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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금속계 광미의 활용방안연구 

II . 기술개발목적 및 중요성 

1. 목 적 

。 중석광미 및 금은광미의 시멘트/ 건축재 및 요업재료로의 활용방안 연구 

O 연 · 아연광 광미의 α -Fe203 및 적색안료로의 활용연구 

2. 필요성 

。 광석 및 원료의 품위저하에 따른 광산폐기물의 증가와 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른 

이들의 처리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휴/폐광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맥석 및 광미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 

어지지 않고 방치됨에 따라 갱수의 유출 동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또한 민 

원을 야기하고 있음 

O 매립지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들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제반 경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현재 정부에서는 폐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하여 복원사업 퉁 년간 30억 이상을 투 

자하고 있으나 이는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미봉책임 

O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는 이들 폐기물을 자원의 개념에서 적절히 활용하 

는 방안 및 기술개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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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술개발내용 및 범위 

1. 1차년도 

연구범위 연구방법 

국내광산 폐자원의 현황 및 
- 환경적 위해요소가 높고 폐기물 양이 많ε 비철금 

실태 조사 
속 광산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광미들의 현황 및 

현장 실태조사 

국외 광산 폐자원의 처리기술 
- 국외 (미국과 카나다 중심)의 광산폐자원 처리실태 

분석 및 국내 적용성 검토 
및 사례 조사 분석 

국내 광산폐자원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요 광산폐자원 (광미) 
- 국내 주요 비금속광산 광미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 

물성평가 
성과 광물학적 성질 그리고 환경 위해성 등을 조 

사/ 평가 

- 광산폐자원의 물성/ 환경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광산폐자원의 활용성 검토 
활용 타당성 검토 

- 2차년도에 수행할 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대 

상 검토 및 선정 

2. 2차년도 

연구범위 연구방법 

연/ 아연광미를 a-Fe203와 - 물성조사 및 용출실험 등 환경영향 평가 

적색안료로의 활용을 위한 - 비중I 부유 및 습식자력선별 둥에 의한 선광공정 수 

기초연구으로 불성조사 및 립 

물리적처리와 산화배소 실험 - 연소특성 조사 및 산화배소 실험 

산화광미 (주대상 : 상동 
- 광미의 기본특성 분석/ 시멘 E 원료로 적용을 위한 

주부원료 조합기술검토 
중석광미)의 시벤 E 원로로의 

- 광미를 사용하여 제조한 시멘 E 의 특성분석 및 최 
활용방안 연구 

적 사용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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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기술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기술개발결과 

가. 금속계 광미의 물성조사 

。 중석광미는 Si02가 주성분을 이루고 있어 시멘트 부원료/ 타일/ 벽돌 동의 건축 

재/ 경량골재I ALC 둥으로 활용 가능하다. 

O 폐기물 공정시험에 의한 pH 및 용출실험 결과 대상광미들이 특정 폐기물 기준 

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나. 연/ 아연광미의 물리적 처리 

。 광미 매립지에 장시간 매립되어 있는 연， 아연광산 광미의 경우 시τf이 경과함 

에 따라 풍화가 진행되어 표토 부근의 광미는 산화반웅이 진행되어 심부의 광 

미와 다른 물성을 나타내었다. 

O 풍화되지 않은 광미의 활용을 위하여 부유선별 실험을 행한 결과 부유정광으로 

철 품위가 48.8 %이고 철 회수율이 52.1 %인 결과를 얻었으나 부선 광미의 양 

이 전체의 68 %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처리가 요구된다. 

。 풍화된 광미는 테이블링을 통하여 철과 황이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경광물을 38 

% 회수하였고 42 %를 차지하는 미들링으로부터 철과 맥석의 분리에는 산침출 

법 또는 마광후 재선광하는 공정이 필요하다. 또한 습식자력선별 실험에서는 

철성분이 비자성 산물로 1.6배 농축됨을 알 수 있었다. 

다. 연 · 아연광미의 산화배소 

O 연 · 아연 황화광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자황철광은 대부분 풍화되어 Goethite 

와 S로 되어 있고 쉽게 부쉬져 slime 형태로 되며 0.8 wt% 내외의 유황만이 

자황철광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들의 배소산물은 다공성으로 배소공정 

은 700 0C 이상에서 20분 이내에 완료된다. 

。 제2연화 광미를 재활용하기 위하여는 slime 형태의 Goethite와 유리 유황을 원 

광으로부터 분리 회수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 중석광미의 시멘트 원료로의 활용 

F h 

니
 



。 광산폐자원의 시멘트 원료로의 활용 가능성 여부는 구성 화학성분과 아울러 시 

벤트 제조공장과의 거리 둥 입지조건I 균질한 품위의 유지 및 장기간 안정공급 

가능 여부 풍 경제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 상동 중석광미가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하였으며 시벤트 클링 

커의 제조 및 물성 평가 결과 상동광미는 시멘트 제조용 점토/ 규석 동 si1ica 

source 및 철질 원료의 보조원료로 적정한 화학 조성을 가지고 있고 클링커 

제조시 소성성이나 클링커 품질에도 악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합원료의 배합도 

단순화를 꾀할 수 있게 되는 등 효율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2. 활용에 대한 건의 

。 중석광미는 환경적으로 무해하며 Si02가 주성분을 이루고 있어 시벤트 부원료/ 

타일l 벽돌 둥의 건축재/ 경량골재 I ALC 둥으로 경제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O 상동광미의 시멘트 부원료의 활용을 위하여는 실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의 적 

용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때 시멘트 제조공정에의 제반 영향/ 킬른의 내화 

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침식여부 등 제조 설비에의 영향 퉁이 검토되어져야 하 

며 생산공정이나 품질의 안정적 유지 여부는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현장 시험이 

요구된다. 

。 연 · 아연 광미의 경우 연/ 아연 및 동을 부유선별하고 폐기된 광미의 경우 부 

선시 사용된 많은 유독성 약품과 유기물들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광미의 재활용 

시 이들의 처리에 유의해야한다. 한편 광미로부터 철 성분을 분리회수하여 활 

용시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광미의 양이 적거나 없는 방향으로의 활용이 

요구된다. 

v. 기대효과 

O 폐자원의 활용 극대화로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 

。 폐자원에 의한 환경오염의 최소화 

O 관련업체의 폐기물 처리 및 관리비용 절감 

。 회수된 유가물질 및 관련 개발소재의 적극적 활용 

O 국토의 효율적 이용 (매립지 감소) 

。 국내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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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서 르르 
L-

국내 광물산업은 광석 매장량의 품위 저하와 고갈/ 그리고 중국을 위시한 개발도 

상국으로부터의 저가 광산물 수입 둥으로 인하여 채산성이 악화되어 1970년대를 고 

비로 침체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였으며 근간에 들어서는 가행광산이 몇 군데 되지 

않을 정도로 위축되어 있다. 지금까지 1/5007~ 이상의 금속광산들이 휴/ 폐광된 상 

태로 전국에 산재되어 방치되고 있으며 1) 맥석 및 광미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 미비 

및 방치로 인하여 많은 환경적 문제점들을 야기 시키고 있다. 특히 광미 및 폐석 

에서 유출된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폐수에 의한 인근 지역의 지표수/ 지하수 및 

토양의 오염과 광미분진에 의한 대기 오염 둥이 사회적 관심사로 크게 대두되고 있 

으며/ 또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근자에 들어 상동 중석광미 그리고 금정광산 

의 금/ 은광 광미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문제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업계의 사 

양화와 폐광으로 인하여 업체 스스로 광산폐기물을 관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연구소를 중심으로 광산지역의 광해조 

사 및 대 책 연구가 수년 동안 수행 되 어 왔다2)3)4)5) 즉 우리 나라의 지 역 별/ 광산별 광 

해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광해 방지대책 및 광해 복구기술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주로 광산폐기물의 환경방지 대책 위주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현재 폐광된 금속광산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방지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 사업내용은 광미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유실방지용 옹벽을 설치하 

여 우수침투방지 및 지하수 차단 등으로 광미 중의 중금속 용출 방지와 퇴적된 오 

염물질의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해 중금속으로 오염된 농경지에 대하여는 

석회 및 규산질 비료의 사용 또는 객토 등의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은 광산 폐기물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즉 광산 폐기물의 적당한 용도를 개발하여 활용하면 위에서 언급한 환경문제를 원 

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6)끼. 광산 폐기물을 활용한다면 이는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자원 

의 개념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광산 폐자원 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매립지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폐기물 처리부 

담에 따른 생산원가 또는 관리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 

토 면적이 좁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천연 부존자원이 빈약한 경우 광산폐기 

물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관심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의 활용 가능한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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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8)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검토와 이들의 활용을 위한 기 

술개발이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 중석광미 및 금은광미의 시벤트/ 건축재 그리고 요업재료로의 활용방안 개발 

- 연/ 아연광 광미의 α-Fe203와 적색안료로의 활용방안 개발 

제 3 절 연구 범위 및 수행방법 

본 연구는 2년 (1998년 - 1999년)에 걸쳐 수행되었다. 1차년도에는 국내의 활용가 

능한 광산 폐자원 현황 및 실태조사를 행하고 이들의 물리/ 화학적 성질 그리고 환 

경 특성 등을 평가하여 활용성/ 경제성 그리고 환경성을 검토하여 그 활용기술 개 

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상동의 중석광 광미와 연화광산의 연/ 아연광미를 연구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1차년도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은 표 1-1과 같았으며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보고서로 발간된 바 있다9) 

표 1-1 : 1차년도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범위 연구방법 

환경적 위해요소가 높고 폐기물 양이 많은 비 

국내광산 폐자원의 현황 및 철금속 광산을 중심으로 3종의 광미 (연 · 아연 

실태 조사 광미/ 중석광미/ 금 · 은광미)를 대상으로 대표 

적인 광산들의 현황 및 현장 실태조사 

국외 광산 폐자원의 처리기술 
국외 (미국과 카나다 중심)의 광산폐자원 처리 

분석 및 국내 적용성 검토 
실태 및 사례 조사 분석을 하고 국내 광산폐자 

원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10 -



활용의 가능성 및 용도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 

중요 광산폐자원 (광미)의 토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국내 주요 비금속광 

물성 평가 산 광미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과 광물학적 

성질 그리고 환경 위해성 둥을 조사/ 평가 

광산폐자원의 물성/ 환경성 및 경제성을 고려 

광산폐자원의 활용성 검토 하여 활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2차년도에 수행 

할 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대상을 검토 

1차년도 연구결과을 토대로 중석광미는 시멘트/ 건축재 그리고 요업원료로의 활 

용방안을/ 연/아연광 광미는 a -Fe203와 적색안료로의 활용을 연구의 최종목표로 설 

정하였다. 2차년도에는 이들의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실험 단계로 연구범위와 수행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연/ 아연광미의 물성조사 및 물리적 처리 및 산화배소 

O 물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O 비중/ 부유 및 습식자력선별 등에 의한 선광공정 수립 

O 연소특성 조사 및 산화배소 실험 

2. 상동광미의 시멘트 원료로의 활용방안 

O 광미의 기본특성 분석/ 시멘트원료로 적용을 위한 주부원료 조합기술검토 

O 광미를 사용하여 제조한 시멘트의 특성분석 및 최적사용방안 도출 

’ ’ 
4 

-’ 
4 



제 2 장 금속계 광미의 물성평가 

제 1 절 국내 주요 금속계 광미 실태 

국내 광업계는 근래에 들어 매장량의 고갈과 저품위화로 경제성이 낮아 1970년을 

고비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현재 15007B 이상의 금속광산들이 휴/폐광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사후관리 미비로 많은 환경적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광미 및 폐석에서 유출된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폐수에 의한 인근지역의 지표 

수/ 지하수 및 토양의 오염과 광미 분진에 의한 대 기 오염 둥이 사회적 관심사로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y 또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차년도에는 국내의 활용 가능한 광산 폐자원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행하고 

중석광인 상동/ 금은광인 금정/ 제일/ 은치/ 다덕광산/ 그리고 연/ 아연광인 연화광산 

등의 각 지역에 분포 되어있는 폐자원(광미)시료를 채취하였다. 

동일 광산의 경우에도 폐자원의 매립 장소에 따라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이들의 

물리화학적 물성/ 광불학적 성질 그리고 환경 특성 등을 평가하였으며 이 연구결과 

를 토대로 경제성/ 기술성 및 환경성을 고려할 때 연화광산의 연/아연광미/ 상동광 

산의 중석광 광미의 처리 및 활용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2치년 

도 연구레서는 이들 광미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Table 2-1에는 연구대상 광미들의 매장량 등을 나타내으며 Photo. 2-1 - 4는 상동/ 

연화l 제일광산의 광미장 사진을 나타내 것이다. 

Table 2-1 . Field survey on metallic mines 

고。l샤 L.며 。 고。l 크 。드 -:x「 -λ4、- 광미장 비 고 

- 광미장이 잘 정돈 

λ。1- .:<:>。드 드。드 λ -41 
강원도 영월군 유지됨 
상동읍 구래리 - 구폐제:600만톤 

- 신 폐 제 :1200만톤 

경북 봉화군 
- 광미장이 잘 정돈 -motor race 경 기 장의 

연화제1 연/아연 
석포면 대현리 

유지됨 
활용계획 

- 700만톤 

강원 삼척군 
- 광미장이 잘 정돈 

연화제2 연/ 아연 유지됨 -인입 도로가 협소함 
가곡면 풍곡2리 

- 700만톤 

n 4 -’ 
4 



Photo. 2-1. 상동 중석 광미장 사진(구폐제) 

’ " 

Photo. 2-2. 상동 중석 광미장 사진(신폐제) 

q J 1 , i 



Photo. 2-3. 연화 제1 광산 광미 장 사진 

Photo. 2-4. 연화 제2 광산 광미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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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물성평가 

1. 입도분포 

각 광산 페자원 시료를 Seshin LMS-30 입도 분석기에 의해서 입도분포를 측정하 

였다. 이들 시료들은 장기간의 웅결된 상태인 것도 있었으나 해쇄한 후에 입도 분 

석을 행하였다. 상동광산의 시료의 경우 D(v，5이이 44.9μm이며 입도분포는 3 - 200 

μm의 범위이며/ 분포곡선을 통해서도 비교적 균일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화1시료의 경우 입도분포는 대체로 균일하며 l 평균입도 D(v，5이은 약60μm이지만/ 

연화2 시료는 입도 분포가 대단히 불균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상당히 큰 덩어리 형 

Table 2-2 Particle size of s하nples. 

상동 연화1 연화2 금정 1 금정2 제일1 제일2 제일3 은치 다덕 

d10(μm) 12.75 14.92 2.52 17.08 6.16 5.33 46.69 78.98 1 .42 1 .52 

dso(μm) 44.98 59.75 22.98 67.80 38.24 58.89 105.68 174.97 5 .45 4 .45 

d90(μm) 104.70 155.33 84.34 205 .47 105.36 199.40 234.35 321.36 34.41 60.48 I 

태로 단단하게 응집되어 있어 응집 입자가 완전히 해쇄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다른 

광산 폐자원 시료들과는 달리 자연방치로 인한 화학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추 

측된다. 

이 외에도 1차년도에 조사한 금정/ 제일/ 은치 광산의 경우를 보면 금정광산의 시 

료들의 경우도 비교적 균일한 입도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D(v，50)은 금정 1시료의 

경우 67.8μm， 금정 2시료는 38.2μm로서 금정2시료가 입도가 약간 작았다. 제일광산의 

경우 제일 1시료는 원광이며/ 제일2시료는 정광l 제일 3시료는 광미로서 원광에 비 

하여 정광과 광미의 입도분포가 대단히 균일하며/ 평균입도도 105.8μm과 175μm로서 

크게 나타났다. 은치 및 다덕 광산 시료의 경우 입도분포가 매우 불균일 한데/ 이 는 

이들 광산들의 폐기물 매립지역이 조성된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으며/ 유실 둥으로 

인한 광미 이외의 잡토등의 유입등에 의하여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화학적 성질 

각 광산에서 채취한 대부분의 광산 폐자원의 경우 Si02의 함유량이 가장 많으며 I 

각 광산의 특성 에 따라서 함유 광물의 성분이 다르다. 이들 광물 중에서 연화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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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자원에는 Fe와 S가 상당량 함유되어 있어 실제 광미 중에는 Fe5의 형태로 잔 

존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Table 2-3은 각 광산의 폐기물의 성분을 ICP에 

의해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중석광인 상동광산의 폐자원의 경우 5i02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Fe203가 10.02wt%, CaO가 9.02wt% 둥이 함유되 어 있는데/ 이 성분분석 

결과로 보아 시벤트 제조 시에 필수적인 성분들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시멘트 

제조용으로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연/ 아연광인 연화 제1 및 제2 광산에서 채취한 시료의 경우 5i02의 함유량이 다 

른 광산 폐자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으며/ 특히 연화 2시료의 경우 Fe203 

42.28wt%, 5i02 25.9wt%, CaO 10,46wt% , 5 9.55wt%로 연화 1 시 료에 비 하여 Fe 함 

량이 많고 5i02를 상당히 적게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연화광산은 황화광 형태 

로 생산되었던 광산이었기 때문에 Fe와 S의 함유량이 대단히 많았으며/ 특히 연화2 

시료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Pb, Zn, As동의 잔존량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 

았다 연화2광산의 경우 주요성분은 배소하여 황을 제거할 경우 Fe203퉁 적색 안료 

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석광인 상동과 연화제1 및 제2 광산시료의 

구성성분을 비교 해 보면 상동 시료의 경우 5i02의 함유량이 가장 높으며 연화L 연 

화2시료의 순이었다. Fe203와 S의 경우 연화2시료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연 

화1， 상동시료의 순이었다. Pb, Zn, As등의 함유량은 연화1과 연화2시료가 상동시료 

에 비하여 현저히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실제로 연/ 아연광인 이들 연화광산에서 

연화 제1광산이 연화 제2광산보다 연/ 아연의 함유량이 많았다. 

3. 광물학적 성질 

Photo. 2-5-7 까지와 Fig. 2-1-3 까지는 각 광산 시료의 5EM사진과 전체 및 국 

소부위의 EDX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 상에서 어둡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가벼운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밝게 나타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원소들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구성 성분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소부분에 대하 

여 EDX분석을 행하였다. 

상동광산 시료의 경우 전체 성분은 5i, Ca, Fe의 순서로 함유되어 있으나l 사진중 

의 1의 성분은 주로 5i로 구성되어 있으며， 2의 경우에는 Ca 및 Fe성분이 많이 함 

유되어 있어 입자들의 구성 성분이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화광산 시료의 경우 전체 성분은 5i, Fe, 5, Ca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화1 시 

료의 경우 입자별로 5i가 주성분인 부분과 Fe와 S가 주성분인 부분으로 확연히 구 

별할 수 있으나/ 연화2 시료의 경우 5i가 주성분인 부분과 Fe의 양은 적고 S만이 주 

성분인 부분으로 나누어 입자들이 서로 혼재하고 있어 연화2시료의 경우가 연화1 

시료 에 비하여 풍화가 더욱 진행되어 유리 S상태로 존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으 

로 추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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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Chemical analysis of samples 

λ。LE。i 금정 1 금정 2 제일1 제일2 제일3 연화1 연화2 은치 다덕 

Si02(%) 63.20 77.23 57.27 88.83 76 .50 90.70 48.67 25 .90 78.07 75.23 

Ab03(%) 7.74 9.77 15.16 2.87 2.46 2.39 5.08 2.53 6.91 6.02 

CaO(%) 9.02 0.64 1.13 1.33 1.08 1.08 7.84 10.46 0.20 0.82 

Fe20 3(%) 10.02 3.22 8.65 0.48 1.99 0.34 21.88 42.28 3.87 5.00 

K 20 (%) 1.42 2.65 3.35 0 ‘ 99 0.75 0.44 1.85 0.36 2.08 1.90 

MnO(%) 0.41 0.025 0.0116 0.20 0.51 0.21 1.35 1.98 44ppm 0.025 

MgO(%) 1.75 1.12 1.38 0.23 0.23 0.22 1.01 0.91 0.32 0.097 

5(%) 0.36 0.04 1.60 0.10 0.75 0.04 7.82 9.55 2.09 0.99 

Cr(ppm) 49 55 110 21 20 18 57 55 45 17 

Ni(ppm) 29 27 36 7.0 12 6.9 18 18 34 5.9 

Cu(ppm) 62 14 93 26 71 16 129 204 87 387 

Pb(ppm) 24 28 83 62 267 40 0.24 % 0.15% 0.22 % 0.53% 

Zn(ppm) 122 41 69 89 679 80 0.25 % 0.18% 0.44 % 387 

AS(ppm) 12 269 0.67% 132 49 18 0.15 % 0.12% 181 1.79% 

Cd(ppm) 2.7 (1 1.6 (1 3.8 (1 19 6.2 37 4.3 

Fig. 2-4 - 5에 상동 광미와 연화 광미의 X선 회절 분석을 행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들 시료 중에 연화시료는 Quartz와 함께 Pyrrhotite(Fel-XS)가 함유되어 있어 황 

화물형태의 화합물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화 2 시료의 경우 Quartz의 회절강도가 

가장 크며/ 그 밖의 Muscovite등이 함유 되 어 있으며/ 특히 Sulfur의 상이 나타나 있 

는 것으로 보아 풍화 작용에 의한 유리 S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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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5 SEM image of Sangdong sample 

Photo. 2-6 SEM image of Yeonhwa 1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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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7 SEM image of Yeonhwa 2 sample 

제 3 절 환경평가 

각 광산 폐자원의 용출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출시험 및 수소이온농도시 험은 환 

경오염공정시험법에 준하여 행하였다. 수소이온 농도 측정용 시료액은 시료 각 10g 

을 500 ml 비이커에 취하여 증류수를 25 ml 가한 다음 잘 교반하여 30분 이상 방 

치한 후/ 이 현탁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또한 용출시험용 시료액은 시료 50g을 

500ml의 증류수에 혼합하여 조제하였고/ 이 혼합액을 상온/ 상압하에서 진탕 횟수 

매분 약 200회/ 진폭이 4-5cm의 진탕기를 사용하여 진탕한 후/ 여과하여 여과액을 

ICP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이 시 험결과를 Table 2-4, 2-5에 나타냈다. 용출액의 pH 

값은 상동 및 연화 1광미의 경우 7.42와 6.14로 중성을 나타내나 연화 2광미의 경우 

2.31로 산성을 나타내었다. 

고상 폐 기물의 경우 pH 2이하의 경우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 사용 

한 광산 폐자원 시료의 pH 2 이하의 것은 없었다. 공해공정 시험법의 용출시 험 의 

경우 상동광미의 경우 유해원소의 용출이 거의 감지 되지 않았고 연화2광산의 경우 

소량의 Cu, Cd, As, 등이 겸출되기는 하였지만 특정폐기물 기준치에 훨씬 미치지 

않는 수치였다. 연화2광산의 폐광미는 Cu 2.31, Pb 0.47, Cd 0.14 mg/l 이 검출되었 

다. Cu는 측정페기물 기준치 3mg/l에 근접한 수치가 나왔으나 다른 원소는 기춘치 

보다 적게 검출되었다. 이와 같이 세광산의 광미 모두 규정에 따른 규제 성분에 대 

한 함유량이 환경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있어 폐광미의 재활용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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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EDX analysis of Yeonhwa 2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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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The results of pH test for waste samples. 

l날한각호l 싸
 
。

연화1 연화2 

7.42 6.14 2.31 

* 평가방법 · 공해공정 시 험법 고상폐기물 pH시험법에 따름 

Table 2-5 The results of dissolution test for waste s하nples. 

감풋ξ OPrg. 로 E틸로리렌클에 테트라에클 CN Cr+b Cu Cd Pb Hg As PCB 로로 틸 
렌 

λ。r%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연화1 ND ND 0.02 0.15 0.15 ND 0.01 ND ND ND ND 

연화2 ND ND 2.31 0.14 0.47 ND 0.20 ND ND ND ND 

특준정치폐(m기; 물기 1 1.5 3 0.3 3 0.005 1.5 1 50 0.3 0.1 (mgj l) 
* 시험방법 : 공해공정 시험법의 용출시험법에 따름 

제 4 절 결 론 

1. 광미의 구성성분은 대부분의 시료에 있어서 Si02가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연I 

아연광인 연화 광산 시료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Fe 및 S의 함유량이 많았다. 중 

금속인 Pb, Zn, As, Cd등의 함유량은 연/ 아연광인 연화1， 2 광미에 많이 잔존하 

였다 

2. 이 들 시료의 구성 광물은 Quartz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석광인 상동시 

료의 경우 그 밖의 Muscovite, Fluorite둥의 광물이 함유되 어 있고/ 연/ 아연광인 

연화광산 시료의 경우 Pyrrhotite, Muscovite, Sulfur퉁이 함유되어 있었다 

3. 각 시료에 대하여 폐기물 공정시험법에 의한 pH 및 용출시험 결과， pH의 경우 

2이하의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는 시료는 없었으며/ 용출시험에서는 상통광미 및 

연화광미 모두 특정 폐 기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 “ 



제 3 장 연， 아연 황화광미의 물리적 처리 

제 1 절 서 론 

경북 봉화군 석포변 대현리 82에 위치한 연화제일광산과 강원도 삼척군 원덕면 

풍곡2리에 위치한 연화제이광산은 60년대이래 30여 년 동안 연(Pb)과 아연(Zn)을 

생산하면서 각각 광미를 700만톤 배출하였으며 현재 계곡사이에 댐을 건설하여 그 

곳에 광미를 매립한 상태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연과 아연 정광의 선광에는 부유 

선별법이 사용되었으며 원광의 약 1/3에 해당되는 부선광미로 자황철광(pyrrhotite) 

과 맥석이 배출되었다. 다음 Fig. 3-1과 3-2는 각각 연화제1광산과 연화제2광산의 선 

광공정도를 나타낸 것이고 이때 사용된 부선시약과 연간 생산되는 정광의 양과 광 

미 의 양을 각각 Table 3-1과 3-2에 나타내 었다 

이와같이 철 함량이 20 - 42 % (Fe20 3) 정도 포함되어 있는 광미는 부선광미로 배 

출당시 자황철광(pyrrhotite， FeSl+x)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산화철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화배소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자황철광은 주로 산화철의 원 

료로 사용되며 또한 황산제조에 사용되기도 한다. 산화철은 제철원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산화철의 색이 다양하고 저렴하여 안료로 사용되기도 하며 최근에는 산화물 

자성재료인 Ferrite의 주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Ferrite 제조용 산화철은 순도가 중 

요하며 불순물의 종류도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연아연 광산의 광미로부터 얻어지는 

자황철광내에 동l 연/ 아연/ 기타 맥석들의 제거를 위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광미장에서 오랜시간 동안 보관된 광미의 경우 일부는 풍화되어 산화철의 

상태로 변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황이 결정으로 석출되기도 하고 황산이 생성되어 

일부 중금속이 유출되었으며 침출수의 pH도 산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연아연 광미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리카나 규산염 광물로부터 pyrrhotite를 분리해야 하는데 

현재 광미는 오랜 시간 용화를 받아 표면이 산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또한 깊이 

에 따라 pyrrhotite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도 있으므로 광미장에 매립되어 있는 광미 

를 풍화작용을 받은 광미와 그렇지 않은 것들로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풍화되지 않은 광미에 대해서는 부유선별법을 이용하 

여 자황철광의 정제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풍화된 광미는 자황철광의 부유선광이 적 

용되지 않으므로 중력선별법과 습식자력선별법을 적용하여 철 성분을 농축하고 기 

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연구를 함께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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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 Characteristics of Mineral Processing Plant in 1 st Y eon - hwa Mine. 

생산실적 

조광 7.j 고 。l 광미 
산품명 

처리량(M/T) 품위(%) 처 리 량(M/T) 품위(%) 처리 량(M/T) 품위(%) 

1978 연， 아연 정광 720,989 
Pb: 1.16 Pb: 12,174 Pb: 58.84 650 ,183 

Pb: 0.1 2 
Zn: 4.42 Zn: 58,632 Zn: 48.78 Zn : 0.43 

1979 연， 아연 정광 697 ,976 
Pb: 0.78 Pb: 8,167 Pb: 55.31 638,925 

Pb: 0.10 
Zn: 3.99 Zn: 50.884 Zn: 48.71 Zn: 0.41 

선광공장 현황 : 2,400 νday(처 리용량) , 선광방법 : 부유선광법 

부유선광 시약 

1iEI「 r 3?객 사용량(kg) 
원광톤당 

첨가장소 용도 
사용량(g/t ) 

Lime 43,250 819 Pb,Zn 부선 황화철 억제 및 광액 pH 조절 1 

CUS04 40,770 772 Zn 부선 Zn 활성제 

NaCN 1,900 36 Pb 부선 황화철 억제 

Z- 3 2,081 39 Pb,Zn 부선 Pb 및 Zn광 포집제 

AF#211 511 10 Zn 부선 Zn광 포집제 

AP#404 365 7 Pb 부선 Pb광 포집제 

DF#250 1.303.3 25 Pb,Zn 부선 기포제 

S.A.F 532 10 Zn 부선 Zn광 포집제 

NP- lO 24.2 0.5 정광， 미광 농축조 침강제 

금속 Liner 1097ß 2 crusher,mill crusher ,mill 

고무 Liner 357ß 7 f1otator pump f1otator 및 pump 

Chilled Ball 21,180 kg 401 ball mill 광석 마광용 

Steel Rod 16,100 kg 305 rod mill 광석 마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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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Characteristics of Mineral Processing Plant in 2nd Yeon-hwa Mine 

생산실적 

조광 ~à 고 。↓ 광미 

산품명 
처 리 량(M/T) 품위(%) 처리량(M/T) 품위(%) 처리량(M!T) 품위(%) 

Pb: 0.21 Pb: 1,822 Pb: 54.28 Pb: 0.02 
1978 연， 아연 정광 597,351 Zn: 3.43 Zn: 48,233 Zn: 49.17 546.609 Zn: 0.38 

Cu: 0.1 1 Cu: 686 Cu: 24.51 Cu: 0.02 

Pb: 0.20 Pb: 1,697 Pb: 54.01 Pb: 0.02 
1979 연， 아연 정광 589,418 Zn: 4.04 Zn: 49,444 Zn: 49.76 537,696 Zn: 0.31 

Cu: 0.09 Cu: 581 Cu: 24. 16 Cu: 0.02 

선광공장 현황 2,000 νday(처 리용량)， 선광방법 부유선광법 

부유선광 시약 

fIIF r 「껴a 사용량(kg) 
원광톤당 

첨가장소 용도 
사용량(g/T) 

CUS04 27 ,400 548 Zn 부선 Zn 활성제 

NaCN 800 16 Pb , Cu 분리계 Cu 억제 

Z-2oo 632 12.64 Zn 부선 Zn광 포집제 

AF#208 626 12.53 bulk conditioner Cu광 포집제 

AP#404 2,126 42.52 Pb 부선 Pb광 포집제 

DF#250 664 13.28 Zn conditioner 기포제 

ZnS04 100 2 Cu 재부선계 Zn 억제 

NaHS03 625 12.5 Bulk Cleaner Cu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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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료 및 실험방법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연화제1광산 광미 매립장/ 연화제2광산 광미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광미를 표토층을 걷어낸 다음 채취한 것이다. 다음 Table 3-3은 연화 

저1 1， 연화제2광산의 광미에 대한 화학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금속광산 광미에 비하여 Si02의 함량이 낮게 나타났으며 철 함량과 특히 황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유선광중에 회수되지 않은 Pb, Zn, Cu와 일부 As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3 Chemical analysis of tailings in Yeon-hwa Mine. 

--------칸t% Si02 Ah03 CaO Fe20 3 K20 MnO MgO 

연화제 1 48.67 5.08 7.84 21.88 1.85 1.35 1.01 

연화제2 25.90 2.53 10.46 42.28 0.36 1.98 0.91 

---------낸댄 S Cr(ppm) Ni(ppm) Cu(ppm) Pb Zn As 

연화제1 7.82 57 18 129 0.24 0.25 0.15 

연화제2 9.55 55 18 204 0.15 0.18 0.12 

부선광미 의 주 광물은 pyrrhotite, rhodochroslte , calcite, clay-silicate quartz, 

galena 및 zinc mineral 등이며 자황철광의 입도는 평균 0.2 - 0.4 mm 크기로 -48 

mesh 마광이면 단체분리가 가능하고， Rhodochrosite의 입도는 0.15 mm 이하로 -

100 mesh 마광이면 대체적인 단체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광 산물의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3-4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 65 

mesh이상의 맥석을 제외한 모든 입단에서 철의 함량이 비교적 균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325 mesh 의 입단 산물이 전체 중량의 54 %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선은 다음 Fig. 3-3에서 보는바와 같이 Denver Sub-A 부선기 (1 - 0.5 kg용)을 

사용하여 시험하였으며 실험조건은 부선농도 25 %, 부선온도 19 O( 에 서 

Z-6(80g/ ton) , Aero.15( 40g/ ton) , KMn04(25g/ ton)을 넣고 10분간 조절한 후 

Na2C03(pH7), P.O(25g/ ton)d을 넣은 후 5분간 부유실험을 행하였다. 

1 , A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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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ailing in 1st Yeon-hwa Mine. 

「고a렇tZ녀ize wt % 
씨
 -
·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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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4l

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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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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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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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e 

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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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distribution ratio(%) 

P;-l S I As 1 

+ 65 4.8 4.10 1.38 v . ..:.u J...‘t 

- 65 - +100 6.0 8.58 4.67 0.29 3.5 3.4 1.3 

- 100 - +150 8.7 12.70 7.59 0.88 7.6 

- 150 - +200 10.2 6.50 10.30 1.39 11.7 12 8 110 1 
- 200 - +250 i 6.8 15.70 9.39 1.96 7.5 7.8 10.3 

- 250 - +325 9.8 17.60 10.30 I 1.75 11.9 12.3 13.3 

- 325 53.7 15.30 8.43 1.38 56.4 

亡 tot떠 ( 100.0 I 14.50 I 8강上펀묘맺o了뀔~o L뀔L 

광미 매립장에서 풍화되어 기존의 성질이 변화된 광미는 자황철광이 산화되는 과 

정에서 철산화물들이 맥석과 기타 금속광 업자의 표변에 코팅되었으므로 앞의 부유 

선별법으로 철 성분의 농축이 어려움올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크러빙을 통하여 응 

집된 입자들을 해쇄한 후 테이블링으로 비중선별을 행하여 경광물을 분리하고 농축 

된 중광물을 습식자선 실험을 행하여 자성산물과 비자성산물로 분리하였다. 다음 

Fig. 3-4와 3-5는 스크러빙 과정과 테이블링을 나타낸 것이다. 

Fig. 3-3 Apparatus of Flotation Experir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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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Apparatus of Scrubbing. 

Fig. 3-5 Apparatus of Ta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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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험결과 

1. 풍화되지 않은 광미의 부유선광 

원시료를 Rod Mill에서 일정 입도로 습식단계 마광한 후 부유선광 실험을 실시하 

였으며 부선시약은 포타숨 아밀 잔세이트/ 에어로플로트 15, 파인오일 및 과망간산 

칼륨 등의 일반적인 포수/ 기포 및 억제제 시약을 사용하였으며 그 공정도를 다음 

Fig. 3-6에 나타내었다. 

Head (부 션 tailing) 

Flotator (Denver Sub-A lkg) 

m o c e h 
야
 빼

 

v 
“ 

P 
Tailing 

Flotator (Cleaning 4 times) 

Pyrrhotite Conc. Middling 

Fig. 3-6. Flowsheet for the Flotation Process of Pyrrho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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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Table 3-5는 풍화되지 않은 광미의 부선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황철광의 실수율이 약 52.1 %로 저조하며 또한 As의 함량이 0.3 

% 정도 나타났는데 이는 비소를 함유하고 있는 미립의 유비철광이 자황철광과 상 

호 유사한 부선 시약 영향을 받아 부선 정광중에 수반되기도 하며 기계적으로 혼입 

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맥석광물의 성분인 Si02, CaO, Ah03, 및 금속성분인 

Cu, Zn, Pb , Mn 등이 불순물로 포후되어 있어 철 함량이 48%에 불과하다. 이와같 

이 실수율이 낮고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은 이유중 하나는 자황철광의 입자내에 미 

세한 석영 및 금속 황화물이 혼입되어 있어 단체분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부선정광으로 회수된 양은 전체 광미의 16.5 %에 불과하고 부선광미로 나오는 

양이 68 %에 이르므로 이와같이 부유선과을 통하여 철을 분리하는 경우 여전히 광 

미의 효율적 처리 및 활용에 어려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비철광을 자황철광으로부터 제거하는 방법으로 자 

력선별을 고려할 수 있는데 자황철광의 경우 강자성을 띠는 단사형 결정구조를 갖 

는 자황철광과 약자성을 띠는 육방형 결정구조의 자황철광이 있으며 광미내에는 자 

력선별로 회수가 어려운 육방형의 자황철광이 40 % 정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자력 

선별에 의해 비소를 제거하고 철 성분을 농축시키는 공정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5. Results for Flotation Experiment of Yeon-hwa Tailing. 

wt grade(%) recovery 
Products test condition 

% Fe As of Fe( %) 

Pyrrhotite Conc. 16.5 48.8 0.3 52 .1 
부선농도 : 25 %, 부선온도 19 oc 

I이iddling 15.5 18.0 18.0 condition time 10분 : Z-6(80g/ ton) , 

Tailing 68.0 6.79 29.9 Aero.15(40g/ tonJ. KMn04(25g/ ton ) 

~* 5고 t3r Na2C03( pH7l, P.O(25g/ ton ) 
total 100 15.4 100.0 

2. 풍화된 광미의 정제실험 

풍화된 광미는 Fig. 3-7과 3-8의 사진과 X선 회절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yrrhotite가 그대로 존재하지 않고 괴타이트(FeOOH)나 자철광(Fe304) 및 적철광 

(Fe203)으로 변화되 어 있고 황 성분은 석고(CaS04)나 원소 황으로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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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Weathered Tailing in 강1d Yeon-hwa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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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X-ray diffraction of weathered tailing in Yeon-hwa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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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화된 철 성분은 맥석 및 기타 금속광 입자에 코팅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갈색올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철 성분의 분리y 정제에 앞서 광미장에 매립되면서 

물리적으로 용집되어 있고 화학적으로 변화된 성분들올 단체분리하기 위하여 스크 

러빙올 행하였다. Fig. 3-9는 스크러빙 후에도 조립으로 남아 있는 여과산물올 나타 

낸 것으로 전체 시료의 약 9.3 wt %를 차지하는 양이다. 스크러빙으로 분쇄된 산물 

올 비중선별하기 위하여 테이블링올 행하였다. pyrrhotite가 풍화되어 다음과 같은 

반용을 거쳐 생성된 괴타이트(FeOOH)나 자철광(Fe304) 및 적철광(Fe203)그리고 석 

출 황은 강도가 약하여 스크러빙 과정에서 상당량이 슬라임으로 회수될 수 있었다. 

3 FeS + 2 O2 • Fe30 4 + S ---- (1) 

4 FeS + 3 O2 • 2Fe2Ü3 + 4 S -- (2) 

Fig. 3-9 Coarse Products after scrub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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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렇게 생성된 황은 다음식의 산화반응을 거쳐 황산이 되고 이 황산이 다 

시 아래 식들과 같은 반응을 거쳐 pyrrhotite의 계속적인 변화를 유발하게 되며 아 

울러 광미 에 존재하는 칼숨성분과 반응하여 석고(CaS04)를 생성시 킨다 

S + H20 + 3/2 O2 • H 2S04 ------ (3) 

FeS + H2S04 • Fe30 4 + H2S ----- (4) 

FeS + H2S04 + yz O2 • FeS04 + H20 + S ----- (5) 

FeS + 2 O2 • FeS04 ----- (6) 

2 FeS0 4 + H2S04 + yz 02 • Fe2(S0 4)3 + H20 ----- (7) 

Fe2(S04h + H2S • 2 FeS04 + H 2S0 4 + S ----- (8) 

H2S + yz 0 2 • H20 + S ----- (9) 

CaC03 + H2S04 • CaS04 + H20 + CO2 ---- (1이 

따라서 본 실험 에서 원 광미 시료 1 kg을 스크러빙하고 테이블링을 행하였을 때 

얻어 진 슬라임 (383 g, 38.3 w t % )는 주로 철산화물과 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렇게 

회수된 슬라임을 150 oc 에 서 건조시키는 과정 에서 황이 기화됨을 관찰할 수 있었 

다. 따라서 풍화된 광미를 대상으로 스크러빙과 비중선별을 행하여 전체 광미중 38 

w t. % 정도를 철산화물과 황 혼합물로 회수할 수 있었다. 이 슬라임의 조성은 。L 。:>:I. -

로 분석을 행한 뒤 불순물의 혼입 여부를 파악하여 산화철 원료로의 적합성을 검토 

해볼 예 정 이다 

한편 테이블링에서 미들링으로 회수된 산물은 전체 광미의 42 wt. %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의 Fig. 3-10 x-선 회 절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미의 미들링에는 

대부분 맥석광물과 일부 철 산화물(Fe 함량 14.25 %)이 포함되어 있고 As(0.056 wt 

%), Zn( 0.083 w t %), Pb(0.044 wt %), Cu(0.007 w t %) 등 중금속 함량이 매우 낮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들링 산물로부터 철 산화물을 제거하면 실리카나 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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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광불만이 남게 되므로 이들을 별도로 활용할 수 있다. 미들링 산물로부터 철 산 

화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철산화물을 강산으로 제거하는 습식 침출법과 마광을 

한 후 앞의 공정과 유사하게 비중선별 및 자력선별로 분리하는 공정 등이 있으며 

향후 이들 공정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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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X-ray diffraction pattern of mid-tailing 

테이블링으로 분류한 중광물은 10.4 %로 다음 Fig. 3-11과 같이 적갈색보다는 진 

한 갈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중광물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은 작지만 철산화물 

과 납/ 구리/ 아연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습식 자력선별법을 이용하여 

이들의 분리거동을 살펴보았다. 다음 Fig. 3-12에 나타낸 습식 고구배 자력 선별기 

를 이용한 연구는 1971년 Henly H. Kolm에 의하여 이용되기 시작한 후 약자성 광 

물의 회수 및 제거에 많이 이용되었다. 이 고구배 자력 선별기는 Stainless steel 

wool 또는 일정한 크기의 스크린을 분리 매체로서 충진한 Canister를 균일한 자장 

내에 설치하고 이 분리매체를 자화시킨 후 이 사이를 분리하고자 하는 광석을 불과 

함께 통과시키면 자성광물은 camster에 회수되고 비자성 광물은 그 매체를 통과한 

다. 다음으로 자장을 풀변 자성체 광물이 물에 의하여 세척되어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m m 



Fig. 3-11 Heavy products of tailing from the tabling 

Fig. 3-12 Apparatus of wet magnetic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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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Table 3-6의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자력선별을 행하였을 때 자성산물의 철 함 

량은 원 시료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비자성산물의 경우 철 함량이 22.8 wt 

%를 나타내어 원시료의 1.6배로 농축되었으며 아연의 경우도 2.1배 농축되었다. 자 

성산물에서는 다읍 Fig. 3-13의 x-선 회절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철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Fig. 3-14의 비자성산물에서는 Hedenbergite, Muscovite 및 석영이 

관찰되었다. 풍화된 광미를 정제하는 비중선별과 습식자력선별에 대한 공정도를 

Fig. 3-15에 나타내 었다. 

Table 3-6. Chemical compositon of Yeon-hwa Mine tailing. 

---------객fξ Fe Zn Pb Cu As 

원시 료(1 kg ) 14.25 0.088 0.068 0.010 0.070 

테이 블링의 미 들링 (42 wt %) 14.25 0.083 0.044 0.007 0.056 

자성 산물 ( 2.2 wt % ) 11.75 0.032 0.014 0.007 0.038 

비자성산물 (3 .2 wt %) 22.80 0.183 0.029 0.0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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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 론 

1. 광미 매립지에 장시간 매립되어 있는 연/ 아연광산 광미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풍화가 진행되어 표토 부근의 광미는 산화반응이 진행되어 심부의 광미와 다 

른 물성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따라 각각 성질이 다른 두 종류의 광미에 대한 활용 

방안을 별도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 광미는 부유선광을 거쳐 폐기된 

산물로 시안화합물을 비롯한 여러 유기시약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광미의 활용시 잔 

존하는 유기시약 및 유독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2 풍화되지 않은 광미의 활용을 위하여 부유선별 실험을 행한 결과 부유정광으로 

철 품위가 48.8 %이고 철 회수율이 52.1 % 인 결과를 얻었으나 부선 광미의 양이 전 

체의 68 %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처리가 요구된다 

3. 풍화된 광미로부터 철 성분을 분리하기 위한 선광실험은 비중선별과 습식자력선 

별을 적용하였으며 테이블링을 통하여 철과 황이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경광물을 38 

% 회수하였고 42 %를 차지하는 미들링으로부터 철과 맥석의 분리에는 산침출법 

또는 마광후 재선광하는 공정이 필요하다. 또한 습식자력선별 실험에서는 철성분이 

비자성 산물로 1.6배 농축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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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황화광미의 산화배소 

제 1 절 서 론 

연화 광산 광미는 제1연화/ 제2연화 각각 600여만톤 씩 광미장에 쌓여 있으며 두 광 

산 공히 Pyrrhotite를 25 - 30wt.% 함유하고 있다. 

일본 동화광업(주)에서는 Pyrrhotite가 주성분인 구리 광미를 처리하여 고품위 산화 

철 제조하여 일본내의 산화철 원료의 70% 정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Fig. 4-1 .은 이의 

공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1) 

Cu Tailing 

(Cu:0.15, Zn:0.2, 5:50 ,5i02:2.5%) 

함 Cu 광물 

〉폐기물< 

동 정 광 

)1 황 산 회 수 뉴--> 황 산 

고 품 위 Fe20 3 

Fig. 4-1 Flow chart on the utilization of pyrrho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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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채취한 시료는 형태에 있어서 제1연화와 제2연화가 상당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즉 연화 제1광산 시료는 풍화를 적아 검은색을 띠고 있으며/ 제2광산 시 

료는 Pyrrhotite가 풍화를 받아 유리 황과 Goethite로 분해되어 광미가 전체적으로 붉 

은색을 띠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제2연화 광미를 이용하여 산화철계 안료로 활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배소 실험을 수행하였다. 자황철광(Pyrrhotite)을 산소 폰재하에서 가열하면 다음 반 

응식에 따라 산화철을 얻을 수 있다. 

4 FeS + 7 O2 • 2 Fe20 3 + 4 S02 /.:::, HO 813 = -146 Kcal 

제 2 절 시료 및 실험 방법 

제2연화 광미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습식 해쇄하여 35#, 230# 채를 이용하여 광미 

표면에 붙어 있는 미세 입자와 굵은 잡석을 분리하였고 중량 비는 Table 4-1과 같다. 

Table 4-1 Size distribution of Yoenwha 2nd mine ore 

입 도 + 35 # 

중 량 비 (wt. %) 2.3 

- 35#-+23o # 

83.2 

- 230 # 

14.5 

- 35 # - + 230 # 크기의 광미를 110 0C 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산화 배소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기초 실험으로 시료의 연소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기와 질소 

분위기에서 승온율 5 0C/rnin., 시료 무게 30-50rng, 가스 유량 400 m~ / rnin. 조건에서 

열분석 (TGA)을 실시하였다 

Fig. 4-2와 Photo. 4-1은 각각 본 실험에서 사용한 산화 배소 장치의 개략도와 사진 

을 나타낸 것이다. 반응기는 직경 200 rnrn, 길이 200rnm인 내열강 재질의 원통형의 

회분식 반응기로 감속기가 붙은 모터에 의하여 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응 가 

스는 bomb에 들어 있는 압축 공기를 사용하였으며 needle 밸브가 붙어 있는 유량계 

를 통하여 2 - 10 ~ /min.로 조절하였다 반응 온도는 PID type의 프로그램 이 가능한 

온도 조절계와 SCR을 이용하여 노의 온도를 설정 온도에서 :t 5 0C 범위 내에서 조절 
하였다. 

실험 방법은 반응기 내의 온도가 설정 온도에서 안정되면 시료 100 g을 평량하여 

투입한 후 반응 가스를 흘러 주었으며 추가 산화 반웅을 막기 위하여 채취한 시료는 

자재 도가니에 담아 바로 뚜껑을 닫아 냉각하였다. 

이와 같이 반응이 끝난 시료는 유황 함량을 분석하였으며 유황 및 기타 성분의 존 

재 형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전체 및 미소부위 EDX와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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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4-3는 공기 중에서 실시한 제2연화 광미의 열분석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상온 

에서 100 0C까지에서 나타나는 무게 감량은 부착 수분의 증발에 의한 것이고， 100 -

180 0C 에서 나타나는 무게 감소는 CaS04 . 2H20의 결정수와 유리 유황의 증발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180 - 260 0C 에서의 급격한 무게 감소는 질소 분위기 하에서도 똑같 

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유리 유황의 증발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580 0C 이상에서 

나타나는 0.8% 정도의 무게 감소는 Pyrrhotite 입자 중심 부근의 풍화되지 않은 부근 

이 산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Fig. 4-4는 배소 후의 X선 회절 분석 콕선이다. 배소 후의 주요 성분으로는 

Hematite(Fe20 3), QurtZ(Si02), Hedenbergite(CaFeSh06) 등이고 미 량 성분으로 

Magneti te(Fe304) ,M uscovi te( (κN a) (AtMg,Fe, )2(S Ï3 1A109 )O) ,Anhydri te( CaS04) , 

Microcline(KAlSbOs) 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Photo. 4-2와 Photo 4-3은 배소 전 후의 풍화된 광미를 확대한 전자 현미경 사진인 

데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거의 완전히 풍화되어 자황철광은 Goeh ti te(FeOOH)와 유 

리 유황으로 존재하고 0.8 w t.% 정도만이 자황철광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Fig. 4-5는 반응 온도가 800 0C, 회전수가 분당 8회/ 반응 시간 40분에서 배소한 시료 

중의 잔류 유황을 나타낸 것이다. 예상과는 다르게 유속이 증가할수록 즉 산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황의 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소 부위 EDX 분석 결과 유황 

이 Anhydrite(CaS04)에서 유래하는 것임을 볼 수 있었다. 공기 유속이 적을 경우 즉 

산소 분압이 낮을 경우에는 Anhydrite(CaS04)가 CaO 형태로 존재함을 EDX 분석으 

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유리 유황에 환원되어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Yagi와 Kunii3)의 연구에 의하면 자황철광의 산화배소 반응은 미반응 모델4) 즉 일 

종의 불균일 표면에서 반응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시료의 경우는 대단히 빨리 진행되어 Yagi의 보고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Fig. 4-6은 반응기 회전 속도 24 rpm, 공기 유량 10 Q /min . 일 경우 옹도별 배소 시 

간에 따른 배소 후에 남아 있는 유황의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반응 온도 700 0C 이상 

에서는 20분 이내 유황이 제거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선행 연구자(오재현1) 홍성웅2) 

등)들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유황의 연소 속도가 대단히 빨리 제거됨을 볼수 있는데 

이는 자황철광이 Photo. 4-2와 Photo 4-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풍화되어 다 

공질로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후에는 변화가 없는데 이것도 앞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유황이 Anhydrite(CaS04)로 존재함을 미소 부위 EDX 분석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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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Fe, S H: Si, Fe, Ca A : Ca, S Q: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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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 론 

1. 제2연화 광미 중에 포함되 어 있는 자황철광은 대부분 풍화되 어 Goethite와 S로 

되어 있고 쉽게 부쉬져 slime 형태로되며 0.8 wt% 내외의 유황만이 자황철광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들의 배소도 다공성으로 700 0C 이상에서 20분 이내 

에 완료된다. 

2 제2연화 광미를 재활용하기 위하여는 slime 형태의 Goethite와 유리 유황을 원광 

으로부터 분리 회수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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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시멘트 원료로의 활용방안 

제 1 절 서 츠료 
"L-

국내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광산중 상당수는 이미 가행년수를 지나 폐광이 되었 

거나 선광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인 폐재 (tai1ing)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퇴적 

내지는 매립의 형태로 처리되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광산 폐재는 대부분 미세한 분체들로 이루어져 있 

어 장기간 방치에 따라 퇴적 혹은 매립 조성지의 측벽이 토압/ 구조물의 열화 둥에 

의해 붕괴될 위험이 상존하고 또한 선광 과정에서 잔류된 유가금속이나 유해물질들 

이 장기적으로 토양과 지하수질의 오염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광산 폐재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 혹은 무해화 및 안정처리방안 동 

의 강구가 매우 절실하다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광산 폐재들은 대부분 Si02, Ah031 Fe2031 CaO 둥의 산화물로 이루어 

져 있고 알칼리/ 유황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중금속이 미량 포함되어 있 

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유해원소들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각종 산업 

중에서는 이러한 산화물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분야가 많으며 시벤트산업은 다량의 

산화물 원료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멘트 산업에서는 수 십년 전부터 자원의 recycling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그동안 많은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철강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슬래그를 시멘트 

의 혼합재나 시멘트 클링커 제조용 원료로 사용해오고 있으며 화력발전소나 산업용 

보일러 등에서 발생하는 ash 류도 원료나 혼합재로 사용해 오고 있다. 즉 시멘트 

산업에서는 각종 산업 폐기물을 다시 유용한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의 개발이 어 

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시멘트 산업에서 사용되는 원료 자원들은 다량으로 장기간 쓰여지기 때문에 

대규모로 발생하는 슬래그나 Fly ash 둥을 사용하는데 매우 유리하며 무엇보다도 

폐기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 중금속 둥이 시멘트의 제조 및 사용과정에서 고용 

화 혹은 고정화되어 다시 외부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즉 

어느 정도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도 시멘트의 제조공정이나 제조된 제품의 물 

성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원료자원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점 

이 각종 산업 폐기물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광산폐재를 대상으로 이들을 시멘트 산업에서 원료자원 

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실제 적합한 폐재를 사용하여 실험 

실적인 제조실험을 통해 그 사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실제 공정에 적용하기 위 

한 기초적인 요소기술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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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광산 폐자원 시료 

1 시료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광산폐재 종류는 상동 중석광산/ 금은광인 금정/ 제일/ 

은치/ 다덕광산I 그리고 연/ 아연광인 연화광산 동의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광산 

폐재로서 각각 임의로 채취한 시료를 사용하였다. 

2 광산폐재의 화학적 특성분석 

가 화학성분 분석 

입수된 시료들은 우선 화학성분의 분석을 통해 시멘트 원료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종류를 선별하였으며 선정된 시료에 대해 시멘트 제조시험 및 물리성능 등의 

기본적인 특성을 연구 하고자 하였다. 각 광산에서 채취한 폐재들은 대부분 Si02 함 

유량이 가장 높으며 Ah03, Fe203 및 CaO 동을 함유하고 있어 시멘트 원료중 규석 

혹은 접토질 원료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5-1은 각 광산 폐재의 화 

학 성분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상동광산의 폐재는 Si02 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10% 내외의 CaO, 

Fe20 3 및 Ah03를 함유하고 있어 시멘트 원료중 점토질 및 철질 원료의 대체 혹은 

보조원료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금광인 제일광산에서 채취한 시료의 경우 제일 1 시료는 원광/ 제일 2 시료는 정 

광/ 제일 3시료는 광미로서 Si02의 함량이 광미 l 원광/ 정광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광미의 경우 90 % 이상의 높은 Si02 함량을 가지고 있어 규석질 원료로의 활 

용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기타의 폐재들은 Pb, Zn, As 동의 중금속 혹은 S의 함유량이 높아 시멘트 

원료로 사용시 작업환경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성공정에서 휘발/ 응축 및 

액상생성의 과다 등에 따라 공정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시멘트의 물성에 

도 악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부원료로의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검토결과 

화학성분 분석 결과 시멘트 제조 시 부원료의 대체 혹은 보조원료로서 사용 가능 

한 시료는 상동광미 및 제일 3광미로 나타났다. 

한편 시멘트 제조공장은 대부분 강원도/ 충북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원료자원 

또한 지역적으로 가까울수록 경제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상동지역은 영월/ 제천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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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received tailing samples. 

(Wt. %) 

구 τ Hr 상동 금정1 금정 2 제일1 제일2 제일3 연화1 연화2 은치 다덕 

Si02(%) 63.20 77.23 57.27 88.83 76.50 90.70 48.67 25.90 78.07 75.23 

Ah03(%) 7.74 9.77 15.16 2.87 2.46 2.39 5.08 2.53 6.91 6.02 

CaO( %) 9.02 0.64 1.13 1.33 1.08 1.08 7.84 10.46 0.20 0.82 

Fe203(%) 10.02 3.22 8.65 0.48 1.99 0.34 21.88 42.28 3.87 5.00 

K20(%) 1.42 2.65 3.35 0.99 0.75 0.44 1.85 0.36 2.08 1.90 I 

MnO(%) 0.41 0.03 0.01 0.20 0.51 0.21 1.35 1.98 0.03 

MgO(%) 1.75 1.12 1.38 0.23 0.23 0.22 1.01 0.91 0.32 0.10 

S(%) 0.36 0.04 1.60 0.10 0.75 0.04 7.82 9.55 2.09 0.99 

Cr(ppm) 49 55 110 21 20 18 57 55 45 17 

Ni(ppm) 29 27 36 7.0 12 6.9 18 18 34 5.9 

Cu(ppm) 62 14 93 26 71 16 129 204 87 387 

Pb(ppm) 24 28 83 62 267 40 2400 1500 2200 5300 

Zn(ppm) 122 41 69 89 679 80 2500 1800 4400 387 

As(ppm) 12 269 6700 132 49 18 1500 1200 181 1.79 

Cd(ppm) 2.7 tr 1.6 tr 3.8 tr 19 6.2 3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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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비교적 근접하므로 상동광미의 시멘트 원료로의 사용가능성 및 경제성을 충 

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만 제일광산은 충남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상동광미를 우선으로 하고자 하였다. 

상동 광미의 시벤트 원료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할 때 예상되는 효과들은 다 

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광미의 화학조성이 시멘트 원료의 주성분인 SiO:z, Ah031 Fe203와 CaO가 

주를 이루며 I Si02/ Ah03비가 높아 점토 및 규산질 원료로서 알맞은 조성 

을 가지고 있으며 Fe203 함량이 비교적 높아 철질원료의 보조역할을 하 

여 고가인 철질원료 사용원단위를 낮출 수 있게되며 

둘째/ 광미는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있어 시벤트 원료로 사용시 분쇄동력비의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셋째/ 대량으로 원료를 소모하는 시멘트 산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원료의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데 상동광미는 비교적 화학성분의 균질도가 

높고 다량 발생되어 있으므로 사용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후에는 안정공 

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넷째y 광미내에 존재하는 미량성분 중 시멘트 품질이나 제조공정에 영향을 주는 

중금속의 함유량이 비교적 낮고 CaF2성분이 미량 함유되어 시멘트 클링 

커의 소성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게된다. 

제 3 절 상동광미를 사용한 시벤트의 제조 및 물성평가 

1 광미의 특성 

가화학조성 

광미의 주요구성성분과 미량성분을 습식화학분석/ 형광 x-선분석 및 원자 흡광 

분석 동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5-2와 같다. 

Table 5-2 Chemical compositions of tailings 

(Wt. %) 

Items 
Chemical composition 

Si02 Ah03 Fe203 CaO MgO Na20 K20 Ti02 Mn20 3 F LOI 

Coarse 62.4 8.4 11.6 9.4 1.8 0.27 1.22 0.50 0.49 0.7 2.7 

Fine 60.2 9.9 10.8 9.3 2.1 0.38 1.80 0.58 0.47 1.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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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광미는 88μ 을 기준으로 fine분과 Coarse분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coarse 

분은 cyclone overflow분이며 fine분은 cyclone underflow분으로서 현재 댐내에 두 

가지가 모두 방치되어 있으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상동광미의 화학조성은 시멘트의 주성분인 SiO:z., Ah03, Fe203, CaO가 대부분이며 

소량의 미량성분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또 화학조성상 두 시료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미의 발생시기/ 입도 둥에 따른 품위의 편차는 상당히 좁아 안 

정된 품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광미의 화학조성을 규산질 원료인 규석과 점토질 원료인 점토나 혈암과 비교하여 

보변 

1) Si02함량이 비교적 적어 점토와 유사하나 그밖의 성분중 Ah03 함량이 적고 

Fe203와 CaO의 함량이 높다. 

따라서 조합원료의 SM을 좌우하는 Si02/Ah03중량비가 점토의 3 - 4에 비해 5 

- 7로높아 저 Si02 함량규석과 유사하여 규산질 원료로의 대체사용이 가능하며 

2) Fe203 함량이 10% 수준으로 상당히 높아 조합원료의 철질원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그밖의 미량성분을 보면 시멘트 제조공정과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알칼리 함량 

이 (K20 + Na20) 2.0% 수준으로 점토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r 클링커 반응 

에서 광화제 역할을 하는 CaF2가 1.5 - 2.0%, Ti02와 Mn203가 각각 0.5%정도 존재 

한다 

나광물조성 

광미의 구성광물을 조사하기 위해 x-선 회절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5-1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동광미의 광물조성은 일반 점토에서 볼 수 있는 

quartz와 muscovite가 주를 이 루고 있고 diopside, chlorite, homblende, calcite 등 

이 관찰되며/ 특히 시멘트 원료중 광화제로 유용한 형석 (CaF2) 이 소량 함유되어 있 
..Q.. ..Q.. 0"). 걱::. 01 rl 
디 2: 2. ~I M '"î 

다 입도분포 

입도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광미의 입도분포는 Fig. 5-2와 같다. 

두 종류의 광미 모두 250μ 이하의 입도가 대부분으로 상당히 미세한 분말이며 특 

히 fine광미 의 경 우 88 μ 잔사가 3% 수준으로 시 멘트 조합원료보다 fine한 상태 이 

며 coarse분은 시멘트 조합원료의 일반적인 잔사 수준보다 10 - 15% 높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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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X-ray diffraction pattem of tailing us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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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료의 제조 및 특성 

시멘트의 점토/ 규산질 및 철광석 원료로서 광미의 사용 가능성을 영월공장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때 준비한 영월공장 주 · 부원료의 화학조성은 Table 5-3과 

와같다. 

Table 5-3 Chemical compositions of raw materials for cement manufacture 

(Wt. %) 

Modulus Lime- Cu- Coal 
Clay Jarosite Tailing Remark 

LSF SM 1M stone slag ash 

J-Clay 90.1 2.09 1.60 86.33 10.56 11.31 0.5 1.3 

J-Quartzite 90.0 2.50 1.59 87.20 6.96 1.10 0.5 1.3 *2.94 
with 

J-Coarse 90.0 2.49 1.60 85.88 4.31 0.5 1.3 8.01 
Jarosite 

J-Fine 90.0 2.45 1.60 85.48 2.99 0.5 1.3 9.72 

Clay 90.0 2.10 1.60 86.59 10.52 1.60 1.3 

Quartzite 90.0 2.52 1.60 87.46 6.95 1.37 1.3 *2.92 without 

Coarse 90.0 2.61 1.60 86.03 2.86 1.3 9.80 
Jarosite 

Fine 90.0 2.56 1.60 85.65 1.25 1.3 11.90 

가 원료배합 

점토 및 규산질 원료로 광미 사용시 원료배합은 영월공장에서 점토 사용시와 점 

토+규석 사용시 의 석 회 포화도(L5F) 90, 철율(IM) 1.6 수준으로 하였으며 503 공급원 

으로 사용하는 jarosite를 0.5 %로 일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치 않는 경우를 구 

분하여 원료배합 하였다. 

원료배합 결과는 Table 5-4에 나타낸 바와 같고 클링커 소성시 화학조성은 Table 

5-5 와 같다. 

Table 5-4의 원료배합비를 보면 광미를 점토 및 규산질 원료로 사용시 

1) 철분 source~ Cu-slagy.. jarosìte를 사용치 않고도 원료의 철율(IM)을 관리 수 

준인 1.6 으로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으며 

2) 점토 사용시에 비해 규산율(5M)을 0.3 - 0.4정도 증가시킬 수 있어 규석 사용시 

와 유사하며 

3) 광미 중 CaO 함량이 높아 석회석 원단위를 약 2%정도 저하시킨다. 

따라서 중석광미는 원료물질 중 비교적 고가인 철광석과 규석을 사용치 않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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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 Mixing ratio of raw mixture for cement 

(wt. %) 

Items 
Chemical Compositions 

Si02 Ah03 Fe203 CaO MgO K20 Na20 LOI 

Limeston 
7.2 1.9 0.9 47.5 2.2 0.82 0.13 39.4 

e 

Clay 66.3 17.4 6.4 0.6 1.0 2.65 0.13 5.6 

Quartzite 97.0 1.7 0.4 0.3 tr 0.21 0.10 0.3 

Cu-slag 24.8 10.1 66.8 1.4 1.0 1.22 0.29 -7.3 

Jarosite 2.3 6.2 39.5 2.8 0.2 0.12 0.52 17.5 

Coal ash 40.7 39.5 5.7 10.6 1.7 0.46 0.33 0.5 

Table 5-5 Chemical and mineral compositions of expected clinker 

(Wt. %) 

Mineral 
Chemical composition 

composition Items Remarks 

Si02 Ah03 Fe203 CaO MgO K20 Na20 Cß C2S C3A C4AF 

Clay 21 .5 6.4 4.0 63.1 3.1 1.54 0.21 45 28 10 12 

Quartzite 22.3 5.5 3.4 63.8 3.1 1.42 0.21 49 27 9 11 
with 

Coarse 22.2 5.5 3.5 63.6 3.1 1.41 0.22 48 27 9 10 
Jarosite 

Fine 22.1 5.6 3.5 63 .4 3.3 1.46 0.23 48 27 9 11 

Clay 21.6 6.3 4.0 63.2 3.1 1.55 0.21 45 28 10 12 

Qua값rtzíte 22.4 5.5 3.4 64.0 3.1 1.43 0.21 49 27 9 10 withou t 

Coarse 22.4 5.3 3.3 63.9 3.2 1.38 0.22 49 27 8 10 
Jarosite 

Fine 22.3 5.4 3.4 63.6 3.3 1.45 0.24 48 27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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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맞은 조성의 시벤트 조합원료를 제조할 수 있는 매우 이상적인 부원료임을 알 

수 있다. 

나 조합원료의 소성성 

광미가 조합원료의 소성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코자 Table 5-4 의 Jarosite를 

0.5% 사용한 배합비로 실험실의 볼밀에서 88μ 잔사 16% 수준으로 균일 분쇄하여 

조합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때 화학조성은 Table 5-6과 같다. 

Table 5-6 Chemical composition of raw mixture (Wt%) 

Items 
Chemical composition Mineral composition 

Remarks 
Si02 Ah03 Fe20 3 CaO MgO LOI LSF SM 1M 

Clay 14.1 3.9 2.5 41 .4 2.2 34.9 90.9 2.20 1.56 

Quartzite 14.6 3.3 2.3 41.8 2.0 35.0 90.6 2.65 1.44 with 
Coarse 14.5 3.4 2.2 41.9 2.2 34.6 91.3 2.61 1.55 Jarosite 

Fine 14.5 3.5 2.2 41 .9 2.2 34.4 91.1 2.48 1.52 

Table 5-6의 조합원료를 이용하여 다음의 Polysius 방법으로 소성성을 비교하였다. 

< Polysius method > 

1) 소성 

성구 • 건조 • 600 0C 30분 열처 리 • 1350 oC I 1400 oC I 1450 oC I 1500 0C 각 온도 

에서 15분 소성 

2) Free CaO 측정 

3) Free CaO 보정 (LSF 95 기 준) 

Free CaO (%) = 측정 free CaO (%) + 0.4 x (95 - 조합원료의 LSF) 

4) B.V = (f-C1350 + f-C1400 + 2f-C1450 + 3f-C1500)j .,í .,í(fC1350 - f-C1500) 

B.I = 3.73 x B.V 

Polysius 방법으로 소성성 실험을 한 결과를 Table 5-7에 나타내 었다 Free CaO 

및 소성성지수 측정결과를 보면 광미를 사용한 조합원료의 규산율이 규석 사용시와 

비슷한 수준인데도 fine분을 사용한 경우는 clay를 사용한 배합과 거의 유사한 수준 

이 며 coarse분을 사용한 경 우는 clay를 사용한 배 합보다는 난소성 성 이 나 quartzite를 

사용한 배합에 비해서는 훨씬 양호한 소성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와같이 광미 사용에 따라 통일 modulus에서 규석 사용시에 비해 소성성이 향 

상된 것은 

1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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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7 Bumability Index of raw mixture by the P이ysius method 

free CaO ( % ) 
Items B.V B.I 

1350 0C 1400 0C 1450 0C 1500 0C 

Clay 4.0 2.8 1.4 0.6 18.7 69.7 

Quartzite 5.6 4.3 2.5 1.3 22.8 85.0 

Coarse 4.7 3.4 1.9 1.0 20.8 77.6 

Fine 3.5 2.2 1.1 0.5 18.5 69.2 

1) 중석을 부유 선광시 미분쇄된 광미에는 조합원료의 난소성성을 초래하는 

quartz의 입자가 작기 때문이다. 조합원료의 quartz 입자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소성성 이 향상되는 것은 Heilm없m의 보고1)에서 보듯이 CaO의 확산계수 

보다 Si02의 확산계수가 5배정도 작아 quartz의 입자크기가 calcite의 입자크 

기보다 소성성에 critical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2) 광미내의 미량성분인 Ti02, Mn20 3, CaF2퉁이 소성성에 양호한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Table 5-2에서 보면 광미에는 Mn203 + Ti02가 1% 내외， 1.5-2% 정도 존 

재하며 조합 원료 내에는 Mn203+Ti02가 약 0.1 %, CaF2가 약 0.15-0.2% 존재하게된 

다 Bucchi2)에 의하면 Ti02, CaF2 동과같은 미량성분들은 클링커 소성시 액상온도 

를 낮추며 액상의 표면장력과 점성을 낮추는 융제역할과/ 고체와 액상간의 반응을 

촉진시켜 alite 의 생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광화제의 효과가 있으나 미량성분의 함 

량이 증가되면 융제 및 광화제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보고하였다. 

3) 광미 사용시 철광석 원료 및 규석을 사용치 않아 배합원료가 단순화됨에 따라 

조합원료의 균질도를 향상시켜 소성에 도움을 준다. 

3 클링커 특성 

클링커 특성검토를 위해 상기에 준비된 조합원료를 1450 0C 로 유지된 전기로에서 

일정시 간 소성 후 1300 0C까지 5 0C jmin로 로내에서 냉각후 로 밖으로 꺼내 급냉하 

였으며 이때 각 클링커의 free CaO 함량은 0.4 - 0.6% 수준이었다. 

가 화학 및 광물조성 

조제한 클링커의 화학 및 광물조성은 Table 5-8 과 같았다. 

각 클링 커 의 free CaO 함량이 0.4 - 0.6% 수준으로 충분히 소성 되 었음을 알 수 

있으며 화학조성상 광미를 사용한 클링커가 점토를 사용한 클링커에 비해 알칼리 

함량이 약 0.1 % 정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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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8 Chemical and mineral compositions of clinkers synthesized. 

(W t. %) 

Item 
Chemkal composition 

Si02 Ah03 Fe203 CaO MgO Na20 K20 S03 f-CaO 

Clay 21.7 6.0 3.8 6 ’ .4 3.4 0.11 1.13 0.5 0.4 

Quartz 22.3 5.1 3.5 64.0 3.3 0.09 0.94 0.5 0.6 

Coarse 22.1 5 .2 3.3 63.6 3.5 0.11 1.01 0.6 0.5 

Fine 22.0 5.3 3.3 63.8 3.5 0.11 1.04 0.7 0.4 

S-M* 1nsol.** Modulus Mineral composition 

Res. Res . LSF SM 1M C3S C2S C3A C4AF 

Clay 20.9 0.10 90 .5 2.21 1 .58 47.4 26.5 9.5 11.6 

Quartz 17.6 0.03 90.8 I 2.59 1.46 51.7 24.9 7.6 10.7 

Coarse 19.1 0.05 91.0 2.60 1 .58 51.2 24.7 8 .2 10.0 

Fine 18.3 0.05 91 .5 2.56 1.61 52.1 23.8 8.5 10.0 I 

* Silicilic Methylene 처 리 후 잔 량/ 

* 1nsoluble Residue (불용 잔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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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Micrographs of microstructures for the clinkers synthe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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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의 주구성광물인 calcium silicate의 결정형태를 검토해보면 fine 광미를 사용 

한 클링커는 C3S 및 C2S의 결정이 잘 생성되어 그 외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coarse 광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Cß 결정은 비교적 잘 생성되어 있으나 

C2S 결정의 외각이 약간 불분명하고 일부 분해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규석을 사용한 경우에는 C2S 결정의 생성이 더욱 불량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정 

외각의 분해현상도 더욱 심하게 나타나 규석 입자의 크기가 소성성이 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다 클링커 물리성능 

제조한 클링커에 화학 이수석고를 3% 첨가하여 실험실 볼밀에서 blaine 비표 

면적 3,OOOcm2jg 수준으로 분쇄하여 시멘트를 조제하였다. 

이 시멘트를 이용하여 KS 방법으로 응결시간 및 압축강도 시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9 및 Fig. 4 에 나타내었다. 

Table 5-9 Physical properties of cements made with clinkers synthesized. 

* 88 micron meter residue 

Fineness Setting time 
Compressive strength 

Speci- (kgjcm2) 
mens Blaine lnitial Final 

88μ R* 44μ R 
(cm2jg) 

1 d 3 ds 7 ds 28 ds 
(min) (hr:min) 

Clay 1.6 13.2 2990 305 7:30 77 169 237 332 

Quartz 1.9 13.6 3020 300 7:25 93 168 260 327 

Coarse 2.2 14.1 3000 300 7:30 76 155 240 337 

Fine 2.1 14.2 2980 350 8:25 84 182 248 371 

Table 5-9의 응결시험 결과를 보면 fine 광미를 사용한 클링커의 초결이 다른 클 

링커보다 50분/ 종결이 약 1시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같은 원인은 

1) 클링커 소성 및 냉각시 CaF2 존재하에서 C3A 생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 이것은 未岩3) 동의 실험 결과와도 통일한 결과이며 

2) Ti02, Mn203와 같은 중금속이 증가되어 응결이 지연되는 현상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Fig. 5-4의 압축강도 발현 상태를 보면 1, 3일 강도에서는 광미를 사용한 클링커가 
clay를 사용한 클링커와 비슷하지만 7일 강도에서는 quartz나 fine 광미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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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Compressive strength developments of cements made with 

clinkers synthesized by different sub-materials 

한 클링커가 clayy- coarse 광미를 사용한 클링커의 경우보다 10 - 20 kgjcm2 높 

으며/ 특히 28일 강도에서는 fine 광미를 사용한 클링커가 다른 클링커에 비해 

40kgjcm2 이상 높은 강도를 발현하였다. 

이와같이 광미 사용에 따라 장기강도 발현이 증진되는 것은 광미중에 함유된 미 

량성분들이 융제 및 광화제로 작용하여 alite 광물의 발달이 양호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제 4 절 종합결과 

1 상동 중석광미의 특성 

1) 광미의 화학조성상 영월점토의 Si02j Ah03 중량비가 4.2인데 비해 5.1 - 7.4 

수준이었으며 Fe203 함량이 10% 내외로 상당히 높아 점토/ 규산질 원료 및 

철질 원료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2) 광물구성은 quartz와 muscovite가 주광물이며 diopside, chlorite, 

hornblende 광물 둥이 소량 존재 하였으며/ 특히 클링 커 소성 시 융제 와 

광화제 역할을 하는 형석이 소량 존재 하였다. 

3) 입도분포 분석결과 250μm 이하의 slze가 대부분이며 fine 광미의 경우는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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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잔사가 3% 수준， 80% 이상이 44μ 이하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 규석 사용 

시에 우려되는 피분쇄성l 난소성성 둥의 문제점을 광미를 대체 또는 혼합 사 

용함으로써 상당히 완화 시킬 수 있을것으로 보여진다. 

2 조합원료의 특성 

1) 조합원료 배합상 

- 철질 원료인 Cu-slag, jarosite를 사용치 않고도 IM을 1.5 - 1.7 수준으로 배 

합이 가능하며 

- 점토 사용시에 비해 SM을 0.3 - 0.4 증가시킬 수 있어 SM 상향시 규석 대체 

효과가 크며 

- CaO 도 함유하고 있어 석회석 원단위의 절감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여 

겨진다. 그러므로 광미를 시멘트 원료중 점토/ 규산질 및 철질 원료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원료의 단순화를 기할 수 있다. 

2) 광미가 조합원료의 소성성에 미치는 영향은 규석에 비해 양호한 수준인데 이 

는 난소성을 초래하는 quartz가 미분쇄 되어있기 때문이다. 

3 클링커 품질특성 

광미를 사용하여 제조한 클링커의 물리성능 검토결과 압축강도 발현 특성에서 

볼 때 초기 강도에서는 점토/ 규석 사용시와 큰 차이가 없으나 7일강도에서 규석과 

fine 광미를 사용한 클링커가 점토를 사용한 클링커 보다 10 - 20kg/ cm2 높으며 28 

일 강도는 약 4Okg/cm2 증가 되었다. 

이는 광미중의 미량성분들이 소성시에 융제 및 광화제 역할을 하여 클링커 광물/ 

특히 alite의 발달을 양호하게 해준 결과로 여겨지나 이의 재현성에 대한 확인은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야
 



제 5 절 결 론 

1. 본 연구에서 각종 광산폐자원의 시멘트 원료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 

과 광산 폐자원의 시멘트 원료로의 활용 가능성 여부는 구성 화학성분과 

아울러 세벤트 제조공장과의 거리 둥 입지조건l 균질한 품위의 유지 및 장 

기간 안정공급 가능 여부 동 경제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본 연구에서 대상하는 광산 폐자원 중 시멘트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최적 

의 것으로 상동 회중석 광미를 선정하였으며 시멘트 클링커의 제조 및 물 

성 평가 결과 상동광미는 시멘트 제조용 점토/ 규석 둥 silica source 및 

철질 원료의 보조원료로 적정한 화학 조성을 가지고 있고 클링커 제조시 

소성성이나 클링커 품질에도 악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합원료의 배합도 단 

순화를 꾀할 수 있게 되는 등 효율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3. 향후 상동광미의 실제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실험실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실제 시벤트 제조공장에서의 적용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때 시멘트 

제조공정에의 제반 영향/ 킬른의 내화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칩식여부 등 제 

조 설비에의 영향 둥이 검토되어져야 하며 생산공정이나 품질의 안정적 유 

지 여부는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현장 시험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상동광미의 

실제 시벤트 제조공정에의 투입 및 그 효과를 파 악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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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종합결론 

본 연구는 현재 국내 금속계 광미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매장량I 경제성/ 기술성 그리고 환경측면을 고려할 때 그 활용 개발이 시급 

히 필요로 하는 상동광산의 중석광미와 연화광산의 연 • 아연유화광미를 주대상으로 

하였다. 

1. 광미의 구성성분은 대부분의 시료에 있어서 Quartz가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연/ 아연광인 연화 광산 시료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Fe 및 S의 함유량이 많았다. 

한편 중금속인 Pb, Zn, As, Cd둥의 함유량은 연/ 아연광인 연화1， 2 광미 에 많이 

잔존하였다. 

2. 각 시료에 대하여 폐기물 공정시험법에 의한 pH 및 용출시험 결과， pH의 경우 

2이하의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는 시료는 없었으며/ 용출시험에서는 상동광미 및 

연화광미 모두 특정 폐기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3. 광미 매립지에 장시간 매립되어 있는 연/ 아연광산 광미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풍화가 진행되어 표토 부근의 광미는 산화반응이 진행되어 심부의 광미와 

다른 물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이들 광미는 부유선광을 거쳐 폐기된 산물로 시안 

화합물을 비롯한 여러 유기시약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광미의 활용시 잔존하는 

유기시약 및 유독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4. 풍화되지 않은 광미의 활용을 위하여 부유선별 실험을 행한 결과 부유정광으로 

철 품위가 48.8 %이고 철 회수율이 52.1 %인 결과를 얻었으나 부선 광미의 양이 

전체의 68 %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처리가 요구된다. 

5. 풍화된 광미로부터 철 성분을 분리하기 위한 선광실험은 비중선별과 습식자력선 

별을 적용하였으며 테이블링을 통하여 철과 황이 주성분으로 이루어진 경광물을 

38 % 회수하였고 42 %를 차지하는 미들링으로부터 철과 맥석의 분리에는 산침 

출법 또는 마광후 재선광하는 공정이 필요하다. 또한 습식자력선별 실험에서는 

철성분이 비자성 산물로 1.6배 농축됨을 알 수 있었다. 

6. 제2연화 광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자황철광은 대부분 풍화되어 Goethite와 S로 

되어 있고 쉽게 부줘져 slirne 형태로되며 0.8 wt% 내외의 유황만이 자황철광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들의 배소도 다공성으로 700 0C 이상에서 20분 이내 

% 



에 완료된다. 

7. 제2연화 광미를 재활용하기 위하여는 slime 형태의 Goethite와 유리 유황을 원광 

으로부터 분리 회수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8. 광산 폐자원의 시멘트 원료로의 활용 가능성 여부는 구성 화학성분과 아울러 세 

벤트 제조공장과의 거리 둥 입지조건I 균질한 품위의 유지 및 장기간 안정공급 

가능 여부 동 경제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고찰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9. 시멘트 클링커의 제조 및 물성 평가 결과 상동광미는 시벤트 제조용 점토/ 규석 

둥 silica source 및 철질 원료의 보조원료로 적정한 화학 조성을 가지고 있고 

클령커 제조시 소성성이나 클링커 품질에도 악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합원료의 

배합도 단순화를 꾀할 수 있게 되는 둥 효율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10. 향후 상동광미의 실제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실험실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실제 시벤트 제조공장에서의 적용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때 시멘트 

제조공정에의 제반 영향/ 킬른의 내화물이나 구조물에 대한 침식여부 동 제 

조 설비에의 영향 둥이 검토되어져야 하며 생산공정이나 품질의 안정적 유 

지 여부는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현장 시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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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1 이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에너지 · 자원기술개발사업의 최종 

보고서이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자원부에서 

시 행한 에너지 · 자원기술개발사업의 사엽수행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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