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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 프2-, 산업원료 광물의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연구 

ll. 기술개발목적 및 중요성 

l. 기술개발 목적 

O 국내 부존 석회석광의 활용 및 부가가치의 향상 

- 석회석의 CaO 품위 및 백색도 향상 기술개발 

탄산칼숨 미분체의 표면개질에 의한 부가가치 향상 

탄산칼숨 미분체의 조립화에 의한 용도다양화 

2. 기술개발의 중요성 

O 석회석광은 국내최대의 부존자원이지만， 대부분이 중 · 저품위이기 때문에 

정제공정을 거치지 않고는 고급원료로의 사용이 불가함 

O 석회석은 용도가 다양하나， 활용기술 및 제품제조기술 미비로 선진외국에 

비하여 부가가치 및 경제성이 낮음 

O 석회석 관련 품목중 고부가가치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O 석회석 관련 품목의 용도별 규격 및 품질기준의 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라 

고품위의 석회석이 저급용도로 사용되는 등의 자원낭비 요인이 많음 

III. 기술개발내용 및 범위 

국내 석회석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의 내용은 

@ 국내 석회석의 부존 및 수급특성을 분석함으로서 장기적인 수급계획 수립 

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 국내부존 석회석의 고순도화 및 백색도의 향상기술과 공정 등을 연구 · 개 

이
 
J 



발함으로서， 국내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꾀하도록 하며， 

@ 제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중질탄산칼습 미분체의 표면처리기술과 공 

정을 연구 · 개발하여 고급 분체로서의 활용성 확대와 부가가치 향상을 유 

도함은 물론， 

@ 탄산칼숨 분체의 조립특성을 연구 · 개발함으로서 용도의 다양화 및 활용 

성 증진을 도모 하고자 하였다. 

N. 기술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기술개발 결과 

가 국내부존 석회석의 생성시기별/지역별 산출특성 연구 

O 국내부존 석회석의 생성시기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원도의 태백지역， 

정선지역， 충청도의 금산지역， 경상도의 울진과 안동지역의 석회석 등에 대하 

여 광물학적 특성 규명. 

나. 국내 석회석의 고순도화， 백색도의 향상기술 및 공정개발 연구 

0 국내산 석회석의 생성시기별/지역별 시료의 특성에 적절한 건식/습식 정제기술과 

공정의 개발 및 제시. 

다. 중질란산칼숨 미분체의 표면처리기술과 공정 연구 

0 건식방법인 직접 용융분사 기술과 공정을 개발 

라 종질탄산칼숨 미분체의 조립특성과 공정 연구 

0 조립기의 종류별 조립특성， 조립체의 용도별 조립기종， 점결제 종류 및 첨가량 

등의 조건 조절기술 확립 및 제시. 

2. 연구발표 및 특허취득 

G “국내 방해석의 건식정제 특성 연구” 한국자원공학회지， Vo1.35 No.5,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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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스테아린산으로 처리한 방해석 충전제의 표면특성” 한국자원공학회지， Vol.36 

No2， 1앉꺼. 

O “국내 방해석의 정제 특성 연구” 석회지， 석회석가공협회， 1998. 

O “스테아린산으로처리한 중질탄산칼습의 표면특성”한국자원공학회심포지움， 

1998. 

O “방해석의 건식정제방법” 특허등록 제 121560， 1997. 8. 28. 

3. 활용에 대한 건의 

O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기술과 공정에 대한 활용성 제고 및 산업화를 위하 

여， 관련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O 본 연구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생석회， 소석회제품들의 고품 

위화에 대한 연구 수행이 펼요. 

O 산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장기적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지원 

V. 기대효과 

O 수입 대체효과 : ‘98년도 석회석 관련제품(석회석 석회 탄산칼숨) 수입량 7.6 

만톤(1，576만$)중 일부품목의 수입대체. 

O 부존자원의 유효이용 효과 : ‘98년 6.883만톤 생산 중에서 시멘트용 및 제철용 

을 제외한 438만톤의 유효이용에 의한 부가가치 향상 

O 노동력 창출 효과 : 관련제품의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에 의한 관련업계의 경 

쟁력제고에 의한 고용증대 

O 기술의 국내 자립도에 미치는 효과 : 제품수입이 지속되고 있는 분체 표면처 

리기술 및 조립화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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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이란 석회암을 채광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된 일종의 상품명이 

지만， 최근에는 석회암을 그대로 석회석이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석회석은 광물학적 

으로는 방해석(calcite) 이며， 이론적 화학조성은 CaO 56.0 wt% , C02 44.0 wt%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천연으로 산출되는 것에는 다소의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석회석은 백색 회색 또는 진회색을 가지는 연질의 광물이지만 열수작용을 

받아서 치밀 · 견고하게 되기도 하며， 착색되어 대리석이 된다. 석회석은 가열하면 

탄산가스를 방출하여 생석회가 되며， 염산을 가하면 발포하는 특징이 있다. 

석회석은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축재와 석회 등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인류 

문화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원료가 되어 왔다. 최근에는 철강 ·시멘트산업의 발 

전으로 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유기 합성 화학의 원료로도 많은 양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석회석의 소비량은 국가산업 발전의 척도로 이용되 

고 있기도 하다 1) 

석회석은 석회석 원광 자체로서의 이용뿐만 아니라 석회 및 칼슐화합물로서의 이 

용 등 전체 용도가 약 300여종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석회석의 

다양한 용도중 현대 산업사회에서 석회석의 대량 사용처로는 시멘트 및 철강공업 

다
 

이
 샤
 

·<

T 을
 

꼬
 
닝
 

으
 
E 亡

-
。

그밖에 기타 산업 용도로 토목， 건축， 제당， 유리공업 등에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 

에는 농업， 공해 방지산업， 제지공업， 유리공업， 식품 및 의약 공업 등 공업전반에 

걸쳐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용도의 다양화는 석회석의 새로운 수 

요처 확보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하다. 

국내 석회석은 매장량이 비교적 풍부한 광종으로 ’98년도 기준 석회석의 부존 현 

황은 추정 매장량 67억톤， 예상 매장량 241 억톤， 가채광량 131억톤에 이른다고 보고 

되고 있다 2)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철강 · 시멘트공업 등이 석회석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에 획기적인 변함은 없으나， 최근 우리 나라 석회석 수요추세가 비교적 부가가 

치가 높은 화학공업용 및 각종 충전용 분체로서의 이용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것 

으로 집계되고 있다. 

’ ’ 1 
l 
A 



이러한 현상은 배연탈황 탄산칼슐， 소각 쓰레기 봉투용 플라스틱 충전재 등 새로 

운 용도로의 석회석 수요가 창출되고 있으며 또한 석회석 분체를 이용하는 플라스 

탁， 페인트 및 제지공업 등의 제품고급화 추세에 따라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국내 

부존된 석회석 중에서 고순도 · 고백색도 원광의 부존량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고부 

가가치 용도인 고급 원료광물과 고급 분체제품의 수입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상 

대적으로 국내 석회석 관련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석회석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키 

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는 바， 

연구의 내용은 

φ 국내 석회석의 부존 및 수급특성을 분석함으로서 장기적인 수급계획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 국내부존 석회석의 고순도화 및 백색도 향상 기술과 공정 등을 연구 · 개발함 

으로서， 국내자원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 제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중질탄산칼습 미분체의 표면처리기술과 공정을 

연구 · 개발하여 고급분체로서의 활용성 확대와 부가가치 향상을 유도함은 물론， 

@ 탄산칼슐 분체의 조립특성을 연구 · 개발함으로서 용도의 다양화 및 활용성 

증진을 도모 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석회석 분체를 페인트， 제지， 플라스틱은 물론 각종의 산업원 

료로 이용시 제품의 특성 및 작업성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 

여 석회석의 고부가가치화 및 활용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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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석회석의 산업별 활용특성 

제 1 절 수급현황 

‘98년도 국내 석회석광의 수급현황은 표 1.에서와 같이 국내생산량이 7，174만톤， 

수요량이 7，143만 톤으로 거의 대부분 국내생산에 의하여 자급이 이루어지는 광종 

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98년도 법정 비금속광물 총 생산량 8，054만톤 

중 89%를 차지하여 국내 비금속광 산업구조에서 비중이 대단히 높은 광종이다. 

표 1. 석회석의 수급실적 0998년도기준) 

(단위 : 천톤， 백 만원) 

총수요(총공급) 경상가격 내 -A「‘ -까「‘ 출 재 고 

% 그 2J 금액 (원) 돌 I그 =낳l l- 금액 딩 I를] 그 2J 금액 등 n딛「 그 걷r 금액 

71 ,428 575,146 225 7,512 1.822 14.742 

73 ,475 597.400 8.091 국내생산 -까r 입 전년이월 

71.735 580,411 51 3,324 1.689 13.665 

석회석광의 연도별 국내생산 및 수요량은 표 2.에서와 같이 생산과 수요 모두 80 

년대에는 8%정도， 90년대에는 3%정도의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98년도에는 생산 및 내수가 급격한 감소를 나 

타내는데， 이는 IMF의 경제구조하에서 내수시장이 급격한 불황을 보여 시벤트공장 

등의 가동율이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 2. 연도별 국내생산 및 수요 

(단위 : 천톤) 

않: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1981 1991 1996 1997(A) 1998(B) 

B/ A 81 - 91 91 - 98 

생산 28,291 59,221 88,092 92,206 71.735 - 22.2 7.7 2.8 

내수 28.160 58.745 88.606 92.066 71 .428 - 22.4 7.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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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광의 소비구조는 표 3.에서와 같이， 시멘트용으로의 사용량이 5，633만 톤 

으로 가장 많고， 제철용으로의 사용량이 935만 톤으로， 시멘트용으로의 사용비율 

은 전체의 79% , 제철용으로는 13%를 차지하여， 이들 산업에서의 석회석 소비량이 

생산량의 9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화학공업용으로의 사용량은 방해석을 포함하여 366만톤(전체 석회석 수요량의 

약 5%) , 건축용 대리석을 포함하는 기타 용도로는 246만톤(전체 석회석 수요량의 

약 3%) 이 이용되었는데， 이러한 소비구조는 선진국과 유사하지만 화학공업용으로 

의 사용비율이 다소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가가치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표 3. 석 회 석 광의 소비 구조 (1998년도) 

구 ; 닝r 용 도 물량(천톤) 구성비(%) 

시벤 E 용 56.328 78.5 

제철용 8,118 11.3 
석회석 

화학용 3,290 4.6 

기 타 1.089 1.5 

제철용 1.234 1.7 
a-u1 j 1l2-」 λ , 

기 타 1,299 1.8 

대리석 건축용등 68 0.1 

방해석 화학용등 368 0.5 

석회석의 수출 · 입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97년도에 31만톤 정도가 수입 

되었으나， 이는 국내 부존량 및 생산량이 많으므로 전체 수요에 대한 점유비율이 

0.3%에 불과다. 이러한 수입물량은 포항제철에서 시험적으로 수입하여 사용한 것과 

고백색도의 중국산 방해석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경탄제조용 고품위 석회석으로 

분석되는데， 수입 평균단가는 18$/톤 수준으로 국내산에 비하여 다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수출은 23.7만 톤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이것은 전 

량이 일본으로 수출된 백운석으로 분석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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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도별 수출 · 입 현황 

(단위: 톤， 천불) 

년 도 1994 1995 1996 1997 1998 

돋u 그낳L 367.879 357.507 273.980 236.822 225.317 
수출 

금액 9.128 9,296 8.327 6,309 5.370 

딪I그를 그 연!= 227.982 329.610 289,675 313.955 50,941 
-거r 。닝1 

금액 3,947 5.456 6,010 6.443 2.376 

제 2 절 품목별 현황 분석 

석회석광은 시멘트산업， 제철 · 제강공업에서부터 건축 · 토목업， 화학공업， 비료 

등의 농업분야까지 이용분야가 넓고， 이용형태에서도 석회석 원석으로부터 분체제 

품은 물론 생석회， 소석회， 탄산칼숨 및 기타 칼숨화합물 등 약 100여 형태로 이 

용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석회석 관련분야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관련제품에 대한 고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칼숨화합물로서의 이용에서는 종류 및 용도가 너무나 광범위하여 이들 

의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국내 사용량이 많은 제품 중에서 관련업체의 수 

가 비교적 많은 생석회， 소석회， 탄산칼숨 등의 품목에 대해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 석회석 

석회석은 ‘98년도에 7，174만 톤이 생산되었으며 4만8천 톤을 수입한 것으로 집 

계되어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석회석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입량이 석회석 관련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하다 3) 

또한 수입사유에 있어서도 생산량의 결핍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량 수 

요처인 포항제철에서 제철용 석회석의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요의 일 

부분을 수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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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으로는 고품위 및 고백색도의 석회석이 수입 · 사용되고 있는데， 이 

는 한국필라(주)등 일부 중질탄산칼슐 제조업체에서 백색도 97이상의 고백색의 중 

질탄산칼숨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석회석 중에는 백색도 97이상의 제품제 

조가 가능한 원광이 부족하고， 또한 의약용， 식품첨가용 및 화장품용 등으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납(Pb)성분 등의 중금속 함유량이 20ppm 이하가 요구되고 있는데， 

석회석에 함유된 이러한 미량 중금속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원광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동호칼슐(주)등 일부 경질탄산칼습 제조업체에서는 교질 탄산칼숨과 경 

질탄산칼숨을 생산하여 식품용(치마분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산 석회석의 

경우에는 고백색도 및 고품위 석회석의 산출이 미미하기 때문에 고품위의 석회석 

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고급 유리 · 특수 유리 

제조에는 고백색도 · 고순도의 석회석이 요구되고 있는데， 국내산의 품질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남영전구， 삼성코닝(주)등에서 수입 ·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표 5.의 수출 · 입 현황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수입 품목중 

석회석의 평균 수입단가는 31$/톤으로 철강공업용으로의 수입량이 대부분을 차지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타 석회석의 경우 ‘98년도에는 수입되지 않았으나 ‘97년 

도에는 수입단가가 503$/톤， ‘96년도에는 1 ，000$/톤 등으로 매우 높은데， 이는 여 

러 가지의 용도의 품목이 복합적으로 통계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분석은 어려우나， 

특수 시멘트 및 특수 용도의 석회석 분체인 것으로 분석되며， 수입업체인 삼화세 

라믹(주)에서는 세라믹 첨가용 분체를 수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최근 년도 석회석의 국내생산 및 수 · 출입 분석 

; 님r 
1996 1997 1998 

구 HS Code 
물량 금액 공 I그흐 = 깐1Lr 금액 돋 t그 : 낳ll. 금액 

(천국톤내， 백생만산원) 88.092 725.877 92.206 719,855 71 ,735 580.411 

수입 석회석 2521-00-1000 287.485 5.279 311.907 5,751 47.895 1,489 
(톤，천$) 

기타 - 9000 161 81 17 17 

수출 석회석 2521 - 00- 1000 3 20 
(톤，천$) 기타 - 9000 159 1.15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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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회석광의 수요측면에서 살펴보면， 2000년 이후 화력발전소 배연탈황용으 

로서의 석회석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는데， 최근에도 석유화학 공업용 

탈황제 및 화력발전소의 배연 탈황제로서 석회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탈황제용 석회석은 국내경기의 침체에 의하여 배연 탈황시설의 완공이 다소 지연 

되고는 있지만， 2000년 이후 화력발전소의 탈황시설이 완료되면 석회석의 사용량 

이 100만톤/년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배연 탈황용 석회석은 CaO 품위가 53.5 wt% 이상이 요구되고 있는데， 국내에 

는 이러한 고품위 석회석의 매장량이 많지 않으므로， 국내 자원의 유효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가능한 배연 탈활용 석회석의 CaO 품위 기준을 낮추거나 석회석을 

정제하여 요구 품위에 맞추는 노력이 국가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정된 부존자원 

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생석회 

국내 생석회 전문 제조회사는 18개 업체로서 ‘98년도의 생산량은 약 90만톤인 

데， 국내 소비는 60만톤 정도가 제철 · 제강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화학공업용으 

로 19만톤， 건축 및 건설재료용 2만톤， 농업용 2만톤， 공해방지용 6만톤 및 기타 1 

만톤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 

석회의 최대 수요처인 제철 · 제강업체에서는 생석회 제조업체의 제품을 구입 · 

사용하기도 하지만， 포항제철 등의 회사에서는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생석회를 생 

산 ·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제철 · 제강회사의 자체생산량은 ’98년도에 약 

10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생석회의 총 생산 · 소비량은 약 160 

만톤 정도로 추산된다. 국내 생석회 생산업자의 대부분은 철강공업용의 생산에 치 

중하고 있고， 화학공업용은 백광소재， 부홍석회， 삼광석회등 일부회사에서 만 생산 

되고 있다. 

생석회중에서 일부 제품은 수입 · 사용되고 있는데， ‘96년도에 546톤， ’97년에 

124톤， ‘96년도에 33톤이 수입 · 사용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96년도에 수입된 

생석회의 평균단가는 58$/톤으로 국내 생산품의 유통단가인 87$/톤 이상의 가격 

보다도 매우 낮으므로 고품위의 생석회 보다는 유통상의 이유에 의하여 수입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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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97년과 ‘98년에 수입 사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단가 258$/톤， 455$/ 

톤으로 매우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창원특수강(주)에서 사용하는 높 

은 활성도를 가지는 생석회 또는 우일식품(주)등에서 사용하는 식품용 생석회 등 

의 수입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최근년도의 생석회 국내생산과 수 · 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최근 년도 생석회의 국내생산 및 수 · 출입 분석 

1996 1997 1998 
구분 HS Code 

긍 t:I흐 : ‘양I J- 금액 물량 금액 돋 I그 : 낳1I- 금액 

생석회 생산 769 49.930 1.l00 65.241 901 69,322 (천톤， 백만원) 

수입 
생석회 2522-10-0000 546 32 124 31 33 15 

(톤，천불) 
산화칼슐 2825-90-1010 204 341 258 392 154 230 

수출 
생석회 2522-10- 0000 

(톤，천불) 
산화칼숨 2825-90-1010 11 11 6 13 21 27 

3. 소석회 

국내 소석회 제조업체는 20여개로 ‘98년도의 생산량은 약 27만 톤이며， 소비구 

조는 농업용이 12만 톤으로 가장 많고， 화학공업 및 산업용으로 5.5만톤， 환경용으 

로 6.5만톤， 건축 및 건설재료용으로 3만톤 정도가 소비되었다. 

소석회의 최대 수요를 나타내고 있는 농업용은 주로 소석회비료이며， 화학공업 

용 중에서 대부분의 수요는 피혁공업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년도 소석회 생산 및 수출 · 입 현황은 표 7.과 같이 ‘98년도 국내생산은 

‘97년 대비 물량 면에서 10% 정도가 증가한 반면， 수입량은 40%가 감소됨을 보였 

는데， 이는 ‘98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인한 수입 자제분위기와 국내제조 제품에 

의한 수입대체 때문으로 판단된다. 

‘98년도 기준 수입단가는 소석회 180$/톤 수산화칼숨 900$/톤으로서 국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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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6만원/톤인 점을 고려하면 수입품이 국내산에 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 

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석회는 생석회와 달리 비료용으로의 사용량이 많지만 식품， 의약품용 및 화학 

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생석회의 경우와 동일하게 중금속의 함유량， 

순도， 백색도 등의 품질 제한요인이 많은데， 수입품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고품위 

를 요구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주로 시약용 등으로 사용되 

는 수산화칼숨은 삼전시약공업(주)등 13개 업체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수입단가는 

약 900$-1 ，000$/톤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석회석 원광의 품위변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 소석회의 소비량이 많지 않고 여타의 석회석 관련제품보다 비교적 제품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석회석의 품위향상 기술과 고순도 소석회 제조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고급화 기술 개발연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최근 년도 소석회의 국내생산 및 수 · 출입 분석 

1996 1997 1998 
구분 HS Code 

긍 o를 :걷1r-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소석회 생산 243 16,515 247 17,894 272 16.541 (천톤， 백만원) 

-A「~ 。H1 
소석회 2522- 20- 0000 1,328 422 2.018 494 1.l58 209 

(톤，천불) 
수산화칼슐 2825- 90- 2010 653 670 746 674 569 514 

수출 
소석회 2522- 10- 0000 44 13 327 48 209 갱8 

(톤，천불) 
수산화칼숨 2825- 90- 1010 0.8 6 3 2 

4. 탄산칼숨 

탄산칼숨 제품은 경질탄산칼숨(이하 경탄)과 중질탄산칼습(이하 중탄)으로 구별 

되고， 경탄은 평균 입도 2-3μm수준의 일반 경탄과 평균 입도 0.02-0.08μm ， 또는 

0.08-0.3μm수준 등으로 구분되 는 교질 탄산칼숨으로 분류된다 1, 5) 

중질탄산칼숨은 분체 입자의 크기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본의 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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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있으므로， 본 칭하고 중탄이라고 분체제품을 우에는 250mesh 이하의 

국내 생산량을 집계하였다. 준하여 이에 

중탄의 제조업체는 약 25여 업체이고 ’97년도에는 약 200만톤 정도가 생산 국내 

약30만톤/년으로 한국오미야(주)의 생산량이 이중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되고 

가장 많고， 우진케미칼(주)과 왕표화학(주)에서 각각 20만톤/년의 생산량을 나타내 

있으며， ’98년도에는 점유하고 업체에서 이들 30%정도를 전체생산량의 국내 어 

나 생산량을 감소한 180만톤정도의 침체로 ’97년도 보다 약 20%정도 국내경기의 

타내었다. 

가장 많 등에서의 사용량이 중탄의 용도는 플라스틱， 제지， 페인트 및 고무공업 

은데， 각 공업별로 ‘97년도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플라스틱공업에서 73만톤/년， 제 

가지는 소비구조를 4.5만톤의 9.5만톤/년， 고무공업 22만톤/년， 페인트공업 지공업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도 현황은 표 8 과 같이 ’98년도에는 2만3천톤 까‘ ~ 0] 1 2"."8 탄산칼슐 년도 근
 

최
 

의 탄산칼슐이 수입되었는데， 이들 수입품이 경탄， 중탄， 교질 탄산칼슐 등으로 세 

페인트업체 10 탄산칼숨 수입업체중에는 있지는 않지만， 95개의 분류하고 분하여 

약품회사 4개사 q .1 
; ‘; 개사， 제지업체 7개사， 플라스틱업체 5개사， 제약업체 5개회사 

잉 예
 
” 즈

 
。二l업체인데 수입업체는 총 33개 탄산칼숨 있고，조제 포함되어 등이 

잉크·페인트공 있으므로， 수입 탄산칼숨은 크 · 페인트업체가 6개회사가 포함되어 

업과 제지공업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탄산칼숨은 경탄， 중탄 및 교질경탄 등의 형태로 공업 전반에 

경탄을， 페인트， 식품업계에서는 q .1 
^ 있는데， 제지공업， 잉크， 제약 사용되고 널리 

등에서는 경탄과 중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폴라스틱공업 

국내 경탄 제조업체는 5개사이며 ‘98년도에 4만톤 정도가 생산되었는데， 수요의 

식품 q .1 
^ 있으며， 의약 등으로 사용되고 고무，페인트，플라스틱，의약용 대부분이 

국내산 경우에는 공업용의 있고， 여타 제조하고 수입하여 원광을 경우에는 용의 

석회석을 사용하고 있다. 

보면， ‘97년도에는 15개국에서 

영국산 1 ，000$/톤까 

현지 생산하여 수입 

중국산 135$/톤에서 약 2.6만 톤이 

지 다양하게 분포되는데 중국산의 경우에는 충무화학(주)에서 

수입 탄산칼숨 제품에 대한 가격구조를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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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물량이 함께 집계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품의 평균단가는 411$/톤으로 국내 생산품의 평균유통단가의 2배인 ^~ .Q. 
n 근 

고려할 때， 수입품의 대체를 위하여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조사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중탄 및 경탄의 생산량은 180만톤 

정도로 수입물량 2만 3천톤이 차지하는 비중은 물량 면에서는 미약하지만， 수입단 

가를 살펴보면 수입제품이 고부가가치 품목이므로， 이의 수입대체를 위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 경탄 중에는 아트지와 같은 고급종이 표면피복용의 교질 경탄이 있는데 

이는 입자형태가 입방형 또는 판상을 가지며 평균 입도가 0.08-0.15μm수준으로，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제품의 생산기술이 산업화 단계에 이르지 않고 있기 때문 

으로 보여진다. 

또한 중탄의 경우에도 수입품의 경우 백색도 95-97이상 평균 입자크기 0.8-

1.5μm 수준이고， 대부분이 고분자 수지와의 혼화성이 우수한 표면코팅 제품인 것 

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국내에서는 이러한 고백색도의 제품과 표면처리 제품의 생 

산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8. 최근 년도 탄산칼숨의 국내생산 및 수 · 출입 분석 

1996 1997 1998 
구분 HS Code 

걷 ~ 그 ‘E1r- 금액 돋 I그 : 낳lJ. 금액 돌 n 그낳1- 금액 

중탄생산(천톤，백만원) 1.887 66.055 2.001 70.051 1.756 57.650 

경탄생산(천톤，백만원) 61 13.189 53 10.526 40 9.797 

탄산칼숨 2836- 50 25.845 10,772 26,432 10.866 15,398 6,217 
끼6.、 。닙1 - 0000 

(톤，천불) 
조제탄산칼숨 3824-90 10.552 8.529 10.909 8.550 7,686 6.198 - 7500 

탄산칼숨 2836-50 1.913 845 1,821 650 1,454 531 
수출 - 0000 

(톤，천불) 
조제탄산칼숨 

3824-90 1.762 980 2.934 1.108 5.687 1,465 -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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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석회석 및 관련제품의 용도별 규격 

석회석광은 주성분이 탄산칼습(CaC03)으로 단순 파쇄 및 분쇄처리만으로도 각 

종 산업에 원료물질로의 사용이 가능한 탄산칼습 분체제품이 되며， 소성방법에 의 

하여 탄산가스를 제거하면 생석회 (CaO)가 된다. 또한 생석회를 물(H20)과 반응시 

키면 용이하게 소석회 (Ca(OHh)가 형성된다. 

석회석을 단순 파 · 분쇄하여 제조된 탄산칼숨 분체는 중질탄산칼숨(heavy 

calcium carbonate)이라고 하며 제조된 소석회와 탄산가스를 반응시키면 재결정 

화하여 탄산칼숨이 형성되는데 이를 경질탄산칼숨(light calcium carbonate)이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백색 미분체로 제품화되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은 화학성분조성， 백 

색도， 입자의 크기 및 형상 등과 여타의 물리 · 화학적 특성을 평가하여 품질의 등 

급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표준규격 (KS) ， 일본표준규격(JIS)등에 설정되어 있는 용도별 품질 

기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석회석의 용도별 규격 

석회석광은 용도에 따라 65mm이상의 괴(塊)에서부터 65-25mm 혹은 10mm 이하의 

파쇄산물 및 수μm크기의 분(親) 또는 미분체까지 다양하게 제조 · 이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파 · 분쇄한 석회석을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1.0 

mm이하 250mesh이상인 입자크기의 제품은 보통탄산칼슐 250mesh이하 입도의 제 

품을 중질탄산칼숨으로 그의 명칭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품의 구별은 

가능한 이러한 기준을 따르고， lOmm이상 입자크기 제품은 석회석， 입자크기가 1 

0- 1.0mm의 제품은 석회석분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석회석 및 석회석분의 용도별 

품질규격을 표 9.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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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석회석의 용도별 품질규격 

잃Rt 면 iEr r 「?δ}
화학성분(wt%) 

CaO MgO Si02 Alz03 Fe203 P20 5 
- 치밀미정질 선호 

시멘 E 용 석회석 50.4 • 3.5 • 5.0 • - 최근에는 CaO 48.0이 

상이면 사용됨 

- S, P성분은 0.01이하 

제 철 석회석 54.0 • 0.5 • 1.0 • - 25-45mm 
- 소결용은 5.0mm이하 

제 강 석회석 54.0 • 0.5 • 1.0 • 
평 로 : 30-90mm , 전로 

및 전기로 : 10-30mm 

합금용 석회석 54.0 • 1.0 • 
40-120mm 

카바이 E 석회석 54.9 • 0.5 • 1.0 • 1.0 • 1.0 • 0.01 • 

유 리 
석회석， 

54.3 • 0.5 • 1.0 • 1.0 • 0.1 • 1.0 • 
- 40~7Omm , 10~3.Omm l 

;님r 및 2。이nesh 80%통과등 

배연탈황용 
석회석， 

53.5 • 0.5 • 0.5 • 0.3 • 0.3 • 
- 325mesh 90%통과 

분， 탄칼 - 25mm이하등 

사료용 석회석분 53.5• 
가축용 : 100mesh 100% 및 200mesh 85%통과 

一 양계용 : 0.3-3.0mm의 입상 

비료용 석회석분 52.0 • 1.7mm • , 가용성 고토 5.0% • ，알카리 분 50.0% • 

도로포장용 석회석분 200mesh이 하， KS F 3501 

고토비료 H-l1l4 1L 서 , 브 "-
- 가용성고토 15%이상， 알카리분 53%이상， 

- 1680f1m 98%이상통과. 595μm 60%이상통과 

2. 석회의 용도별 규격 

생석회와 소석회는 대부분 용도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많기 때문 

에 이들을 통칭하여 석회라고 명명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생석회와 소석회를 

석회 제픔으로 하였다. 

석회제품의 용도별 품질규격을 표 10. 11 , 12.에 정리하였으며， 표 10.에서와 같 

이， 공업용， 건축용 및 용수처리용 등에서는 CaO의 순도를 가장 중요한 품질기준 

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입도 범위의 규정이 엄밀하지 않은데 이러한 기준은 생석 

회가 물과 혼합하였을 때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므로 입도 규격의 의미가 없기 때 

문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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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석회의 용도별 품질규격 

Q볕r 
분말도잔분 

옵IE r「껴8 
CaO 

i 님~τ 까E‘r 도 n를 C02 (wt%) 비고 
(wt%) 

590μm 149μm 

:g누 二t그3 93.0 • 3.2 • 2.0 • 
공업용 

1급 90.0 • ]IS R9001과 KS L9501 이 동 일 함 
생석회 

2급 80.0 • 

공업용 
= Er 二닙그 72.5 • 3.0 • 1.5 • 전통 5.0 • 불순물은 MgO+Si02+Ah03+Fe203의 

1급 70.0 • 전통 합계임. 
소석회 

2급 65.0 • 전통 

규석벽 생석회 유리 CaO 1.5% 이 하， MgO 2.5 • , 
돌제조 

소석회 
90.0 • 2.5 • 

1.0 • 
7 4 μm Si02 3.0 • , AIz03+Fe20 1.5 • 

용 석회 KS L 9010 규정임. 5.0 • 
규산칼 

생석회 
- MgO 1.3 • , Si02 3.0 • , 

숨제조 90.0 • 2.5 • Ah03+Fe20 1.5 • 
용 석회 

소석회 
- KS L 9011 규정임. 

용수 
생석회 90.0 • 생석회는 물속에서 소화되지 않는 

처리용 잔분이 없어야함. 

석회 
소석회 68.0 • KS L 9012 규정임. 

위 
CaO + 

88μm 

바름용 
MgO 10.0 • 1.0 • 

15.0 • 경도계수 위바름용은 1주 -4주 : 2.0 
미장용 생석회 65이상 
석회 소석회 CaO + 

이싶바탕바름용은 1.5이상 

바탕 
MgO 15.0 • 2.0 • 15.0 • 

- KS L 9007 규정임. 
바름용 

50이상 

그러나， 경량 기포콘크리트(ALC)용 및 경량 단열재용 등의 경우에는 생석회의 수 

화속도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제품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수화도(혹은 활성도， activity)평가에 의하여 품질을 평가하기도 한다. 

표 11.의 산업폐수처리용 석회 및 석회석 제품의 품질규격 (KS L 9006)에서는 

석회질， 돌로마이트질 및 마그네시아질 석회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MgO, CaO등은 모두 탄산화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성공정이나 수화반응시 

에 동일한 화합물의 형태로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표 12.에는 상수도용 소석회 규정을 수록하였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공업용소석회 규정에 따르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WWA K107- 1978과 일본 상 

수도협회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중금속의 함유량에 대한 규정이 엄밀함을 알 수 있 

다. 

- 30-



표 1l. 산업폐수처리용 석회 및 석회석 제품의 품질규격 (KS L 9006 규정) 

종 f프T 석회질석회 
돌로마이 E질 마그네시아질 

부산석회 석회석 
석회 석회 

CaO+MgO(%) 95.0이상 95.0이상 95.0이상 90.0이상 

CÜz(%) 5.0이하 5.0이하 5.0이하 

염기도 
부산석회의 규 

격은 당사자간 
수화물 0.72이상 0.81이상 O껴이상 

의 합의에 따 
생석회 0.93이상 1.06이상 0.93이상 

른다. 
λ~~ 숭~~프1 0.45 이상 

돌로마이 E 질 0.56 이상 
마그네시아질 O싫 이상 

표 12. 상수도용 소석 회 규정 ( ]WWA K107- 1978, 일본 상수도협 회 규정 ) 

항 조E 규 켜←’ 시 험 방 법 -, 

CaO (%) 95.0 이상 EDTA 적정 

체 잔 분 (%) 5.0 이하 149때1 ， 습식 또는 건식 

비 소 (As) , ppm 5.0 이하 - 흡광광도법 

크 롬 (Cr) , ppm 50.0 이하 - 6가 크롬，흡광광도법 

카E 륨(Cd) ， ppm 5.0 이하 - 킬레이 E 화로 MIBK추출 

납 (Pb) , ppm 20.0 이하 킬레이 E 화로 MIBK추출 

수 은 (Hg) , ppm 0.2 이하 - 원자흡광광도법 

3. 탄산칼숨의 용도별 규격 

중질탄산칼슐은 백색의 석회석을 파 · 분쇄하여 250mesh 이하의 입도로 제조된 

것을 통칭하고， 용도로는 플라스틱， 페인트， 제지， 고무 및 화학공업용 충전재 등 

으로 사용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 1980년경에는 입자의 크기가 325mesh를 기 

준으로 사용되던 것이 1990년대에는 플라스틱， 제지， 페인트 등의 품질 고급화에 

따라 충전재로 사용되는 중탄의 고급화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중탄의 품질은 입자 크기， 분포도， 백색도 및 화학성분 조성 등을 기준으로 결 

1 
l 
A 

이
 
J 



정하지만， 용도에 따라서는 미량불순물의 함유량과 겉보기비중， 분산도， 흡유량 등 

의 다양한 물성에 의하여 품질이 결정된다. 

표 13.에 는 도료용 중탄(KS M 5117) 고무용 중탄(KS M 6555)등에 대 한 규격 

을 수록하였는데， 최근 이들의 규격은 최저 사용한계의 의미만이 있을 뿐이며， 실 

제로 사용되는 고급품의 경우에는 평균 입도 2.0μm수준， 백색도 90이상이 요구되 

고 있고， 특히 최고급품으로는 백색도 95이상의 제품이 선호되고 있다. 

표 13. 중질탄산칼숨의 용도별 품질규격 

축폭------객견~ 도료용 중탄 고무용중탄 
(KSM5117) (KSM6555) 

325mesh체 잔분 (%) l.0 이하 149μm 0.1 이 하， 
44μm l.0이하 

-}「‘긴 님r (%) 0.3 이하 0.3 

Ig .loss (%) 42-45 42-45 

물 가용분 (%) 0.5 이하 0.5 이하 

산 불용분 (%) 0.5 이하 0.5 이하 

Fe203, A1203 (%) l.0 이하 l.0 이하 

겉보기비중 (g/c따) 0.8 이상 0.8 이상 

분산성 (NS) 4.0 이상 

표 14.에는 식품첨가물 및 의약품용 중질탄산칼숨의 규격을 수록하였는데， 우 

리나라의 식품용 품질규격에서는 백색도를 98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식품， 의약 

용， 화장품용 등의 경우에는 미량중금속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다. 그러나 국내에 

는 이러한 규격을 만족시키는 석회석의 부존량이 많지 않으므로 고품위 석회석의 

수입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경질탄산칼습의 용도별 규격은 표 15.에 정리한 바와 같이 도료용 및 고무용의 

경우에는 표 13.의 중질탄산칼슐의 경우와 품질 규격항목 및 기준 값이 대동소이 

한데， 이것은 표 14.의 중탄에 대한 식품， 의약품 등의 규격과 표 13.의 경탄에 대 

한 식품첨가물 규격을 살펴보아도 거의 동일한 항목과 기준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품， 의약품 등의 용도에서도 동일한 품질기준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 

문에 화학적으로는 유사한 성분을 가지는 경탄이나 중탄이 모두 사용될 수 있으 

” “ 



나， 중탄의 제조단계는 단순 분쇄조작에 의하여 제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의 

향상이 어렵고， 특히 중금속의 제거에는 많은 공정이 필요하게 되므로， 원료광물 

인 석회석의 품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표 14. 식품첨가물 및 의약품용 중질탄산칼슐의 품질규격 

융말댁돋 일본제약첨가물 일본심품첨가물 한국식품첨가물 한국화장품원료 
λ。4 λ 。l 무미，무취， 백색분말 

순도 98.5 • 98.0 • 98.0 • 97.0 • 

분자량 100.09 100.09 100.09 100.09 

산 불용물(%) 0.2 • 0.1 • 0.1 • 0.5 • 

AS203 5ppm • 4ppm • 5ppm • 5ppm • 

드。흐二 n그죠 -1: 20ppm • 30ppm • 30ppm • 20ppm • 

Mg 및 알카리금속 l.0 • l.0 • l.0 • 2.0 • 

Ba 0.03 • 

F 0.01 • 

건조감량 l.0 • 2.0 • l.0 • 2.0 • 

백색도 98.0 • 

표 15. 경질탄산칼숨의 용도별 품질규격 

폐각± 도료용 경 탄(KSM5117) 고무용경탄 식품첨가물용 
1호 2호 (KSM6555) 

325mesh체 잔분 (%) 0.2 이하 0.3 이하 149때10.02이하하， 0.5 이하 44μrn 0.3이 
「가-‘ τ trj (%) l.0 이하 l.5 이하 l.0이하 2.0 이하 
Ig .loss (%) 42-45 40 이상 42-45 
물 가용분 (%) l.0 이하 l.0 이하 l.0 이하 
산 불용분 (%)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5ppm이하 

Fe203, Alz03 (%) l.0 이하 l.0 이하 l.0 이하 
겉보기비중 (g/cm') 0.6 이하 0.7 이하 0.7 이하 
흡유량 (m-e!100g) 25 :t 5 25 :t 5 60이상 

백색도 97.0 이상 
평균 입자경 1-5띠n 

순도(%) 98.0 이상 
pH 8.0-10.0 
5;ζ← 二n그 = 걱1 

% 

ω
 



반대로， 경탄의 경우에는 제조단계에서 여러 화학반웅을 거쳐야 되는데， 이러한 

단계에서 중금속 등의 미량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 

므로 원료광물인 석회석의 순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제기술의 적용에 의하여 

고품위의 제품제조가 가능하다.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는 매년 상당량의 탄산칼숨 제품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품의 수입대체를 위해서는 고품위 원광의 확보와 정제기술의 

개발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제 4 절 석회석 및 관련제품의 산업별 활용현황 

비금속광물은 산업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산업별 비금속광물 원료 

소재의 활용 및 시장현황을 조사 ·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비금속광물은 플라 

스틱， 페인트， 제지， 고무， 요업， 시멘트， 식품 및 화장품 공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상기 공업분야에 사용된 비금속광물의 수요시장규모는 ‘97년도 8，568만톤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는 ’97년도 비금속광물 전체 수요량(10，842만톤)의 79%를 이루고 있다. 

석회석 및 관련제품은 용도가 약 300여종으로 알려져 있는 광물로서， 플라스틱공 

업에서는 충전재로 사용되는데 충전재는 기본적으로 제품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 

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무기질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며， 최근에는 제품의 탄 

성율 증가， 압축강도의 조절， 전기절연성의 증가 등， 일부의 기능을 보강하는 용도 

로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충전재는 자연계에 노출되었을 때 화학적으로 안정한 무기질 분체는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범용으로 사용되는 충전재로는 중질 및 경질탄산칼 

슐， 활석， 고령토 분체 등이 이용되고 있다. 

이중 중질 및 경질탄산칼숨의 사용량은 국내 합성수지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분석 

한 결과， 표 17.의 산업별 석회석 및 관련제품의 사용현황에서와 같이 ‘97년도에 75 

만톤 정도가 사용되었는데， 플라스틱공업에서는 대부분 중질탄산칼숨이 사용되고 

있고 매년 사용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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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산업별 사용되는 광물 및 시장규모 

산업구분 사용광물 
‘97시장규모 

(톤) 

시멘E공업 - 석회석， 점토1 고령토， 납석， 규석， 규사， 석고 및 기타 80,737,000 

요 업 - 고령토， 점토， 도석， 납석， 장석， 석회석 및 기타 984.000 

플라스틱공업 - 석회석， 탄산칼슐， 고령토 및 점토， 활석 및 기타 860.000 
유리공업 - 규석， 규사， 장석 및 기타 1.803.300 
페인E공업 - 탄산칼숨， 고령토， 활석， 실리카， 벤토나이E 및 기타 287.748 
제지 공업 - 고령토， 활석， 탄산칼슐， 규조토1 벤토나이E 및 기타 586.000 
고무공업 - 고령토， 활석， 탄산칼슐， 실리카， 카본블랙 및 기타 425.500 
화장품공업 - 활석， 운모， 견운모 31 

비금속 광물사용량합계 85,683,579 

페인트공업에서는 비금속광물 분체들이 안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체질안료로 사 

용되는 분체는 대부분 굴절율이 작고， 은폐율이 낮기 때문에 투명성 백색안료라고 

도 하며， 채색안료 및 페인트의 증량제， 잉크성질의 조절제， 레이크 안료의 체질구성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사용되는 분체의 종류는 침강성 황산바륨， 황산바륨， 탄산 

바륨， 침강성 탄산칼숨， 호분， 석고， 알루미나， 클레이， 실리카， 탈크， 규산칼슐， 흑연， 

벤토나이트 등 그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비교적 다량 소비되는 분체의 종류는 탄산 

칼숨， 클레이， 탈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탄산칼숨은 중질 및 경질 

탄산칼숨 모두 사용되는데， ’97년도 사용량은 중질탄산칼습 7만6천톤， 경질탄산칼습 

2만톤으로 집계되었다. 

제지공업에서는 충전용 및 표면코팅용 무기질 분체와 일부 피치조절용으로 비금 

속광물 분체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제지공업에서 충전재의 사용목적은 백색의 펄 

프의 제조가 어려운 시절에는 백색의 종이를 제조하기 위하여 백색의 충전재를 사 

용하였으며， 종이의 불투명도의 증가를 위하여 충전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종 

이 지질의 균일화， 표면의 평활， 지질의 유연성 제고， 종이의 신축성 감소， 광택부 

여， 외관미려 등의 특성부여와 인쇄적성의 향상 종이 제조원가의 절감 등의 목적으 

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제지공업에서 사용되는 무기질 분체는 종이의 종류 

및 사용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다. 종이의 종류별 생산량에 대한 광종별 소비량을 

참고로 하고， 대표적인 생산량을 가지는 제지회사의 사용량 및 분체 제조회사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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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량 등을 근거로 하여 수집 분석한 제지용 석회석 분체의 사용량은 ’97년도에 중 

질탄산칼슐 27만톤과 경질탄산칼숨 1만 6천톤 정도가 사용되었는데， 경질탄산칼숨 

의 경우 대부분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표 17. 산업별 석회석 및 석회석 관련제품의 사용현황 

(단위 : 톤) 

공업분야 구 ; 닙r 1993 1994 1995 1996 1997 

플라스틱 중질탄산칼숨 587.000 643 애O 690，애O 729,000 75l.ooo 
중질탄산칼숨 48.860 55.120 65,320 71 ,200 76.204 

페인 E 

경질탄산칼숨 30.241 28,395 25,200 24,450 20.312 

중질탄산칼습 80 에O 100.000 143.000 200 애O 270,000 
제지 

경질탄산칼숨 

(수입품) 
18,000 18,000 15,000 15.000 16,000 

중질탄산칼숨 14 애O 16,000 16,300 16,200 14,400 
.:ïllf-

경질탄산칼숨 23,500 28,100 28,600 28,400 27，돼O 

도자기 석회석 30.000 35,000 34，어O 34,000 33,000 

시멘 E 석회석 62.859.000 68.972 에O 72.068.000 72， 183，애O 75,438,000 

계 63,690,601 69,895,615 73,085,420 73,301,250 76,646,416 

고무공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Filler로서는 Carbon black을 중심으로 탄산칼숨， 고 

령토， 활석과 합성 비정질 실리카 등이 있는데， 탄산칼숨은 기존의 경질 탄산칼숨 

중심의 수요구조에서 양질의 중질 탄산칼숨 개발과 함께 차츰 중탄의 사용량이 증 

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7년도 탄산칼숨의 사용량은 중질이 1만4천톤， 

경질이 2만 8천톤 정도로 조사되었다. 

산업도자기용으로 사용되는 광산물은 점토질 원료를 비롯하여 규산질 원료， 알루 

미나 규산염 광물 등이 대부분이며 석회석이 일부 사용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석회석은 ’97년도에 3만 3천톤 정도로 조사되었다. 

시멘트용으로 사용되는 광산물은 석회석을 비롯하여 점토질 원료， 규사， 석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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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순수 광산물로서는 석회석， 점토 

(고령토 및 납석등)질 원료 규석(혹은 규사)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원료들은 시벤 

트의 종류 및 생산량에 따라 그의 사용량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시벤트생산량 

및 각 광종별 시멘트용으로 사용된 자료를 근거로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97년도에 

7천5백만톤 정도의 석회석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 5 절 종합고찰 

우리나라 비금속광업에서 석회석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7년도 총 비금속광물 

생산량 약 1억톤의 91.5%를 차지하는 9，220만톤， 금액은 총 9，068억원의 80%에 해 

당하는 7，256억원， 관련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수에서도 5，464명의 64%를 차지하는 

3，500명으로서， 전체 15광종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는 대표적인 광종이다. 

이러한 석회석의 평균 유통가격은 여타 광종에 비하여 낮은 특성을 보이는데， 이 

는 시멘트제조용으로 생산되는 석회석의 경우에는 시멘트제조업자의 직접생산에 의 

한 채광 원가개념의 도입으로 1 ，500원/톤 -4，000원/톤의 단가로 환산되었기 때문으 

로 분석된다. 

국내 석회석 및 석회석 관련제품인 생석회 소석회 탄산칼슐 및 백운석제품 둥에 

대한 대표적 용도별 평균 유통가격과 관련 수입품의 가격구조를 기초로 하여 관련기 

술을 분석하므로서， 향후 국내 산업원료의 전면 자급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석회석 

석회석의 국내 이용분야는 아래에 수록한 용도 이외에도 다양하지만 가격의 구조 

는 비교적 일정한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학공업용으로 이용되는 괴 

상의 일반공업용 석회석 가격은 15，000원/톤:1: 5，000원 수준， 중질탄산칼숨 분체 제조 

용 방해석 원광은 23，어0원/톤 수준， 유리， 사료， 도로포장 채움재용으로 사용되는 

200mesh 기준의 분체제품은 20.000원/톤:1: 5.000원 수준이었으며 또한 중국에서 수 

입(’97년도 수입량:43，어O톤)되는 고백색도의 방해석 원광은 52，000원/톤(기준환 

-37 -



율:1 ，300원/$)，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회석은 20，000원/톤(기준환율:1 ，3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었다. 

전체 수입석회석의 평균단가는 23，400원/톤(기준환율:1 ，300원/$)으로 계산되었는 

데，‘96， ‘97년도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방해석 원광 가격이 52，000원/톤 정도를 유지하 

고 있으므로， 국내 생산되는 중질탄산칼숨 제조용 방해석 원광의 가격이 23，000원/ 

톤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산 원광으로 중국산 수입품과 동일한 품질의 원료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면 29.000원/톤에 상당하는 부가가치가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 

여진다. 

따라서， 국내 석회석의 부가가치 향상은 물론， 원료수급 안정화 및 원료의 자급화 

를 위하여 방해석 및 석회석의 고순도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품명 품질기준 평균유통단가 ‘97소비량 
(원/톤) (톤) 

시멘 E용 CaO 50.4% 이상 1,500-4,000 75,438,184 

25mm-45mm 7，에0-13，000 
제철제강용 

5mm이하 
8.954.146 

12,000-18,000 

화학공업용 40mm -120mm 10,000-15,000 3.512.636 

유리공업용 200mesh 80% 15,000 - 25,000 187,000 

배연탈황용 325mesh 85% 이상 20.000 - 35.000 165.000 

사료용 100meshlOO% , 200mesh 85%이상 20，OC에-27，000 250,661 

비료용 1 ，680μm 98% 이 상， 595따160%이 상 25.000-32.000 241 ,600 

방해석 분체제조용 원광， 입도기준 없음 20,000 - 25,000 424.145 

수입품 40mm-120mm l8(평，000-52，0(깨 
균23.40이 311 ,907 

기타 토목건축용 및 기타 18.000 - 25.000 2,581 ,172 

내수계 92,066,451 

2. 생석회 

생석회의 국내 이용분야는 다양하지 만 제철 · 제강 공업용으로의 사용량은 전체의 

60%를 상회하기 때문에， 생석회의 가격구조는 제철 · 제강공업에서의 사용단가가 표 

준이 되고 있으며， 공해방지용 및 농업용의 경우는 비교적 저품위의 생석회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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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므로 가격이 다소 낮게 형성되어 있다. 

화학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일반공업용 생석회의 가격은 75，000원/톤::t 5，000원 수준 

이며， 건축재 제조용， 토목용， ALC용 등 비교적 대규모 수요에서는 거의 동일한 단 

가를 나타내지만， 용도 및 소규모 사용에 있어서는 가격편차가 심함을 알 수 있었 

다. 

공업용 생석회로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135$/톤부터 300$/톤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주로 시약용으로 수입되는 산화칼슐의 경우에도 1 ，100$/톤에서 

2，000$/톤 까지의 가격구조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는 수입품의 단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수입품목들은 비교적 품위 

가 양호한 분체상태의 생석회로 이는 우리 나라에서 생석회를 생산하는 업체 중에 

공업용 분체생석회 제조업체가 많지 않고， 생석회 생산공정에서 특별히 품위에 대 

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식품 및 의약품용 등을 제외한 공업용의 경우에는 충분히 국내산 원료광 

물을 이용하여 고백색도 및 고품위의 생석회 제조가 가능하므로 고가의 고품위 생 

석회 수입품에 대한 수입대체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품명 품질기준 
평균 유통단가 '97소비량 l 

(원/톤) (톤) 

철강용 CaO 90% • , 괴상 60.000 - 68.000 673.862 

화학공업용 CaO 93% • , 괴 상 및 분체 70.000 -75.000 163.550 

토목건축용 CaO 90% • , 괴 상 및 분체 70.000 - 88.000 24,750 

농업용 CaO 85% • , 분체 및 과 립 상 75,000 - 85,000 20.400 

공해방지용 CaO 68, 90% • , 분체 및 과립상 48,000 -70,000 50,000 

기타 제한없음， 피혁공업용 등 75,000 - 85,000 167,550 

수입생석회 고급공업용，화학공업용 180.000 - 390.000 124 

수입산화칼슐 시약급 1 ，6’β612，000 - 2,470,000 258 

내수계 1.10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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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석회 

국내 소석회의 주요 이용분야는 농업용 석회비료로 전체 생산량의 40%를 소비하 

고 있는데， 소석회는 생석회를 제조한 후 물과의 반응에 의하여 제조되는 것으로서 

생석회보다는 제조원가가 높은 품목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제철용 괴상의 

생석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분체상태의 부산물을 이용하는 업체가 대부 

분이며， 비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의 품질기준에 충분히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소석회 제조업체는 비료용 소석회를 생산하고 있으며， 

공업용 소석회의 전문제조업체는 백광소재(주)， 부홍석회 등의 일부업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수입량이 2，000톤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일부의 소석회 제조업체에서는 이러한 업계의 불균형을 인식하고 수입 

대체를 위한 시설의 보강 등에 주력하고 있으나， 고순도 원료광물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보편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국내 소석회 제조업체들은 현재까지는 주로 비료용 소석회를 생산해 왔으나， 최 

근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품질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상 · 하수용 소석회는 사용량 

이 감소 추세이며， 화학공업용， 공해방지용 등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 

가치가 높은 고급품 제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3, 5) 

수입되는 공업용 소석회는 190$/톤부터 650$/톤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으나， 평 균단가는 244$/톤으로서 약 300，000원/톤(기 준환율:1 ，300원/$)으로 국내 에 

서 제조되는 소석회중 가장 고부가가치 품목인 화학공업용 소석회의 유통가격 

85，어0원/톤보다 3.5배 이상의 고부가가치 품목이므로 수입대체 기술개발에 의한 경 

쟁력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로 시약용으로 사용되는 수산화칼숨 

의 경우에는 수입량은 많지 않으나 그의 가격구조가 최저 800$/톤을 상회하고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수입대체 기술개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품위의 소석회를 제조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석회석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고품위 소석회 제조가 가능한가라는 연구결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 

로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소석회 제조공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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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품질기준 
평균 유통단가 ‘97소비량 

‘ (원/톤) (톤) 

화학공업용 95.0% •, 분체 85.000 -110.000 76,920 

토목건축용 90.0% • ， 590μm • 55.000 -75.000 1.300 

공해방지용 90.0% • , 물불용분 1.0 • 70.000 - 80.000 40,500 

상하수도용 89.0% • , 물불용분 1.0 • 35,000 - 60,000 13.600 

농업용 595띠160%통과 • ，알카리 도60% • 45.000 - 60.000 95.037 

기타 55,000 -70,000 19.700 

수입소석회 95.0% •, 분체 244,000 - 800,000 2,018 

수입수산화칼숨 시약급 1.067.300- 1.3애애O 746 

내수계 249,821 

4. 탄산칼숨 

탄산칼숨 미분체는 공업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용도중 가 

장 소비량이 많은 분야는 플라스틱 제지 페인트 고무공업 등을 들 수 있다. 

플라스틱공업용 중질탄산칼숨의 품질규격은 아스타일용으로 사용되는 325mesh 

85%통과 수준의 제품부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용도로 사용되는 평균 입도 1.0f.llIl 이 

하 수준의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가격을 단순히 계산하기는 어 

렵지만， 플라스틱공업용 충전제의 평균 유통단가는 45，000원/톤으로 이는 플라스틱 

제품중 저급의 중질탄산칼숨을 충전제로 이용하는 아스타일 제품의 생산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평균 유통가격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국내 생산되는 고급 중질탄산 

칼슐의 경우에는 200，000원/톤을 상회하는 제품까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특히， 중질탄산칼숨 미분체는 표면특성이 친수성이므로 플라스틱， 페인트등 기타 

합성수지 공업에서 충전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분체의 표변을 소수성으로 개 

질 · 처리된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탄산칼숨의 평균단가는 

411$/톤(534，000원/톤， 기준환율 1 ，300원/$)이며， 수입품 중에서 비교적 고급품인 미 

국제품의 수입단가는 664$/톤， 일본제품의 수입단가는 547$/톤 정도로 매우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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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같은 미국 및 일본제품의 수입대체를 위한 제품 제조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경질탄산칼숨의 경우에는 의약용 식품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고부가가치 제품 

으로 분류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석회석은 중금속 함유량이 높아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원광으로부터 미량중금 

속의 제거에는 많은 기술과 공정이 소요된다는 점에서는 수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 

으로 볼 수 있으나， 제지공업용으로 사용되는 판상 혹은 입방형의 0.08-0.15μm수준 

의 교질형 경질탄산칼슐의 경우에는 그의 용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 

내석회석 및 수입 광석을 이용한 제조기술과 공정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품명 품질기준 
평균 유통단가 

‘97소비량 (원/톤) 

플라스틱용 평균입도 20μm • , 백색도 85 • 45,000 729,000 

중질 제지용 평균입도 2μm • , 백색도 90 • 105,000 215,000 

탄산 페인 E 용 평균입도 5μm ↓， 백색도 90 • 65,000 95,700 

칼숨 고무용 평균입도 20μm • , 백색도 88 • 55,000 45.000 

기타 325mesh 체잔분 1.0% • 60,000 879,417 

탄산칼슐 없음， 백색도 93 • 534,300 26,432 
수입 

조제 탄산칼숨 없음， 백색도 95 • 1,017,900 10,909 

경질 탄산칼슐 평균입도 20μm • , 백색도 85 • 201 ,000 52,638 

내수계 2,054,096 

5. 백운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석회석광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술과 공정을 개발하 

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 법정광물 분류상 석회석에는 백운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부존량이 풍부한 백운석의 국내 소비현황과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를 조 

사 ·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마그네숨광물의 부존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화재로 사용되는 산 

화마그네숨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산업의 발전에 따라 수요도 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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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일부의 국가에서는 백운석으로부터 산화마그네슐을 추출하여 사용하 

는 기술과 공정을 개발하여 산업화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나라에서 백운석의 사용은 이제까지 보편화되지 않아서 관련된 품위규격이 

나 용도가 명확치 않고 단지 비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규격만이 설정되어 있다. 

백운석의 수요는 제철 · 제강용으로 147만톤이 사용되어 ‘97년 국내소비량 258만 

톤의 57%를 차지하였고， 토목건축용으로 52만톤， 비료용(농업용)으로 26.5만톤이 사 

용되었으며， 수출은 백운석 매장량이 부족한 일본에서 매년 23만톤 정도를 수입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r-il1l 으 1:L-λ --, 수입 
제품명 

원석 분체 소성품 하소품 원석 τ。5" 승 7cl르 1 i5E「
소계 

철강용 1,390,667 84.126 1.474.793 

화학공업용 1,000 5.300 6.300 

토목건축용 502.000 21.400 523.400 

농업용 259,938 5.100 265.038 

환경용 9.100 9.100 

기타 301 ,237 2.400 1,130 394 ffJ7 305.668 

평균유통단가 15,100 50,707 56,676 464,336 434.794 355.082 (원/톤) 

‘97소비량 2,137,727 319.738 89,226 1,130 394 507 2，5짧8없4’，299 

이제까지 석회석과 석회석 관련제품인 생석회 소석회 탄산칼습 빛 백운석에 대 

한 국내의 생산현황， 용도별 소비실적 및 시장구조에 대하여 조사 · 분석하였는데， 

이들을 종합하면 

@ 국내 석회석광의 평균품위 저하와 고백색도 원광의 부족으로 원광석 일부가 

수입 ·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수입 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국내원광의 

고품위화 연구가 필요하고， 

@ 고급 석회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업용 석회의 고급화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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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및 관련 공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 국내에는 백운석의 매장량은 많으나， 아직까지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폭넓은 수요시장과 제품의 고급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용도다양화 연구가 필요하고 

@ 탄산칼숨 분야에서도 원료소재의 수입대체 및 국내 자급화 실현을 위하여 입도 

제어， 미분체 소수도 조절기술과 각종의 고급화 기술 등에 관한 연계기술의 

개발 등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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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 석회석광의 부존 및 산출특성 

제 1 절 석회석의 부존특성 

석회석은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광물로서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매장량을 집계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국내에 1=l = 
，- τ 

비금속 광물 중에서 가장 풍부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광물이며， Table 1.에서와 

같이 법정광물분류상 석회석뿐만 아니라 백운석 및 대리석을 포함하여 매장량을 

집계하고 있다. 

Table 1. Reserve of Limestone in Korea2) 

(단위:천톤) 

구 τ Hr 확 -^à 'T ;져。 예 상 계 

석회석 9.566 6,379,493 23,634,612 30,023,671 

백운석 286.042 466,595 752,637 

대리석 76,628 58,309 134.937 

합계 9.566 6,742,163 24,159,516 30.911.245 

국내 석회석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강원도에 전체 매장량의 

95% 이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내 전지역에서 이용하기 위한 

물류비용(수송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석회석은 calcite, aragonite, dolomite등의 탄산염 광물을 포함한 퇴적암의 일종으 

로 국내에는 복잡한 지질시대를 거치면서 광상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들 

석회석 광상을 생성 시기별， 지역 특성별로 분류하면 Fig. 1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선 캠브리 아기 석 회 암층군(The pre-Cambrian Limestone Series)6) 

이 석회암층군은 국내에 분포되어 있는 석회암중에서 생성시기가 가장 오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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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map of limestone deposi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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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pre-cambrian 시 대 의 편마암 복합체 내 에 서 소규모 pocket상으로 부존 되 어 

있는 석회암이며， 경기， 강원， 경북지방 일대에 분포되어 있다. 

이 석회암 광상의 특징은 층이 앓고 연장이 불량한 석회암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광폭이 100m이상， 연장이 500-1 ,000m 정도의 대규모 

광체로 존재하기도 한다. 

석회암의 품위는 CaO 30-45%, Si02 5-20% , MgO 1-10%, R203 (Alz03 + 

Fe203) 0.5-2% 정도의 화학성분 조성을 보이며 백색도 80이하의 저급 결정질 석 

회암 또는 석회 규산염암kalesilicate rock)으로 알려져 있으나， MgO 18%이상의 고 

품위 백운석이 협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경북 내륙 지역에서는 CaO 53%이상， 

Si02 1.0%이하， MgO 1.0%이하， R203 0.5%이하， 백색도 85이상의 고품위 석회암이 

결정크기 2-5rnrn의 조대 업자의 석회암으로 분포되어 있기도 한다. 

Table 2. Grade of limestone on the pre-Cambrian 똥딘얼; 

지 여I 
화학성 분조성 (wt%) 

결정형태 ] r3: 二닝그 용도 
CaO Si02 MgO R203 

7â* 
안동，청송， 

50-53 2-4 1-2 0.5 결정질 중·저급 분체용 
봉화，울진 

경기도 청평，가평 30-40 10-20 2-5 1-3 결정질 저급 건축용 

2. 조선 계 대 석 회 암층군 (The Great Limestone Series ) 

국내 석회석의 총매장량 중 80%이상이 매장되어 있는 Cambrian -Ordovician 시 

대에 생성된 대석회암으로 Fig. 2와 같이 충북 및 강원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를 지층별로 분류하면 Table 3.과 같다. 

이 석회암은 단일 석회암 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생성시기가 조금씩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석회암 층이 모여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적으로 다 

소의 차이는 있으나， 광폭이 대체적으로 3，OOOm이상으로 추정되며， 층의 중간에 규 

암 및 셰일 등이 반복해서 협재되므로 지역에 따라서는 2-3회 이상의 퇴적 윤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석회암 층은 화성 활동(granitization)의 영향을 심하게 받아 대부분의 석회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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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결정화Crecrystallization)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정질이 대부분이며， 퇴적시 

환경변화가 심하였기 때문에 곳곳에서 대규모의 백운석과 백운석질 석회암이 협재 

하고 있다. 

Table 3. Classification of The Great Limestone Series. 

지층 평 안 남 도(성천) 강 원 도(상동) 강 원 도(영월) 

오오 
요달층(요달층) 대 

정선석회암층 
영흥층 경z:..규 !:L 

석병산층 드뷔 석 
까、 

하부 신창니회암 회 
막골석회암층 삼태산층 

。DL
두무동층，동점규암층 

캠브 
λ。l-.!닝「 

초산통 
온산석회암 통 

화절층 홍월리층 
풍촌석회암층 

리아 묘봉점판암층 
하부 임촌점판암 양덕통 

장산규암층 

풍촌석회암층: 이 층은 묘봉점판암층 상부에 정합으로 피복되며， 대석회암통 최 

하부 지층으로 캠브리아기말 지층에 해당된다. 주로 회색 괴상(怪狀) 석회암으로서 

석회석의 품질이 높으며， 상위로 갈수록 백색으로 변하고， 백색 백운석층이 협재되 

어 있고， 상부는 상위층인 화절층으로 점이(漸移)한다. 이 층의 석회암은 일반적으 

로 회색 또는 납백색 C~짧白色)의 치밀한 석회석으로써 현미경하에서는 중립질 방해 

석립이 모자이크 구조Cmosaic structure)로 집적(集積)되어 있으며， 함백산 일대， 삼 

척일대， 하림계 일대， 옥동일대에 분포한다. 

화절층(花折層): 이 층은 풍촌석회암층을 정합으로 피복하는 암석으로 상부에 동 

점규암층에 의하여 정합으로 덮인다. 석회석과 셰일이 미세(微細)하게 호층(互層)을 

이루고， 풍화면은 충식상(멸 l뽑狀)을 나타내는 부문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담갈색(淡 

짧色)의 암석으로서 렌즈상의 석회질 부분은 간재(間在)하며 점토질 부분과 혼교(混 

交)되어 있어 풍화변에서 머부는 렌즈상 석회질 부분으로 되어 있다. 현미경 관찰 

에 의하면 음정질(陰옮質)의 점토가 물과 약간의 석회질 물질이 치밀하게 집합된 

부분， 결정질 방해석의 집합부， 방해석의 세립질 녹염석(錄薦石)의 결정이 혼재하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동점규암층: 이 층은 화절층 상부 두무동층 하부에 정합으로 놓이며 주로 담갈색 

과 흑색의 규암으로 되어 있고 부근 지형의 돌출을 나타낸다. 흑색 규암은 하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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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우세하며， 상위층에는 담갈색의 것이 현저하다. 

두무동층(斗務洞層): 이 층은 동점규암층 상부 막골석회암층 하부에 정합으로 놓 

이며， 주로 석회암과 암회색 셰일이 호층을 이루고 있다. 하위층은 흑색 사질암(妙 

質岩)이 협재하는데 이는 탄질 및 석회질 알크즈사암이라 할 수 있으며 치밀 · 견고 

하다. 

막동석회암층(莫洞石友岩層): 이 층은 두무동층 상부에 정합으로 피복되며 주로 

회색의 미세(微細)한 호상구조(鎬狀構造)를 나타내는 석회암으로서， 부분적으로 백 

운석질 석회암이 렌즈상의 반점 또는 박층으로 협재되며， 정선군 동면일대， 삼척일 

대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정선 석회암층: 이 층은 막골석회암층 상부에 정합으로 피복되며， 주로 회백색 

석회암으로서 괴상구조를 이루고 드물게 회색 셰일이 협재한다. 정선군 일대에 광 

범위하게 분포하며 상부는 평안계 지층에 의하여 부정합으로 피복되어 있다. 

원평층(院쩔層): 이 층은 풍촌석회암층 상부， 석병산 석회암층 하부에 정합관계로 

놓여 충식석회암， 암회색 세립사암， 암회색 셰일로 구성되며，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석병산석회암(石隔山石友岩) : 이 층은 원평층 상부에 정합관계로 놓이고 암회색 

석회암과 백운석질 석회암으로 구성되며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 원평 일대에 광범 

위하게 분포한다. 

마차리층(훌뚫里層) : 이 층은 홍월리층 하부에 정합으로 놓여있으며 마차리 지역 

에서는 평안계 사동통과 단층접촉을 하고 있다. 암상은 석회칠부와 규회질 점토부 

와 교호하여 나타나므로 풍화변에서는 충식석회암으로 나타나고， 청회색 내지 암회 

색을 띄며 부분적으로 흑색을 나타내며 강원도 영월군 마차리 일대에 분포하고 있 

다. 

홍윌리층: 이 층은 연회색(軟友色) 내지 암회색의 백운석이 대부분이며， 회백색 

백색 등이 부분적으로 보이는 백운석으로 구성된다. 현미경 관찰에 의하면 대부분 

백운석으로 구성되며 O.1mm 내외의 크기로 모자이크(mosaid 조직을 나타내고， 드 

물게 자철광립이 불규칙하게 포함되어 방해석이 반자형(半自形)-타형(他形)의 취합 

대(聚合帶)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요 분포지역은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면 

일대 대장리(大밤里)지역 후산리(後山里)지역 비봉산(飛鳳山)지역 등에 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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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태산층(三台山層): 이 층은 석회암 석회규산염암(石까珪醒觸岩) 혼휠스대로 구 

분되며 석회암은 회색 내지 암회색을 띄며 부분적으로 백색을 띄는 것도 있는데， 

니질부(파質部)가 박층으로 다수 개재된 판상석회암이 대표적이며， 미습곡 

(rninorf이d) 이 발달되어 있다. 치밀 괴상인 것도 많으나 판상석회암과 교호하여 송 

학화강암(松觀花범岩)과의 접촉부에서는 재결정화되어 당정질( SaccharoidaD구조를 

띄며 풍화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표층은 분말화되며 일부에서는 니질부가 많이 개 

재되어 석회질부와의 풍화 침식차로 생긴 충식석회암석을 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석회규산염암은 화성암과의 접촉부에 소규모로 규화된 석회암층을 말하는데 단순히 

규화작용에 의한 열변질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접촉교대 작용이 병행되여 2차적으 

로 생성된 광물을 갖기 때문에 녹회색 내지 갈색을 띄는 다변질암을 볼 수 있으며 

완전히 변질되지 않은 석회질부가 잔류(殘有)한 것도 있다. 흔휠스대는 열변질에 의 

하여 생성된 것으로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에 소재하는 삼태산(三台山)에 표식 

적으로 분포한다. 

3. 평 안 계 홍 점 석 회 암층 군 (The Carboniferous Limestone Series) 

이 석회암은 Carboniferous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대 석회암의 상부에 부정합 

(unconfonnity)으로 피복하면서 주로 대석회암 분포지의 주변부에 집중적으로 분포 

되어 있으며， 단일 석회암으로 구성된 층은 아니고 셰일층내에 10-30m내외의 폭으 

로 부존한다. 이 층은 석회석역을 함유한 역암을 기저로 하여 담백색 또는 담적색 

의 조립질 사암과 적색 회색 셰일 및 담회색 석회암의 호층으로 구성된다. 석회암 

층은 비결정 치밀질로서 대소 수층이 협재되어 있다. 

주된 분포지역은 충북 제천-매포-단양을 기점으로 강원 옥동 서벽-고사리 동으 

로 이어지며， 이 석회암의 품위는 Table 4.와 같이 제천-단양-매포 일대에서 CaO 

52-53%, Si02 1-2%, MgO 1%이하， R203 1%이하의 고품위이며 치밀한 결정질이 

나， 영월을 기점으로 동단 및 남단으로 갈수록 맥폭이 급격히 줄어들고 품위도 저 

급화할 뿐아니라， 결정 크기도 조립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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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rade of limestone on the Carboniferous series. 

지 여， 
화학성분조성(wt%) 

CaO Si02 R2031MgO 
결정형태 c。: 二닙그 용도 

제천，단양 52-55 0.5 - -2 1 0.5 미세결정 고품위 
제철·제강용 

화학공업용 
7ð τ 님'1 

7J τ이3 
영월 51-53 1-5 1 0.5 중간결정 그죠위 

제철·제강용 
τr면T 

농업용 

평창예미 | 
태백 30-4515-15 1 1-3 11-5 조대결정 저품위 

제철·제강용 

화학공업용 

우리 나라 각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결정편암 화강편마암이 이 시대에 속하 

며 마천령계， 연천계， 옥천계로 분류된다. 마천령계는 함북， 함남의 도계인 마천령 

에서 단천， 풍산지방에 이르는 지대에 발달되고 있으며 백운석 석회석 편암류 등 

으로 구성된다. 남한에 분포하는 연천계， 부천계， 옥천계는 다음과 같다. 

연천계(連川系): 이 층은 연천일대에 분포하며 주로 운모편암， 천매암， 각섬암， 

혼헬스， 규암등으로 되어 있고， 결정질 석회암으로 구성된다. 

부천계(富川系) : 이 층은 연천계에 대비되는 지층으로 부천(富川) 김포 일대에 

분포하며， 이 지층에는 결정질 석회암이 협재된다. 

옥천계: 이 지층은 규암， 사암， 변질점판암， 각섬편암， 운모편암， 녹니석편암， 천 

매암과 박층의 석회암이 협재되며， 석회암은 대부분 결정편암계중에 협재되어 재 

결정 작용을 받아 대리석화 되어 있으며 옥천계의 지역별 지층대비 구성암석은 

Table 5.와 같다. 

Table 6.은 옥천계 석회암의 지역별 개략적인 품위 및 용도를 나타낸 것으로， 

이 지역 석회석은 대부분 CaO 30-45%의 저 품위이지만， 금산-이원 괴산 일대에 

부분적으로 형성된 백색의 결정질 석회암은 CaO 50-53% , Si02 1-3%, MgO 

l.0%, R203 l.0%이하의 고품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부존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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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lassification of Limestone on Ok-Chun Serise. 

보문 제8권 (923) 
전주 및 천산 및 

황강리도폭(965) 
진안도폭(925) 영동도폭(927) 

층명 구성암 츠。느며 。 구성암 층명 구성암 도。로[성 。 구 성 암 

규 암 
사대리층 

견운모，편암 변질셰일 
북노리층 

함역천매암질암 

하부 사 암 규 암 필음산층 사암，규 암 석회암 

변질점판암 석회암 흑운모，편암 봉오리층 녹니석편암 

각섬편암 천매암 변질셰일 황강리층 함역천매암 

?;X5--B「
운모편암 신동층 흑운모，펀암 

망월리층 
천매암 

천매암 
석영편암 석회암 

τ nT;x디 .... 1τ*- 녹니석회암 

(사암을협재) 

흑운모편암 
흑운모，편암 

천매암 각섬암 
λ。}lf- (역암，사암，석회 기린봉층 

천매암 
1 。Ir-n「 1닝，τ "õζ- 운모편암 

(Tremolite 
암，각섬암，규암의 

Schist) 
천매암 

박층을협재) 

Table 6. Grade of limestone on Ok-Chun Serise. 

화학성 분조성 (wt%) 
지 여-. 결정형태 1 r5=「 B --1 용 도 

CaO Si02 R203 MgO 

향산리 충주 15-21 결정질 고품위 요업，내화물 j 

계명산 10-5 결정질 중·저품위 농업용 

마전리 금산 30-40 10-15 1-2 3-8 결정질 저품위 화학공업용 

화전리 괴산，이원 35-45 5-10 1-2 2-5 결정질 중·저품위 화학공업용 

황강리 보은 석회석질 셰일 및 백운석질 석회암 
화학공업용 
농업용 

4. 시 대 미 상CAge unknown)의 석 회 암층 군 

이 석회암층 군은 시대미상 변성퇴적암류 내에서 맥상 또는 층상으로 협재되는 

석회암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생성시기가 일부 밝혀진 것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생 

성시기가 불확실한 것이다. 

부곡리층(쏠씁里層): 이 층은 평안계 지층에 의하여 피복되어 있으며， 주로 석회 

암으로 구성되고 드물게는 사암 및 셰일의 협층을 이루고 암상은 괴상 또는 판상 

이 대부분으로， 백색에서 회색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방해석과 소량의 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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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백운모， 흑운모， 견운모， 갈철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경일대에 광범위하게 분 

포하고 있다. 

화천리층(花홍里層): 이 층은 조선계 대석회암통의 화점층에 대비되는 것으로 생 

각되며， 충식상 또는 요철(머러) 침식상을 나타내고， 석회규산염과 결정질 석회암으 

로 구성된다. 석회규산염은 괴상， 판상， 충식상들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100m 

내외의 회색 결정질 석회암층이 개재된다. 분포지역은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일대이 

다. 

영흥층: 이 층은 갑산층(甲山層)에 의하여 피복되며 시대는 미상이나 평안계 

하부층으로 생각되며， 주로 암회색 백운석 도는 백운석질 석회암으로 구성되고， 

강원도 영월읍 북측에 대표적으로 분포한다. 

갑산층: 이 층은 영흥층 상부에 부정함으로 피복되어 있는 시대미상의 지층으로， 

주로 적색， 녹색 또는 암회색 셰일과 담녹색 또는 담백색 규질사암 녹리석 편암들 

로 구성된다. 

고성석회암층: 이 층은 주로 석회석과 백운석질 석회암과의 호층으로 되었으며 

간간히 홍색(紅色)석회암과 충식석회암이 협재되어 있다. 국부적으로 심한 습곡과 

교란(擺亂)구조를 볼 수 있으며， 평안계 홍점통에 의하여 경미한 경사부정함으로 덮 

이고 고성셰일층으로 덮혀 있다. 

제 2 절 국내 석회석의 산출특성 

1. 조선계 대석회석암층군의 석회석 

조선계 대석회암층군은 강원도 및 충북일대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화성활동의 영향을 받아 재결정화 하였기 때문에， 결정질의 석회암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상기의 지역에서 개발된 광산에서는 미정질의 석회석도 다량 

산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정질 석회석을 선정하였으며， 석회석의 산출 특성을 살 

펴보기 위하여 화학성분조성， x-선 회절분석， 편광현미경 관찰 등을 실시하고， 파 · 

분쇄시의 불순물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파 · 분쇄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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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물학적 특성 

조선계 대석회암층군의 석회석 중에서 대표적인 매장량 및 생산량을 가지며 계 

속적인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원도 정선지역의 석회석을 대상시료로 선정하였 

다. 

선정된 시료의 화학성분은 Table 7.에서와 같이， CaO 품위가 53.68 wt%로서 정 

선지역에서는 보편적인 등급에 해당되는 시료였다. 

선정된 석회석의 화학성분 조성은 철분함유량이 O. l1wt%로 비교적 낮고， Si02 성 

분함유량도 0.50wt% 미만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중급이상의 원광으로 분류되는 수준 

이었으나， MgO의 성분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7. Chemical compositions of ]ungsun sample. 

Chemical CaO MgO Si02 Ah03 F~03 K20 Na20 Ti02 Ig-loss composlt!ons 

Weight percent 
53.68 1.05 0.50 0.14 0.11 0.08 0.26 0.02 43.31 (wt%) 

정선지역의 시료에 대한 X 선 회절분석결과에서는 Fig. 3에서와 같이， 주 구성광 

물이 방해석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불순광물로는 백운석 (dolomite) 이 혼입되어 있으 

므로 MgO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일치됨을 보여주고 있다. 

Photo. 1은 정선지역의 시료에 대한 편광현미경 사진으로 방해석 결정의 크기는 

O.1mm이 하의 치 밀 질 이 었으며 , 주구성 광물은 calcite, 기 타의 조암광물로는 quartz, 

iron- spots(or magnetite) 등은 확인되었지만， 화학성분 조성 및 x-선 회절 분석 결 

과에서 확인된 백운석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료의 화학성분 분석과， x-선 회절분석 및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로 확인된 불순 

광물들은 Table 8.과 같은 광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불순물은 모두 원 

광의 품위 및 백색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광물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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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Jungsun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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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Photographs of polaizing microscope on Jungsun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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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ineralogical characteristics of rock forming minerals on Jungsun 

sample. 

Minerals composItlOns Density Hard. Magnetics 

quartz Si. 0 2.65 7 

magnetlte Fe, O 5.18 6 

dolomite Ca, Mg , C, 0 2.85-2.95 4- 3.5 

* NM non- magnetic, FM ferro- magnetic 
** W white, B : blue, Y yellow, G gray, Bl black, 

g Y grayish Yellow, 

나 파 · 분쇄 특성 

NM 

FM 

NM 

* Color ** 

W, G, B 

Bl 

W, gY 

석회석을 효과적으로 정제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방해석 입자와 불순광물입자와의 

단체분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방해석이나 기타의 불순광물들의 단일 

결정 입자크기와 파쇄경도 차이 등에 의하여 파쇄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 

로 파 · 분쇄시 파 · 분쇄 산물의 입도분포별 특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료의 파쇄， 중쇄 및 분쇄 특성 등을 조사하여 파 · 분쇄 

에 따른 방해석과 함유된 불순광물들의 입도별 분포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하여 1차 파쇄는 죠크러셔 (jaw crusher) , 2차 파쇄는 해머크러셔 (hammer 

crusher)를 사용하였으며， 중쇄는 펄버라이져 (pulverizer)를， 분쇄공정에서는 임팩트 

밀 impact mill)을 이용하고， 각각의 파 · 분쇄산물에 대하여 체가름(sieving)을 통 

하여 입도분포를 측정하고， 각 입단별 화학성분을 조사하여 파 · 분쇄 공정에서의 

불순광물의 거동 특성을 조사하였다. 

파쇄 특성의 고찰을 위하여 죠크러셔와 헤머크러셔를 사용하여 파쇄된 산물에 대 

하여 입단별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9.에서와 같이 정선시료는 7멧쉬 이상의 

입도산물이 20.98wt% , 10멧쉬 이상 산물이 37. 18wt%의 분포율을 나타내었는데， 10 

멧쉬 이상인 조대입도 산물의 CaO 품위는 53.8wt%를 상회하고， 전체 불순물 함량 

은 2.0wt% 이하로 원광보더 적게 함유되어 있는 특정을 나타내었다. 

또한 150멧쉬 이하의 미 립산물의 분포율이 14.97wt%였으며， 이 때 CaO품위는 

54.00wt% , 전체 불순물의 함량은 1.93wt%로 이 입단에도 원광보다 불순물이 적게 

함유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25/ + 150멧쉬의 중간 업도 산물은 CaO 품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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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wt%이하이고， 전체 불순물의 함유량이 3wt% 이상으로써 원광보다 CaO 품위가 

낮고 전체 불순물의 함량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불순물이 어느 특정 입단에 편중되어 분포되는 특성을 이용하면， 단순 

파쇄 공정과 체가름 공정만으로도 어느 정도 불순물을 분리 ·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Table 9. Results of sieve analysis for the crushed products on ]ungsun 

sarnple. 

Particle Weight Cum. Chemical compositions (wt%) 
slze p(ewrct%en)t w(weitg%h)t CaO MgO SiOz A~zO F~O KzO NazO T~O Ig-loss (mesh) 

3 3 Z 

+7 20.98 20.98 53.83 0.90 0.49 0.14 0.10 0.08 0.26 0.02 43.34 

-7+8 9.13 30.11 
53.81 0.95 0.39 0.14 0.10 0.08 0.26 0.02 43.33 -8+10 7.07 37.18 

-10+14 13.56 50.74 
53.76 1.02 0.47 0.14 0.10 0.08 0.26 0.02 43.31 -14+20 13.70 64.44 

-20+28 5.85 70.29 
53.45 1.27 0.56 0.16 0.13 0.09 0.26 0.02 43.35 -28+35 3.96 74.25 

-35+48 2.95 77.20 
52.83 1.83 0.65 0.17 0.17 0.10 0.26 0.02 43.09 -48+65 2.80 80.00 

-65+100 2.38 82.38 
52.66 1.66 0.66 0.14 0.17 0.09 0.26 0.02 43.14 -100+150 2.65 85.03 

-150+200 3.45 88.48 
54.어 0.77 0.54 0.14 0.12 0.08 0.26 0.02 43.36 -200 11.52 100 

Total 100 53.68 1.05 0.50 0.14 0.11 0.08 0.26 0.02 43.31 

Tot. 
m(1wP따t%1t)y 

1.99 

1.94 

2.09 

2.49 

3.20 

3.00 

1.93 

Table 10.은 분쇄산물에 대한 각 입단별 분포 및 화학성분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분쇄공정은 죠크러셔와 헤머크러셔 등을 사용하여 파쇄하고， 이 산물에 대하여 펄 

버라이져를 사용하여 분쇄한 후 체가름을 통하여 입단을 분리하였다. 이때 20멧쉬 

이상 산물은 4.12wt%가 산출되었는데 이 산물의 CaO품위는 53.85wt%를 나타내었 

으며， 150멧쉬 이하의 미 립산물로 CaO품위 53.91wt%의 산물이 43.11wt% 산출되었 

다. -20/+150멧쉬의 중간 입도산물은 42.03wt%가 산출되었는데 이 산물의 CaO품위 

는 20멧쉬 이상의 조립산물이나 150멧쉬 이하의 미립산물보다 품위가 낮은 특성을 

나타내어 이 입도구간에 불순광물이 편중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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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sults of sieve analysis for the grinded products on ]ungsun 

sample. 

Particle Weight Cum. Chemical compositions (wt%) Tot. 
slze p(ewrct%en)t weight 

CaO MgO Si02 AbO F~O K20 Na20 T~O 19-1oss m(w1pmt%1t)y (mesh) (wt%) 3 3 2 

+20 4.12 4.12 53.85 0.77 0.46 0.14 0.09 0.08 0.25 0.02 43.44 l.81 

-20+28 3.94 8.06 
53.78 1.15 0.50 0.14 0.11 0.08 0.26 0.02 43.37 2.26 -28+35 14.78 22.84 

-35+48 12.17 35.01 
53.34 l.47 0.55 0.14 0.13 0.08 0.26 0.02 43.08 2.66 -48+65 7.94 42.95 

-65+ 100 7.03 49.98 
53.26 l.39 0.56 0.14 0.13 0.08 0.26 0.02 43.35 2.58 -100+150 6.914 56.89 

-150+200 11.28 68.17 
53.91 0.72 0.47 0.14 0.10 0.08 0.25 0.02 43.55 l.78 -200 3l.83 100 

Tota1 100 53.68 l.05 0.50 0.14 0.1 1 0.08 0.26 0.02 43.31 2.16 

* Total impuritv MgO+Si02+Ab03+F~03+K20+Na20+Ti02 

이러한 특성을 면밀히 고찰하고자 파 · 분쇄시 산물의 입도분포 및 입도구간별 특 

성을 도시하였는데， 이는 Fig. 4, 5와 같다. 

Fig. 4는 정선시료에 대한 파 · 분쇄 산물의 입도분포 및 입단별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파쇄산물의 경우 7멧쉬 이상 산물이 20. 98wt% , 10멧쉬 이상 산물이 

37.l8wt%로 조립산물이 많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으며 150멧쉬 이하의 미립산물은 

14.97wt%를 나타내 었다. 

이 산물의 각 입단별 화학성분 조성을 살펴보면， Fig. 5와 같이 7멧쉬 이상의 조 

립산물에서 CaO품위가 높고 전체 불순물의 함량이 낮은 특성을 보이나， 입자의 크 

기가 커질수록 CaO품위는 낮아지고 불순물의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35/+150멧쉬 입도구간에서 CaO품위가 가장 낮고 전체 불순물의 함량이 가장 높 

은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입자 크기가 더욱 작은 150멧쉬 이하 입단에서는 CaO품위가 가장 높고 

불순물을 가장 적게 함유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분쇄산물의 경우에도 파쇄산물과 마찬가지로 조립 및 미립산물의 CaO품위가 높 

고， 전체 불순물의 함량이 낮았으며， 중간입도 산물에 불순물이 가장 많이 혼입되어 

있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정선 지역 시료의 경우에는 파 · 분쇄 산물 중 150멧쉬 이하의 미립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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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each products on Jungsun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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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 품위가 높고 불순물의 함량이 적기 때문에 별도의 정제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 

로 사료되어， 150멧쉬 이상 산물에 대해서만 정제공정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 

으로 추측된다. 

정선시료에는 석영， 백운석， 자철석 등의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중 주된 

불순광물은 백운석임을 시료의 특성 고찰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 백운석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료에 함유된 백운석은 방해석과 동일한 변성작용을 받아 생성된 관계로 이 

들 광물들이 거의 유사한 특성을 보이므로 정제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백운석과 방해석은 자력 특성 및 광물 표면이 물리 · 화학적으로 차이를 갖기 때문 

에 이러한 특성 차이를 이용한 정제 기술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옥천계 석회석암층군의 석회석 

옥천계의 석회암중에서， 대표적인 매장량 및 생산량을 가지며 계속적인 생산활동 

을 하는 지역은 충남 금산 및 논산지역이며， 일부는 충남 서산， 당진， 청양， 홍성， 

아산지역에서도 채광되고는 있으나 그의 산출량은 많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금산지역의 석회석 2종을 대상시료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가. 광물학적 특성 

선정된 시료에 대하여 화학성분조성， x-선 회절분석， 편광현미경관찰 풍을 실시 

하여 시료중의 CaO 품위， 불순광물의 종류 및 함유특성， 조암광물의 상관관계 동의 

광물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시료의 파 · 분쇄 특성을 조사하여 최적의 효과를 나타 

낼 수 있는 정제기술 및 공정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시료의 화학성분은 Table 11.에서와 같이， 금산 A 시료의 경우에는 CaO 품위가 

53.48%로 비교적 고품위였으며 금산-B시료는 A 시료보다 CaO 품위가 약간 낮은 

53.00wt% 정도를 나타내었다. 

이들 석회석은 철분함유량이 0.3%이하로 낮은 편이였으며， MgO성분의 함유량도 

0.5% 미만으로 일반적으로는 중급이상의 원광으로 분류되는 수준이었으나， SiOz 성 

분이 2wt%이상으로 특히 많이 함유된 특성을 보여 석회석 분체 제조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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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다소 제약요인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11. Chemical compositions of Kumsan samples. 

Sample 
Chemical compositions (wt%) 

CaO MgO SiO:z Ab03 F~03 &0 Na20 TiO:z Ig- loss 

Kumsan- A 53.48 0.48 2.07 0.32 0.25 0.24 0.30 0.04 42.82 

Kumsan- B 53.00 0.42 2.14 0.46 0.27 0.31 0.45 0.03 42.45 

금산지역의 시료에 대한 x-선 회절분석결과는 Fig. 6에서와 같이， 주구성광물은 

방해석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불순광물로는 금산 A 시료의 경우 석영 (qu따z) ， 운모 

류(muscovite) ， 장석류(feldspar) 및 녹니석 (chlorite) 등이 혼입되어 있었으며， 금산 

B 시료에는 황화철광(pyrite) ， 백운석 (dolomite) ， 장석류(feldspar) 등이 함유되어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불순광물들의 대부분은 실리카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규산염광물로서， 

화학분석결과에서 Si02 성분의 함유량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물질이 됨을 알 수 있 

으며， 또한 MgO성분은 백운석에서 기인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료에 대하여 적절한 정제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석회석의 결정크기 및 시료 

에 함유된 불순광물의 종류 및 함유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 

로， 불순광물이 많이 존재하는 부위를 선정하여 편광현미경 분석을 실시하였다. 

Photo 2, 3은 금산시료에 대한 편광현미경 분석결과로서， 금산 A 시료의 경우에 

는 결정의 크기가 1-2mm인 결정질의 석회암이었으며， 불순광물로는 quartz, 

muscovite(sericite) , opaque minerals (magnetite or pyrite) , chlorite등을 함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금산 B시료는 결정의 크기가 0.5mm 수준의 결정질 석회암 

으로서 금산-A 시 료와 유사하게 feldspar 및 quartz, muscovite(sericite), opaque 

minerals (magnetite or pyrite) , chlorite 등의 불순광물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X-ray 회절 분석 결과에서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 

순
 

B 

돌
 

광물들이 석회석 품위저하의 주된 요인 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석회암에 함유된 불순광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순광물의 광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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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 calcite, mu : muscovite 
fe : feldspar, do : dolomite 
qu : quartz, py : pyrite 

Kumsan-A 

Kumsa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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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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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Kumsan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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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s of po1aizing microscope on Kumsan-A samp1e. 2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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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Photographs of polaizing microscope on Kumsan-B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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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calcite , qu quartz , op opaque minerals , se seri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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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Table 12.에서와 같이 금산-A， B 시료에 함유된 불순광물들은 방해석 (calcite)과 

화학성분 조성， 광물의 비중， 굳기， 자력특성 등이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1 。
~~-

므로， 이들의 특성차를 이용하는 정제기술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시료중에 함유되어 있는 광물들의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단일의 정제공정의 

적용만으로는 효과적인 정제가 어려울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Table 12. Mineralogical characteristics of rock forming minerals on Kumsan 

samples. 

Minerals composltlOns Density Hard. Mag. 

quartz Si. 0 2.65 7 NM 
muscovlte K, Al, Si, 0 , H 2.78- 2.88 2.8 NM 
(sericite) 
magnetIte Fe, O 5.18 6 FM 
pynte Fe, S 5- 5.2 6.5 PM 
chlorite Mg, Fe, Al , Si, 0 , H 2.55- 2.78 2- 2.5 PM 
dolomite Ca, Mg , C, 0 2.85- 2.95 4- 3.5 NM 
feldspar K, Na, Ca, Al , Si, 0 2.55- 2.76 6 NM 

* NM non-magnetic, FM ferro- magnetic, PM para- magnetic 
** W white, B blue, Y yellow , G gray, Bl black, Gr green, 

lY lemon yellow, gB greenish blue, gY grayish Yellow, 
Br Brown. dG dark Green 

나. 파 · 분쇄 특성 

* Color ** 

W. G. B 
Gr, Y, Br 

Bl 
dY 
B, gB, dG 
W, gY 
W, Gr, lY, G 

본 실험에서는 원광을 죠크러셔에 의하여 1차 파쇄한 산물을 다시 3mm크기의 

screen이 부착된 해머크려셔를 이용하여 2차 파쇄하고 이들 산물에 대한 입도별 산 

물의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때 해머크러셔는 시료별 균일한 파쇄력을 가할 수 있도록， 동일한 회전수를 유 

지하였으나， Table 13에서와 같이， 금산 A 시료는 20멧쉬 이상의 산물이 30.27wt%, 

B시료의 경우에는 44.23wt% 산출되었다. 이러한 입도분포의 차이는 구성광물의 결 

정크기 및 경도차이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10멧쉬 이상의 조대산물은 

금산 A 시료 3.0wt%, B시료는 5.77wt% 생성되고， 이들의 화학성분 조성을 보면 

금산 A 시 료의 경 우 Si02 12.01 wt%, MgO 1.30wt% , Alz03 1.65wt%, FeZ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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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wt% , 금산 B 시 료는 Si02 7.42wt%, MgO 0.65wt% , Alz03 0.76wt%, Fez03 

0.57wt%로 원광보다 불순물 함유량이 상당히 많은 특성을 보이는데， 불순광물중에 

서도 경도가 큰 석영， 백운석， 함철광물 등의 불순물이 선택적으로 파쇄되지 않아서 

조대입자로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150멧쉬 이하의 미립산물의 분포를 보면 금산-A 시료는 10.24wt%, 금산-B 

시료는 12.50wt%를 점유하고 있는데， 두 시료 모두 Alz03, Fez03 K20 등의 함유량 

이 높은 것은 원광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류가 미립자로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다
 댐

 
-
주
 

’ 

파쇄산물중 - 10/ + 150멧쉬의 중간입도 산물은 CaO 품위가 높고， 불순물의 함유량 

이 적은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면 단순 파쇄공정과 체가름공 

정만을 적용시키는 경우에도 상당량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료를 죠크러셔와 해머크러셔 펄버라이져를 단계별로 사용하여 중쇄한 산물에 

대하여 체가름(sieving)을 통하여 입도분포를 측정하고， 각 입단별 화학성분조성을 

조사하여 중쇄산물에 대한 입단별 불순광물의 분포특성을 조사하였다. 

Table 14.는 중쇄산물의 입단별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파쇄산물의 특성과 마찬가 

지로 20멧쉬 이상의 조립산물의 경우 CaO 품위가 낮고 불순물의 함량이 많은 특성 

을 보였다. 

이때 금산 A 시료의 경우는 분포비가 5.34wt%, 전체 불순물 함량이 11.62wt%였 

으며， 금산 B 시료는 분포비가 8.l9wt% , 전체 불순물 함량이 7.60wt%를 나타내었 

다. 또한 150멧쉬 이하의 미립산물의 경우는 금산 A 시료는 분포비가 15.36wt%, 

전체 불순물 함량이 3.65wt% , 금산-B 시료는 분포비가 25.5wt%, 전체 불순물 함량 

이 4.19wt%로 조립산물과 미립산물에 불순물이 많이 함유되는 특성을 보였으며， 금 

산-B 시료가 금산 A 시료보다 동일한 중쇄조건에서 미립산물의 발생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파쇄 및 중쇄 산물에 대하여 체가름 등의 분리공정으로 상당량의 불순광물의 제 

거가 가능하였는데， 이러한 조작에 의한 정제효과는 원광중에 존재하는 방해석 결 

정 및 기타 불순광물 결정의 크기분포가 서로 다르고， 또한 파쇄경도 차이에 의하 

여 정제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므로， 중쇄산물을 임펙트 밀로 다시 분쇄하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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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산물에 대한 입도별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Table 13. Results of sieve analysis for the crushed products on Kumsan 

samples. 

뻐rticle Weight Cum. Chemical compositions (wt%) 
Sample 잉ze 야(w갚Ct%g1)t weight 

CaO ~g Si02 A~20 Fe20 3 K20 Na20 Ti02 쁜 (ræsh) (wt%) 
3 - -lOSS 

+10 3.00 3.00 46.36 1.30 12.01 1.65 0.62 1.26 0.50 0.22 35.73 

-10+14 8.95 11.95 
53.69 0.51 2.10 

-14+20 18.32 30.27 
0.29 0.25 0.21 0.30 0.03 42.68 

-20+28 13.76 44.03 
53.82 0.42 1.50 0.23 0.19 0.16 0.30 0.03 42.91 

-28+35 12.50 56.53 
Kum -35+48 10.64 67.17 
san -48+65 10.19 77.36 

54.00 0.42 1.41 0.22 0.15 0.16 0.28 0.03 43.22 

A • n+100 7.45 84.81 
53.75 0.43 1.93 0.27 0.20 0.20 0.30 0.03 42.82 

-100+1Er> 4.95 89.76 

-1Er>+2OO 3.85 
-200 6.39 

93.61 

100 
52.75 0.50 2.05 0.51 0.56 0.44 0.28 0.07 42.23 

Total 100 53.48 0.48 2.07 0.32 0.25 0.24 0.30 0.04 42.82 

+10 5.77 5.77 49.49 0.65 7.42 0.76 0.57 0.45 0.58 0.09 39.73 

-10+16 23.86 29.63 
53.15 0.41 2.18 

-16+20 14.60 44.23 
0.43 0.10 0.29 0.46 0.02 42.83 

-때+28 8.05 
-28+35 10.12 

52.28 
62.40 

53.41 0.30 1.45 0.32 0.23 0.22 0.40 0.03 43.01 

Kum 

san -35+48 7.76 70 .16 
53.65 0.35 1.41 0.32 0.37 0.25 0.40 0.03 43.02 

-B -48낸E 6.57 76.73 

• n+100 6.57 83.30 
53.37 0.40 1.71 0.38 0.27 0.41 0.03 42.71 

4.20 87.50 
0.40 

-100+1Er> 

-1밍+200 4.25 91.75 
0.50 0.54 0.52 0.03 41.84 

8.25 
52.50 0.62 1.80 0.83 

-200 100 

Total 100 53.00 0.42 2.14 0.46 0.27 0.31 0.45 0.03 42.45 

* Total impurity = MgO+Si02+Ab03+Fe203+K20+Na20+Ti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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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Results of sieve ana1ysis for the intennediate crushed products 

on Kumsan samples. 

Sampl 
뻐rticle Weight Cwn. Chemical compositions (wt%) Tot. 

SIZe percent weight 
CaO Mg Si02 AlzO FezO KzO Na20 TiO Ig 

lmpunty 
e 

(mesh) (wt%) (wt%) (wt%) o _._~ 3 3 ~~~_ .. _~- 2 -loss 

+LD 5.34 5.34 49.50 0.81 8.20 0.99 0.39 0.74 0.38 0.11 39.01 11.62 

-잉+28 15.40 20.74 
53.83 0.47 1.87 0.27 0.18 0.21 0.30 0.04 42.81 3.34 

-28+35 20.19 40.93 

-35+48 14.74 55.67 
53.99 0.42 1.55 0.23 0.22 0.17 0.28 0.03 43.01 2.90 

Kum 
-48+ffi 13.11 68.78 

•)5 +100 
9.43 78.21 san 

-A -100+15 53.85 0.44 1.80 0.28 0.25 0.20 0.29 0.03 42.78 3.29 
6.43 84.64 

0 
-1밍+LD 

5.08 89.72 
0 52.75 0.54 1.62 0.41 0.42 0.30 0.32 0.04 42.56 3.65 

10.28 100 
-ax) 

Tota1 100 53.48 0.48 2.07 0.32 0.25 0.24 0.30 0.04 42.82 3.70 

+LD 8.19 8.19 49.68 0.55 4.83 0.70 0.42 0.50 0.56 0.04 41.88 7.60 

-찌+28 6.60 14.79 
53.47 0.41 2.22 0.35 0.22 0.27 0.47 0.04 42.57 3.98 

-28+35 20.38 35.17 
-35+48 13.23 48.40 

53.87 0.37 1.44 0.31 0.27 0.23 0.43 0.03 43.08 3.08 
Kum -48+ffi 9.75 58.15 

san •55+ 100 
9.89 68.04 

-B -100+15 
6.46 

53.51 0.39 1.95 0.33 0.31 0.28 0.42 0.03 42.90 3.71 
74.50 

0 
-lfD+LD 

7.36 81.86 
0 52.46 0.45 1.94 0.72 0.25 0.38 0.43 0.02 42.45 4.19 

-ax) 
18.14 100 

Tota1 100 53.00 0.42 2.14 0.46 0.27 0.31 0.45 0.03 42.45 4.08 

* Total impuritv MgO+Si02+Alz03+Fez03+K20+Na20+Ti02 

분쇄산물의 입단별 특성은 Table 15에서와 같이 35멧쉬 및 20멧쉬 이상의 조대산 

물중에 불순성분의 함유량이 많이 분포되는 것은 파쇄 및 중쇄산물의 경우와 유사 

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65/+150멧쉬의 중간입도 생성물의 경우에도 파쇄 및 중 

쇄산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쇄산물의 경우에서도 CaO 품위가 높고， 불순물 함 

유량이 낮은 유사한 화학성분조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1 
l 
A 꺼

 
l 



이러한 현상은 방해석과 불순광물의 파쇄 및 분쇄경도， 결정크기에 기인되는 것 

으로 파 · 분쇄 경도가 높고， 고유 결정이 큰 불순광물은 조립산물에 편중되어 분포 

되고， 중간 입도구간에는 방해석， 혹은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불순광물이 혼입되 

며， 미립산물에는 원래 결정크기가 작거나 물리적으로 파 · 분쇄가 용이한 광물이 

집중적으로 분포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Table 15. Results of sieve analysis for the grinded products on Kumsan 

sarnples. 

Sampl 
Particle Weight Cum. Chemical compositions (wt%) Tot. 

slze percent weight 
CaO Mg SiOz AI2Ü3 F~O &0 N:2 Ti02 Ig 

lmpunty 
e 

(mesh) (wt%) (wt%) (wt%) o --- ~ .. - o-v 3 0 - --" -10펴 

+35 1.75 1.75 49.77 0.74 6.72 0.88 0.35 0.61 0.36 0.10 40.27 9.76 

-35+48 2.81 4.56 

-48+65 22.76 27.32 
54.02 0.47 2.24 0.25 0.20 0.22 0.30 0.03 42.94 3.71 

Kum -65+100 21.89 49.21 
san -100+150 10.77 59.98 

53.95 0.45 1.85 0.27 0.23 0.20 0.28 f).03 43.19 3.31 

-A 
-1밍+200 17.28 77.26 

-200 22.74 
52.91 0.50 1.94 0.38 0.29 0.27 0.31 0.05 42.55 ! 3.75 

100 

Total 100 53.48 0.48 2.07 0.32 0.25 0.24 0.30 0.04 42.82 3.70 

+20 1.59 1.59 46.13 0.60 10.52 0.79 0.47 0.45 0.64 0.09 39.60 13.56 

-20+28 1.81 3.40 
-28+35 4.28 7.68 

5.3.46 0.41 2.09 0.39 0.18 0.32 0.42 0.03 42.65 3.84 

-35+48 16.41 24.09 

Kum -48+65 15.85 39.94 
53.55 0.38 1.73 0.35 0.22 0.29 0.41 0.03 42.67 3.41 

san -65+100 15.30 55.24 
-B -100+150 8.83 64.07 

53.49 0.41 1.68 0.44 0.26 0.29 0.42 0.03 42.66 3.53 

-1밍+200 10.91 74.98 

-200 25.02 100 
52.40 0.46 2.45 0.57 0.33 0.33 0.50 0.03 42.20 4.67 

Total 100 53.00 0.42 2.14 0.46 0.27 0.31 0.45 0.03 42.45 4.08 

m 

ι
 



옥천계 석회암층군에 속하는 충남 금산지역의 석회석은 다양한 종류의 불순광물 

들이 혼입되어 있으므로 이들 불순광물의 광물학적 물리 · 화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정제기술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기술들은 개별적으로도 적용 

이 가능하지만 복합적으로 적용시 정제 효과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옥천계 석회암층군에 속하는 충남 금산지역의 석회석은 경도의 차이가 다양한 불 

순광물들이 다양하게 혼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불순광물중 석영 

(quartz，경도7)를 비롯하여， 자철광(magnetite，경도6) ， 황화철광(pyrite，경도6.5) ， 백운 

석 (dolomite，경도4-3.5) ， 장석류(feldspar，경도6)등이 방해석 (calcite，경도3)보다 경도 

가 높은 광물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 

파 · 분쇄할 때에 일정한 동력을 전달시키변 경도가 높은 광물들은 경도가 낮은 

광물에 비하여 미립화되기 어려우므로 파쇄산물의 입도가 크게 될 것이며， 방해석 

및 녹니석(경도 2-2.5) 등과 같이 연질의 광물인 경우에는 파 · 분쇄산물의 입자크 

기가 작아질 것으로의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방해석과 불순광물의 경도 차이를 이용하여 석회석 중에 함유되어 

있는 불순광물을 제거하고자， 각 시료의 분쇄 산물에 대하여 입도 분포 및 입도구 

간별 불순광물의 거동 특성을 조사하였다. 

Fig. 7, 8은 금산 A 시료 파 · 분쇄 산물의 입도분포 및 업도구간별 CaO 품위와 

전체 불순물의 함량을 나타낸 것으로， 입도분포를 보면 파 · 분쇄가 진행할수록 입 

자크기가 감소하고 있다. 파쇄산물의 경우 10멧쉬 이상의 조립산물은 분포비가 

3.0wt%인데， 이 산물은 CaO 품위가 46.36wt% , 전체 불순물의 함량이 17.56wt%로 

서， 이 입단에 불순광물이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쇄 및 분쇄 산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중쇄산물 중 5.34wt%의 

분포비를 갖는 20멧쉬 이상의 조립산물의 CaO 품위는 49.50wt%, 전체 불순물의 함 

량은 11.62wt%, 분쇄산물중 1.75wt%의 분포비를 갖는 35멧쉬 이상의 조립산물의 

CaO 품위는 49.07wt% , 전체 불순물 함량은 9.76wt%로 원광보다 CaO 품위가 낮고 

전체 불순물의 함량이 월등히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파 · 분쇄 산물중 150멧쉬 이하의 미립산물의 특성을 살펴보면， 파쇄산물의 경우 

분포비가 1O.24wt%, CaO 품위 52.75wt% , 전체 불순물의 함량 4.40wt%, 중쇄산물 

은 분포비가 15.36wt%, CaO 품위 52.75wt%, 전체 불순물의 함량 3.65wt% , 분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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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each products on Kumsan-A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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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분포비가 40.02wt%, CaO 품위 52.91wt%, 전체 불순물의 함량 3.75wt%로 원 

광에 비하여 CaO 품위가 다소 낮고 전체 불순물 함량은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내 

고 있다. 

또한 파쇄산물중 -10/+ 150멧쉬， 중쇄산물중 • 20/+ 150멧쉬， 분쇄산물중 一35/+150멧 

쉬의 중간 입도 산물의 특성을 보면 파 · 분쇄 산물 모두 원광보다 CaO 품위가 높 

고 전체 불순물의 함량이 적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파 · 분쇄 단계에 따라 조립산물과 미립산물에 불순물들이 편중되어 분포 

되는 특성을 이용한다면 입자크기 분리 조작만으로도 어느 정도 불순물의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 파 · 분쇄 산물에 대하여 조립산물 및 미립산물을 체가름공 

정으로 분리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Fig. 9, 10은 금산-B 시료에 대한 파 · 분쇄 산물의 입도분포， 입도구간별 CaO 품 

위 및 전체 불순광물의 함유특성을 나타낸 것인데 금산-A 시료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파쇄산물의 경우 10멧쉬 이상의 조립산물은 분포비가 5.77wt%, CaO품위는 

49.49wt%, 전체 불순물의 함량은 1O.52wt%, 150멧쉬 이하의 미 립산물은 분포비가 

12.50wt%, CaO 품위 52.50wt%, 전체 불순물의 함량 4.85wt%로 두 산물 모두 CaO 

품위가 낮고， 전체 불순물 함량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이에 반하여 10/+150멧쉬의 중간 입도 산물은 CaO 품위가 53wt%이상， 전체 불 

순물의 함량 4wt%이하로 원광보다 CaO 품위가 높고 전체 불순물의 함량이 

특성을 보인다. 

낮은 

이러한 경향은 중쇄 및 분쇄산물도 유사하여 조립산물에 불순물이 편중되어 분포 

되고 미립산물에도 원광보다 불순물이 다소 많이 분포되는 반면 중간입도 산물은 

CaO 품위가 높으며， 전체 불순물이 적게 혼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선캠브리아기 석회석암층군의 석회석 

가. 광물학적 특성 

선캠브리아기 석회암층군은 국내 분포된 석회암층군 중에서 그의 생성시기가 가 

장 오래된 석회암으로서 강원 및 경북지방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의 매장량도 비교 

-76-



m 

(J\$

>>)

릅
ω
Q
』
ω
g
 효
뼈
퍼
늘
 

40 

_ crushing products 

g훌 interrnedidate crushing products 

[깅 grinding products 

30 

10 

0 
+10 -10 -14 -20 -28 -35 -48 -65 -100 -150 -200 

/+14 /+20 /+28 /+35 /+48 /+65 /+100 /+150 /+200 

Particle size (mesh) 

Fig. 9.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each products on Kumsan-B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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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많고， CaO 품위 및 백색도가 높으므로 분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 상기지역에서 채광되고 있는 광산에서는 결정질의 저품위 석회석 

이 대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캠브리아기 석회암중 안동지역의 석회석을 연구 

대상시료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석회석시료의 광물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화학성분조성， x-선 회절분석， 편광현미경 관찰 및 파 · 분쇄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경북 안동지역 시료의 화학성분조성 분석결과는 Table 16과 같이， CaO 품위가 

51.77wt%로서， 중 · 저품위 석회석으로 분류되는 수준이었으며， 특히， 화학성분조성 

중 Si02 성분함유량이 4.28wt%로 매우 높아 분체로 제조하여 사용할 때 제약요인 

이 될 것임을 예측할수 있다. 

그러나， 철분(Fe203) 함유량이 0.11%로 낮으며， 또한 Si02 이외의 불순물 함유량 

이 비교적 낮아 불순물 중에서 Si02 성분을 함유한 불순광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 

면， 용도가 많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Table 16. Chemical compositions of Andong samples. 

Chemical 
CaO MgO Si02 Al203 Fez03 KzO Na20 Ti02 19-1oss composltlOns 

Weight percent 
51.77 0.87 4.28 0.19 0.11 0.18 0.29 0.02 41.31 (wt%) 

안동지역의 시료에 대한 x-선 회절분석결과에서는 Fig. 11에서와 같이， 주구성광 

물은 방해석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불순광물로는 운모류(muscovite) 및 흑연 

(graphite) 퉁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백색 석회석 분체를 공업용 충전재 

로 이용시 백색이외의 색 (color)을 가지는 광물의 혼입은 제품의 품질에 치명적인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검은색을 가지는 흑연 등의 불순물은 반드시 제거하여 

야 하는 불순광물이다. 

안동지역의 시료에 대한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는 Photo 4.에서와 같이， 방해석 결 

정의 크기는 5.0mm정도의 조대결정질의 석회암이었으며， 조암광물로는 graphite, 

muscovite, qu따tz， opaque mineral (magnetite or pyrite) , amphibole group, apatite, 

dolomite 등의 다양한 불순광물들이 혼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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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4. Photographs of polaizing microscope on Andong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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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화학성분 분석， x-선 회절분석 및 편광현미경 관찰결과로 확인된 불순광 

물들은 Table 17과 같은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불순물은 모두 원광의 

백색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광물들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17. Mineralogical characteristics of rock fonning minerals on Andong 

sample. 

Minerals composltIons Density Hard. Mag. * Color** 

quartz Si.O 2.65 7 NM W , G, B 
muscovIte K. Al. Si. O. H 2.78- 2.88 2.8 NM Gr, Y, Br 
(sericite) 
magnetlte Fe, O 5.18 6 FM Bl 
pynte Fe, S 5- 5.2 6.5 PM dY 
amphibole Mg , Fe, Ca, Na 3.0- 3.45 5- 6 PM G, gB, Bl 
group 
apatlte Ca, F , Cl, P , 0 , H 3.16-3.22 5 NM W, Gr, gB 
dolornite Ca, Mg , C, 0 2.85-2.95 4- 3.5 NM W, gY 
graphite C 2.2 1- 2 NM Bl, dG, G 

* NM non-magnetic, FM ferro-magnetic , PM para-magnetic 
** W white, B blue, Y yellow, G gray, Bl black, Gr : green, 

lY lemon yellow, gB greenish blue, gY grayish Yellow, 
Br : Brown. dG dark Green 

나. 파 • 분쇄 특성 

안동시료의 경우에는 광물감정에서 조대결정질의 석회암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 

로， 선택적 파 · 분쇄기술에 의한 단체분리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그의 

파 · 분쇄 특성을 조사하여 정제공정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파쇄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공정은 정선 및 금산시료와 동일하게 1차파쇄는 죠크러 

셔， 2차파쇄는 해머크러셔를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산물을 체분리하여 입도분포와 

화학성분조성을 조사하였다. 

Table 18은 실험결과로서 7멧쉬 이상의 산물은 6.45wt%. 10멧쉬 이상의 입도산 

물은 17.25wt% 생성되었으며 화학성분조성을 살펴보면 옥천계 석회암층군의 석회 

석과 유사하게， 10멧쉬 이상의 조립산물과 150멧쉬 이하의 미립산물이 불순광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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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광물의 함유량이 가장 적게 분포되는 입도 구간이 -20/+65멧쉬의 중간 입도 

구간이므로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단순파쇄 공정과 체가름 공정만을 이용하 

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불순물을 분리 ·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Table 18. Results of sieve analysis for the crushed products on Andong 

sample. 

Particle Weight Cum. Chemica1 compositions (wt%) Tot. 
slze percent weight 

CaO MgO SiOz Alz ‘ o Fô ‘ o KzO NazO TiOz Ig lmpunty 
(mesh) (wt%) (wt%) 

3 3 -loss (wt%) 

+7 6.45 6.45 50.42 0.85 7.26 0.24 0.12 0.23 0.34 0.02 40.31 9.06 

-7+8 5.58 12.03 
5l.16 0.68 5.09 0.19 0.08 0.21 0.29 0.02 40.92 6.56 

-8+10 5.22 17.25 
-10+14 14.91 32.16 

52.10 0.73 3.79 0.18 0.09 0.18 0.29 0.02 4l.62 5.28 -14+20 19.13 5l.29 
-20+28 10.96 62.25 

52.22 0.84 3.30 0.17 0.10 0.15 0.29 0.02 4l.66 4.87 
-28+35 8.53 70.78 
-35+48 6.85 77.63 

52.10 0.95 3.73 0.16 0.12 0.13 0.28 0.02 4l.63 5.39 -48+65 6.38 84.01 
-65+100 4.86 88.87 

5l.40 l.22 4.85 0.17 0.16 0.19 0.26 0.02 40.79 6.89 
-100+150 3.06 9l.93 
-150+200 2.16 94.09 

5l.01 l.30 5.59 0.31 0.20 0.24 0.30 0.02 40.52 7.96 -200 5.91 100 

Tota1 100 5l.77 0.87 4.28 0.19 0.11 0.18 0.29 0.02 4l.31 5.94 

파쇄산물의 입도별 화학성분조성 분석결과는 -20/+65멧쉬의 입도 구간에서 불순 

물의 함유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원료광물은 조대결정질의 석회석이 

고， 편광현미경 관찰결과 혼입된 불순광물들의 입도는 방해석의 결정크기와 관계없 

이 여러 가지의 입도가 불균일하게 혼합되어 있으므로 파쇄산물보다 업자크기를 

더욱 미립화하여 각 입도 구간별 화학성분조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Table 19는 1차 및 2차 파쇄후， 펄버라이져를 이용하여 전체시료를 14멧쉬 이하 

로 분쇄하고， 입도구간별로 분리하여 각 산물의 입도분포 및 화학성분조성을 조사 

한 결과이다. 실험결과 분쇄산물도 파쇄산물과 마찬가지로 35멧쉬 이상의 조립산물 

과 150멧쉬 이하의 미립산물에 불순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84-



-35/+150멧쉬의 중간 입도산물의 경우는 54.4wt%의 분포율을 보였으며， 이 산물은 

전체불순물 함유량이 5.0wt% 이하로서 원광보다는 다소 불순물 함유량이 적은 특 

성을 보였다. 

Table 19. Results of sieve analysis for the grinded products on Andong 

sample. 

Particle Weight Cum. Chemical compositions (wt%) Tot. 
slze percent weight 

CaO MgO Si02 Alz ιo Fe? ιO K2O Na2O TiO Ig lmpunty 
(mesh) (wt%) (wt%) 

3 3 2 -loss (wt%) 

+20 2.58 2.58 48.78 2.01 8.86 0.28 0.12 0.35 0.04 0.45 39.22 11.66 

-20+28 3.26 5.84 
51.05 0.74 5.48 0.19 0.09 0.20 0.28 0.02 40.95 

-28+35 18.04 23.88 
6.80 

-35+48 19.42 43.30 
52.24 0.67 3.08 0.16 0.09 0.14 0.26 0.02 41.93 

-48+65 15.11 58.41 
4.28 

-65+100 14.42 72.83 
52.42 0.77 3.61 0.17 0.13 0.13 0.27 0.02 41.39 

-100+150 5.41 78.24 
4.97 

-150+200 5.91 84.15 
51.49 1.27 5.08 0.25 0.17 0.25 0.35 0.02 41.28 7.15 

-200 15.85 100 

계 100 51.77 0.87 4.28 0.19 0.11 . 0.18 0.29 0.02 41.31 5.94 

안동시료의 파 · 분쇄산물은 전체 입도 구간에 불순물들이 상당량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Table 18, 19에서와 같이 입도 구간별 약간의 함유량 차가 있 

고， 불순광물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선택파 · 분쇄 공정을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정제효과가 기대된다. 

파 · 분쇄 산물의 입단별 분포는 Fig. 12.에서와 같이 파쇄산물의 경우 -10/20멧 

쉬， 분쇄산물은 28/+100멧쉬 구간의 산물이 많이 형성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원광의 결정크기에 기인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혼입된 불순광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들 중에는 석회석의 경도보다 높은 

석영 (quaπZ，경도7) ， 자철광(magnetite，경도6) ， 황화철광(pyrite，~도6.5) ， 휘석류 

(amphiboles，경도5-6) ， 인회석 (apatite，경도5) ， 백운석 (dolornite，~도4-3.5) 등의 불순 

물과 석회석 경도보다 낮은 운모(muscovite，경도2.8) ， 탄질물(graphite，경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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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불순광물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파 · 분쇄시 이들 불순광물들의 거동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Fig. 13은 파 · 분쇄 산물의 입도구간별 CaO 품위와 전체불순물의 함유량을 나타 

낸 것으로서， 분쇄산물의 경우가 파쇄산물의 경우보다 입도 구간별 화학성분의 편 

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제효과는 분쇄산물의 경우가 다소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파쇄산물의 경우는 10멧쉬 이상의 조립산물은 CaO품위가 낮고 전체 불순물의 함 

유량이 높은 특성을 보였으며， -10/+100멧쉬의 중간 입도 산물은 CaO 품위가 높고 

전체 불순물 함량이 낮았으며， 100멧쉬 이하 산물은 조립산물과 유사하게 CaO 품 

위가 낮고， 불순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쇄산물의 경우도 파쇄산물과 유사하게 조립 및 미립산물에 불순물이 편중되어 

분포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파 · 분쇄 특성을 이용하여 불순광물이 편 

중되어 분포되는 입도구간을 분리 제거함으로써 정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다
 댐

 
-
주
 방해석과 불순광물의 자력특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비자성 특성을 갖는 방해석， 

백운석， 운모류， 인회석， 탄질물 등과 강자성 특성을 가지는 자철광， 상자성 특성을 

가지는 황화철광， 휘석류등의 불순광물을 분리 · 선별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정제효 

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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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제 1 절 개 요 

석회석의 정제 트등A게 
--, c:> 

석회석이라 통칭되는 방해석 (calcite)의 이론적인 화학조성은 CaO 56.0%wt.와 

COz 44.0wt.%로 구성되어 있으나 천연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불순물이 포함되 

어 있다. 

국내 비금속광물중 석회석은 매장량이 약 300억톤으로 가장 풍부한 매장량을 가 

지고 있으나， 오랜 동안 고품위 광석만을 선별 · 채광하여 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고 

품위 광석은 거의 고갈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석회석 광물의 이용분 

야중 시멘트， 제철 · 제강 및 석분 등의 단순 이용분야에서는 전량 자급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의 제품 제조를 위한 고백색도 · 고품위 석회석 원광의 일부와 고급 칼숨 

화합물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석회석은 화학성분조성 백색도의 정도에 따라 용도 및 가격이 결정 

되는 광물로， 국내의 경우 석회석광의 등급이 엄밀하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 

반적으로 고품위 석회석은 화학공업용， 탈황공업용 등에서 이용되는 CaO 53.5wt% 

이상의 석회석을 통칭하며， 고순도 석회석은 의약용의 규격에 준하는 품위 즉， 중금 

속 함유량 20ppm이하의 석회석을 들 수 있다. 또한 백색도의 경우에는 백색도 92 

이상은 고급 제품， 백색도 92-90 수준은 1급， 일반 공업용은 백색도 90-80 정도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의 석회석 용도중 시멘트， 건축 자재， 골재 및 농업용 등의 품목을 제외하고 

는 중품위 이상의 석회석이 요구되는데 최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배연 

탈황용 석회석의 경우에는 CaO 품위 53.5wt%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석회석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탄산칼슐 분체는 백색도 95이상의 제품이 최고급품 

으로서 유통되고 있으나， 의약， 식품， 화장품공업 등에서는 백색도 97이상을 요구하 

고 있다. 

플라스틱， 페인트공업 등에서는 백색도 90이상의 제품이 1급품으로 분류되어 부 

가가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질 및 경질 탄산칼숨의 경 

우에는 CaO 품위보다는 백색도 및 입자크기에 의하여 가격 및 등급 둥이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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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석회석의 품위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의 정제기술 및 공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시벤트용으로 사용되 

는 저급 석회석을 정제 처리하여 사용하여도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국내 석회석의 매장량 또한 무한한 것이 아니므로 현시점에서 이러 

한 중 · 저품위 석회석을 경제적으로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은 대단히 시급한 

현안 문제임에 틀림없다. 

선진 외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석회석의 정제기술은 기존의 자원처리기술인 부유 

선별， 비중선별， 선택파 · 분쇄， 자력선별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제기술 

은 원료 광물의 특성에 따라 그의 정제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냐라 석회석의 

부존 상태， 불순물의 함유성상 등에 따라 적절한 복합적인 기술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석회석을 정제하기 위한 부유선별법에 관한 연구는 1926'년 R.I <U.S. Bureau of 

Mine R.I. No.2744)에서 보고된 것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A.M. Gaudin 7)의 

이론적 연구에 의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부유선별법에 의한 석회석의 정 

제는 석영， 운모 등의 선별에 효과적이며， 정제산물의 품위가 높고 균일하므로 여러 

분야의 용도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습식공정에 따른 경제성 문 

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 국의 Valley Forge Cement Co.에 서 는 석 회 석 의 품위 향상을 위 하여 Tube 

Milling - Hydroseparating - Flotating - Table Separating - Thickening 등의 공 

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Universal Atlas Cement Co. Permanente Cement 

Co.등의 회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정의 선별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 

다 8) 

또한 일본에서는 파 · 분쇄후 산물에 대하여 수세를 실시하여 점토 분의 혼입을 

방지하는 공정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석회석의 정제를 위하여 선진 외국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의 정제기술 및 공 

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정제공정이란 원광의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의 선 

별특성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방법에 대해 장 · 단점을 간단히 논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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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료의 선정 

우리 나라의 석회석의 경우 생성 시기별， 지역별 혹은 광구별로 서로 다른 광물 

학적 및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등의 문제점 때문에 아직까지도 경제적이고 총괄 

적인 정제기술의 수립 및 적용이 어렵고， 선진 외국의 정제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한정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석회석의 생성 시기별， 지역별로 매장 

광물의 특성에 적절한 경제성 있는 정제기술 및 공정의 개발이 더욱 요구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석회석의 생성 시기별 및 지역별로 현재 채광하여 화학 

공업용으로 매광하고 있거나， 혹은 분체 제조회사에서 탄산칼슐 제조용으로 사용되 

고 있는 석회석을 시료로 선정하고 각각의 원광 특성에 부합되는 정제기술 및 공 

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석회석의 생성 시기와 지역별로 석회석 원광의 광물학적 특성 

및 파 · 분쇄 거동 등을 고려하여 석회석 품위향상을 위해 적용 가능한 정제기술의 

개발 및 최적공정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 석회석 분체 제조 업체에서 대 

부분 채택하고 있는 건식 분체 제조 공정 중에 도입이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건식 정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건식 정제 방법에서와 마찬가 

지로 석회석 원광의 광물학적 특성에 적절한 습식 방법에 의한 정제기술 및 공정을 

개발하여 석회석의 부가가치 향상 및 용도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술의 개발은 국내 부존된 중 · 저급 석회석광물의 유효이용은 물론， 원 

료광물의 품위를 향상시키므로서 석회석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고 고품위， 고순 

도 석회석의 수입대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나라의 석회석은 강원도， 충청북도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으나， 부분적인 

광상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들 석회석광상을 생성시기별， 지역 

별로 분류하면 앞장의 국내 석회석광의 매장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 캠브리 

아기 석회암층군， 조선계 대석회암층군， 평안계 홍점 석회암층군， 옥천계의 시대 미 

상 석회암층군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6)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석회석의 지역별 광물학적 특성별로 순도 및 백색도 향상기 

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는 바 우리 나라의 석회석은 생성시기별 또는 분포지역별로 

그의 품위 및 불순물의 함유성상에 각각의 특성이 있으므로， 생성 시기별， 분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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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대표성 있는 석회석을 선정하되， 현재 활발하게 가행되고 있는 광산의 시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할 때 부가가치 향상 효과가 있고， 

산업화가 가능한 석회석 광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실험대상으로 선정한 석회석 시료는 

@ 국내 석회석 매장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조선계 대석회암층 군(The Great 

Limestone series)에 속하는 강원 태백 지역의 고품위 거정질 방해석과 정선 

지역의 중품위 미립 결정질 방해석， 

@ 옥천계의 석회암중에서 중부 이남에 분포되어 지리적 여건상 사용이 유리한 

충남 금산지역의 중품위 결정질 방해석， 

@ 선캠브라아기 (Pre-Cambrian) 석회암층 군중에서 매장량이 비교적 많고， CaO 

품위가 높으며 불순물의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분체용(중질탄산칼슐 제조용) 

으로 사용되고 있는 울진 지역의 고백색도 결정질 방해석과 경북 안동 청송지 

역의 조대 결정질의 방해석 등， 

이상 5종류의 석회석을 품위향상 및 백색도 향상을 위한 정제연구 대상시료로 선 

정하였다. 

2. 시료의 특성 

태백지역의 고품위 거정질 방해석은 결정의 크기가 1O.0mm 정도의 조대결정질이 

었으며， XRD , 현미경관찰 등에 의한 광물감정 결과 불순광물로 아주 미미한 양의 

석영 (quartz)과 점토류(clay minerals) 만이 관찰되었다. 또한 정선지역의 중품위 미 

립 결정질 방해석은 결정크기가 O.lmm 이하의 치밀질이었으며， 광물감정 결과 불 

순광물로 백운석 (dolomite) ， 석영 (quartz) ， 자철석 (mignetite) 등과 같은 불투명 광물 

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금산 지역의 중품위 결정질 방해석의 경우 결정크기가 1-2mm였으며， 불순광물 

로는 석영 (quartz) ， 장석류(feldsp따) , 견운모(sericite) ， 자철석 (mignetite) 또는 황철 

석 (pyrite)등의 불투명광물， 녹니석Cchlorite)등 다양한 종류의 광물들이 혼입되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울진 지역의 고백색도 결정질 방해석은 결정크기가 2.0mm 정도이며， 불순광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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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quartz) ， 규회석 (wollastonite) ， 점토류(clay minerals)등이 관찰되었으며， 안동

청송 지역의 조대 결정질 방해석은 결정의 크기가 5.0rnrn정도였고， 불순광물로 운 

모류(muscovite) ， 석영 (quartz) ， 자철석 (mignetite) 또는 황철석 (pyrite)등과 같은 불 

투명광물， 각섬석류(amphibole group) , 인회석 (apatite)과 흑연(graphite)등이 혼입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회석 중에 함유된 불순광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순광물의 광물 

학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들에 함유된 불순광물들은 Table 20과 같이 방해석 

(calcite)과 서로 다른 화학성분 및 광물조성， 광물의 비중， 경도， 자력특성 등을 나 

타내고 있으므로， 이들의 특성 차를 이용하는 정제기술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시료 중에 함유되어 있는 불순광물들 중에는 일부의 특성이 유사 

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단일 정제공정의 적용만으로는 효과적인 정제가 어려울 것 

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Table 20. Mineralogical characteristics of rock forming minerals in 

calcite samples. 

Minerals compositions Density Hard. Mag. 

quartz Si, O 2.65 7 NM 
muscovite(sericite) K. Al. Si. O. H 2.78-2.88 2.8 NM 

magnetIte Fe.O 5.18 6 FM 
pynte Fe, S 5-5.2 6.5 PM 

chlorite Mg, Fe, Al, Si, 0 , H 2.55-2.78 2-2.5 PM 
dolomite Ca, Mg, C, 0 2.85-2.95 4-3.5 NM 
feldspar K, Na, Ca, Al, Si, 0 2.55-2.76 6 NM 

wollastonite Ca, Si, 0 2.8-2.9 4.5-5 NM 
amphilbole group Mg , Fe, Ca, Na 3.0- 3.45 5-6 PM 

apatlte Ca, F, Cl, P, 0 , H 3.16-3.22 5 NM 
graphite C 2.2 1-2 NM 

* NM non-magnetic, FM ferro-magnetic , PM para-magnetic 
** W white, B : blue, Y yellow, G gray, Bl black, Gr : green, 

lY : lemon yellow, gB : greenish blue, gY : grayish Yellow, 
Br : Brown, dG : dark Green 

-93 -

* Color*'‘ 

W, G, B 
Gr, Y, Br 
Bl 
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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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Gr. lY. G 
W,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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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Gr, gB 
Bl. dG. G 



제 2 절 건식 정제 특성 

1. 실험방법 

국내의 석회석은 다양한 종류의 불순광물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효과적으 

로 선별 · 분리하기 위해서는 방해석과 불순광물들의 광물학적， 물리 · 화학적 특성 

차이를 이용하는 정제기술이 도입되어야 하겠으나， 방해석을 원료로 하는 국내 중 

질탄산칼슐의 가격이 낮고 또한 대부분 건식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므로 제조 공정 

중에 적용이 간단 · 용이하면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건식 정제기술 및 공정을 개발하 

고자 하였다. 

시료에 함유된 불순광물중 석영 (quartz ， 경도 7)을 비롯하여， 자철광(magnetite， 

경도 6) , 황철광(pyrite， 경도 6.5) , 규회석( wollastonite, 경도 4.5-5) , 각섬석류 

(amphibole group, 경 도 5-6) , 인 회 석 (apatite, 경 도 5) , 백 운석 (dolomite, 경 도 4-

3.5) , 장석류(feldspar， 경도 6)등은 방해석<Calcite， 경도 3)보다 경도가 높은 광물학 

적 특성 을 갖고 있고， 운모류(muscovite， 경 도 2.8) , 녹니 석 <Chlorite, 경 도 2-2.5)등은 

방해석보다 경도가 낮은 특성을 보인다. 

석회석을 파 · 분쇄할 때 동일한 파 · 분쇄조건에서 경도가 높은 광물들은 경도가 

낮은 광물에 비하여 미립화 되기 어려우므로 산물의 입자크기가 크게 나타날 것이 

며， 운모류 및 녹니석 등과 같이 연질의 광물인 경우에는 미립화 경향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파 · 분쇄시 조립산물과 미 립산물에 불순광물들이 편중되어 분포되는 특성 

을 이용하여 파 · 분쇄 산물에 대하여 조립산물과 미립산물을 체가름 및 분급공정으 

로 분리하여 경도가 높은 불순광물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또한 방해석은 비자성 특성을 갖는데 반하여， 불순광물로 함유되어 있는 녹니석， 

황철광， 각섬석류 등은 상자성， 자철석광과 같은 불투명 불순광물들은 강자성 특성 

을 가지고 있으며 석영， 운모류， 백운석， 장석류 등의 광물은 본질적으로는 비자성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오랫동안의 풍화작용 및 철분 등의 오염이 있는 경우에는 

방해석보다 다소 높은 자력의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갖게 된다. 

자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광물을 분리하는 자력선별 기술은 오래 전부터 이용되고 

있는 광물의 정제방법으로， 최근에는 관련기술의 발달로 상자성(常磁性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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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또는 반자성 (反磁性， diamagnetic) 물질 의 상호분리 도 가능하게 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방해석과 불순광물들의 자력 특성 차를 이용하는 자력선별 방법을 

적용하여 방해석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희토류(Nd-Fe-B) 합금으로 제조된 

영 구자석 (12,000 gauss)을 이 용하는 high - force magnetic separator(Intemational 

process system Co. U.S.A)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해석과 불순광물의 제반 특성 차를 이용하는 건식 정제공정을 Fig.14 

에 보인 것과 같이 수립하였다. 석회석 원광을 죠크러셔와 콘크러셔로 1차 및 2차 

파쇄하고， 파쇄산물에 대하여 체가름 및 분급을 실시하여 조립 (+20멧쉬)산물， 중간 

입도( -20/+150멧쉬)산물 미 립 ( - 150멧쉬)산물로 분류하고 중간 입도 산물은 건식 자 

력선별을 실시하여 자성광물을 분리 · 제거하고자 하였다. 

각각 분리 · 회수된 산물 중에서 조립산물은 CaO의 품위가 낮고 불순물의 함량이 

높으므로 불순물로 폐기하고， 미립산물은 어느 정도의 CaO 품위를 유지하고 있고， 

입자크기가 작아 정제기술의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처리 없이 중급 

원료로 취급하였으며， 중간입도 산물은 건식자력선별을 실시하여 비자성 산물과 자 

성 산물을 분리하여 비자성 산물은 고급원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2. 실험결과 및 고찰 

가. 태백지역 방해석 

본 실험에 사용된 태백지역의 방해석은 일반적인 노천채굴 방식이 아닌 갱내 채 

굴방식에 의하여 채광된 석회석으로 갱내 채굴방식은 일반 노천채굴보다 석회석을 

품위별로 선택하여 채광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고품위 · 고백색도의 방해석을 선정 

하여 대상시료로 하였다. 

이 방해석은 시료의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순광물로 석영과 점토류가 아 

주 적은 양이 함유되어 있는데， 석영의 경우 방해석 보다 파쇄경도가 높고， 반면 점 

토류는 방해석보다 파쇄경도가 낮고 또한 원래 미립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파 · 분 

쇄시 석영은 조립산물측으로， 점토류는 미립산물측으로 편중되어 분포될 것으로 보 

여진다. 

따라서 Fig. 14의 공정과 같이 방해석 원광을 죠크러셔와 콘크러셔로 파쇄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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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름 및 분급을 실시하여 조럽산물(+20멧쉬)， 중간 입도 산물(-20멧쉬/+150멧쉬) , 

미립산물( -150멧쉬)로 분리하고 조립산물은 석영 등과 같은 파쇄경도가 높은 광물 

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불순물로 분류하였으며 미립산물은 점토류가 많이 

함유되나 입자의 크기가 작아 정제기술의 적용이 곤란하고 CaO품위 및 백색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므로 별도의 처리 없이 중급원료 산물로 분류하였다. 또한 중간 

입도 산물은 자력선별을 실시하여 자성산물을 제거하였으며， 이러한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비자성 산물은 고급원료 산물로 취급하였다. 

Table 21은 태백지역 방해석에 대한 건식 정제공정 적용시 분리 · 회수되는 각 산 

물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CaO품위 55.22、m:.% 및 백색도 95.0의 원광을 사용하여 

CaO품위 55.47wt.% 백 색 도 97.0의 고품위 방해 석 정 광 76.79wt.%를 회 수할 수 있 

었으며， 미립산물로 15.36wt% 분리 · 회수되었는데， 이 산물의 CaO품위는 

55.25wt.%, 백색도는 94정도였다. 

Table 21. Qualities of the final products of the dry beneficiated process 

on Taeback sample. 

Weight αlemical coITl[X)sitions (wt.%) Total 
R여uct κ1"cent 

Cao 1\맹o SiOz AlzÛ.3 F，생 Ki) N없o TiOz Ig-loss 
!I11pUI1ty Whiteness 

(wt.%) (wt.%) 
3 

Concentrating 76.79 55.47 0.20 0.31 0.08 0.03 0.04 0.17 0.02 43.15 0.85 97 

Midling 13.34 55.25 0.26 0.40 0.14 0.04 0.08 0.28 0.02 42.89 1.23 94 

Tailing 9.87 53.23 0.52 1.20 0.30 0.12 0.08 0.23 0.02 42.78 2.47 

Raw materials 100 55.22 0.24 0.41 0.11 0.04 0.05 0.19 0.02 43.01 1.06 95 

* Tota1 impurity = MgO+SiOz+Alz03+Fe:z03+KzO+Na2Û+Ti02 

방해석을 분쇄하여 제조하는 중질탄산칼숨의 품질은 일반적으로 CaO품위， 백색 

도， 분체의 입자크기 등에 의하여 품질이 결정되는데 CaO품위 55.22wt.% 및 백색 

도 95.0 정도의 고품위 · 고백색도의 방해석 원광에 대하여 건식 정제공정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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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CaO품위 55.47wt.% 및 백색도 97.0 정도의 최고급 원료산물의 회수가 가능하 

여， 현재 수입 · 사용되고 있는 고품위 석회석 원광의 수입대체와 부가가치가 높은 

정밀화학공업용 원료 및 초미립 · 고백색도의 탄산칼슐 미분체의 제조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선지역 방해석 

방해석 원광에 대하여 Fig.l4의 정제공정에 준하여 원광을 죠크러셔와 콘크러셔 

로 파쇄한 후 이 산물을 20멧쉬와 150멧쉬를 기준으로 체가름 및 분급을 실시하여 

조립산물(+20멧쉬)， 중간 입도 산물( -20멧쉬/+150멧쉬) , 미 립산물(-150멧쉬)로 분리 

하여， 20멧쉬 이상의 조립산물은 CaO품위가 낮고 불순물의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불순물로 분류하였으며， 150멧쉬 이하의 미립산물은 백색도는 낮으나 CaO 품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 없이 그대로 중급 원료 산물로 분류 

하였다. 20멧쉬 이하 150멧쉬 이상 산물에 대해서는 건식 자력선별을 실시하여 비 

자성 산물과 자성산물로 분리하여 비자성 산물은 고급 원료 산물로 회수하고 자성 

산물은 불순물로 취급하였다. 

Table 22. Qualities of the final products of the dry beneficiated process 

on ]ungsun s밍nple. 

Weight 다1emical coIIJIX)sitions (wt.%) Tot외 

R떠uct 야~Iαnt ímpurity Whiteness 
(wt.%) Cao r-.맹o SiQz AlzÜJ F，려)]KzO N었) TiQz 19-1oss (wt.%) 

Concentrating 75.64 54.51 0.18 0.26 0.12 0.06 0.07 0.22 0.02 43.45 0.92 89 

Midling 14.97 54.00 0.77 0.54 0.14 0.12 0.08 0.26 0.02 43.36 l.93 85 

Tailing 9.39 46.50 8.52 2.36 0.30 0.53 0.15 0.62 0.04 41.14 12.52 

Raw materials 100 53.68 l.05 0.50 0.14 0.11 0.08 0.26 0.02 43.31 2.16 84 

* Total impurity MgO+SiOz+Alz03+Fez03+KzO+NazO+Ti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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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는 건식 정제 공정에서 분리 회수되는 각 산물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CaO 품위 53.68wt.%, 전체불순물의 함유량 2.16wt.%, 백색도 84.0인 정선지역 방해 

석 원광에 대하여 건식 정제실험을 실시한 결과， CaO 품위가 54.51 wt.%, 전체불순 

물의 함유량이 0.92wt.% , 백색도 89.0으로 품위 및 백색도가 양호한 고급 원료 산물 

을 75.64wt.% 회수할 수 있었으며， 또한 CaO 품위 54.00wt.%, 전체 불순물함량 

1.93wt.%, 백색도 85.0정도인 중급 원료 산물이 14.97wt.% 회수되었다. 

원광의 경우 CaO품위가 53.68wt.%, 전체불순물 함량이 2.16wt.%로 CaO 품위에 

있어서는 중급품위의 석회석으로 분류가 가능하나， 백색도가 84.0으로 낮기 때문에 

백색의 방해석 분체 제조 원료로 사용할 때에는 저급품으로 분류되지만， 본 정제공 

정에 의하여 백색도를 89.0까지 향상시키면 중급 품으로 사용하는 데에 손색이 없 

을 것이다. 

다. 금산지역 방해석 

방해석과 불순광물의 파 · 분쇄도 차이를 이용하는 선택적 파 · 분쇄와 체가름 및 

분급방법에 의하여 조립 불순물(+20멧쉬) 및 미립산물( - 150멧쉬)을 분리 · 제거하고， 

중간 입도 산물( -20/+150멧쉬)에 대하여 함철 불순광물이나 기타 자성불순광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식 자력선별을 실시하였다. 

Table 23. Qualities of the final products of the dry beneficiated process 

on Kumsan sample. 

Weight Chemical coITljXlsitions (wt.%) Tota1 
Product ~rcent unpunty Whiteness 

(wt.%) Cao 뼈o SiÜ2 Al2Ül FI없 K2Q N뻐 TiÜ2 Ig-loss (wt.%) 

coαncen따ltσrating 59.91 53.98 0.34 1.48 0.30 0.14 0.25 0.45 0.03 42.84 2.99 90 

Mid배lng 25.50 52.46 0.45 1.94 0.72 0.25 0.38 0.43 0.02 42.45 4.19 83 

Tailing 14.59 49.91 0.68 5.22 0.64 0.84 0.45 0.47 0.05 40.84 8.35 

Rawma때외s 100 53.00 0.42 2.14 0.46 0.27 0.31 0.45 0.03 42.45 4.08 84 

* Total impurity MgO+Si02+ AIz03+ Fe20 3+ K20+ Na20+ Ti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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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은 중급품위의 옥천계 석회암층군의 방해석을 대상으로 Fig.l4의 공정과 

같은 단계를 거쳐 건식 정제실험을 실시한 결과이다. CaO 품위 53.00wt.% 및 백색 

도 84.0의 원광을 사용하여 CaO 품위 53.98wt.%, 백색도 90.0의 비교적 고품위의 

방해석 정광 59.91wt.%를 회수할 수 있었으며， 미립산물로는 CaO 품위 52.46wt.% , 

백색도 83.0의 중급품위 방해석이 25.50wt.% 분리 · 회수되었다. 

방해석을 분쇄하여 제조하는 중질탄산칼숨의 품질은 일반적으로 CaO품위， 백색 

도， 분체의 입자크기 등에 의하여 품질이 결정되는데， 고급품의 경우에는 CaO 

54.0wt% 및 백색도는 90.0이상이 요구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 분리 · 회수된 최 

종정광의 경우에는 고급 증질탄산칼숨 제조원료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며， 

배연 탈황용 석회석 및 기타화학공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울진지역 방해석 

울진지역 방해석은 석영， 규회석， 점토류 등이 불순광물로 함유되어 있으나， 이들 

불순광물중 유색광물의 양이 비교적 적어 불순물 함유량에 비하여 백색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 방해석도 다른 시료와 동일하게 파쇄 후 체가름에 의하여 경도가 높은 

석영과 규회석을 함유하고 있는 20멧쉬 이상의 조립산물을 분리 · 제거하고， 20멧쉬 

이하 150멧쉬 이상의 중간 입도 산물은 자력선별을 실시하여 자성불순물을 분리 · 

제거하였다. 

비자성 산물은 고급원료 산물로 회수하였으며 150멧쉬 이하의 미립 산물은 점토 

광물을 비교적 많이 함유하고 있어 백색도가 다소 낮은 관계로 중급원료 산물로 분 

류하였다. 

Table 24는 울진지역 석회석을 대상으로 Fig.14의 공정 단계를 거쳐 건식 정제실 

험을 실시한 결과이다. CaO품위 54.13wt.% 및 백색도 94.0의 원광을 사용하여 CaO 

품위 55.03wt.%, 백색도 96.0의 방해석 정광 65.42wt.%를 회수할 수 있었으며， 미립 

산물로 21.36wt.%가 분리 · 회수되었는데， 이산물의 CaO품위는 53.55wt.%, 백색도 

93정도였다. 

울진지역의 방해석은 원광이 CaO 품위 54.l3wt.% 백색도 94.0으로 CaO 품위에 

비하여 백색도가 높은 특성을 보였는데， 건식 정제실험 결과에 의하면 최종 정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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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CaO 품위의 향상효과는 우수하였으나 백색도의 향상효과는 우수하지 않았다. 

Table 24. Qualities of the final products of the drγ beneficiated process 

on Uljin sample. 

Weight Chemical corrJIX)Sitions (wt%) Tota\ 
R여uct 야~cent lll1Punty Whiteness 

(wt.%) Cao 뼈o SiOz AbO.3 FI없 KD NazQ 꾀oz Ig-loss (wt.%) 

Concentrating 65.42 55.03 0.20 1뼈 0.15 0.07 0.08 0.17 0.02 42.55 2.17 96 

Midling 21.36 53.55 0.23 3.97 0.22 0.09 0.10 0.20 0.02 41.91 4.83 93 

T머피19 14.22 47.05 0.49 8.75 0.17 0.18 0.11 0.18 0.02 40.95 9.90 

Raw materials 100 54 .13 0.25 3.06 0.17 0.09 0.09 0.18 0.02 41.98 3.86 94 

* Total impurity MgO+SiOz+Alz03+Fez03+KzO+NazO+TiOz 

마. 안동-청송지 역 방해석 

방해석 원광을 죠크러셔와 콘크러셔로 파쇄한 산물을 체가름에 의하여 150멧쉬 

이하의 미립산물， -20/+150멧쉬의 중간 입도 산물 및 20멧쉬 이상의 조립산물 둥으 

로 분리하였으며， 150멧쉬 이하산물은 산출량이 적고， 정제기술의 적용이 어려운 점 

을 감안하여 별도의 처리 없이 저급 원료 산물로 분류하였다. 

20/十150멧쉬의 중간 입도 산물에 대해서는 자력선별을 실시하여 비자성 산물과 자 

성 산물로 분리 회수하여 비자성 산물은 중급 원료 산물로 취급하고， 자성 산물은 

20멧쉬 이상의 조립산물과 함께 불순물로 분리 · 제거되었다. 

또한 20/+150멧쉬의 중간 입도산물인 85.48wt.%는 건식자력선별 공정에 도입되 

었으며， 건식 자력선별공정에서는 1l.31wt.%가 자성산물로 제거되고， 비자성 산물로 

74. 17wt.%를 회수하였다. 

Table 25는 정제공정에서 분리 회수되는 산물들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회수 

되는 비자성 산물은 CaO 품위가 52.80wt.%, 전체불순물의 함유량이 3.82wt.%, 백색 

도 80정도로서 중급 원료 산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미립산물은 CaO 품위가 

51.0lwt% , 전체 불순물 함량 7.96wt%, 백색도 73정도의 저급 원료 산물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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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취급하였다. 

이상의 실험결과， CaO 품위가 51.77wt% , 전체불순물 함량이 5.94wt%, 백색도 73 

의 안동→청송지역 저품위 석회석은 건식 정제 방법에 의한 정제를 실시하여도 백색 

도가 80.0이었으므로 고급 분체 원료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5. Qualities of the final products of the dry beneficiated process 

on An dong sample. 

Weight Chemi떠1 cornpositions (wt.%) Tota1 
Pn여uct 없cent lIIlPunty Whit않eness 

(wt.%) Cao MgO SiÜ2 Al2Û3 Fe2Û3 Ki) Nai) TiQz Ig-loss (wt.%) 

Concentrating 74.17 52.80 0.50 2.64 0.16 0.06 0.16 0.27 0.02 42.10 3.82 80 

Middling 8.07 51.01 1.30 5.59 0.31 0.20 0.24 0.30 0.02 40.52 7.96 73 

Tailing 17.76 47.82 2.23 10.55 0.25 0.27 0.22 0.35 0.03 38.36 13.89 

Raw mate때s 100 51.77 0.87 4.28 0.19 0.11 0.18 0.29 0.02 41.31 5.94 73 

* Total impurity MgO+SiOz+Ab03+Fez0 3+KzO+NazO+TiOz 

제 3 절 습식 정제 특성 

1. 실험방법 

습식 정제방법은 건식 정제방법보다 탈수 · 건조 등의 후처리 문제가 복잡하고 경 

제성 면에서 불리한 단점은 있으나 정제효과가 우수하고 대량처리가 가능한 장점 

이 있다. 또한 제지， 페인트공업 등에서는 슬러리 상태의 탄산칼슐 미분체의 사용이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석회석 원광의 특성에 적절한 습식 정제기술 및 공정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 

광물처리에 있어서 습식방법에 의한 정제는 분립 및 분급에 의한 선별법， 비중선 

별법， 자력선별법 등의 물리적인 처리방법과 부유선별법， 산 및 알칼리 침출법， 표 

백법 등의 화학적 처리방법， 또한 미생물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으나 8) 본 실험에 

서는 방해석이 염가광물인 점을 고려하여 비중선별， 자력선별 등의 물리적인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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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부유선별법을 적용하였다. 

광물 입자 크기가 유사한 경우 비중차이가 큰 광물입자들에 대하여 외력을 작용 

시키면 비중차이에 의하여 광물입자들은 서로 다른 운동력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원 

리를 이용하여 선별하고자 하는 것이 비중선별법이다. 

석회석 중에 함유된 불순광물중에는 방해석보다 비중이 큰 광물인 황철광(pyrite， 

비중 5-5.2) , 자철광(magnetite， 비중 5.18) 등이 혼입되어 있으므로， 이들 광물들의 

제거를 위하여 대표적인 비중선별장치로 사용되는 요동 테이블(Table Concentrator, 

Wilfley No13 B, Humprey Co. , U.S.A)를 사용하여 정제효과를 고찰하였다. 

또한 방해석과 불순광물들은 서로 다른 자력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 

의 차이를 이용하여 자성을 갖는 불순광물을 제거하고자 자력선별 공정을 적용하였 

다. 습식자력선별 공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high - wet magnetic 

separator(Eriz Co. , U.S.A)를 사용하였으며， 본 장치의 최대 자력세기는 18,000 가우 

스였다. 

정제기술중에서 부유선별법은 광물입자의 표면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부 

분의 광물은 입자상태에서 입자표면이 소수성 또는 친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러한 표면성질을 이용하여 선별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광물입자 표면이 소수성 및 

친수성 등의 특정 성질을 지니고 있지 않거나， 이들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아주 약 

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소수성 또는 친수성을 부여하여 분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널리 이용되어 오고 있는 선별기술이다. 

이러한 부유선별법은 선별하고자 하는 목적 광물에 소수성을 갖는 시약을 흡착시 

켜 광물표면을 소수성으로 만들어 강제적으로 발생되는 기포에 선택적으로 부착， 

부유시키므로써 친수성 광물과 분리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료 중에 함유되어 있는 석영， 운모류， 녹니석， 점토류 등과 같은 

규산염 광물을 선택적으로 분리 · 선별하기 위하여 부유선별법을 적용하였으며， 실 

험 기기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 

유선별 장치 (Denver Sub- A type, Denver, U.S.A)를 사용하였다. 

습식 정제 공정에서는 건식 정제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립산물에는 불순 

광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중간입도 산물의 경우에는 불순물 함유량 

이 비교적 적은 특성을 이용하여 파쇄산물에 대하여 체가름을 실시하여 조립불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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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한 후， 미립산물에 대하여 습식 방법에 의한 정제를 실시하였으며， 공정도는 

Fig. 15와 같다. 

Fig. 15의 정제공정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단계에서 선택 파 · 분쇄 특 

성을 이용하는 정제(제거대상불순물 : 석영， 백운석， 장석류 등의 파 · 분쇄 경도가 

높은 물질) , 둘째 단계에서는 비중차이에 의한 불순물 제거(제거 대상불순물: 황철 

광， 자철광등 비중이 높은 물질)， 셋째단계에서는 방해석과 불순광물 표면의 물리화 

학적 특성 차이에 의한 불순물 제거(제거 대상불순물 : 점토류， 석영 및 유색광물 

등) , 넷째 단계에서는 자성차이에 의한 불순물 제거(제거 대상불순물: 황철광， 자철 

광， 각섬석류등)기술 등을 적용하였다. 

부유선별 실험은 65멧쉬 이하의 분쇄산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선기의 임펠러 

회전수는 2,OOOrpm, 광액온도는 10 0C 의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1차 석회석의 부유선별에서는， 광액농도를 25wt%로 조절하였으며， 부선 시약은 

조건제로 soda ash(Na2CÜ:3)를 600 g/ton, 분산제(억제제)로 sodium silicate (Na2Si03) 

를 200g/ton, 포집 제 로 oleic acid (CH3(CH2hCH:CH(CH2hC02H)등을 부선 상태 를 

고려하면서 300g/ton까지 사용하였다. 또한 기포제는 M.I.B.C. (methyl iso- butyl 

carbinol, (CH3)zCH. CH2CH20H)를 40g/ton 사용하였다. 

1차 석회석 부유선별은 광액농도를 25wt% s이id로 조절하여 부선기에 급광하여 

교반시킨 후， 조건제， 분산제， 포집제， 기포제 등의 부선시약을 순서대로 첨가하고 5 

분간 부유선별을 실시하였다. 이때 첨가시약에 대한 조건부여 시간은 조건제， 분산 

제는 5분으로 하였으며， 포집제는 3분 기포제는 2분으로 하였다. 

부유선별시의 정선(c1eaning)은 3회 실시하였는데 1차정선에서는 광액농도를 

24wt%로 유지하면서 분산제(억제제)를 100g/ton 첨가하고， 조건제， 포집제， 기포제 

둥은 첨가하지 않았다. 

2차정선에서는 광액농도 23wt%에서 분산제(억제제)를 100g/ton, 포집제를 

500g/ton, 기포제 lOg/ton을 추가 첨가하였다. 

3차 정선에서는 광액농도 22wt%의 조건에서 분산제(억제제)만 50g/ton 첨가하였 

으며， 조건제， 포집제， 기포제 등은 첨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유선별 공정에서 사용한 전체 시약투입량은 조건제 soda ash 600g/ton, 

분산제(억제제) sodium silicate 450g/ton, 포집제 oleic acid 350g/ton, 기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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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략〉 

Flowsheet of wet purification process on calcite samples. 15.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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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B.C. 50g/ton 이 었 다. 

부유선별 정광에 대하여서는 습식자력선별을 실시하여 자성불순물을 분리 · 제거 

하였다. 

2. 실험결과 및 고찰 

가. 태백지역 방해석 

습식 정제공정의 첫 단계는 건식 정제공정에서와 동일하게 죠크러셔와 콘크러셔 

를 이용하여 방해석 원광을 파쇄하고， 파쇄산물에 대하여 20멧쉬를 기준으로 체가 

름을 실시하여 조립의 불순물을 분리 · 제거하였다. 그리고 20멧쉬 이하산물은 분쇄 

를 실시하여 65멧쉬를 기준으로 다시 체가름을 실시하였고， 65멧쉬 이상 산물은 

CaO 품위가 불균일하고 불순광물의 함유량이 많으므로 20멧쉬 이상의 조립산물과 

함께 불순물로 분류하였다. 

65멧쉬 이하인 산물은 비중선별을 실시하여 중광물(heavy minerals)과 경광물 

(light minerals)을 분리하였으며， 경광물에 대해서는 부유선별을 실시하여 광미 

(tailing) , 중간정광(middling) , 정광(conc.)으로 분리하였으며， 부유선별 정광을 다시 

자력선별하였다. 

전 공정을 통하여 분리 · 제거되는 20멧쉬 및 60멧쉬 이상의 조럽불순물， 비중선 

별 중광물， 부유선별 광미， 자력선별 자성산물 등은 불순물로 분류하였으며， 부유선 

별 공정에서 분리되는 중간정광은 중급원료 광물로，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자력선별 

비자성 산물은 고급 원료광물로 회수하였다. 

Table 26은 CaO 품위 55.22wt.%, 전체 불순물 함량 1.06wt.%, 백색도 95.0인 태 

백 지역 방해석에 대하여 습식 정제 공정을 적용시켰을 때 분리 회수되는 각 산물 

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CaO 품위 55.61wt.%, 백색도 98.0, 전체 불순물 함량 

0.71wt.%인 고급 정 제 산물을 80.37wt.%회 수하였으며 , CaO 품위 55.25wt.%, 백 색 

도 94.0, 전체 불순물 함량 1. 23wt. %인 산물을 4.27wt.% 회수할 수 있었다. 

이때 분리 · 제거되는 불순물은 15.36wt.%로 CaO품위가 53.18wt.%, 전체 

함량은 2.83wt.%였다. 

A 

옆
 

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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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Qualities of the final products of the wet purification process on 

Taeback sample. 

Weight Chemical colTJIXlsitions (wt.%) Total 
Prcx:luct J.Hcent llTIpUDty Whiteness 

(wt.%) Cao 뼈o SiOz AlzÛ3 FezÛ3 Ki) N없o TiOz Ig-loss (wt.%) 

Concentrating 80.37 55.61 0.18 0.23 0.05 0.02 0.04 0.17 0.02 43.23 0.71 98 

Midling 4.27 55.20 0.23 0.45 0.16 0.05 0.09 0.25 0.02 42.77 1.25 94 

Tailing 15.36 53.18 0.56 1.34 0.41 0.14 0.09 0.27 0.02 42.76 2.83 

Rawma때외s 100 55.22 0.24 0.41 0.11 0.04 0.05 0.19 0.02 43.01 1.06 95 

* Total impurity MgO+Si02+ Alz03+ Fe203+ K20+ Na20+ Ti02 

나. 정선지역 방해석 

Fig. 15의 습식정제 공정에 의하여 방해석 원광을 파쇄한 후 체가름을 실시하여 

조립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미립산물을 65멧쉬 이하의 입자 크기로 분쇄하여 이 분 

쇄산물에 대하여 1차로 습식 비중선별을 실시하였으며 2차로 석회석 부선을 실시 

하여 부선 광미를 제거하였으며 조선 정광에 대하여 3회의 정선을 실시하여 부선 

중광과 부선 정광을 회수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부선 정광에 대하여 습식 자력선 

별을 실시하여 비자성 산물과 자성산물로 분리하였다. 

Table 27. Qualities of the final products of the wet purification process on 

]ungsun sample. 

Weight Chemical cOITIIX>si디ons (wt.%) Total 
Whitenes Pnxluct percent l1Tφ，uríty 

(wt.%) Cao MgO SiOz Al용 F짧 fφ Nai) 피oz 19-1oss (wt.%) S 

Conc 67.63 54.84 0 영 0.10 0.04 0.03 0.03 0.24 0.02 43.78 0.79 90 

Midling 26.42 5l.95 2.46 0.87 0.16 0.18 0.09 0.30 0.02 42.61 4.08 84 

Tailing 5.95 48.22 2.90 3.43 1.15 0.75 0.65 0.31 0.06 41.12 9.24 

Raw 
100 53.68 1.05 0.50 0.14 0.1 1 0.08 0.26 0.02 43.31 2.16 84 

ma뼈als 

* Total impurity MgO+Si02+Alz03+Fe203+K20+Na20+Ti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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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정에서 분리 회수되는 산물 중 조립 불순물， 비중선별 중광물， 부유선별 광 

미， 자력선별 공정에서의 자성산물은 불순물로 취급하였으며， 부유선별에서 분리 · 

회수되는 중간정광은 중급 원료 산물로， 부선정광을 자력선별한 후 비자성 산물만 

을 고급 원료 산물로 각각 분류하였다. 

Table 27은 분리 · 회수된 각 산물의 화학성분 조성과 백색도 등을 나타낸 것인 

데， 최종 정광으로 CaO 품위 54.84wt.%, 백색도 90.0, 전체 불순물 함량 0.79wt.%인 

정제산물이 67.63wt.% 회수되었으며， 또한 중간정광으로 26.42wt.%회수 할 수 있었 

는데， 이 산물의 CaO 품위는 51.95wt.%, 백색도 84.0, 전체 불순물 함량은 4.08wt.% 

였다. 

다. 금산지역 방해석 

방해석 원광을 파 · 분쇄한 후 체가름을 실시하여 20멧쉬 이상의 조립산물과 20멧 

쉬 이하의 산물로 분리하여， 20멧쉬 이하 산물에 대하여 분쇄를 실시하여 65멧쉬를 

기준으로 분리하였으며， 여기에서 발생한 65멧쉬 이상의 산물은 품위가 불규칙하고 

불순물의 함유량이 많아 앞 단계의 20멧쉬 이상의 조립불순물과 동일하게 불순물로 

분류하였다. 

분쇄공정을 거친 65멧쉬 이하산물에 대해서는 시료의 특성분석에서 확인된 황철 

광(pyrite) ， 자철광(magnetite) 등 비중이 높은 불순광물의 제거를 위하여 비중선별 

을 실시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중광물은 불순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경광물만을 

선택하여 부유선별을 실시하였다. 

습식정제기술 적용시 분리 회수된 산물은 고급 및 중급 산물과 불순물 등으로 구 

별하였는데， 불순물에는 파 · 분쇄 산물에 대한 체가름 공정에서 발생되는 조립불순 

물과 비중선별에서 분리되는 중광물(heavy minerals) , 부유선별에서의 부선광미， 자 

력선별에서의 자성산물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부유선별시 정선과정에서 분리되는 

중간정 광(Midling)은 

산물로 분류하였다. 

=二그」 
걷r 닙 산물로， 부유선별과 자력선별을 거친 최종 정광은 고급 

Table 28은 습식 정제 공정을 적용시켰을 때 분리 · 회수되는 각 산물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CaO 품위 53.00wt.%, 전체 불순물 함유량 4.08wt.%, 백색도 84.0의 

방해석 원광을 대상으로 습식 정제공정을 적용한 결과， CaO 품위 54.61wt.%,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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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함유량 1.55wt.%, 백색도 92.0인 고급 원료 산물 77.38wt.%와 CaO 품위 

51 .10wt.%, 백색도 85.0, 전체 불순물 함량 8.53wt.%인 중급 산물의 회수가 가능하 

였다. 

이때 분리 · 제거되는 불순물은 17.75wt.%였으며 CaO품위가 47.37wt.%, 전체 불 

순물 함량이 13.00wt.%였다. 

이상의 실험결과 정제산물의 CaO 품위가 원광 53.00wt.%에서 54.61wt.%로 

1.61 wt.% 증가되고， 백색도는 84.0에서 92 .0으로 향상되어， 본 공정에 의한 정제효과 

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28. Qualities of the final products of the wet purification process 

on Kumsan sample. 

W잉ght Cherr때l αn1p)sitions (wt.%) Total 
R떠uct ~t impurity Whiteness 

(wt.%) Cao 뼈o SiQz Al용 F없 KDN빼 TiQz Ig-loss (wt.%) 

Concentrating 77.38 54.61 0.31 0.32 0.15 0.10 0.21 0.44 0.02 43.43 1.55 92 

Midling 4.87 51.10 0.88 5.75 0.45 0.50 0.44 0.45 0.00 41.12 8.53 85 

Tailing 17.75 47.37 0.77 8.66 1.35 0.94 0.72 0.50 0.00 38.54 13.00 

Rawma따ials 100 53.00 0.42 2.14 0.46 0.27 0.31 0.45 0.03 42.45 4.08 84 

* Total impurity MgO+SiOz+Alz0 3+Fez0 3+KzO+NazO+TiOz 

라. 울진지역 방해석 

울진지역 석회석은 파 · 분쇄산물의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멧쉬 이상의 

조대입도 구간에 불순물 함유량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파쇄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14멧쉬 이하의 입도 구간으로 파쇄하여 20멧쉬 이상의 조립산물은 불순물로 분리 · 

제거하고， 20멧쉬 이하의 산물은 분쇄한 후 65멧쉬를 기준으로 체가름을 실시하였 

다. 

체가름 공정에서 발생되는 65멧쉬 이상의 산물은 비교적 불순물의 함유량이 많으 

므로 20멧쉬 이상의 조립산물과 함께 불순물로 처리하고， 65멧쉬 이하의 산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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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습식비중선별， 부유선별， 자력선별 공정을 적용하였다. 

Table 29은 습식 정제 공정을 적용시켰을 때 분리 · 회수되는 각 산물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CaO 품위 54.13wt.%, 전체 불순물 함유량 3.86wt.%, 백색도 94.0의 

방해석 원광을 대상으로 습식 정제공정을 적용한 결과， CaO 품위 55.51 wt.%, 전체 

불순물 함유량 1.35wt.%, 백색도 97.0인 최고급 원료 산물 77.65wt.%와 중간정광으 

로 CaO 품위 53.07wt.%, 백색도 92.0, 전체 불순물 함량 5.82wt.%인 산물이 회수되 

었다. 

이때 분리 · 제거되는 불순물은 산출량이 17.62wt.%로 CaO품위가 48.33wt.%, 전 

체 불순물 함량이 14.61wt.%였다. 

Table 29. Qualities of the final products of the wet purification process 

on Uljin sample. 

Weight Chemi떠1 coITJIX)sitions (wt.%) Tota1 
Prouct ~rcent l1Tlpunty Whiteness 

(wt.%) Cao MgO SiOz AlzÛ3 FezÜ3 KZO N없o TiOz Ig-loss (wt.%) 

Concentrating 77.65 55.51 0.18 0.77 0.13 0.05 0.05 0.15 0.02 43.01 1.35 97 

Midling 4.73 53.07 0.25 4.85 0.25 0.10 0.12 0.23 0.02 40.88 93 93 

Tailing 17.62 48.33 0.56 12.67 0.32 0.26 0.26 0.52 0.02 37.43 14.61 

Raw materials 100 54.13 0.25 3.06 0.17 0.09 0.09 0.18 0.02 41.98 3.86 94 
'---

* Tota! impurity MgO+SiOz+A!z0 3+Fez03+KzO+NazO+TiOz 

마. 안동-청송지역 방해석 

Fig. 15의 공정과 같이 안동-청송지역 시료에 대하여 단계별로 선택 파 · 분쇄와 

체가름， 분급공정에 의하여 석영， 백운석 등의 경도가 높은 불순물， 비중선별에 의 

하여 황철광， 자철광과 같은 고비중 불순물， 부유선별에 의한 점토류 등과 같은 유 

색광물， 자력선별에 의한 자성 불순물 제거공정을 적용하였다. 

안동시료의 경우에는 불순광물로 혼입된 흑연광물이 품위저하의 요인이 되므로， 

흑연을 제거하기 위한 흑연 부유선별을 실시한 후， 석회석 부선산물과 조선정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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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3회의 정션을 실시하였다. 

흑연 부유 선별시 부선기의 임펠러 회전수는 2，αX)rpm， 광액의 온도는 10 0C, 광액농도를 

25wt%로 조절하였으며， 부선 시약은 포집제로 kerosene을 60g/ ton, 기포제로 M.I.B.C. 

를 40g/ ton 첨가하여 부유선별을 실시하였다. 

Table 30은 안동시료의 습식 정제 공정에서 분리 회수된 산물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이들 산물중 고급 정제 산물은 CaO 품위가 54.09wt.%, 전체 불순물 함유량 

이 1.79wt.%로 비교적 고품위의 석회석 산물을 얻을 수 있었으나， 백색도는 84.0수 

준이었으므로 고백색도가 요구되는 용도로서의 이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0. Qualities of the final products of the wet purification process 

on Andong sample. 

Weight Ch많1Îcal cOIIlIXlsitions (wt.%) Tot외 White-
Prouct p:rcent li11Purity 

(wt.%) Cao 1\맹o SiÜ2 Al용 Fe:D.3 KZO Nai) TiÜ2 19-1oss (wt.%) ness 

Concentrating 70.76 54.00 0.32 0.97 0.10 0.03 0.11 0.26 0.02 43.34 l.79 84 

Midling 1l.97 47.85 2.50 9.12 0.26 0.31 0.26 0.36 0.04 36.30 12.85 72 

Tailing 17.27 45.68 l.99 10.71 0.53 0.25 0.43 0.36 0.02 37.61 14.28 

Raw ma뼈als 100 51.77 0.87 4.28 0.19 0.11 0.18 0.29 0.02 41.31 5.94 73 
'---- 」

* Total impurity MgO+Si02+Alz03+Fe20 3+K20+Na20+Ti02 

이상의 실험결과， 안동시료와 같이 석회석 중에 함유된 불순물의 종류가 다양하 

고 특히 흑연과 같은 불순물을 함유하는 석회석을 정제하는 경우에는， 건식정제공 

정의 도입으로는 그의 품위향상 정도에 한계가 있으며， 습식정제공정으로는 그의 

품위를 상당량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석회석에 함유된 흑연 불순광물을 정제하는데 부유선별법의 도입은 성공적인 것 

으로 평가되며， 석회석의 부유선별 과정에서 분리 제거된 불순물 중에는 시료의 특 

성고찰에서 확인된 모든 불순물들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안동지역의 석회석을 정제 

하기 위해서는， 부유선별 방법에 의한 정제공정의 선택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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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정제산물을 이용한 중질탄산칼숨 시제품 제조 

본 연구에서는 각 시료별 정제산물 시제품에 대하여， 분체제품을 제조하고， 제조 

된 분체의 물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분체물성을 측정하는 것은 분체의 품질을 평 

가하고， 분쇄 시스랩 및 분체 수송시스템 등의 설계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 9) 

정제실험을 위하여 선정한 시료 중에서 금산 시료와 정선시료에 대한 정제산물을 

325멧쉬의 일반분체， 600멧쉬의 미 립분체， 평균입도(dso) 2μm수준의 초미 립 분체 등 

의 시제품을 제조하였으며， 각 제품에 대한 물성특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이들 분 

체제품 각각에 대하여 지방산(ste하lC acid)으로 표면코팅처리하고， 표면처리하지 않 

은 분체제품과의 물성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1. 시제품의 특성 

가. 시제품 분체의 밀도 특성 

분말상 고체에서는 고체입자 사이의 공간에 들어있는 기체나 액체의 부피 때문에 

단일상의 고체의 밀도와는 달리 겉보기 밀도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와 같은 겉보기 

밀도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아니고， 분체의 입도분포나 그 존재하는 환경에 따라 

서 달라진다. 또한 고체자체의 내부기공이나 입자 사이의 공간이 어떤 유체로 채워 

져 있느냐에 따라서 겉보기 밀도는 달라진다. 

본 측정에서는 bulk밀도와 겉보기밀도를 측정하므로서 압축도와 동적bulk밀도를 

알 수 있다. bulk 밀도의 경우에는 분체를 일정용적의 용기에 충진한 상태의 밀도 

를 지칭하는데， 이 경우 분체사이에 공기가 혼입된 상태， 즉， 공극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밀도를 말한다. 

bulk밀도는 분체의 충진 부피와 중량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장탱크 

의 설계나 포장의 경우 등의 분체의 충진특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물성값이 된다. 

겉보기 밀도의 경우에는 일정용량의 용기에 분체를 충진한 후， Tapping을 실시하 

여 분체 입자간의 공극을 파괴하여 분체를 최대한 밀집충진 했을 때의 밀도를 지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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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은 금산 및 정선시료의 분체입도， 표면코팅 한 후의 bulk 밀도와 겉보기 

밀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압축도， 동적 bulk 밀도값 등을 수록한 것이다. Bulk밀도 

와 겉보기 밀도는 분체입도가 작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동일용적일 경우에는 입도가 작을수록 충진량은 많아지며， Tapping함에 따라 한계 

공극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동일한 입단일 경우에는 표면 처리한 시료의 밀도 값이 표면처리하지 않은 

시료보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표면코팅에 의하여 입자표면이 안정화되어 분체입 

자 상호간의 전기적 반발력이 감소하므로 한계공극이 작아지는 것이며， 충진량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1. Density properties of the powders made on an experimental basis. 

Particle Static bulk 
Apparent 

Compress 
Surface bulk 

Sample slze, 
treatment P d ae(ngs/ictmy,3) 

P d De(ngs/ictmy,3) 
ibility 

dso(μm) Cp(%) 

non-coatmg 0.92 1.59 41.99 
13.76 

coatmg 1.02 1.75 41.48 

non-coatmg 0.77 1.45 46.99 
Kumsan 6.69 

coatmg 0.95 1.70 43.75 

non-coatmg 0.58 1.14 48.95 
2.92 

coating 0.74 1.40 46.98 

non-coatmg 0.89 1.54 41.99 
13.63 

coatmg 1.04 1.73 39.98 

non- coatmg 0.73 1.46 49.99 
]ungsun 6.57 

coatmg 0.93 1.61 42.49 

non-coatmg 0.51 1.27 59.98 
2.82 

coatmg 0.69 1.29 45.98 

Static bulk density : 느슨한 밀도， Apparent bulk density : 겉보기 밀도， 
Compressibility 압축도， Cp = ( P p - P a) / P p x 100 
Dynamic bulk density 동적 밀도， P ψ = (pp- Pa)X Cp/100+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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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bulk 

density, 
Pw 

1.36 

1.32 

1.09 

1.28 

0.86 

1.05 

1.16 

1.31 

1.09 

1.22 

0.96 

0.96 



나. 시 제 품 분 체 의 안식 각 및 Spatular각 10, 11) 

분체를 저장하거나 저장 사일로를 통하여 배출 또는 밸트 컨베이어 등을 이용하 

여 운반할 때， 분체의 흐름성 (flowability)은 분체취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분체의 흐름성은 부착성， 물질의 화학성분， 조성， 입자형상， 입도 및 입도분포등 입 

자의 고유한 성질과 주위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입자의 흐름성을 측정하 

므로서 분체의 특성이나 분체 공학적 거동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성을 측 

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안식각 또는 spat비ar각을 측정하는 것이다. 

안식각의 측정방법은 주입각볍， 배출각법， 경사각볍 등이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배출각법을 이용하였으며 Table위에 분체를 낙하시켰을 때 분체가 쌓여서 이루어 

진 산의 각도로 나타내며， 붕괴각은 안식각의 체적층에 일정한 충격을 주어， 표변층 

이 붕괴된 후의 경사각이며， 차각은 안식각과 붕괴각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spatular각은 spatular를 분체속에 묻은 후， spatular를 수직으로 끌어올렸을 때， 

spatular위 에 쌓인 분체 의 산의 각도를 측정 하는 방법 이 다. 

Table 32. Dynamic properties of the powders made on an experimental basis. 

Particle 
Surface Angle of Angle of Angle of Angle of 

Sample slze, 
treatment repose crumble difference spatula 

d50(μm) 

non- coatmg 68.43 54.00 14.43 58.67 
13.76 

coatmg 52.54 23.20 29.34 57.83 

non-coatmg 70.78 61.00 9.78 67.34 
Kumsan 6.69 

coatmg 58.74 40.10 18.67 61.83 

non • coatmg 74.67 67.33 7.34 74.00 
2.92 

coatmg 67.00 44.10 22.89 63.83 

non-coatmg 66.89 54.33 12.56 63.98 
13.63 

coatmg 60.00 36.89 23.11 57.50 

non- coatmg 68.11 56.67 11.44 66.98 
]ungsun 6.57 

coatmg 63.56 40.44 23.12 62.50 

non- coatmg 71.56 60.67 10.89 68.80 
2.82 

coatmg 67.00 45.34 21.77 66.17 
Angle of repose 安息角， Angle of crumble : 빼壞角， 
Angle of difference 差角， Angle of spatular Spatular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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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에 수록된 결과와 같이 시료별로 입도가 작아질수록 안식각， 붕괴각 및 

spatular각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도들의 값이 클수록 분체의 흐름성이 나빠 

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분체의 입도가 작아질수록 부착력과 응집력이 증가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동일시료를 표면코팅한 경우에는 안식각， 붕괴각， spatular 각이 현저히 낮 

아지며， 차각은 커지게 되는데， 이는 표면처리에 의해서 분체의 흐름성이 현저히 개 

선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 시제품 분체의 응집도와 균일도 

웅집도는 이른바 원자간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미립자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응 

집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자의 응집력은 Van der Waals힘 등의 상호작용 

힘에 의해서 입자들끼리 붙는 현상이다. 그러나 응집도는 미분이나 응집력을 측정 

할 수 있는 분체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균일도는 과립이나 표면 응집력 

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본 측정에 있어서도 공기중의 수분 흡 

수량 등으로 인하여 응집력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균일도만을 측정하였다. 

Fig. 16과 17은 각 시료의 입도누적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Table 33과 34는 각각 

금산시료와 정선 시료들의 입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입도<dso)가 클수록 누적 분포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선시 

료보다 금산시료의 누적분포 범위가 더욱 넓게 나타나 있다. 

Table 35는 Fig. 16, 17의 입자분포에서 얻어진 입도누적분포에서 누적 10%의 입 

도와 60%의 입도값의 비로 계산한 값이다. 

Ur=X때XlO 

이 결과에서는 입도가 작아질수록 균일도 값은 작아지므로 균일도 지수는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본 측정에서 사용한 시료는 대략 &。이 l3.6-13.7μm， 6. 

6-6.7μm， 2.7-2.8μm의 입도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금산A시료는 입단별 균일도 차 

가 매우 크지만， 정선시료의 경우에는 균일도 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따라서 분체 

의 유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균일도 값을 감소시키는 방향， 즉 입 

도의 분포범위를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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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Particle size distribution (Kumsan sample). 

Sample 
Size % Size % Size % Size % 
μm under 띠n under μm under μm under Result source sample 

Record No o 
0.10 0.2 0.55 10.2 2.98 22.0 16.3 55.8 Rocal length 45 mm 
0.1 1 0.4 0.61 11.1 3.32 23.0 18.1 59.8 Presentation stnd 
0 ‘ 12 0.5 0.68 11.9 3.69 24 .1 20.1 64.0 V olume distribution 
0.14 0‘8 0.75 12.7 4.10 25.3 22.4 68.4 Beam length 2.2 mm 
0.15 1.1 0.83 13.4 4.56 26.6 24.9 72.7 Obscuration = 0.2107 

0.17 1.5 0.93 14 .1 5.07 28.0 27.7 77.0 Volume conc. 0.0144% 
0.19 1.9 1.03 14.7 5.64 29.6 30.8 81.1 Residual 0.216% 

35 mesh 0.21 2.5 1.15 15.3 6.27 31.4 34.2 84.8 h‘odel indp 
particles 0.23 3.2 1.28 15.9 6.97 33.2 38.1 88.1 D(v , 0.5) = 13.76 띠n 

0.26 4.0 1.42 16.5 7.75 35.3 42.3 90.9 D(v, 0.9) = 40.83 μm 
0.29 4.8 1.58 17.1 8.62 37.5 47 .1 93.2 D(v, 0. 1) = 0.53 μm 
0.32 5.6 1.75 17.8 9.58 39.9 52.3 95.1 D(4, 3) = 16.97 띠n 

0.36 6.4 1.95 18.5 10.7 42.5 58.2 96.7 D(3, 2) = 2.30 띠n 

0.40 7.3 2.17 19.3 11.8 45.4 64.7 97.9 Span = 2.9 
Spec. surf. area 

0.44 8.3 2.41 20.1 13.2 48.6 71.9 99.0 3.4356 sq.m./cc. 
0.49 9.3 2.68 21.0 14.6 52 .1 80.0 100 

0.10 0.3 0.55 12.6 2.98 31.8 16.3 82.8 Result source sample 
Record No. o 

0.1 1 0.4 0.61 13.8 3.32 33.6 18.1 86.4 Focal length 45 mm 
0.1 2 0.6 0.68 15.1 3.69 35.5 20 .1 89.6 Presentation stnd 
0.14 0.9 0.75 16.2 4.10 37.6 22 .4 92.4 V olume distribution 
0.15 1.3 0.83 17.4 4.56 39.9 24.9 94.6 Beam length 2.2 mm 
0.17 1.7 0.93 18.4 5.07 42.4 27.7 96.3 Obscuration = 0.2014 
0‘ 19 2.2 1.03 19.4 5.64 45.1 30.8 97.5 Volume conc. 0.0098% 

Fine 0.21 2.9 1.15 20.4 6.27 48.1 34.2 98.4 Residual 0.385% 

뼈rtic1es 0.23 3.7 1.28 21.4 6.97 51.3 38.1 99.1 Model indp 

0.26 4.6 1.42 22.5 7.75 54.7 42.3 99.4 D(v, 0.5) 6.69 띠n 
0.29 5.6 1.58 23.6 8.62 58.4 47 .1 99.7 D(v, 0.9) = 20.42 띠n 
0.32 6.6 1.75 24.7 9.58 62.2 52.3 99.8 D(v, 0.1) 0.44 띠n 
0.36 7.7 1.95 26.0 10.7 66.3 58.2 99.9 D(4, 3) 8.42 μm 
0.40 8.8 2.17 27.3 11.8 70.5 64.7 100 D(3, 2) 1.67 μm 

0.44 10.1 2.41 28.7 13.2 74.7 71.9 100 Span = 3.0 

0.49 11 .4 2.68 30.2 14.6 78.8 80.0 100 
Spec. surf. area 

4.4170 sq.m./cc ‘ 

0.10 0.1 0.55 13.4 2.98 50.9 16.3 99.8 Result source sample 
Record No. o 

0.11 0.2 0.61 15.2 3.32 55.2 18.1 99.9 Focal length 45 mm 
0.12 0.3 0.68 17.1 3.69 59.7 20.1 100 Presentation stnd 
0.14 0.4 0.75 19.0 4.10 64.5 22 .4 100 V olume distribution 
0.15 0.6 0.83 20.9 4.56 69.4 24.9 100 Beam length 2.2 mm 
0.17 0.9 0.93 22.7 5.07 74.4 27.7 100 Obscuration = 0.1984 
0.19 1.3 1.03 24.4 5.64 79.1 30.8 100 Volume conc. 0.0066% 

U1tra 0.21 1.8 1.15 26.1 6.27 83.6 34.2 100 Residual 0.850% 
-fine 

0.23 2.5 1.28 28.0 6.97 87.5 38.1 100 Model indp 
따ticles 

0.26 3.3 1.42 29.9 7.75 90.9 42.3 100 D(v, 0.5) = 2.92 tmI 
0.29 4.3 1.58 32.1 8.62 93.6 47.1 100 D(v, 0.9) = 7.53 tmI 
0.32 5.4 1.75 34.4 9.58 95.7 52.3 100 D(v, 0.1) = 0.45 띠n 
0.36 6.6 1.95 37.1 10.7 97.3 58.2 100 D(4, 3) = 3.40 따l 

0.40 8.1 2.17 40.0 11.8 98.4 64.7 100 D(3, 2) = 1.36 μm 

0.44 9.7 2.41 43.3 13.2 99.1 71.9 100 Span = 2.4 

0.49 11.5 2.68 46.9 14.6 99.5 80.0 100 
Spec. surf. area 

5.0053 sq.m./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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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Particle size distribution (Jungsun sample). 

Sample 
Size % Size % Size % Size % 
μm under μm under 띠n under μm under Result source sample 

Record No o 
0 .1 0 0.2 0.55 7.8 2.98 19.0 16.3 56.7 Focal length 45 mm 
0.1 1 0.3 0.61 8.5 3.32 20.1 18.1 61.0 Presentation stnd 
0.12 0.4 0.68 9.1 3.69 21.4 20.1 65.5 V olume distribution 
0.14 0.6 0.75 9.8 4.10 22.8 22.4 70.0 Beam length 2.2 mm 

0.15 0.8 0.83 10.4 4.56 24.3 24.9 74.4 Obscuration = 0.1748 

0.17 1.1 0.93 11.1 5.07 25.9 27.7 78.5 Volume conc. 0.0129% 

0.19 1.4 1.03 11.5 5.64 27.7 30.8 82.3 Residual 0.166% 

35 ræsh 0.21 1.9 1.15 12.0 6.27 29.6 34.2 85.7 Model indp 

맹rticles 0.23 2.4 1.28 12.6 6.97 31.6 38.1 88.5 D(v, 0.5) = 13.63 tlIIl 
0.26 2.9 1.42 13.2 7.75 33.9 42.3 91.0 D(v, 0.9) = 40 .46 tlIIl 
0.29 3.5 1.58 13.8 8.62 36.4 47.1 93.0 D(v, 0.1) = 0.78 띠n 

0.32 4.1 1.75 14.5 9.58 39.1 52.3 94.7 D(4 , 3) = 16.96 띠n 

0.36 4.8 1.95 15.2 10.7 42.0 58.2 96.2 D(3, 2) = 2.94 μm 

0.40 5.5 2.17 16.1 11.8 45.3 64.7 97.5 
Span = 2.9 
Spec. surf. area 

0.44 6.3 2.41 16.9 13.2 48.8 71.9 98.8 2.7971 sq.m./cc 
0.49 7.0 2.68 17.9 14.6 52.6 80.0 100 

0.10 0.2 0.55 10.1 2.98 28.6 16.3 85.2 Result source sample 
0.1 1 0.3 0.61 11.1 3.32 30.6 18.1 88.3 Record No. o 
0.1 2 0.5 0.68 12.1 3.69 32.9 20.1 90.9 Focal length 45 mm 

0.14 0.7 0.75 13.2 4.10 35.4 22.4 93.0 
Presentation stnd 
V olume distribution 

0.15 1.0 0.83 14.1 4.56 38.2 24.9 94.7 Beam length 2.2 mm 
0.17 1.3 0.93 15.1 5.07 41.3 27.7 96 .1 Obscuration = 0.1918 
0.19 1.7 1.03 16.0 5.64 44.6 30.8 97 .1 V olume conc. 0.0099% 

Fine 0.21 2.3 1.15 16.9 6.27 48.3 34.2 97.9 Residual = 0.433% 

맹rticles 0.23 2.9 1.28 17.8 6.97 52.2 38.1 98.4 
Model indp 

0.26 3.6 1.42 18.8 7.75 56.3 42.3 98.8 D(v, 0.5) 6.57 띠n 
0.29 4.4 1.58 19.8 8.62 60.6 47 .1 99.1 D(v, 0.9) 19.39 띠n 

0.32 5.2 1.75 21.0 9.58 65.0 52.3 99.4 D(v, 0.1) 0.54 띠n 

0.36 6.0 1.95 22.2 10.7 69.4 58.2 99.6 D(4 , 3) 8.23 띠n 
D(3, 2) 1.99 μm 

0.40 7 ‘ 0 2.17 23.6 11.8 73.8 64.7 99.7 Span = 2.9 
0.44 8.0 2.41 25.1 13.2 77.9 71.9 99.9 Spec. surf. area 
0.49 9.1 2.68 26.7 14.6 81.8 80.0 100 2.7971 sq.m./cc. 

0.10 0.1 0.55 13.6 2.98 52.6 16.3 99.9 Result source sample 
0.11 0.2 0.61 15.4 3.32 57.7 18.1 100 Record No. o 
0.12 0.3 0.68 17.2 3.69 63.1 20.1 100 Focal length 45 mm 

0.14 0.4 0.75 19.1 4.10 68.7 22.4 100 
Presentation stnd 
V olume distribution 

0.15 0.7 0.83 20.8 4.56 74.3 24.9 100 Beam length 2.2 mm 
0.17 0.9 0.93 22.5 5.07 79.6 27.7 100 Obscuration = 0 .1 975 
0.19 1.3 1.03 24.2 5.64 84.5 30.8 100 Volume conc. 0.0064% 

Ultra 0.21 1.9 1.15 25.8 6.27 88.7 34.2 100 Residual = 0.862% 
-fine Model indp 

0 ‘ 23 2.6 1.28 27.3 6.97 92 .1 38.1 100 
탱rticles 

0.26 3.5 1.42 29.5 7.75 94.7 42.3 100 D(v , 0.5) = 2.82 tlIIl 
0.29 4.5 1.58 31.6 8.62 96.7 47 .1 100 D(v, 0.9) = 6.51 tlIIl 
0.32 5.6 1.75 34.0 9.58 98.0 52.3 100 D(v, 0.1) = 0.44 μm 
0.36 6.8 1.95 36.8 10.7 98.9 58.2 100 D(4 , 3) = 3.1 0 μm 

0 ‘ 40 8.3 2.17 40.0 11.8 99.4 64.7 1에 
D(3, 2) = 1.33 때 
Span = 2.9 

0.44 10.0 2.41 43.7 13.2 99.7 71.9 100 Spec ‘ surf. area 
0.49 11.8 2.68 47.9 14.6 99.9 80.0 100 5.0999 sq.m./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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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Homogeneity of the powders made on an experimental basis. 

Sample Particle size, dso(μm) Homogeneity, Uf 

13.76 34.15 

Kumsan 6.69 20.68 

2.92 8.43 

13.63 23.33 

]ungsun 6.57 15.96 

2.82 7.97 

Homogeneity 均-度， Uf = X oo / X lO 

라. 시제품 분체의 분산도 

일정량의 시료를 일정높이에서 glass에 자유낙하 시켰을 때， glass에 남아있는 시 

료의 양과 자유 낙하시킨 시료 량과의 비를 측정하여 분산도(Ds)를 계산한다. 분산 

도는 비산성， 발진성， brush성 등에 대한 인자이다 12) 

Table 36. Dispersion properties of the powders made on an experimental basis. 

Sample Particle Surface treatment 
Degree of dispersion, 

size, dso(μm) Ds(%) 
non- coatmg 44.7 

13.76 
coatmg 63.1 

non- coatmg 47.6 
Kumsan 6.69 

coatìng 60.6 

non-coatìng 35.9 
2.92 

coatmg 45.4 

non-coatmg 62.8 
13.63 

coatmg 57.0 

non-coatìng 49.6 
jungsun 6.57 

coatìng 50.7 

non -coatìng 24.4 
2.82 

39.3 coatmg 

Ðegree of dispersion 分散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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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은 각 시료의 분산도 측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이 분산도는 입도가 작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표면코팅에 의해 현저 

한 증가를 나타냈다. 이는 입도가 작을수록 응집이나 부착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분 

산도는 감소하게 되며， 표면처리를 함으로서 분체입자 표면이 전기적으로 안정화되 

어 응집이나 부착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분산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시제품 분체의 표면처리 

일반적으로 레진이나 폴리머 등의 충전제로 사용하는 분체의 경우， 매질 내에서 

충전분체의 흔화성 및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체표변의 물성이 매질에 잘 

혼화될 수 있는 물성을 가져야 한다. 석회석 분체는 친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레 

진이나 폴리머 매질에서는 우수한 혼화성 · 분산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분산 

성 향상을 위해서는 분체의 표변을 소수성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13, 14) 

Photo , 5는 각 입단별 금산 및 정선지역 석회석으로 제조한 시제품 분체들에 대 

하여 스테아린산으로 표면처리한 후， 분체표면의 소수성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시료 분체를 증류수에 첨가하여， 분체의 거동을 관찰한 것이다. 

사진에서와 같이， 표면처리하지 않은 분체시료는 친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완전 

침전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표면 처리한 시료들은 침전물이 전혀 없이， 부유상 

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찰 결과， 스테아린산으로 표면처리한 시료들은 분체 

표면이 완전히 소수성화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분체의 물성 평가 

가. Carr 지수 

R L Carr는 분체의 종합적인 물성특성을 냐타내는 것으로서 몇 가지의 물성값 

로부터 분체의 유동성과 분류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각각의 특성을 지수화하여 

Carr 지수를 발표하였다 15) , C때 지수는 분체특성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여， 각종 

분체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된 분체의 평가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유동성 지수 

와 분류성 지수는 각각의 측정항목의 측정치에 대하여 개별의 지수를 설정하여 그 

들 지수의 합계를 Carr 지수로서 나타낸다. 

- 121 -



Photo. 5. Photographs of non-coating/ coating on Kumsan(a) and Jungsun(b)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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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지 수 FW(Flowability lndex)를 구하기 위 한 측정 항목은 안식 각 f) r , 압축 

도 Cp, Spatular각 f) s, 균 일 도 Uf 이 다. 

분류성 지 수 FD(Floodability lndex)를 구하기 위 한 측정 항목은 유동성 지 수 FW, 

붕괴각 f) f, 차각 f) d, 분산도 Ds이다. 

이들 측정항목들의 측정치에 해당하는 Carr 지수값의 합계를 유동성지수 합계 및 

분류성 지수합계라고 하며 이 수치를 통하여 유동성 및 분류성의 정도를 상대적으 

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해준다. 

나. 시제품 분체의 유동성 및 분류성 검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금산시료 및 정선시료 그리고 표면 처리한 시 

료들에 대하여 유동성과 분류성을 검토하였다. 

Table 37은 측정된 안식각， 압축도， spatular각， 균일도 등의 물성치로 부터 얻어 

진 유동성 지수합계와 유동성지수， 붕괴각， 차각， 분산도 등의 물성치로부터 얻어진， 

분류성 지수합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분체입도가 커질수록 유동성은 약간 향상하지 

만， 분류성은 거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들 시료들을 표면처리를 한 경우에 

는， 표면처리하지 않은 시료에 비하여 유통성은 약간 향상되지만， 분류성은 크게 향 

상되었다. 

따라서， 본 측정에서 사용한 시료들은 균일도 이외의 물성에 있어서는 평균입도 

가 클수록， 또한 표면처리에 의하여 유동성을 향상시키지만， 유동성을 더욱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균일도， 즉 입도분포범위를 좁히기 위한 분쇄조건의 조절이나， 응집 

도를 낯추기 위한 작업환경의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체의 물성측정에 의해서 분체의 품질평가， 분쇄시스템이나 포장， 수 

송， 저장 시스템 둥의 설계자료， 공정선택 및 공정개선 자료 등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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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Flowability and floodability of the powders made on an 

experimental basis. 

Particle Surface Sum of 
~lo.wab~ty Sample slze, flowability 

d50(μm) treatment index, Fw index, Fw 

13.76 
non- coatmg 22 0 
coatmg 29 8 

Kumsan 6.69 
non -coatmg 28 6.25 
coatmg 33 10 

2.92 
non- coatmg 29 8 
coatmg 34 12 

13.63 
non- coatmg 25.5 3 
coating 34.5 12 

]ungsun 6.57 
non- coatmg 30 8 
coatmg 37 12 

2.82 
non- coatmg 35 12 
coatmg 37 12 

Sum of flowability index 유동성 지수 합계 ， Fω= c;+ 앙+ 따 +[/j 

Sum of floodability index 분류성 지수 합계 ， F;= F:+ Bj+ B~+ D; 

제 5 절 종합 고찰 

Sum of 
floodab핀r Dtx 
index, 

42.5 

78 
42.75 

67 

34.25 

66 
48 

72.5 
52 

7l.5 
43 

63 

본 연구에서는 국내부존 석회석 중 CaO의 품위 및 백색도가 낮아서， 화학공업용 

혹은 고백색도가 요구되는 탄산칼숨분체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중 · 저급 

의 중질탄산칼숨 제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준의 중 · 저 품위의 백색 석회석(태 

백지역 방해석， 정선지역 방해석， 금산지역 방해석， 안동지역 방해석)을 대상으로 하 

였다 

또한 현재 수입 · 사용되고 있는 정밀 화학공업용 원료의 수입대체 및 부가가치가 

높은 초미립 · 고백색도 탄산칼숨 미분체 제조 원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 

서 생산되는 석회석중 비교적 품위와 백색도가 높은 석회석(태백지역 방해석， 울진 

지역 방해석)을 대상으로 하여， 백색도 및 석회석의 품위를 향상시키는 정제기술 및 

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품위향상 기술과 공정의 수립을 위한 연구대상 시료는 우리 나라 석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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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성시기별， 분포 지역별로 광물학적 특성을 고려하고， 현재 가행되고 있는 광산 

을 대상으로 선정하므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곧바로 현장에 적용시키는데 에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국내 · 외에 알려진 석회석의 정제기술은 기존의 자원처리 기술 즉， 부유선별， 비 

중선별， 선택파 · 분쇄， 자력선별 및 정전선별 방법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제기술들은 원료광물의 특성에 따라 적용 효과가 상이하기 때문 

에 불순물의 종류 및 함유성상 등에 따른 적절한 기술의 적용이 펼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료광물의 광물학적 특성에 따라 정제기술 및 공정을 효 

과적으로 적용하므로서 원료광물의 특성에 가장 부합되는 정제공정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Table 38은 각 지역의 방해석에 대한 각 공정별 정제효과를 수록한 것으로서， 태 

백지역 방해석은 결정크기가 1O.Omm정도이고， 불순광물로 석영과 점토류가 혼입되 

어 있었으며， CaO품위는 55.22wt.%, 백색도는 95.0정도로 비교적 CaO품위 및 백색 

도가 양호하였는데， 건식 정제실험 결과 CaO품위 55.47wt.%, 백색도는 97.0인 정 

제산물 76.79wt.%가 회수되었으며， 습식 정제공정 적용시는 CaO품위 55.61wt.% , 백 

색도는 98.0인 정제산물 80.37wt.%가 회수되었다. 건식 정제방법보다 습식 정제공정 

적용시에 정제산물의 CaO품위가 다소 높았으며， 백색도는l.0정도가 더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태백지역 방해석은 건식 및 습식 어느 정제공정을 적용하여도 

백색도 97이상의 정제산물을 회수할 수 있어 정밀 화학공업 및 고급 탄산칼습 미분 

체 제조， 칼슐 화합물 제조용 등의 원료소재의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선지역 방해석은 방해석결정의 크기가 0.1-0.2mm의 치밀질이었으며， 불순광물 

의 종류가 적고， 함유량이 낮은 특성을 보였는데， CaO품위는 53.68wt.%, 백색도는 

84.0인 원광에 대하여 건식공정 적용시 CaO품위는 54.51wt.%, 백색도는 89.0의 정 

제산물을 75.64wt.% 회수할 수 있었으며 습식정제 공정을 적용할 경우 CaO품위 

54.84wt.%, 백색도는 90.0인 정제산물을 67.63wt.%가 회수되었다. 따라서 건식방법 

보다는 습식 정제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금산지역 방해석은 방해석결정의 크기가 1-2mm이며， 불순광물중에는 경도， 비중， 

자력특성등 광물학적 성질이 다른 광종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정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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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방해석과 불순광물의 선택적 파 · 분쇄， 자력선별， 부유선별， 비중선별 등의 

기술에 대한 정제공정을 적용한 결과 CaO품위는 53.00wt.%, 백색도는 84.0인 원 

광에 대하여 건식 공정 적용시 정제산물의 CaO품위는 53.98wt% , 백색도는 90.0까 

지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습식정제 공정을 적용시 정제산물의 CaO품위는 

54.61wt% , 백색도는 92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다. 

금산지역 방해석의 정제공정에서는 건식방법보다는 습식정제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 효과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산업화를 위해서는 요구하는 산물의 품 

위와 이에 따른 정제공정의 운용경제성 등 현장의 상황에 부합되는 공정을 선정하 

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울진지역의 CaO품위 54.13wt.%, 백색도 94.0인 방해석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개 

발된 정제공정을 적용하였을때 건식 처리공정에서는 CaO품위 55.03wt.%, 백색도 

96.0정도의 정제산물 65.42wt.% 회수가 가능하였으며， 습식 처리공정에서는 CaO품 

위 55.51wt.% , 백색도 97.0의 고급 석회석 산물을 77.65wt.%회수할 수 있었다. 

결정의 크기 5mm , CaO품위 51.77wt.%, 백색도 73.0인 안동-청송 지역 방해석 경 

우 건식정제 방법을 적용하였을때 CaO품위는 52.80wt% 백색도는 80.0의 정광을 

74.17wt.% 회수할 수 있었으며， 습식정제 공정을 적용하면， CaO품위 54.09wt%, 백 

색도 84.0인 정광을 70.76wt.% 회수할 수 있었다. 이 지역 방해석은 건식 정제방법 

보다는 습식 정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최종 정제산물 

은 CaO 품위는 우수하였으나， 백색도는 84정도로서 중급의 품위에 해당되므로， 백 

색도를 요구하지 않는 용도로의 사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제공정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요구되는 석회석의 품위와 백색도， 정제공 

정의 운용 경제성 등 현장의 상황에 부합되는 공정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부존 석회석의 생성 시기별， 지역 특성별， 원광의 광물학적 특 

성별로 정제공정의 적용성 실험을 통하여 적절한 공정을 제시하였는 바， 이러한 자 

료는 국내 어떠한 지역의 석회석을 대상시료로 선정하는 경우에도， 본 연구의 자료 

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정제 공정을 산업화하는 경우에 본 연구의 

자료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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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Results of each purification process on ca1cite samples. 

R(ewcot.v%er)y CaO content Tota1 
Sample Purification process (wt.%) lIn(wputr.%ul)es Whiteness 

Raw materials 100.00 55.22 1.06 95 
Tai-

baik 
Dry process 76.79 55.47 0.85 97 

Wet process 80.37 55.61 0.71 98 

Raw materia1s 100.00 53.68 2.16 84 
Jung-

Dry process 75.64 54.51 0.92 89 
sun 

Wet process 67.63 54.84 0.79 90 

Raw materia1s 100.00 53.00 4.08 84 
Kum-

Dry process 59.91 53.98 2.99 90 
san 

Wet process 77.38 54.61 1.55 92 

Raw materia1s 100.00 54.13 3.86 94 
Ul-

Dry process 65.42 55.03 2.17 96 
Jm 

Wet process 77.65 55.51 1.35 97 

Raw materials 100 51.77 5.94 73 
An-

dong 
Dry process 74.17 52.80 3.82 80 

Wet process 70.76 54.09 1.79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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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제 1 절 개 요 

탄산칼슐 미분체의 표면처리 트서 I c> 

탄산칼숨 미분체는 플라스틱， 고무， PVC, 페인트， 잉크， 제지공업등 화학공업 전 

반에 걸쳐 충전용분체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천연산 광물인 백색의 방해석을 

물리적으로 분쇄하여 제조되는 중질탄산칼숨과 미정질 석회석을 소성하고 화학적인 

재결정화 반응으로 제조되는 경질탄산칼슐으로 대별된다. 

충전용 분체는 각종 물질에 배합할 때 부피증량에 따른 경비저감， 물질의 물성 및 

성질의 개량， 각종 기능부여 및 가공성 개선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충전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분체의 미립화가 현저하게 

요구되고 있고， 또한 분쇄 및 분급기술， 재결정화기술등의 발달로 평균 업도가 수미 

크론 또는 1미크론 이하의 초미립분체가 제조되고 있으나， 분체의 입자가 미립일수 

록 입자표면에너지가 증가하고， 입자의 응집현상으로 분체의 분산을 저해하게 되어 

사용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 1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분체에 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입자 표면을 개질 · 처 

리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미분체의 표면처리는 분체의 분산성 향상， 소 

수성 증대， 기능성 부여， 분체표면의 활성 억제， 제품의 표면성질 향상 및 플라스틱 

충전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물리적 성질 개선(변형률 억제， 신장율 조절， 

강도조절， 과열방지등)등의 개선을 위하여 중요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탄산칼슐 미분체의 제조에 있어서 분쇄 · 분급 기술 재결정화 기술 등은 시 

장성 및 기술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분체의 물성향상을 위한 입자표면 

개질기술의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플라스틱 공업 등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품목인 표면처리한 탄산칼숨 미분체는 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탄산칼슐 미분체는 플라스되 (PVC， FRP, PP . PE)공업에 사용되는 충전제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급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에 표면처리한 분체를 사용 

하면 분산성， 열변형 온도， 절연저항등이 향상되고， 제품의 강성， 수축 · 균열 및 뒤 

틀림 이 방지 된다고 알려 져 있다 16) 

탄산칼숨 미분체의 표면처리를 위한 표면개질제로는 지방산， 계면활성제， 수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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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여러 가지의 커플링제등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산칼숨 미분체에 대하여 표면개질 방법에 따른 특성， 표면처리 

제품에 대한 표면 자유에너지 변화 표면 피복율에 따른 분산력 특성을 조사하였으 

며，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과 공정을 수립하고 표면처리 장치를 고안 · 제작하 

여 탄산칼숨 미분체의 표면처리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탄산칼숨 미분체의 흡착 특성 

본 연구에서는 탄산칼슐 미분체를 충전제로 사용할 경우 매질과의 혼합시 분산성 

향상 및 제품 제조시 작업성 향상을 위하여 입자표면을 유기산으로 개질할 때에 유 

기산의 첨가량을 정량적으로 확립하고 CaC03와 유기산 사이의 반응기구 및 표면 

특성의 변화에 따른 분산력 변화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때 탄산칼숨의 표면성질을 조사하는데 있어서는 역 가스크로마토그래피 

(Inverse Gas Chromatography, IGC)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무한 희 박용액 

즉， 흡착표면 피복률(surface coverage)이 영 (zero) 에 가까울 때， 탄산칼슐에 대한 

흡착열과 같은 흡착매 -흡착질 반응변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IGC를 효과적으로 사용 

한 문헌들이 보고되고 있다 17, 18) 

스테아린산이 방해석에 흡착할 때는 방해석 표면에 스테아린산이 어떤 구조로 흡 

착되는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방해석의 표면특성에 대한 스테아린산 

의 영향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는 방해석과 스테아린산의 반응구조를 자외 가시분광 광도계(UV - Visible 

spectrophotometer, UVS)와 접 촉각 측정 기 (Contact Angle Meter, CAM)에 의 해서 

조사하고， IGC를 사용하여 표면특성의 변화를 표면에너지， 특히 분산력 (dispersive 

component)을 기준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1. 실험방법 

가. 스테아린산의 흡착량 측정 

일정 량의 스테아린산(stearic acid)을 일정 량의 2-프로판올(2-propanol)에 용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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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서 저장용액을 만든 다음 이 용액을 계속 희석시켜서 여러 농도의 용액을 만들어 

사용했다. 흡착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료 40g과 일정농도의 스테아린산-2 프로판 

올 용액 100m.e를 삼각플라스크에서 6-24시간 교반하고 원심분리기로 고체와 용액 

을 분리했다. 흡착 실험 후 스테아린산 용액의 농도는 Hewlett Packard사의 8452A 

UV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때의 측정 파장은 208nm에서 측 

정하였으며 흡착 실험 전의 농도와 실험 후의 농도 차이를 측정하여 식 (5- 1), 

(5-2)로부터 흡착량과 표면피복율을 계산하였다. 

q=(Ci-Ce)V 응 ------------------------------ (5-1) 

6= (C1- Ce) · v. 4二X ---------------------------- (5 2) G.S 

여기서 ， q 흡착량(g/g) ， 

Ci 용액의 처음 농도(M) ， 

V: 용액의 부피(Q ), 

η : 아보가드로 수， 

8: 표면 피복율， 

Ce 용액의 평형농도(M) ， 

a 스테아린산의 단면적(o.21nm2) ， 

S: 방해석의 비표면적(1.70m2/g) ， 

G: 용액중의 방해석 무게 (g) 

나. 접촉각 측정 

평평한 고체 표면위에서 액체에 의한 접촉각의 측정값을 이용하면 표면에너지는 

쉽게 계산된다. 표면에너지가 높은 고체 표변에 대해서는 두 개의 액체기볍 19)을 사 

용해서 접촉각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표면결함이나 

변형이 있는 시료를 사용하여야할 때나 웅집 압축된 시료를 사용해야할 때는 표면 

히스테리 (hysteresis) 때문에 이 기법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접촉각 

을 이용한 표면에너지 절대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스테아린산이 흡착될 

때 방해석 분체의 표면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정성적으로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일 액체기법을 사용했다 20) 접촉각 측정용 판(disc) 

은 보통 사용되는 IR 몰드에서 제작하였으며 이때 시료의 양은 100mg, 압축압력은 

-130 -



lQ9pa였으며 압축하는 동안에는 진공펌프로 계속 공기를 뽑아내었다. 

접 촉각 측정 은 측각 망원 경 (goniometer telescope)과， Photo. 6과 같은 ERMA 

Contact Angle Meter(ERMA Optical Works Co.)로 직접 측정하였다. 액체를 판 위 

에 떨어뜨려서 접촉각을 측정할 때까지의 시간은 10초로 일정하게 제한하였으며， 

그때의 평형 접촉각 형태는 Fig. 18과 같다. 

다. 역가스 크로마토그래피(Inverse Gas Chromatography, IGC)에 의한 측정 

(1) 분산력 

고체， 액체 또는 기체를 함유한 어떤 계 (system)에서 기체나 액체가 고체에 부착 

(a냄lesion) 이 일어날 때 그 계의 에너지가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에너지변화를 

부착일 (work of adhesion)이라 한다. Fowkes에 의하면 무극성 액체와 흡착매 사이 

의 부착일 WA는 다음의 식 (5-3)과 같다 21) 

WA =2(YL. 꽤1/2 --------- ---- --------- (5-3) 

여기서. YL: 비극성 액체의 표면장력 

yg : 고체 표면 자유에너지의 London분력 즉， 분산력 

Dorris와 Gray는 무한 희박용액에서 CH2 71 몰당 흡착 표준자유에너지， L1G~H2는 

κ4 를 대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껑 

따라서， 식 (5-3)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L1G~H2/ N. aCH2 = 2(YCH2 • Y윗 띠 --------------------- (5- 4) 

(5-4)식에서， 

YCH2 CH2로만 이루어진，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의 

표면장력， 

N : Avogadro수 aCH2 흡착된 CH2 71 의 단면적(O.06nm2)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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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6. The schematic of contact angle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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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or 

Fig. 18. Equilibrium contact angle formed by water , vapour(gas) 

and solid ph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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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G~H2는 다음의 식 (5-5)과 같이 표현된다. 

L1G~H2 = - RT ln (VN+ 1 /VN)------------------------ (5- 5) 

여기서 R 기체상수， T: 절대옹도 

VN 보유부피， n 알칸계열에서 탄소의 수 

IGC에서 보유부피， VN은 다음의 식 (5-6)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FT VN= (tR- to) j [~ ,; C] -------------------------- (5-6) 
α κ UI J L Tf 

여기서 ， tR : 주입한 탐색질의 최대피크(peak)에서 보유시간 

“ : 비 반응물질의 최대피크에서 보유시간 
J 기체 압축 보정계수， F: 운반가스(carrier gas)의 유속 

T c : 칼럼(column)의 온도(K) ， Tf : 유량계의 온도( K) 

따라서 IGC로부터 n-alkane류 각각의 VN값을 구하여 분산력， yg를 구할 수 있는 

데，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직선형 폴리에틸렌의 dy/d7는 - 0.058 mNm-1K-bl 고， 20 0C 에서 표면에너지는 35.7 

m!m- 2이기 때문에， 어떤 온도에서의 YCH2는 구할 수 있다 경 

CH2의 표면장력 y 는 다음 식 @과 같다. 

y= 35.7 - 0.057( t- 20)---------------------- CD 

식 CD로부터 t=l00 oC 에서 표면장력 ， r = 31.14mJ/m2이다. 

분산력， 녕는 다음 식 @와 같다. 

1 r - L1G~H2 
s= ---[----]2 -------------------- @ 

4rCH2 L N. aCH2 

여기서 ， L1G~H2는 다음 @식과 같고 

L1G~H2 = - RT 1n (VN+l /V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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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ln V/v+ 1_ RT ln V/v= Q ------------------- @ 

라 하고， 

@식을 다시 정리하면， 

Q2(J/mole) 2 
yg(lYm2) = 1 

(6.02 X 1Q 23 7Vmole) 2 • (0.06 X 1Q -18m2/개 )2 

=~2 R U/m2) ------------------------(5) 
1.63 x 10 。

따라서 IGC로부터 n-alkane류 각각의 VN값을 구하여 @식 에 대 입 하여 Q를 구한 

후，(5)식에 대입하면 분산력， yg를 얻을수 있다. 

(2) 흡착 표면자유에너지 

최근에 발표된 Donnet등의 모델 24)에서 흡착 자유에너지 L1GA는 다음 식들과 같 

다고 하였다. 

[ - L1GA ] = [ - L1G~] + [ - L1G~1J --------------------- (5-7) 

= [RTln VN + C] ----------------------- (5-8) 

= [K . (h IlS) 1/2 • aO.S' (h IlL ) 1/2 • aO.L] +[ - L1G망 (5-9) 

여기서， D: 분산력， SP : 특별반응， C: 상수， 

K: 상수， h: 플랭크(Planck' s) 상수， 

11 전자의 진동수， ao 분자변형 분극성 

S: 고체， L: 액체 

비극성 탐색질 (probe)인 η4호칸류가 고체 표면에 흡착할 때는 분산력만이 작용 

한다. 즉 (4-9)식에서 [ -L1G엽=여다. K. (h 11 s) 1/2 • a。 ξ 주어진 고체 표면의 특 

성으로서 그 표면의 분산력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RTln VN+ 않능 [(h IlL )1/2. aO.L] 

의 함수가 되며 K. (h IlS ) 1/2 • aO. iE 그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 [- L1G양훌 구하고자 

할 때는 극성 탐색질의 RTln V쇄k과 RTlnV쇄k에서 가로축에 수선을 내려 η4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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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이루는 직선과의 교점 값과의 차이를 구하면 된다. 

(3) IGC의 실 험 방법 

IGC의 칼럼을 충전할 때 본 시료의 입자크기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모든 시료는 

기체의 통과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IR 디스크 몰드로 압축하여 디스크를 만들어 다 

시 분쇄하여 시료로 하였다. 이때 압축력은 108Pa이며， 다시 분쇄하여 체질한 입자 

의 크기는 250-425μm였으며， 공 칼럼에 충전하는 방해석의 충전양은 19으로 고정 

하였다. 

칼럼은 스테인레스 스틸로서 직경이 3.l7mm, 길이 50cm , 운반기체 (N2)의 유속 

은 20m.e/min, 탐색질 주입부 온도와 검출부 온도는 220 0C, 칼럼의 온도는 100 0C 였 

다. 칼럼 입구에서의 압력은 격막 압력계로 측정하였고， 출구의 압력은 대기압으로 

하였다. 운반기체의 유속은 기체 압축 계수에 의해 보정하였다. 탐색질은 액체상태 

로 주입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 피크가 비대칭적이었기 때문에 기체상태로 주입하였 

다. 액체 탐색질 1μM를 질소가스를 주입하여 세척한 1 Q 파이렉스 유리 플라스크에 

넣어 기화시킨 후， 0.02 - 0.5뼈를 해밀톤주사기로 뽑아내어 칼럼에 주입하였다. 이 

양은 액체로 환산해서 2 X 1O-5 - 5 X 10- 4따이다. 무 보유부피 (dead volume)를 결정하 

는데는 메탄을 사용하였다. 칼럼을 교체할 때마다 220 0C 로 약 15시간 이상 질소를 

흘려 보내면서 조건을 조절하였으며 ， 매 측정마다 220 0C 에서 40-60분 동안 질소를 

흘려보내면서 조건을 주었다. 모든 시약들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CRC 25)에서 참고 

한 값을 사용하였다. 

라. 측정 기기 

2차 분쇄는 Alpin사의 Fluidized Bed opposed Jet Mill 100AFG, 입도 분포 분석 

은 Malvem사 Master Sizer, 비 표면 적 과 기 공직 경 은 Micromeritics사의 ASAP2000, 

열시차분석은 DuPont 2100, 화학조성분석은 Shimatzu MXF- 200l XRF, 용액농도 

측정 은 Hewlett Packard 8452A, 접 촉각 측정 은 ERMA Optical W orks사의 ERMA 

Contact Angle Meter, GC는 YoungLin7 ] 기 의 D600을 사용하였다. 

-136 -



2. 실험결과 및 고찰 

가. 시료의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탄산칼슐 분체 시료의 화학적 조성과 물리적 특성은 Table 39 

에 나타내었다. CaO의 함량이 54.61wt.%로 CaC03로는 98wt.% 이상의 품위를 보이 

며 ， 기타의 불순성분들은 미량만이 함유되어 있었다. 입도 분포는 최대 8.62μm， 평균 

2.14μm였으며， 비표면적은 1.70m2/ g , 평균 공극 크기는 193.7 Å이었다. 

Table 39. Chernical composition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heavy 

calcium carbonate powder. 

Chemical CaO MgO Si02 Alz03 Fez03 K20 Na20 Ti02 MnO P20 5 Ig.loss 

com(wptO.Sluml 
%) 

54.61 0.40 0.38 0.12 0.05 0.07 0.38 0.02 0.01 0.01 43.32 

Max. Min. Average Specific Average 

Physical diameter diameter diameter surface area pore Slze 

characteristics 
8.62fL1Tl 0.10μm 2.14띠n 1.70mι/g 193.7 Å 

Fig. 19는 시료에 대한 입도 분포도이며， Fig. 20은 X- ray 분석 결과로서 화학분 

석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해석 (CaC03) 결정만이 뚜렸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품위의 시료임을 알 수 있다. 

나. 스테아린산의 흡착량 

Fig. 21은 2 프로판올 용액으로부터 스테아린산이 방해석에 흡착한 등온선을 보 

이고 있다. 흡착등온선들은 각각 교반시간이 6. 12 그리고 24시간인 것과 8시간 교 

반 후 16시간 방치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곡선들의 전체적인 모양은 유사하다. 

최대흡착량은 24시간 교반하였을 때 나타나고 있으며， 시료의 비표면적이 1.7m2/ g 

이고， 이에 따른 방해석 표면의 흡착 단분자층이 3.78mg/g인 점을 고려하면 스테아 

린산의 흡착량이 무게비로 0.34%에 해당되고 표면 피복률은 90%에 도달하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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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Particle size analysis of calcium carbonat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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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calcium carbonat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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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교반하였을 때는 표면피복율이 71% , 12시간 교반하였을 때는 77%로 시간에 

따른 피복율 변화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본 실험의 흡착등온선은 Schay 잃)가 비전해질 용액의 흡착에 대해서 흡착등온선 

을 분류한 것들 중 III형과 V형의 혼합형과 유사하다. 본 실험에서 이와 같은 형태 

의 등온선이 냐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알콜은 Fig. 22의 (a)와 같은 수소결합을 형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결정은 

물론이고 액체 중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의 것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나 기체의 경우 

는 단일분자로 되어 있다 낀 지방산 역시 수소결합을 형성하는데 이 수소결합은 

Fig. 22의 (b)와 같이 2개의 분자에 의해서만 형성되고， 지방산의 액체나 용액은 이 

2중 분자로 존재하는데 용액의 농도가 아주 낮을 때는 단일분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온도를 높이면 수소결합은 깨어지게 된다 낀 흡착이 스테아린산과 2 

프로판올의 수소결합에너지 차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쌍극자 모벤트가 큰 스테아린 

산이 흡착되고， 또한 ·스테아린산의 농도가 커지면 2중분자가 생성되어 양끝은 무극 

기인 탄화수소 사슬로 되어 있어 흡착하기 어렵고 대신 2 프로판올이 흡착되게 된 

다. 따라서 흡착등온선은 Fig. 21과 같아지며， 이런 흡착구조는 방해석의 표면성질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스테아린산 첨가량에 따른 표면 피복율 

흡착실험 결과로부터 표면 피복율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흡착실험을 위한 

표면개질된 표준시료는 흡착된 스태아린산의 무게비를 기준으로 준비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표준시료에 흡착된 스테아린산의 무게비는 0.10, 0.13, 0.18, 

0.20, 0.26, 0.30 그리고 0.34%였다. 스테아린산의 단면적을 0.21nm2으로 가정할 때 

최대 피복율을 나타내는 최대 흡착은 0.9로 이때 단분자 흡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사용된 스테아린산의 무게비에 따른 표면 피복율을 계산하면 각각 27, 35, 

46, 53, 70, 80 그리고 90%에 해당 되였다. 

라. 접촉각 측정 

Fig. 23은 스테아린산이 방해석 표면에 흡착할 때 표면피복율에 따른 접촉각을 

측정한 결과이다. 스테아린산으로 처리하지 않은 방해석은 실험에 사용한 두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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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Hydrogen bond of alcohol and carboxy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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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완전히 젖는다. 따라서 방해석 표면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방해석 표면의 피복율 증가에 따라 접촉각의 크기가 곡선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 

면 표면이 에너지면에서 불균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산이 완전 단일 분자 

층으로 흡착해서 방향이 모두 CH3로 끝날 때의 최대 접촉각은 물의 경우 약 10 

3 。 , 포름아마이드(formamide)의 경우 약 95。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8) 본 실험에 

서는 표면피복율이 80%일 때 이미 이 값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스테아린산은 방 

해석 표면의 에너지가 큰 부분에 우선적으로 흡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완 

전 단분자층이 아닌 80%정도의 단분자층도 표면에너지 변에서는 완전 단분자층과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사실은 탄산칼슐 분체 표면에 흡착한 스 

테아린산의 알킬사슬 등이 표면에 수직 즉， 정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 분산력 및 흡착 표면자유에너지 

스테아린산으로 탄산칼숨 분체 표면을 피복하였을 때 탐색질의 무한 희박용액에 

서 IGC를 사용하여 그 표면성 질의 변화를 조사할 수 있다. Dorris와 Gray 정)가 제 

안한 이론에 따르면 IGC의 보유시간(retention time) 혹은 보유부피 (retention 

volume)는 표면에너지의 분산력과 관계가 있다. 즉 RTln VN은 IGC에 주입한 η팍초 

칸류의 탄소수와 직선관계이다. Fig. 24는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 

R Tln VN은 고체 표면의 %팍후칸류가 흡착할 때 계의 자유에너지， L1~ 변화와 연 

관이 된다. 흡착의 L1G2t 탈착의 L1G7t 같다면 그 값은 고체 표면 자유에너지를 나 

타낸다. CH2기당 L1~ 증가분은 Fig. 24에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따라 

서 분산력， 쇄는 식 (5-4)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Table 40은 표면피복율 변화에 따른 각각의 n-알칸류의 RT1n V펴t과 분산력， 

녕를 나타낸 것이며， 이 결과는 Fig. 25와 같다. Fig. 25에서와 같이 표면처리하지 

않은 탄산칼슐 분체의 경우 분산력이 93. 31mJ/m2으로 매우 높았으나， 표면처리한 

방해석에 있어서 표면 피복율이 27%만 되어도 분산력은 50.53mJ/m2로 상당히 감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면 피복율에 따른 분산력 변화 관계도 전체적으로 

곡선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면피복율이 80% 정도에서는 분산력이 31 .89mJ/m2로 

표면이 알킬 사슬로만 이루어졌을 때의 분산력 값과 거의 같아졌으며， 탄산칼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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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표면 피복율이 90%일 때의 분산력은 28.89mJ/m2였다. 

Table 40. RTln V N and r~ of surface coverage degree of calcium carbonate 

with stearic acid. 

RTln V,JKJ/moU of degree of surfaιe coverage 
Probes 

0% 27% 35% 46% 53% 70% 80% 90% 

n- Hexane 2.08 - l.6 - 2.45 - 3.09 3.89 4.74 -5.1 - 5.21 

n- Heptane 5.89 l.28 0.27 - 0.56 - l.48 - 2.41 - 2.83 - 3.24 

n- Octane 9.79 4.08 3.11 2.07 0.98 - 0.09 - 0.57 - l.09 

n- Nonane 13.69 7.02 5.8 4.62 3.46 2.24 l.73 l.1 

r~(mJ/m2) 9l.31 50.53 46.9 4l.15 37.43 33.16 3l.89 28.89 

이러한 사실은 방해석 표면이 에너지면에서 불균질이고， 스테아린산이 흡착할 때 

우선 흡착이 이루어지며 방해석 표면에 정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스테아린산이 흡착될 때， 방해석의 표면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성적으로 살 

펴본 접촉각 측정 결과와도 잘 일치하고 있다. 

표면 자유에너지는 분산력에 의한 에너지와 특별에너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특별에너지는 쌍극자 모벤트 수소결합 π결합 약한 공유결합 등을 포함하 

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함유한 특별 자유에너지를 - L1C장라고 하면 이 값 

도 IGC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Fig. 26과 Fig. 27은 식 (5 8)과 (5-9)를 이용하여 계산하여 도시한 결과인데， 스테 

아린산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과 처리한 것(0.9 단분자층)에 대한 %욕1칸류의 흡착 

자유에너지의 변화는 ChVL)1/2 . ao 관 직선 관계이다. Fig. 26과 Fig. 27에서 무극성 

탐색질인 n-알칼류의 RT InVN 값은 직선적으로 변화하고 극성 탐색질의 RT lnVN 

값은 η낼및칸류 직선 위에 있다. 따라서 극성 탐색질의 RT InVN 값에서 무극성 

탐색질의 RT lnVN 값의 차이로 특별흡착 자유에너지 (- L1C~이가 얻어지며， 표면처 

리하지 않은 경우와 처리한 경우의 - L1CSj' 값들은 Table 4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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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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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Specific surface energe, - L1C똥 of polar probes on calcium 

carbonate. 

- dGgfr kJ/mole 
polar probe Treated with stearic acid Untreated (0.9 monolayer) 

Chloroform 5.089 4.715 

Benzene 6.223 4.622 

Toluene - -- -(high) 7.247 

p-Xylene 3.672 2.196 

스태아린산으로 표면처리한 탄산칼숨 분체의 경우가 표면 처리하지 않은 탄산칼 

슐 분체 보다 특별 흡착 표면자유에너지 값이 감소하고 있다. Fig. 26에서 툴루엔 

(toluene)의 경우에는 피크가 관측되지 않았다. 피크가 없다는 것은 탐색질의 탈착 

이 일어나지 않거나 주어진 실험기간(1일) 내에서는 관측되지 않을 만큼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탐색질들의 [ (h)) L) 1/2 • a o. L] 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물리적 상 

수와 탐색질들의 물리적 상수를 알아야 한다. Table 42와 Table 43은 필요한 상수 

값들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42. Physical constants. 

Avogadro's number N=6.0221 X 1023 mor 1 

Permittivity of vacuum ê o =8.854188 x lO- 12 r 1C2m- 1 

Electron charge e= 1.60218 x 10 -19 C 

Mass of electron me =9.1094 X lO- 31 kg 

Planck' s constant h= 6.6261 x 10 -34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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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Physical constants of probes 30). 

Probe 
Molecular weight Density Refractive index 

m(g/moD p (glcm3) n 

n- Hexane 86.18 0.6603 l.3751 

n- Heptane 100.21 0.6837 l.3878 

n- Octane 114.23 0.7025 l.3974 

n- Nonane 128.26 0.7176 l.4054 

Chloroform 106.35 l.489 l.4486 

Benzene 78.12 0.8765 l.5011 

Toluene 92.15 0.8669 l.4961 

p- Xylene 106.17 0.8611 l.4958 

n-Hexane의 경 우를 예 를 들면 분자 변 형 분극성 (deformation polarizability), a。

는 다음 @식과 같다. 

η2-l m qp 
an=(-?-)( -)(τ은) 

, nG 十 깅 lV 
@ 

=(~ 37513-~ )(핵펴)( -..3 x 8.854 x lO김 l2 ) 
1. 3751 ~ + 2 1\ 0.6603 1\ 6.0221 x 10깅 / 

(단위 환산) 

p= g/cm3 = 103kg/m3, m = g/mol = 10 -3kg/mol 

m_ 요l댄Ql _ 10 -3 kg/m이 - 3 = R 3 = 1O m3/mol 
P g/cm J lO J kg/m J 

~~~ \_3 x 8.854 x 10 -12 r 1강m .. " " .... , A-35 _1lC2m- 1 
(--으)= 껑 J ,_1 =4 .411 x lO N I 6.0221 x 10 ZJ mor 1 "7."7.L.L " .L V mo! 

「lC2m- 1

(감)(좋 )=10-6 m3/ml× 4 411 × 1o- l-
η2α 

= 4.411 x 10 -41 C m2 V- 1 ( ※ ]=CV) 

위 값들을 @식에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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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1 ~-1 죄6.18 
; ~ ~ )( "ð~;l'~ð<) ) X 4.411 x 10 -41 Cm2 v-

1.3751 2 + 2 /\ 0.6603 

= 13.24x lO- 40 Cm2V- 1 

hll는 다음 @식 과 같으므로 

hv= 값(뚫)1/2. h ---------------------- æ 

ι C ‘ 1/2 _ { C‘ 1/ ( _.e~ )1/2 = (,", ?~~~1 • )1/2 = (,", 2OYY:-l-yr. 2 _2 )1/2 (※ J=kgm 2/S2) 
CmιV- 1 • kg' , CmιV-1JSιm ι 

=(량)1/2 = S-1 ( ※ ]=Cη 

각각의 값들을 @식 에 대입하여 hll를 구하면 

hv = ,L [---(1. 602 X 10- 19 ) 2 ]l/2 · (6.6261 × 1o -%) l· S · s-l 
2π 13.24 x 10 -40 X 9 .019 x 10 -31 

=0.4837x lO- 18 ](CV) 

=4.83xI0- 19 CV 

= 3.03 eV ( ※ eV= 1. 60218 x 10- 19 ]) 

n-Hexane의 a。와 hv값이 계산되어지면， (hv) 1/2 • a。값은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이 

렇게 해서 각 탐색질의 특성 값들을 정리한 것은 Table 44와 같다. 

탄산칼숨 분체에 스테아린산이 2-프로판올 용액으로부터 흡착할 때， 흡착량과 흡 

착에 따른 탄산칼숨 분체의 표면특성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프로판올 용액으로부터 스테아린산이 탄산칼숨 분체 표면에 흡착할 때， 스테아 

린산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만 스테아린산의 흡착이 가능하였고 흡착속도는 상당히 

낮았으며， 시료의 스테아린산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액체의 접촉각이 곡선적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탄산칼숨 분체 표면이 에너지면에서 불균질하며 스테아린산 분자 

가 탄산칼숨 분체 표면에 수직으로 흡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스테아린산의 알킬 사슬은 탄산칼숨 분체의 표면을 차폐해서 그 분산력을 

크게 감소시켰는데， 이것은 표면개질된 탄산칼슐 분체가 폴리 올레핀(polyolefi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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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섞이는 것으로 즉， 분산성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44. Characteristics of probes. 

Probes 
ao ' 1040 hll' 10 19 (hω 1/2 • ao • 1049 

[Cm2y -l] [ CY ] [ C3/2 • m2 . yη] 

n- Haxane 13.24 4.83 8.1 

n- Heptane 15.24 4.57 9.2 

n- Octane 17.59 4.20 10.3 

n- Nonane 19.75 4.01 11.4 

Chloroform 10.57 5.45 7.8 

Benzene 11.95 5.18 8.6 

Toluene 13.68 4.82 9.5 

p-Xylene 15.69 4.48 10.5 

제 3 절 표면처리한 탄산칼숨 미분체의 표면특성 

탄산칼숨은 일반적으로 폴리올레핀(polyolefins)이나 폴리아마이드(polyamides)와 

같은 중합체 (polymers)에 대한 충전제로서 사용된다. 충전제가 첨가되므로서 충전된 

중합체의 기능적 특성들은 향상되지만 어떤 때는 가끔 충격강도가 감소한다. 이러 

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폴리올레핀속에서 탄산칼숨의 분산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 탄산칼슐의 표면을 스테아린산(stearic acid)으로 개질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테아린산으로 천연산 방해석 표면을 개질했을 때 방해석 표면특 

성의 변화를 역 가스 크로마토그래피(Inverse Gas Chromatography, IGC)를 사용해 

서 조사하는자 하는 것으로， 알칸류의 탄소수의 변화 즉 사슬길이에 따라서 열역학 

적 함수인 표준 흡착 엔탈피( Æ-I~ ), 표준 흡착 자유에너지( Æ~) 및 표준 흡착 엔 

트로피( L1S~ )가 방해석 표면개질 전후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 가를 조사하였다. 또 

한 온도에 대 한 분산 표면 자유에 너 지 (dispersive component of the surface free 

energy, 쇄)관계도 고찰하였다. 

-153 -



1. 역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Inverse Gas Chromatography) 이론 

IGC (Inverse Gas Chromatography)에 서 순보유부피 (net retention volume), V N은 

다음 식 (5- 10)에 서 구할 수 있다. 

F.T • 

V N = (t R - to) j [ ~ 'T' ~ C] -----------------------(5- 10) 
N κ U' J L T f 

식 (5- 10)에서， 

t R 주 입 한 탐색 질 (probe)의 최 대 피 크에 서 보유시 간(retention time) 

to 비 반응물질의 최대피크에서 보유시간 

기체 압축보정계수 

F: 운반가스<Carrier gas)의 유속 

T c 칼럼의 온도(K) 

T f : 유량계의 온도(K) 

식 (5- 10)에서 압축보정계수는 다음 식 (5-11)와 같다. 

(p;/PO)2 -1 , 
j = 1.5( ~""'，"'U~ ~ :] ----- ---------------------- (5- 11) 

(p;/Po)J -1 . 

식 (5- 11)에서 Pi 칼럼 입구에서 운반가스의 압력 

Po 칼럼 출구에서 운반가스의 압력 

흡착 이 무 한 희 박상 태 Gnfinite dilution, zero surface coverage, Henry' s law 

region)에서 일어날 때， 105Pa의 압력에서 증기 1mole을 기체상태로부터 표면의 표 

준상태까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자유에너지 LK;~.는 다음 식 (5- 12)과 같다. 

。 B x V l\AGg=-RT ln--------- ----- ----- - - (5 12) 
l\ S x g 

식 (5-12)에서， R 기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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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절대온도(K) 

B de Boer의 정의 6)로부터 계산된 값， 2.99 x 108m~ 1 

S: 흡착매의 비표면적 (m2/g) 

g : 칼럼을 채운 흡착매의 질량(g) 

VN : 순보유부피 (m3) 

무한 희박상태에서 흡착이 일어날때 엔탈피L1H뚫 다음 식 (5-13)와 같다. 

() ~ d(lnV N ) 
L1H잉 =-R---꾀~------------- --------------- - - (5- 13) 

A - n d( l!T) 

식 (5-19)에서 쩌g를 구하고자 할 때는 1/T에 대한 -RlnV，셈 그래프를 그려 직 

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또한 엔트로피， ι1S~는 다음 식 (5-14)와 같다. 

삶 L1HgJ 4G~ ------------------------------(5- 14) 

한편， 무한 희박상태에서 L1G~는 알칸계열의 탄소 원자수에 직선적으로 변화한다 

는 것 은 잘 알려 진 사실 이 다5，7 ，8) 따라서 CH2기 당 자유에 너 지 , AGgHg는 식 (5- 12)으 

로부터 계산할 수 있으며 식 (5-15)과 같다. 

"'{ Tn + 1 

L1G~H 2 =-RT ln 속뜸---------------------------← (5- 15) 
V N 

식 (5- 15)에서 V~과 v;+ l은 각각 탄소원자수가 n과 n+1인 알칸류의 순보유부피 

이다. CH271 와 흡착매 사이에 분산력에 의한 반응이 일어날 때 ￡gH는 분산 표면 

자유에너지， 생 를 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Dorris와 Gray는 그 관계를 식 (5- 16) 

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1 ￡gH2 2 
~= ~[ 1-.-;-:::ι ---------------------------- (5- 16) 4YCH, L N. aCH, 

식 (5- 1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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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아보가드로 수 

rCH, CH2기만으로 이루어진 표변의 표면장력，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 

aCH, CH2기 의 단면 적 (O.06nm2) 

직선형 폴리에틸렌의 dr/dT는 -0.058 mNm -IK- 1이고， 20.C 에서 표면 자유에너지 

는 35.6 m]m-2 이기 때문에 해당 온도에서의 rCH，를 구할 수 있다. 

2. 실험방법 

IGC의 칼럼을 충전할 때 본 시료의 입자크기는 IGC실험용으로는 너무나 작다. 

따라서 IGC 실험용 시료는 기체의 통과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IR디스크 몰드로 압 

축해 디스크를 만들어 다시 분쇄하였다. 압축력은 1Q8Pa이며， 다시 분쇄하여 체질한 

입자의 크기는 250-425때이다. 공 칼럼에 충전한 방해석의 충전량은 19으로 하였 

다 

칼럼은 스테인레스 스틸로서 직경이 3.17mm, 길이 50cm, 운반기체 (N2)의 유속은 

20mνmln ， 탐색질 주입부 온도와 검색부 온도는 220.C , 칼럼의 온도는 120.C -18 

O.C 였다. 칼럼 입구에서의 압력은 격막 압력계로 측정하였고， 출구의 압력은 대기압 

으로 하였다. 운반기체의 유속은 기체 압축보정계수에 의해 보정하였다. 탐색질은 

액체상태로 주입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 피크가 비대칭적이었기 때문에， 기체상태로 

주입하였다. 1따의 액체 탐색질을 질소로 불어 세척한 1 Q 파이렉스 유리 플라스크 

에 넣어 기화시킨 후， 이중 0.02-0.5뼈를 해밀톤 주사기로 뽑아내어 칼럼에 주입하 

였다. 이 양은 액체로 환산해서 2X lQ-5_ 5 X lQ←4μ이다. 대기시간부피 (dead volume) 

를 결정하는데는 메탄을 사용하였다. 칼럼은 탐색질 주입전에 220.C 로 약 15시간 

이상 질소를 흘려 보내면서 칼럼내에 미량 존재할 수도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였으 

며， 매 측정 시마다 220.C 에서 40-60분 동안 같은 목적으로 질소를 흘려보냈다. 모 

든 시약들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특별한 참고문헌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CRC 30) 

에서 참고한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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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및 고찰 

Table 45는 스테아린산으로 처리하지 않은 방해석(이하 “미처리 방해석”으로 표 

기)과 처리한 방해석(이하 “처리 방해석”으로 표기)에 대해서 온도별로 각 탐색질의 

-L1G~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식 (5-12) 이용). 표면처리 전후 모두 온도가 올라가면 

-L1G~의 값은 작아지고 있다. 

Table 45. The standard free energy of adsorption of n- a1kanes on ca1cite 

with and without stearic acid treatment 

Untreated ca1cite 

Probe 
-ιIG~ (kJ . mol- 1) 

120.C 130.C 140.C 150.C 160.C 170.C 180.C 

C갑114 16.01 15.22 14.90 13.96 13.66 13.08 12.58 

C7H16 20.04 19.17 18.57 17.51 17.02 16.15 15.43 

C화118 24.06 23.13 22 .11 2l.06 20.11 19.36 18.61 

C9H20 28.08 27.08 25.84 24.75 23.69 22.72 2l.79 

Stearic acid treated calcite 

Probe 
-ιIG ~ (kJ . mol- 1) 

120.C 130.C 140.C 150.C 160.C 170.C 180.C 

C7H16 10.58 9.85 9.28 8.67 8.01 7.52 

C야118 12.64 1l.92 11.30 10.46 9.70 9.28 

C9H20 14.78 13.74 13.25 12.26 1l.44 1l.01 

ClOH22 16.77 15.82 15.23 14.08 13.24 12.79 

Fig. 28은 140.C 에서 알칸류의 탄소원자 수에 따른 -L1G~의 값의 변화를 보이 

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리 방해석의 경우가 미처리 방해석의 경우보 

다 -L1G~의 값이 낮다. 이것은 스테아린산이 흡착할 때 미처리 방해석의 에너지가 

높은 표면이 스테아린산으로 가리워져서 그 표면에 알칸류가 흡착할 때는 -L1G~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29와 Fig. 30은 각각 미처리 및 처리 방해석에서 절대온도의 역수에 대한 

-R lnVN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Fig. 29과 Fig. 30에서 직선들의 기울기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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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L1H~의 값을 구할 수 있다(식 (5- 13) 이용) . 

Table 46은 -L1H~의 실험값과 알칸류의 액화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칸류의 탄소원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L1H~의 값이 증가한다. 처리 방 

해석의 경우 -L1H~는 알칸류의 액화열에 근접하고 있다. 

-L1H~의 값이 액화열의 값까지 낮아진다는 것은 방해석 표면에 높은 에너지를 

가진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 표면에 알칸류의 흡착은 매우 약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알칸류와 스테아린산 사슬사이의 상호작용은 알칸류 분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8에서 보면 미처 

리 방해석이 처리 방해석보다 -L1H~의 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미처리 

방해석에는 높은 에너지 표면이 존재하며 이 방해석 표변에 대한 알칸류의 흡착은 

처리 방해석의 경우보다 좀 더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처리 방해석의 경우 -L1H~의 값이 작게 나타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알칸류의 

비교적 약한 흡착은 흡착이 이동성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동도는 흡 

착 엔트로피를 살펴볼 때 더 잘 알 수 있다. 

Table 46. The standard enthalpies of adsorption of n- alkanes on untreated 

and stearic acid treated calcite 

- Æ-I~ (kJ . mol- 1) - L1H L (kJ . mol- 1) 

Probe (Heat of liquefaction at 25 0C) 

Untreated calcite Stearic acid CRC j()) APICat 25 0C) 11) treated calcite 

C6H14 39.0 31.9 31.7 

C7H16 50.2 37.1 35.2 36.6 

C8H18 62.0 40.1 38.6 41.5 

CgHzo 74.0 43.1 43.8 46.5 

ClQH22 46.1 45.7 51.4 

이 상기 체 에 서 3차원 병 진 엔트로피 , 3 S t는 식 (5- 17)과 같다. 

3St = R ln (M 3/2T 5/2) - 9.62 ------ - -----------------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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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17)에서， M 분자량 

T: 절대온도 

R: 기체상수 

이 때 3S t의 단위는 ]mol-1K -1이다. 

비슷하게 흡착한 후 흡착질이 2차원 기체의 특성을 보일 때， 즉 2방향에서의 운 

동은 자유롭고， 표면에 수직인 방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 그 엔트로피 2St ， 는 식 

(5-18)과 같다. 

2St = R ln (MTAs) + 275.32--------- - ------------(5-18) 

식 (5-18)에서 As는 표준흡착상태에서 어떤 분자에 대한 유효면적이다. 

de Boer 31 )의 표준상태를 사용할 때 As는 4. 08T x 10 -16 cm 2 이다. 흡착에 대한 

이론적인 예상 엔트로피 변화， ιS우는 식 (5- 19)와 같다. 

ι1S~ = 2St - 3Sτ --- ------- - ------------ - ------←(5-19) 

Table 47은 140 0C 에서 탐색질의 이론적인 엔트로피와 엔트로피 변화 값을 보여주 

고 있다(식 (5- 17) ， 식 (5- 18) 및 식 (5- 19) 이용). 이 값을 실험값 (식 (5- 14) 이용)과 

비교한 그림이 Fig. 31 이다. 

Table 47. Values of the entropies and entropy changes of investigated 

probes at 413K. 

Probe 2S, (J mo! - IK - 1) 3S, (J mo! - IK - 1) - L1S~ (J mo! - IK - 1) -Tι1S~ (k]m이 - 1) 

C6HI4 116.4 17l.2 54.8 22.6 

C7H16 117.9 173.0 55.1 22.8 

C화-118 119.2 174.7 55.5 22.9 

C9H20 120.3 176.1 55.8 23 .1 

ClOH22 12l.3 177.4 56.1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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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L1S~의 모든 실험값은 이론적 엔트로피 감소보다 

크다. 특히 알칸류의 분자량이 크면 그 차이는 더욱 심하다. 결국 흡착에 따른 엔트 

로피의 감소는 병진 자유도인 1의 자유도 손실 때문만은 아난 것이다. 식 (5-17)과 

식 (5- 18)은 병진엔트로피만을 가지는 희유기체에 대해서 유도되었다. 부분적으로 어 

떤 특별한 화학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분자는 병진엔트로피 뿐만 아니라 회전과 

진동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엔트로피의 변화는 분자가 크면 더 크다. 

따라서 처리 방해석에서 관측되는 추가적인 엔트로파의 감소는 회전과 진동의 자유 

를 제한하기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운동의 제한은 미처리 방 

해석의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Fig. 32는 미처리 방해석에서 탐색질의 탄소 원자수에 대한 γ RT ln V N의 값을 온 

도에 따라 나타낸 그림이고， Fig. 33은 처리 방해석의 경우이다. 두 그림에서 직선 

의 기 울기 를 구하면 ￡gH2 를 구할 수 있고(식 (5- 15) 이 용) , 그 값을 식 (5-16)에 대 

입하면 쇄를 구할 수 있다. 

Table 48. Dispersive component of the surface free energy, 녕， of untreated 

and stearic acid treated calcite 

Untreated calcite 

TCC) 180 

쇄 (mJ . m -2) 72.89 

Stearic acid treated calcite 

생 (mJ . m - 2) 

Linear polyethylenea ) 

쇄 (mJ . m - 2) 26.58 

Table 48은 두 종류의 방해석 시료에 대해서 측정한 yg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미처리 방해석이나 처리 방해석의 yg의 값은 온도가 증가할 때 감소한다. 처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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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생는 폴리에틸렌과 같은 표면에서 기대한 값보다 약간 작다. 이것은 스테아린 ’ 

산이 방해석에 흡착되어 있을 때 사슬의 외부쪽 끝이 -CH2-가 아니라 -CH3 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20 0C 에서 -CH2- 및 -CH왼 yg값은 각각 31과 24 

mJm←2로서 -CH3 가 -CH2-값보다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처리 방해석은 폴리에틸 

렌과 같은 중합체속에서 분산성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절 건식방법에 의한 탄산칼숨 미분체의 표면처리 

미분체의 표면을 개질하는 방법은 습식방법과 건식방법이 있으나， 습식방법은 탈 

수 · 건조공정의 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습식 미분쇄 공정을 사용하여 탄산칼슐 

미분체를 제조할 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며， 국내 대부분의 업체와 같이 건식 미 

립화 공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식방법에 의한 표면처리공정의 도입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식방법을 이용한 표면처리 기술 및 공정을 개발함으로 

서，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표면처리 시료는 중질탄산칼숨 제조용으로 공급되고 있는 국내산 방해석에 대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건식 정제공정을 적용하여 회수된 정제산물을 미분쇄하여 제조 

한 미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1. 실험장치 및 방법 

스테아린산을 이용하여 탄산칼슐 미분체의 표면특성을 소수성을 가지도록 코팅처 

리하는 방법은 스테아린산을 용융시켜서 직접분사(direct sparging method)시키는 

방법과 용매를 사용하여 지방산을 용해시키고 이를 미분체에 분사하여 코팅처리하 

는 방법 등이 있으나 용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매사용에 의한 경제성의 문제와 

용매에 의한 폭발 위험성 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지방산을 용융시켜 직접 분사하 

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직접 용융분사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산의 용융， 이송， 분사 및 미분체와 

의 혼합장치， 표면처리 설비등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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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도는 Fig. 34와 같고， 배열된 장치를 촬영한 사진은 Photo. 7과 같다. 

장치 @는 지방산의 용융 및 이송설비인데， 지방산의 용융온도는 70.C 이므로 용 

융설비의 온도는 loo.C 까지 자동 연속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용기의 부피는 

2.0 Q 용량으로 제작되었다. 용융된 지방산은 정량펌프를 이용하여 분사장치로 이송 

하였는데， 펌프와 이송파이프는 열선을 부착하여 이송중 지방산이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이때 온도는 용융설비와 동일하게 제어되도록 설계하였다. 

장치 @과 @는 미분체의 정량공급장치로서， screw feeder로 설치하고 회전수조 

절에 의하여 미분체를 정량공급 되도록 하였다. 

장치 @는 용융 지방산의 분사장치 및 지방산과 미분체의 혼합장치로 분사되는 

용융지방산과 도입된 미분체가 혼합할 수 있도록 사이클론 형식의 구조물로 제조되 

었고， 용융지방산의 분사를 위한 압축공기는 대기온도보다 20.C 정도 높이기 위하 

여 열파이프(heat pipe)를 통하여 공급하였으며， 미분체와 지방산의 혼합을 위하여 

별도의 노즐(nozzle)을 설치하여 공기를 분사시켜 가능한 균일 혼합을 꾀하였다. 이 

때 분사장치는 가열 및 보옹설비를 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장치 @은 분체와 용융지방산이 @의 혼합장치에서 흔합된 산물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미분체 표면에 지방산을 피복시키기 위한 장치로 Stud-mill을 설치하 

고 고속 회전시킴으로서 표면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장치 @과 @은 표면처리된 미분체의 포집을 위한 설비로， Stud-mill에서 배출된 

미분체를 회수하고 유입된 공기를 백필터 (bag filter)를 통하여 배출시키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이상의 공정을 통하여 미분체의 표면을 지방산으로 코팅하고， 각 조건변화에 의 

한 산물의 물성특성을 각각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체 표면코팅 공정은 연속조업이 가능하며， 국내 대부분의 

중질탄산칼숨 제조업체들이 건식미분체 제조공정을 사용하는 데에 용이하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의 진행은 시료로 준비된 경질탄산칼숨 미분체에 대하여， 미분체의 공급량 

및 용융된 지방산의 투입량을 탄산칼슐 미분체의 0.5. 1.0. 1.5. 2.0wt%가 되도록 변 

화시키면서 미분체 단위중량당 최적의 지방산 첨가량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때 

Stud-rnill의 속도는 4,000 r.p.m.으로 고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미분체의 급광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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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Schematic drawing a co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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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ric acid melting part spray part stud-mill 

Photo. 7. Photograph of co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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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g!hr.로 설 정 하였다. 

표면처리된 미분체의 물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실험에서 

는 미분체와 물과의 접촉각 측정 및 탄산칼슐 미분체는 표면이 친수성이기 때문에 

물에 투입하였을 때에는 미분체가 침전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지방산에 의한 표 

면처리시 입자표면이 소수성을 띄게 되어 물속에서 부유되기 때문에 물속에 표면처 

리된 산물을 넣고 교반한 후， 침전물의 중량대비 부유물의 중량으로 환산하는 소수 

도 측정방법등을 병용하였다. 또한 앞절에서 언급한 IGC (Inverse Gas 

Chromatography)법에 의한 분산력 및 흡착 표면 자유에너지를 측정하였다. 

2. 표면처리 실험결과 및 고찰 

가. 시료의 특성 

Table 49는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화학성분조성을 나타낸 것으로， 중질탄산칼 

슐 미분체는 CaO품위가 53.98wt.%로 비교적 고품위였으나 불순물로는 Si02성분이 

1.48wt.% 함유되어 있었으며 백색도는 90.0이였다. 

Table 49. Chemical compositions analysis of heavy calcium carbonate. 

Ch얹n떠1 cOI11Çûsitions (wt.%) 
Whiteness 

Cao h맹O Siα AlzOJ F맺03 KO NazQ TiÜz Ig-loss 

53.98 0.34 1.48 0.30 0.14 0.25 0.45 0.03 42.84 90 

Fig. 35는 시료의 입도분석 결과로서， 평균입도(dso)가 7.61μm ， 최대입도가 71.9μm 

을 나타내었다. 

나. 접촉각 측정 

건식방법을 이용한 중질탄산칼숨 미분체에 대한 지방산 코팅실험에서는 지방산의 

투입량을 탄산칼숨 미분체의 0.5, 1.0, 1.5, 2.0wt%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앞 절의 스테아린산 흡착 실험결과에서는 스테아린산을 0.34wt% 첨가하여，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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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교반후에 미분체에 대한 지방산의 표면피복율이 90%로 최대 흡착량을 나타내었 

으나， 이 경우에는 습식방법이며 스테아린산을 2-프로판올 용액에 용해시켜 사용하 

였으므로 미분체와의 접촉이 용이하고 미분체의 표면에 단분자층으로 지방산의 확 

산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건식방법에 의한 표면처리의 경우에는 충분히 흔합하는 경우라도， 혼합온 

도의 조건변화， 지방산 용융액의 액적의 크기， 미분체의 단일입자 분산 등의 효과를 

거‘식공정의 분위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유도할 수 없으므로 지방산의 사용량을 다소 

증가시켜 실험을 실시하였다. 

지방산 투입량을 변화시키면서 표면처리한 중질탄산칼숨 미분체에 대하여 ERMA 

의 접촉각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본 표면코팅 시스템은 연속 조업공정으로 표면에 지방산을 피복시키는 시간이 짧 

기 때문에 미분체 표면의 지방산 흡착상태가 불안정하여， 표면처리후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표면특성이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미분체 표면에 흡착된 지방 

산의 안정화를 위하여 숙성시간을 부여하고 시간변화에 따른 접촉각 변화를 측정하 

였는데， 이 결과는 Table 50과 같다. 이때 숙성조건은 별다른 조건 없이 상온에서 

방치하였다. 

접촉각 측정결과， 스테아린산 0.5wt%를 사용하여 중질탄산칼슐 미분체를 표면처 

리하는 경우에는 접촉각이 67。가 되었는데， 이는 Fig. 23의 접촉각과 표면피복율의 

상관관계에서 살펴보면 미분체표변의 피복율은 약 50%수준임을 알 수 있다. 

스테아린산의 사용량을 더욱 증가시키면 접촉각은 향상됨을 나타내었는데， Fig. 

23의 접촉각과 표변피복율의 상관관계에서 접촉각이 100。이상에서는 스테아린산의 

표면피복율이 80%이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수준의 피복율에서는 표변에너지의 값은 

완전 단분자층으로 피복된 경우와 통일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표면 

피복율이 80%이상이 되면 접촉각이 다소간의 변화가 있어도 미분체의 소수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현상은 앞절의 탄산칼숨 미분체에 대한 흡착실험에서 고찰된 Fig. 21의 

흡착등온선 거동에서와 유사한 현상으로， 흡착실험 결과 지방산을 용해시킨 2-프로 

판 용액중에 탄산칼숨 미분체를 투입하고 교반시키면 교반시간 변화에 따라 흡착등 

온선의 패턴은 변화가 없었으나 교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흡착량이 증가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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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표면처리 실험에서도 숙성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접촉각이 향상됨을 알 수 있 

었다. 

Table 50. Contact Angle of the surface coated heavy ca1cium carbonate 

powder by stearic acid. 

stearic acid(wt.%) 0.5 1.0 1.5 

After 0 hr 67 78 83 

Contact Angle After 24 hr 75 86 90 
( 0) After 72 hr 91 97 100 

After 120 hr 98 105 110 

2.0 

92 

100 

105 

110 

본 직접용융분사법에 의한 탄산칼슐 미분체의 건식 표면처리 산물의 접촉각을 측 

정한 결과， Table 50과 같이 스테아린산을 탄산칼슐 미분체 중량대비 0.5wt.% 투입 

하였을 때 표면처리 직후 접촉각이 67。로 측정되었으며， 스테아린산의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접 촉각도 증가되 어 1.0wt.% 첨 가시 는 78 0 , 1.5wt.%첨 가시 는 83 0 , 2.0wt.% 

첨가시는 92。까지 향상되었으며 또한 숙성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접촉각도 향상되어 

120-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0.5wt.% 첨가시 98 0 , 1.0wt.% 첨가시 105 0 , 1.5wt.% 및 

2.0wt.%첨가시 110。정도를 나타내어 상한 값에 접근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접촉각에 대한 여타 연구자들의 결과와 비교하면， Shafrin 둥 

은 무기질 표변에 지방산을 흡착시킬 때 지방산이 완전히 단일분자층으로 흡착하여 

흡착방향이 CH3로 끝나는 경우에 물(H20)과의 최대 접촉각은 103。라고 하였고， 

Zhou 등은 알루미나와 실리카를 이용한 파라핀꽉스(paraffin wax)의 흡착실험에서 

의 접촉각 측정결과는 105:!:5。였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Arbitrer, Zisman등 

의 연구결과(108-11r)와 잘 일치한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 중질탄산칼숨 미분체에 스테아린산을 코팅하는 경우 최대 접촉각은 110。까지 상 

승하였으며， 동일조건에서 표면처리한 경우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접촉각이 변 

화를 보여 스테아린산을 1.5wt.% 및 2.0wt.% 첨가시 120시간 경과 후에는 접촉각 

이 110。에 접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스테아린산이 중질탄산칼숨 미분체의 표면을 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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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층으로 완전히 피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론적인 중량보다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 

에 피복된 스테아린산층은 단분자층에 머무르지 않고 미분체표면에너지 차이에 의 

하여 부분적으로 2분자층 혹은 3분자층 이상으로 피복되는 결과에 기인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 소수도 측정 

지방산에 의하여 표면처리된 중질탄산칼슐 미분체의 특성 분석에 있어서 접촉각 

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나 이 방법은 장비 및 전문 측정 기술자 

가 있어야 하고， 또한 측정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주변청결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중질탄산칼숨 미분체 표면코팅시 스테아린산의 단분자층으로 피복하여야 

하는 것은， 단지 이론적으로 스테아린산의 소요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활용할 

수는 있으나， 표면처리된 미분체의 소수성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표면처리 되지 않은 중질탄산칼숨 미분체의 표면은 친수성으로 물에 투입하였을 

때에는 고체입자 모두가 침전되는데， 지방산으로 미분체 표면을 피복한 경우에는 

소수성이므로 물에 넣었을 때 모두 물의 표면에 부유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쉽게 육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현장에서도 손쉽게 표면피 

복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즉， 지방산으로 피복된 탄산칼숨 미분체를 물에 넣고， 적당히 혼합시켰을 때 물에 

침전되는 침전물과 부유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표면피복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소수성의 지방산을 친수성인 탄산칼숨 미분체 입자표면에 피복시키는 것 

은 플라스탁에 충전제로 사용시 소수성 고분자 매질과 친수성 입자간의 흔화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친수성입자의 소수성으로의 변화량을 확인하는 데에는 

표면처리시킨 분체를 물에 넣어 교반하였을 때 침전 및 부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직접 용융분사방식에 의하여 건식방법으로 표면처리한 중 

질탄산칼슐 미분체를 물에 넣어 교반시킨 후， 부유물과 침전물의 양을 측정하여 표 

면처리된 산물의 소수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때 교반조건은 600 r.p.m.의 속도 

로 1분간 유지시켰으며， 1시간동안 정체시킨 후 침전물과 부유물을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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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은 지방산 투여량 및 숙성시간 변화에 따른 침전물의 중량비를 나타낸 

것으로， 표면처리 직후 표면처리 산물을 물에 넣어 교반시킨 후 침전물의 양을 측 

정한 결과， 스테아린산 0.5wt.% 투여시 침전물의 중량비는 62.72wt.%였고， 스테아 

린산의 투여량이 증가함에 따라 침전물의 양은 감소함을 보여 1.0wt.% 투여시 

4.82wt.%, 1.5wt.% 투여시 2.82wt.%, 2.0wt.% 투여시 0.49wt.%를 나타내었다. 또한 

숙성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도 침전물의 중량비가 감소되어 24시간 후에는 스테아 

린산 0.5wt.%투여시 침전물의 양이 1.95wt.%, 1.0wt.% 투여시 0.14wt.%, 1.5wt.% 

투여시 0.03wt.%를 보였으며 2.0wt.% 투여시에는 침전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72시 

간 경과 후에는 스테아린산 0.5wt.% 투여하였을 경우에만 0.02wt.%의 아주 미미한 

양이 침전되었으며， 숙성시간 120시간 후에는 스태아린산을 0.5wt.%이상 투여하였 

을 때， 어느 경우에도 침전되는 산물이 전혀 없이 모두 부유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Table 51. Precipitate weight of the surface coated heavy calcium carbonate 

powder in Water. 

stearic acid(wt.%) 0.5 1.0 1.5 2.0 

precipitate After 0 hr 62.72 4.82 2.82 0.49 

weight After 24 hr 1.95 0.14 0.03 

percentage After 72 hr 0.02 

(wt.%) After 120 hr 

표면처리 산물에 대한 Table 50의 접촉각과 Table 51의 소수도와의 관계를 살펴 

보면， 접촉각 80。이하에서는 많은 양이 침전되었으며， 접촉각 90。정도일 때 침전되 

는 산물의 양은 1wt% 미만이었고， 접촉각 95。이상에서는 침전물이 전혀 없이 모든 

업자가 소수성을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숙성시간의 경과에 의한 접촉각 및 소수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은， 

지방산이 탄산칼숨 미분체에 흡착시 탄산칼숨 미분체 표면의 불균일한 에너지 차이 

에 의하여 일부분부터 접촉 및 피복하는 현상이 있고 탄산칼숨 미분체 표면에 피 

복된 지방산이 시간경과에 따라 안정한 접촉력을 가지게 되어， 접촉각이 증가하는 

-176 -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도 판단된다. 따라서， 건식방법에 의한 표면 처리공정에서 

는 완벽한 혼합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산의 자체적인 접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어야만 안정된 피복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된 

다. 

이상의 소-험결 과， 중질탄산칼숨 미분체에 소수성부여를 위하여 건식방법으로 스 

테아린산을 피복시키는 공강에서 스테아린산의 투여량은 0.5- l.0wt.%정도가 적절 

할 것으로 보여지며 72시간 이상의 숙성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 

여진다 

참고로 Photo. 8은 중질탄산칼슐 미분체에 대한 표면처리시 스테아린산 투여량별 

숙성시간 변화에 따른 소수도 측정 실험과정을 촬영한 사진이다. 

라. 분산력 측정 

스테아린산으로 중질탄산칼슐 미분체를 표면처리 하였을 때， IGC를 이용하면 분 

산력을 측정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직접 용융분사방식에 의하여 표면처리한 산물중 접촉각 및 소수도 

측정 결과 스테아린산 l.Owt.%투여하여 72시간 숙성시킨 산물의 물성이 우수함을 

보였는데， 이 산물에 대하여 분산력을 측정하였다. 

IGC의 측정조건은 Oven Temp. 373K, Detector Temp. 220 0C, Injector Temp 

220 0C, Carrier Gas Flow rate 20 ml/min. , Column length 50cm(l/8in) , 시료량은 

19이 였으며. 이때의 Flow rate의 절대온도(Tf)는 313K(40 0C) , Column내의 절대온 

도(Tc)는 373K(lOO OC ), Column 주입부의 압력 (P;)은 l.3675 atm. 이 였다. 

이러한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앞절의 식 (5-13， 14)를 이용하여 분산력을 구하기 

위하여， IGC의 보유시간(혹은 보유부피) V)1과 고체표면의 피복율 변화에 

따른RTlnVN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분산력， 써는 

1 -dGgH2 2 
S=--- [---- ] ι 

4rCH2 L N. a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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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0 hr. after 24 hr. 

after 72 hr. after 120 hr. 

Stearic acid O.5wt~ ， Stearic acid 1.Owt%, Stearic acid 1.5wt%, Stearic acid 2.0wt%, 

Photo. 8. Measurement of hydrophob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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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L1G~H，는 다음식과 같고 

L1G~H， =- RTln(VN+1 /VN) 

RT ln ~+l-RT ln ~= Q라 하면 

Q는 proberk 이루는 곡선의 기울기가 된다. 

Probe VN RTlnVN 

hexane 0.0555 8.960 

heptane 0.1198 J - 6.579 

octane 0.2595 4.182 

nonane 0.5591 - l.802 

decane l.1982 0.561 

Q값을 구하기 위하여 n-알칸류의 탄소수와 RTlnVN의 상관관계를 도시하여 기울 

기를 구한 결과는， Fig. 36과 같이 Q값은 2.38을 나타내었다. 

상기식을 다시 정리하면， 

써UJm2 ) = . .. 1 h ,,, ^^ .. • ^ ~ Q2Ujmole) 2 

= l 
? • 앙Ulmole)Q = --:-::화τ UJm2) 

4x YCH，UJmι 1. 3047 x 10~ 1.63 x 10" 

1000C 에 서 의 rCH，는 r = 3l.14mJ/m2이 므로， Q값 2.38을 대 입 하면 분산력 은 34.8 

mJ/m2임을 알수 있었다. 

앞절 Fig. 26의 탄산칼습 미분체 흡착실험에서 표면처리 하지 않은 탄산칼숨미분 

체의 분산력은 93.31mJ/m2으로 매우 높았으며， 지방산을 이용하여 표면처리 하였을 

때에는 표면 피복율이 증가할수록 분산력은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습식예비실험 결과 표면피복율이 80% 정도에서는 분산력이 3l.89mJ/m2로 이때의 

표면에너지는 완전 단분자층 피복의 경우와 유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직 

접 용융분사방식에 의하여 표면처리한 산물의 분산력은 34.8 mJ/m2을 나타내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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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RT lnVN vs. number of carbon of the n-alkanes used as molecular probes 

for the treated heavy calcium carbonate powder. 

-180 -



식방법에 의한 표면처리공정에서의 표면피복율로서는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었으 

며 시제품에 대한 물성측정 결과는 Table 52와 같다. 

Table 52. Characteristics of the coating calcium carbornate. 

CaO 53.984 

MgO 0.34 
Chemical 

Fez03 0.14 
Compositions 

(wt.%) 
Si02 1.48 

R20 0.70 

19-1oss 42.84 

H20 0.41 

pH 6.3 

Whiteness 90.0 

True Density (g/cc) 2.51 

Bulk Density (g/cc) 1.55 

dso ( mean size 7.61 

Size Distribution d90 22.85 

( μm ) dlO 0.50 

maXlmum Slze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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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조립 특성 

제 1 절 개 요 

산업원료 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소재는 분말 용융액 용액 슬러리 등으로 그의 

형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분진발생이나 작업성 저하 등 그의 사용에 따르는 문제점 

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태에 있는 원료를 처리하여 어 

떠한 균일한 상태의 크기와 모양을 가지는 입자로 만옮으로써 상기와 같은 여러 가 

지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상태로 존재하는 원료물질을 균일한 상태의 크기와 모양을 가지 

도록 하는 조작을 조립 (granulation)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조립기술은 의약 

품등의 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산업원료 분야에서도 

원료물질 공급에서 자동화 체계의 진행으로 응용분야가 확대되고， 제품의 성상에 

대한 고도화 요구에 의하여 기술발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립은 많은 종류의 분체에 대하여 행하여지고 있으며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분체에의 직접적인 영향인자와 공정의 운전 및 선택 등 경험적인 요소가 많기 때 

문에 이론적인 적용 연구 발표 실적이 빈약하다. 

최근에는 공업의 체계화， 자동화 및 제품의 다양화 등의 추세에 따라， 조립기술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조립작업의 목적과 장점을 냐열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32) 

즉， CD 정량을 계량하지 않고도 개수만으로 양적인 결정이 가능하다(의약， 식품공 

업 둥) . 

@ 입도， 밀도차이에 의한 분리현상을 방지하고， 성분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비료， 사료공업 등). 

@ 겉보기 밀도의 조절이 가능하다(세제， 식품공업 등) . 

@ 충진상태로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에 충진층에 대한 통기저항의 조절이 가 

능하다(흡착제， 촉매공업 등). 

@ 용기벽면에 부착방지， 불규칙 응집방지와(공업제품， 세제， 식품)， 제품의 외 

관이 개선(의약， 식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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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말의 상태에 비하여 조립제품의 용해가 용이하다(세제， 식품) . 

@ 조립제품은 미분말이나 괴상의 고체에 비하여 유동성이 우수하고， 수송， 

포장， 공급 등의 자동화， 연속화， 정량화가 용이하다. 

@ Dusting의 방지효과가 우수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질탄산칼숨의 조립특성을 연구함으로서 중질탄산칼숨의 산업별 

활용특성을 제고하고 용도의 다양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조립의 분류 

조립기술은 용액， 분말， 용융액 및 슬러리 등 대상물별로 다양한 기술과 공정이 

도입되고 있으나， 분말원료를 이용한 조립방법을 분류하면 아래의 Table 53과 같다. 

Table 53. Characteristics of granulation methods 32). 

Twe Mechanism Production Application 

mechanical 
flocα.ùa디on， 

sphere 
rædicine, fertilizer, ceramics, 

때hesive a,griculture 

vibration 
flocculation, 

sphere 
n빼icine， f，앉tilizer， ceramics, 

adhesive a,griculture 

compresslOn 
flocculation, 

1IT명버않 
medicine,food,adsorbent,ceramics , 

adhesive, compression a,griculture 

smtenng 
chemi떠lreac디on， sphere, 
fusion lump 

C앙arrncs， n끄rung 

shear force,adhesive 
1IT멍버ar 

medicine,food ,adsorbent ,ceramics , 
nnxmg 

flocculation 짧hαùture 

fluidization 
flocculation, 

sphere f밍건lizer， rr때icine 
a빼eslve 

없ubbing 
flocculation, sphere, n때icine，flα성，adsorbent，ceramics， 

adhesive 1IT않버따 짧hα.ùture 

screw 
shear force,adhesive 

r여， lens 
medicine,food ,adsorbent,ceramics, 

flocculation 짧hαùture， 

여러 가지의 조립방법에 따른 조립물은 각각의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별로 조립화 방법은 다소 상이하게 되는데 최근의 산업별 조립제품의 응용상 

태와 기술의 진행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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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공업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온 기술로서 최근에는 과립， 정제형 및 다 

층정제의 제조가 가능하고， capsule, coating, granulation의 기술을 조합한 

multi-layer형의 조립제품의 개발 방향으로 기술이 변천되고 있다. 

@ 식품공업에서는 coffee를 비롯한 조립상의 인스턴트 식품의 제조 확대로 인하여 

우유， 크립， 쥬스 동의 과립화는 크게 신장되어 있으며， 인공 쌀을 제조하는 등의 

연구가 있기도 하다. 

@ 사료의 제조분야에서는 가축， 열대어 등의 인공사료는 압출형의 조립상이 대부 

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비료공업에서는 요소， 복합비료 등 각종의 화학비료는 모두 조립상 이며， 요소는 

분사형， 화학비료는 전동형으로 제조되지만， 최근에는 압출형으로 제조하는 공정 

이 도입되고 있기도 하다. 화학비료외에 탄산칼숨 비료， 소석회 비료 둥의 광산 

물을 이용하는 비료공업에서는 점차로 화학비료와 같은 과립화를 시도하고 있다. 

(5) ferrite, ceramic 등의 전기재료에서의 조립화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로， 제품제조 

공정의 자동화를 위하여 원료의 조립화를 실시하고 있다. 

@ 요업원료 분야에서는 자동 프레스의 보급에 따라 원료소재의 유동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근 이러한 조립원료의 이용율이 크게 신장되고 있다. 

이외에도 공업약품， 지방산， 공업재료 분야에서는 분사조립 방법이， carbon black 

의 경우는 혼합조립 방법이 이용되고 촉매 분야에서는 압축조립 공정 등이 이용되 

는 등 새로운 응용 예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분체산물의 조립화 공정은 조립물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공정이 도입되 

고 있는데， 분체의 특성상 자체 점결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점결 

제(응결제， binder)를 사용하게 된다. 

점결재의 선정은 분체의 특성 조립제품의 용도 등 조립산물의 요구물성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구 물성에 적합한 점결재의 선정은 중요한 

기술로 취급되고 있다. 

조립은 고체의 분립체를 binding하여 그의 크기를 조절하고자 하는 조작으로서， 

이의 목적에 부합되는 결합제는 액체와 고체로 구별할 수 있지만， 고체상의 결합제 

는 그대로 작용하기보다는 열에 의하여 용융되는 것， 물과의 혼합에 의하여 용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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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화되는 것 등이 있다. 

액체 점결재의 경우에는 수용액상의 것으로 urea계， phenol계， polyvinyl a1chol , 

pulp폐액， 물유리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용액상의 경우 neoplane, nitryl 

rubber, ninyl acetate, nitrocellurose 등 이 , 에 멀 션 의 경 우 에 는 초산 비 닐 , 아크 릴 , 고 

무 등이 사용된다. 

고체 점 결 재 의 경 우에 는 cement, bentonite, PV A , textrine, 석 회 , 석 고 등을 예 로 

들 수 있다. 조립체의 경화는 사용되는 점결제에 따라 그의 방법이 상이하게 되는 

데， 상옹 경화는 아교， 초산비닐 에멀전 등과 같이 용매건조에 의한 것， 에폭시， 페 

놀 등과 같이 촉매가 필요한 것과 폴리에스테르， 페놀 등 가열에 의하여 경화되는 

것， 또한 타르 및 아스팔트와 같이 냉각 경화가 필요한 것 등이 사용되고 있다. 

제 3 절 실험 장치 및 방법 

l. 조립장치 

조립기의 종류는 그의 조립기전(mechanism)에 따라서， Table 54.와 같이 다양한 

형태가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조립 대상물은 중질탄산칼숨 분체이며， 조 

립제품의 크기， 형태 및 조립체의 강도 등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진동형 조립기， 압 

출형 조립기 및 혼합형의 조립기를 각각 사용하였다 33, 34, 35) 

가. 전동형 조립기 

분체를 용기중에 넣거나 진동면 위에 위치하게 하고 구형의 입자로 응집시키는 

조작을 일반적으로 전동식 조립방법이라고 하며 공업분야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전동형 조립기는 그의 형태에 따라 접시형 드럼형 진동 콘베어 벨트형 등으로 

분류되고 사용처의 특성에 따라 그의 형식은 다양하게 변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립기의 외형은 Photo. 9와 같으며， 이 기종은 회전수， 체류 

시간 및 분체의 유동량에 따라 조립체의 크기， 강도 등의 조절이 용이하고， 운전조 

작이 간편하고 장치의 건설비용이 저렴하며 대량생산 공정의 설치가 용이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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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9. Photograph of drum type gran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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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 압출형 조립기 

압출형 조립기는 Photo. 10과 같이， 플라스틱공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출기 

형식과 통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혼합 혹은 혼련실을 가진 부위에 분 

체를 장입하고 점결제와 같이 흔련한 후， 이를 이송하여 일정한 형태의 노즐 

(nozzle)을 통과시켜서 형상이 균일한 조립물을 얻는 장치이며， 조립물의 형태는 원 

주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형태의 조립기는 분체를 압축하여 조립체를 제조하므로， 대체로 조립물의 

강도가 높고， 점결제의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균일한 크기의 조립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혼합형 조립기 

혼합형 조립기는 혼합 bed내에 분체를 장입하고， 점결제를 투입하면서 혼합날개 

의 회전에 의하여 일정크기의 조립체를 형성하고 해쇄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일정크 

기의 조립체를 형성시키도록 하는 장치로서， 조립물이 균일한 조성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제작 · 구입한 혼합형 조립기의 외관은 Photo. 11과 같으며， 제 

작을 위 한 도면은 Fig. 37.과 같다. 

2. 실험방법 

조립기의 종류별 조립제품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립제품의 크기를 조절하 

는 방법， 조립체의 강도조절을 위한 방법 등을 고찰하고， 점결제의 종류별 조립화 

실험 및 생성산물의 특성 고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점결제는 수용성을 갖는 점결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중칠탄산칼숨을 페인트용이 

나 제지용 충전재로 사용하는 공정에서는 분체를 용액중에 분산시키는 조작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농업용 조립 탄산칼숨 비료의 경우는 사용할 때 분체상태보다는 조립체를 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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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0. Photograph of extruder type gran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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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1 . Photograph of mixer type granu1ator 

- 189 -



ri싫김환E 

。, 
i 

。

~ 

N 
녕 

π: t짧= 
nxr[) H[(l 

φ똥ARl벼 때'N lATOR 

0 L1ωJD Tft./( HJTH fJ U [R 

G) L10U JD CH:αER 

<D ~YC어TRQ IlOX 

l 

]
∞
-
!
 

Design drawing of mixer type granulator Fig. 37. 



으로서 분진의 발생을 억제하고 또한 농업용 화학비료 살포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그의 사용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요소비료나 복합비 

료와 같은 크기 및 강도를 가지도록 조절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실험조건에서 점결제의 종류는 조립공정에서 분체의 응집을 유발할 수 있 

는 물(water)을 비롯하여， 수용성 점결제인 PVA(poly vinyl a1cohoD와 강도조절용 

으로 벤토나이 트(bentonite) ， 물유리 (sodium silicate)를 사용하였으며 , 첨 가량 검 토를 

위하여 분체 사용량 대비 0.1 wt% -10wt%까지 변화시키면서， 조립기의 운전시간과 

조립제품의 크기와의 상관관계， 조립제품의 강도를 조사하는 과정으로 실험이 진행 

되었다. 

압출형 조립기에 의한 조립실험은 압출조립기의 특성상， 압출 노즐의 크기에 따라 

서 생성되는 과립의 크기가 결정되므로 조립생성물의 강도특성만을 검토하였다. 

혼합형 조립기는 조립기의 특성상 적은 입도 조립산물의 생성에 적합한 기종이므 

로 이에 대한 특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제 4 절 조립 특성 

l. 조립기 종류에 따른 조립특성 

가. 전동형 조립기 

전동형 조립기의 운전은 분체를 용기에 넣고 적당량의 응집제를 투여하면서， 진동 

및 회전운동을 부여하면 분체간의 부착응집에 의하여 핵 성장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전통식 조립기에서 얻어지는 조립체는 구형을 가지며 조립물의 크기 (d)는 

조립기의 회전속도(N) ， 조립기의 크기 (h)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자들에 의하여 발표된 자료에서 운전조건은 N = (18-28)/(dl12 )의 관계를 가 

지며， 조립기에 의한 처리용량(Q)은 조립물 직경과 지수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동일 

원료의 경우에는 Q = C X dn 의 관계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분체의 조립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간단히 표현되기는 어렵다. 

전동형 조립기에서 조립실험 결과는 Fig. 38.에서와 같이， 조립시간이 경과할수록 

조립산물의 입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조립시간 15분 이후에는 생성 조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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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가 지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평균직경 3mm의 조립체를 형성시키기 위한 조건은 조립시간 15 :t 2min, 수분함유 

량 11.0% 및 점결제의 농도는 , (PV A) 0.02wt% 이상의 경우가 양호한 조립형성 조 

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립실험에서 조립산물의 입도 및 형상 특성은 Photo. 12에 나타내었다. 

특히， 조립초기에 조립형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1.0cm이상의 조립체를 단시간내에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조립체의 seed를 사용함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단시간에 다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 

업화 공정에서는 좋은 연구자료가 될 것이다. 

나. 압출형 조립기 

압출형 조립기에 의한 조립체의 제조는 수분함유량， 점결제의 농도， 사출노즐 

(nozzle)의 크기 등을 결정한 다음에 압출(사출) 시킴으로서 간단히 조립 및 과립제 

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사출시 제조된 조립체를 일정간격으로 절단(cutting)함으로 

서 펠렛 (pellet)의 길이(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립체의 길이를 조절하지는 않았으며 제품의 강도를 고려하여 단 

지 노즐의 크기를 3.0mm로 조절하여 압출하였다. 

압출방법에 의한 조립조건은 점결제의 농도를 0.02wt%의 수용액을 사용한 경우 

양호한 조립체가 형성됨을 알 수 있었으며， 수분함유량은 압출압력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영향인자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압축동력의 변화를 가지는 기자재의 미 

비로 조립체의 형성과 압력과의 관계를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압출형 조립기에 의 

한 조립체의 외형은 Photo. 13과 같다. 

다. 혼합형 조립기 

혼합형 조립기는 생성되는 조립체의 크기조절 목적보다는 일정 크기 조립체의 생 

성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립기 내부의 구조는 분 

체혼합을 위한 혼합날개 (blade)와 일정크기 이상의 조립체를 파쇄하는 파쇄 날개 

(chopper)를 장착하고 있다. 

또한， 혼합장치 내부는 분진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닫힌계 (dose system)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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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Particles size according to granulat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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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fter 15mÍn 

(b) after 20mÍn 

(c) after 25min 

Photo. 12. Photograph of granulated particles with drum type gran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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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3. Photograph of granulated particles with extruder type gran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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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므로， 점결제 투여 혹은 수분조절을 위하여 액체의 분사노즐을 설치하였 

으며， 이러한 조립기는 2종류 이상의 분체의 혼합 및 조럽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질탄산칼슐을 제지용， 플라스틱용 및 페인트용 등， 각종 산업용 

충전재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립의 탄산칼습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진발 

생 등에 의한 작업성의 저하와 주변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분체를 조립체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조립하는 과정에서 조립체의 

표변특성을 변화시켜 사용용도에 적합한 조립체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작을 이용하여 제조된 조립체는 미분체 표변을 소수성 혹은 친수성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립체의 제조과정은 내부 chopper의 회전수에 따른 형성조립체의 크기 

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실험결과는 Fig. 39와 같다. 

Fig. 39에서와 같이 형성된 조립체는 조립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실험결과로서 

chopper의 회전수가 증가할수록 형성 조립체의 크기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Photo. 14의 사진에서와 같이 형성조립체의 입도분포는 매우 양호함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chopper의 회전수가 낮은 경우에는 조립체의 크기 분포는 일정하지 않은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chopper의 회전수가 100rpm 이상에서는 거의 일정한 크기의 

조립체가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2. 조립제품의 강도 특성 

조립제품은 수송 단계에서 조립체가 분화되지 않는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된 조립체에 대한 분화정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조립체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본의 

경량골재 분화율(bre없ing rate，%)측정방법을 이용하였다. 분화율의 측정은 lOOcm 

의 높이에서 수평한 콘크리트 바닦에 자유낙하 시켰을 때 부수어지는 현상을 관찰 

하여 측정하였으며， 한 개의 조립체가 아닌 경우에는 체분리 실험을 병행하여 분화 

율을 결정하였다. 이는 조립체 한 개가 가지는 강도가 중요하지만， 조립체를 수송하 

는 과정에서， 혹은 비료용 등으로 살포하는 과정에서 분화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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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Particles size according to speed of ch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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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4. Photograph of granulated particles with mixer type gran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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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 PVA를 점결제로 사용한 경우 

중질탄산칼슐 미분체를 조립하고， 조립체에 대한 분화율을 측정한 결과는 Fig. 40 

과 같다 여기에서는 드럼형의 전동형 조립기에서 성형한 조립체에 대하여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조립체의 크기는 직경이 3mm의 것을 20g을 취하여 측정하였다. 이러 

한 측정은 칼습 비료용으로 사용할 때 비료살포기에 의하여 살포할 경우 분화되는 

정도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조립체는 비교적 견고하였으며， PVA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조립체의 

강도는 더욱 향상되었고， PVA의 첨가량 0.5%일 때 분화율은 10% 미만으로서 비교 

적 양호한 강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비료 살포기를 이용하여 살포하는 경우에 조립체의 절대 요구강도가 제 

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비교하지는 못하였으나， 시판되고 있는 복합비료의 

강도수준과 유사한 정도였기 때문에 비료용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 

으로 판단되었다. 

Fig. 41.은 일정단위로 포장하였을 경우의 분화율 측정을 위한 것으로서， 3mm의 

조립체 30g을 취하여， 조립체 각각에 대한 실험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분화율은 낙하 횟수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Fig. 41.에서와 같이， PVA를 0.05% 이상을 사용하여 조립한 경우에는 2회의 닥하 

에서 분화율이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0.5%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회의 

낙하에서도 분화율이 20%를 넘지 않는 강도를 나타내었다. 

나. 물유리를 점결제로 사용한 경우 

물유리를 점결제로 사용하는 경우에 중질탄산칼숨 조립체에 대한 분화율 측정 결 

과는 Fig. 42와 같다. 여기에서 사용한 조립체는 PVA를 점결재로 사용한 것과 동 

일한 크기 및 조건에서 제조한 것을 체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물유리를 점결제로 사용한 경우에도 PVA 사용시와 유사하게 점결제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조립체의 강도는 더욱 향상됨을 알 수 있었으며， 물유리의 첨가량이 

1.0%일때 분화율은 20% 수준으로서 PVA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점결제를 2배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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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분화율은 오히려 2배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구용 접착제로 사용되는 PVA의 경우가 건조강도 혹은 미분체 

웅결력이 물유리 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건조공정 

에서 PVA와는 달리 물유리의 경우에는 급속한 건조를 하면 그의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Fig. 43.은 일정단위로 포장하였을 경우의 분화율을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서 3mm 

의 조립체 30g을 취하여， 조립체 각각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분화 

율은 낙하 횟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실험결과， 물유리를 1.0% 을 사용하여 조립한 경우 4회의 낙하에서도 그의 분화 

율은 20% 미만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벤토나이트를 점결제로 사용한 경우 

벤토나이트는 점결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주물 및 경량골재 공업에서 점결제로 사 

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점결재로 이용하여 조립체 제조시 조립물의 특성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벤토나이트를 점결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중질탄산칼습 조립체에 대한 분화율 측 

정 결과는 Fig. 44와 같다. 여기에서 사용한 조립체는 PVA를 사용한 경우와 통일 

한 크기 및 조건에서 제조한 것을 체 분리하여 사용하였으며 실험 및 측정방법에 

서도 이와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벤토나이트를 점결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PVA, 물유리의 경우와 통일하게 점결 

제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조립체의 강도는 향상됨을 나타내었으나， 벤토나이트를 

5.0% 사용한 경우의 분화율은 PVA 사용량 0.3%, 물유리 사용량 1.0%의 경우와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의 점결력이 PVA나 물유리 보다 우수하다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벤토나이트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광산물로서 비료로서의 토양안정화 효 

과와 보습력 향상효과， 고온에서의 안정성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립체의 용도에 

따라 여타의 점결재와 상이한 효과도 있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Fig. 45는 단위량을 포장하였을 경우의 분화율 예측을 위한 실험결과인데， 벤토나 

이트를 7.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5회 낙하에서도 20%미만의 분화율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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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조립화 공정과 조립체의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립체를 제조할 때 

에는 조립체에 대한 사용처의 요구특성을 고려한 조립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되며， 이상의 기초연구결과는 그의 자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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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석회석의 효율적 이용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확 

립을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연구의 내용은 국내 석회석의 부존 및 수급특성을 분석 

함으로서 장기적인 수급계획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부존 석회 

석의 고순도화 및 백색도의 향상기술과 공정 등을 연구 · 개발함으로서， 국내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유도하며， 제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중질탄산칼숨 미분체의 

표면처리기술과 공정을 연구 · 개발하여 고급 분체로서의 활용성 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탄산칼숨 분체의 조립특성을 연구 · 개발함으로서 용도의 다양화 및 

활용성 증진을 도모 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항목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 석회석의 고순도화 및 백색도의 향상기술과 공정개발 연구 >

1. 국내부존 석회석의 생성시기별/지역별 특성 규명을 위하여 강원도의 태백지역， 

정선지역， 충청도의 금산지역， 경상도의 울진과 안동지역의 석회석에 대하여 편 

광현미경， XRD 등을 통한 시료의 광물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 결정크기 주 불순광물 

정선 미정 질 O.1 mm • quartz ,dolomite, magnetite 

금산A 결정질1-2mm quartz,muscovite, feldspar,chlorite 

금산B 결정질 O.5mm • quartz,pyrite,dolomite, 
feldspar,chlorite 

울진 결정질2.0mm • quartz,wollastinite,clay minerals 

안동 결정질 5.0mm • quartz,muscovite,pyrite,graphite, 
apatite,ampibole-group, dolomite, 

태백 결정질1O.Omm • quartz,clay minerals 

2. 국내산 석회석은 생성시기별/지역별 시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제특성을 나타내었 

으며， 건식방법에 의한 품위 및 백색도 향상을 위한 정제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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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CaO(wt%) 백색도 회-A「-올 。훈 정광의 불순물 함유량 

태백시료 55.22• 55.47 95• 97 76.79 MgO:O .20,Si02:0.31 , T otal =0.85 

정선시료 53.68• 54.51 84• 89 75.64 MgO:O.18 ,Si02:0.26,Total=0.92 

금산시료 53.00• 53.98 84• 90 59.91 MgO:O .34,Si02: 1.48,Total =2.99 

안동시료 5l.77• 52.80 73• 80 74.17 MgO:O.50 ,Si02:2.64,Total=0.85 

울진시료 54.13• 55.03 94• 96 65.42 MgO:O.20,Si02: l.48,Total=2.17 

3. 습식방법에 의한 품위 및 백색도 향상을 위한 정제공정은 현재의 국내 시장에서는 

경제성이 확보되기 어렵지만， 아래의 결과에서와 같이 건식방법 보다는 정제효과가 

다소 우수하기 때문에 고품위 · 고순도의 석회석 관련 수입품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대단위 처리공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료명 CaO(wt%) 백색도 회수율 정광의 불순물 함유량 

태백시료 55.22• 55.61 95• 98 80.37 MgO:O.18,Si02:0.23,Total=0.71 

정선시료 53.68• 54.84 84• 90 67.63 MgO:O.34,Si02:0.10,Total=0.79 
금산시료 53.00• 54.61 84• 92 77.38 MgO:O.31 ,Si02:0.32,Total=1.55 
안동시료 5l.77• 54.09 73• 84 70.76 MgO:O.32 ,Si02:0.97,Total=1.79 
울진시료 54.13• 55.51 94• 97 77.65 MgO:O.18,Si02:0.77,Total=1.35 

4. 정제공정을 적용하여 제조된 정제 석회석을 이용하여 중질탄산칼습을 제조하였을 

때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분체의 입도별 안식각， 밀도， spatular각， 응집도， 균일 

도， 분산도， C빠지수， 유동성， 분류성 등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그의 결과를 수 

록하였으며， 이들의 결과는 분체의 수송， 저장， 포장 및 기타 분체취급을 위한 공정 

설계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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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질탄산칼습 미분체의 표면처리기술과 공정 연구 >

5. 중질탄산칼숨 미분체의 표면개질을 통한 소수성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건 

식방법인 직접 용융분사 기술과 공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공정을 이용한 스테아 

린산의 표면피복 실험에서는 스테아린산의 투여량 및 숙성시간을 조절함으로서 

이론적인 접촉각 110。 에 도달하고， 분산력은 34.7mJ/m2 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미분체의 분산성의 향상과 미분체의 소수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6. 중질탄산칼슐 미분체에 소수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건식방법으로 스테아린산을 

피복시키는 공정에서 스테아린산의 사용량은 중량비율 0.5- 1.0wt.% 정도가 적 

절하고， 72시간 이상의 숙성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7.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석회석의 생성시기별/지역별로 시료특성에 따른 효과적 

이고 종합적인 품위 향상공정과 건식방법에 의한 미분체 표면처리 기술을 제시 

하였으나， 기술 및 공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광산별 원료광물의 특성에 

따른 엄밀한 경제성 분석과 현장적용을 위한 규모확대 연구 등의 사전조치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 중질탄산칼숨 미분체의 조립특성과 공정 연구 >

8. 중질탄산칼슐 미분체의 조립화는 드럼형， 사출형 및 혼합형 조립기를 각각 사용 

하여 조립기술의 특성과 조립체의 물성을 조사하였으며， 조립체의 사용용도에 따 

라서 조립기기 및 점결제의 선정과 조립시간의 조절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9. 사출형 조립기는 사출노즐의 크기로 조립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드럼형 

조립기는 조립시간에 따라 조립산물의 크기， 강도조절이 가능하였고， 혼합형 조 

립기는 조립물의 크기보다는 조립물의 강도 및 조립체의 입자 크기의 균일성을 

추구할 수 있는 특성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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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국내 최대 부존자원인 석회석의 용도다양화， 부가가치 향 

상 및 관련제품의 수입대체 가능성에 대하여 일부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으나， 

고부가가치 제품인 생석회， 소석회제품들의 고품위화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 

았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만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고부가가치를 갖는 칼숨화합물의 수입대체 

는 물론 국내 수급안정화 및 수요의 확대유도를 위해서도 생석회 · 소석회와 칼숨 

화합물 분야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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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이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에너지 · 자원기술개발사업의 최종 

보고서이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에너지 · 자원기술개발사업의 사업수행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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