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산업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第 24 回

훌훌願i꿇用 • 素材 워 크갚 

日時 : 1999년 11월 17일 (수) 

場所 : 서 울 敎 育 文 化 會 館

主管 : 韓 國 資 源 h升 究 所

後援 : 塵業資源部， 에너지管理工團 R&D 本部
韓國資源工學會，韓國資源리싸이클링學會 



워크삼 준바위원회 

l ; i .~~O~ 
위원장 : 이 강 인 

(활용연구부장) 

간 사 김 병 규 

위 원 나 쉴 으 
1=1 "'=죠 l 

환
 
경
 

지
 
철
 

안
 
이
 



개회 및 진행 순서 

사회 : 이 강인 (한국자원연구소) 

시 간 내
 

용
 

09:30 - 10:30 I 등록 

10:30 - 1l:00 I 개회식 

。 개회사 ---- 한국자원연구소 소장 

。 축 사 - 산업자원부 자원정책 실장 

1l:00 - 12:00 

12:00 - 13:30 

13:30 - 16:50 

초청강연 

주 시 
。--，

분야별 논문발표 

。 금속자원 활용분야 

17:00 - 18:30 

。 비금속자원 활용분야 

。 석탄회 활용분야 

종합토론 및 간친회 

。 초청강연 1 : 자원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및 방향 

이 인 영 (R&D본부 처장) 

。 초청강연 II: 신소재개발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분쇄 및 분급 기술 

l폐本 浩 (일본 Seishin Enterprise Co, L TD.) 

李 尙勳 (대한광업진흥공사 기술연구소)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자원연구소가 자원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셔 저124회 

자원활용 · 소재 워크싶을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 

쁘신 가운데도 본 워크숍을 격려하고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정장섭 

자원정책실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매년 본 워 

크숍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 원로 교수님들과 자원활용 및 

소재 그리고 자원재활용 분야의 전문가님들， 침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 

으로 감시를 드립니다. 

급격한 산업빌전에 따라 자원의 수요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각종 새로운 

자원소재가 등장하고 이들에 대한 요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원 

료가 되는 자원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히는데 선진국을 포힘한 세계 

각국은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부존 

자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에 의한 자급도가 높은 나라들을 보 

면 기술확보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기술보호주의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어 기술이전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특히 자원기술은 산업의 핵심기반기술로서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체적인 기술개발의 당위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확보에 대한 관심의 걸여 및 투자부족으로 

이 분야의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산업빌달에 따른 자원의 고길과 함께 환경오염이 심각해 

지고 있어 환경친화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자 

원재활용은 유한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구환경 보전이란 두 가지 측면을 동시 

에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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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급박한 연구환경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적으로 IMF여파로 인 

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더욱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 보급으로 자원 

산업 육성에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흐| 한국자원연구소에서는 지열 및 지하수를 포함하는 지질조사 시업， 석 

유 및 해저자원 탐사샤업， 지하공간의 이용사업과 힘께 광물자원의 부가가치 

향상과 소재개발 그리고 자원재활용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지속적 

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4회 자원활용 · 소재 워코싶은 국내 자원산업과 관련하 

여 원료 및 소재개발과 자원재활용분야의 산 · 학 · 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동안 얻은 연구결과와 사업성과 등을 빌표하고 기술교류를 나누는 

뜻갚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유익한 빌표와 전문가들의 토으1. 그리고 

앞으로 관련 전문가 상호간의 기술교류가 국내 자원산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 

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변 본 자원활용 · 소재 워크싶에 침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시를 

드리며， 본 워코싶에시 전문가들의 진지한 토론과 기술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 11. 17 

한국자원연구소장 

이 경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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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 

사 

존경하는 한국자원연구소 이경운 소장님， 자원산업 

시는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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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용 · 소재 워코싶』 대| 침 오늘 한국자원연구소가 주최하는 저124호| 

석하여 축하의 밀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광물자원의 수요는 매년 평균 8%씩 

있으며， 이중 달하고 원에 4백억 4조 λ。리t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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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 증가하여 

。A 즈
 
{ ) 의존하고 있어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도 70% 이상을 수입에 

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됨에 따라 자 히
 렵

 
열린 시장』 으로 『하나의 더욱이， 세계경제는 

뒷받침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치열해 더욱 이용기술에 대한 국가간 개발경쟁은 

무너지면서 국가전략산업을 

효율적 

원보호주의 장벽이 

자원확보와 자원의 

지고 있습니다 

증가어| 따른 자원의 다량 소비로 발생하는 각종 펴l기물 또한 ， 산업활동의 

초래히게 된 것도 사실입 위협을 생태계에도 유빌힘으로써 등이 환경오염을 

니다 

변화를 고려해볼 때， 광물자원의 안정 이러한 국내외적 자원분야의 환경적 

유한한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펴1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적 확보 이외대| 

우리로서 닙조특↓ 
-r-. c:::..: 있으며 ， 부존자원이 더해가고 중요도를 기 점차 기술개발이 

것입니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즈OA-j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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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에 빌 맞추어 한국자원연구소는 광물자원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분야에시 인식하고， 그 동안 이 

IV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산업이 지속적으로 견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원 

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 

하고 있으며， 자원부문의 관련기술을 항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정잭 

적인 배려를 통해 자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대| 침석하신 여러분 ! 

필요한 

위해서는 

다가오는 21 세기는 각국이 자국의 자원을 무기화힘에 국내 산업에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여|싱되며， 이를 극복하기 

세계일류를 향한 자원기술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실로 중차대하며， 여러분께서는 무리나 

리의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으로 연구개빌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으늘. 24호| “자원활용 · 소재 워크싶”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디 --'-

여 그 동안의 기술개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빌 방향을 제시하여 자원기 

술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의 워코싶이 진지한 학술적인 토론과 개빌기술에 대한 상호 

교류의 징이 되어 자원분야의 기술향상과 국가 자원산업 빌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통하여 자원연구 

의 노고를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전문가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한국자 치하드리며， 이 워크싶을 위하여 

원연구소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밀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 11. 17 

v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정 ~f 人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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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강연 

1. 자원기술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방향 

이 인 영 (R&D본부) 

2. 첨단재료， 라싸이클링재료와 분쇄， 분급기술 

間本 浩 ( 일 본Seishin Enterprise Co. L TD) 

李 尙勳 (대한광업진흥공사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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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현황 추진 자원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 1처장 

영 인 。l

에너지관리공단 R&D 본부 

1. 자원기술개발사업의 개요 

추진배경 1- 1. 자원기술개발사업 

O 광물에 정제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원료를 생산하는 
기초가 되고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크며 

선진국에서 기술 및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소재산업은 모든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 

원료광물 및 1차 

O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의 발달로 최근 소재광물의 

으나， 국내산은 품질저하로 수요가 한정되어 

가공 소재 광물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고품위 

O 향후 국내산업의 전문화，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용 소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됨으로서， 국제 경쟁력향상 및 소재광물의 수입 증가에 

적자 해소를 위하여 소재광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자원의 

따라 기존 소재 

따 2 0 여 
τ ，0..; 

탐사，개발 

불가피한 실정임. 등이 

O 자원기술개발사업은 정부의 기본계획(‘95-’9J)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구: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 R&D 본부에서 추진해 오고 있음 

n 
<
U 



2-2. 기본방향 

O 기초광물의 안정 

O 광물 및 석재자원 활용기술의 선진화로 부가가치 향상 

공급기반 구축 

O 광업관련 장비의 

O 국내 무연탄 활용기술의 개발 

국산화 

대상 T!l 
^ 2- 3. 기술개발범위 

높고 국내에 실현가능성이 부존량， 기술개발효과 등을 감안하여 

적용처가 많은 3개 중점추진분야 선정 

O 국내 
서의 

활 u1 
^ 금속광물처리 활용기술， u1 

;‘; 중점추진분야 : 비금속광물처리 

용기술，첨단소재화기술 

O 채광장비 및 석재가공기술， 

※ 

일반기술 개발사업 드
(
 

]무연탄활용기술 

으로 추진 

추진 

탐사， 자원개발， 활용기술분야 

o '99년부터 자원연구소 출연연구사업 

} 지질 · 광상， 석유 · 해저 

2- 4. 기술개발 전략 

S 각 프로그램별 기술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기술개발전략 수립 

、J 자 위하여 추진하기 효율적으로 체계적이고 자원기술개발사업의 

분류 및 기술체계도 기획연구 추진 원기술의 

::,<1. 
D 3 기술개발 대상기술에 대한 개발범위/목표의 명확화 및 관련업체의 

여유도로 기술개발 효과와 파급효과 제고 

포함한 시장 현황조사 및 자 G 기술개발대상을 기술수준， 시장성 

원관련 전문가 그룹을 파악하여 기술개발사업시 활용 

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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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기술개발사업의 

2-1. 추진현황 

추진현황 다l 
;’< 성과 

O ’95년부터 93개과제(자원연 출연 34개 포함)에 16.988백만원을 투자하 

여 20개 과제가 종료되었고 현재 73개 과제는 추진 중 

- 그 간 별도로 추진되던 한국자원연구소 출연연구사업비가 ‘99년 이 

후 기술개발사업비와 통합 운영(사업비 규모 : 5，122백만원) 

< 연도별 가술개발 추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τ 닝r ’95 ’96 ’97 ‘98 ‘99 계 

신 규 4 13 6 10 26 
과제수 계 ~ λ」1」-- 0 4 14 15 47(34) 80 

계 4 17 20 25 73 

정부지원 300 1.600 1.886 2,268 7,664 13.718 
사업비 (4,007) 

(백만원) 민간부담 53 512 518 689 1,498 3,270 
계 353 2,112 2,404 2,957 9,162 16,988 

※ ( )내는 한국자원연구소 출연연구사업 계속과제임 

O 그 간 국내자원 활용촉진을 위한 비금속자원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금속자원 활용 및 첨단소재화 기술 분야를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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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지원질적(정부지원금) > 

(단위 : 백만원) 

사업 ‘95 ‘96 ‘97 ‘98 ‘99 계 

구분 파채수 사업비 파쩨수 사업비 과쩌수 사업비 과채수 사업비 과체수 사업비 총사업벼 

비금속 3 144 9 896 12 1.143 12 984 19 2,009 5,176 
二nL깅 - 1: 2 129 2 159 4 286 9 733 1.307 
첨단 

1 85 3 290 4 336 5 436 1,147 
소재 

채광· 
150 2 300 1 111 2 373 1 92 1,026 

석재 

국내 
2 125 2 183 2 217 2 194 719 

무연탄 

기타 6 65 1 72 37 4,200 4,343 
계 4 300 17 1.600 20 1.886 25 2.268 73 7.664 13.718 

※‘99기타 분야는 정책과제 및 한국자원연구소 출연과제임 

2- 2. 주요 추진성과 

O 기술개발 초기 단계로 기초 · 기반 기술 중심의 기술개발 추진 

- 기술개발 성과를 토대로 실용화를 위한 후속연구 추진 중이며， 일부 

과제는 상용화 추진 중 

1 ar 야 기술개발성과 T 진 현 황 

·석재가공 · 석재 성형공구 및 연마제 개발 ·상용화 추진 중 

·채광장비 . Jumbo Drilling M/C 개 발 · 민간기업에 기술 이전 협의 중 
• 1:11 二nl죠 「: · 석회석의 정제기술 개발 · 민간의 신규광산에 적용 예정 
활용 · 고순도 미 립실리카 분체 제조 · 실용화를 위한 2단계 연구 중 

· 탄산칼숨 filler의 다형 제 어 기 술 · 실용화를 위한 2단계 연구 중 

· 비금속 무기질 담체 개발 · 폐가스 및 탈취제용 후속연구 
i닝~~ τ ; 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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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방향 

『자원기술개발 기본계 

에너지기술과 통합하여 

효율제고를 기할 수 있도 

동안 자원기술개발사업의 추진근거였던 

획 (‘95- ’99) .1 이 마무리 됨 에 따라 기 추진중인 

에너지 · 자원기술개발사업의 안정적 확대와 

二l

록 할 계획임 

3- 1. 자원기술개발 7개년 계 획 

1) 기본방향 

O 국가 산업에 펼요한 원료 소재의 원활한 수급 및 경쟁력 제고 

O 지하자원 탐사 및 개발 기술의 자립화 

O 국내 미 이 용 자원의 활용 촉진 

2) 사업의 구분 

자원의 효율적 확보 및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사업과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기반확충사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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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 tri 사업의 범위 

천연자원 및 휴 · 폐자원으로부터 유효한 자 

자원활용기술 원의 분리 및 가공 처리를 통한 자원의 부 

기술개발 
가가치 향상 및 산업원료소재 제조기술 개발 

지하자원 탐사의 정밀도 향상 및 자원확보의 
사업 자원탐사기술 

경제성 제고 기술 개발 

자원개발기술 
지하자원의 경제적인 개발 및 이에 따른 환 

경오염 방지 기술 개발 

국가기본 자원확보의 원천 요소자료 확보를 위한 자원 

조사사업 조사 및 국가주제도 작성 사업 

기술기반 자원정보체계 자원 관련 정보의 D/B 구축 및 이의 효율적 

구축사업 구축사업 인 유통을 위한 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 

시험평가 광물자원 및 원료소재의 특성 평가기술 표준 

표준화 사업 화 및 평가시험용 장비 확충 

3) 추진전략 

O 단계별 기술개발 목표 설정으로 기술개발의 실효성 제고 

기술개발사업별 특성에 따른 시업별 단계별 기술개발 목표 설정 

O 기술 특성에 적합한 기술개발 방식 및 추진체계의 다양화 

- 개발대상기술의 특성에 따라 장기목표에 따른 Top-Down 방식과 수 

요조사에 의 한 Bottom- Up 방식 의 병 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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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에 따라 효율적인 추진체계 마련 

·국내 부존자원이 많고 부가가치 향상 가능성 이 三조 
'-- 대형 복합기술은 

탐사단계에서 활용단계까지 연계된 체계적인 기술 개발 수행 

·기술축적이 필요한 차기 유망기술은 연구기관 중심의 선행기술개 

발사업 추진 

·기술기반이 확립되어 

중심의 기술개발 추진 

있어 실용화 

O 중점기술개발 대상 분야의 선정 01 
^ 

가능성이 三'L
'--

투자 집중 

기술은 

기술의 수요 및 파급효과， 실용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 
중점지원 

대상 분야를 선정， 집중 투자하여 중장기적인 투자 효과 제고 

기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수요에 따른 대상분야 

목표를 설정 

O 기술기반구축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자원기술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학술진흥사업 추진 

01 

^ 개발 

- 탐사， 활용 등 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추진 

- 국가 및 산업 수요에 부응한 공공 서비스 강화 

O 사업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 

- 2000년 자원기술개발사업 실행계획 공고에 따라 과제 접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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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개발 추진 계획 

가. 기술개발 대상 프로그램의 선정 

O 자원기술 분야의 기술체계와 요소기술의 상호 연관성 01 

^ 적용성， 기 

술개발 사업의 

λd :A1 E 。

추진 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대상 프로그램을 

나. 기술분야별 단계별 기술개발 추진 방향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칸 ‘95- ’99 2000-2003 2004-2006 

·국내자원활용촉진 
· 광종별 고도활용 · 첨단소재화 기술의 
기반 기술 확립 선진화 

자원활용 
· 단위기술 실용화 ·개발기술의 상용화 

·기술개발기반구축 
· 실용화 기반 구축 및 기술 확산 

· 요소기술 확립 
· 고정밀탐사 및 

· 탐사기술선진화 및 
심부탐사 기술기반 

자원탐사 
. 2차원 해석 및 

확립 
적용기술 확립 

적용 기술 확립 
·신탐사 기술 확립 

· 응용범위 확대 

.3차원해석기술확립 

· 채광장비 국산화 
· 기계화 채광기술 

·미래형자원개발 

자원개발 
기반 확립 

기술 확립 
· 미래형자원 개발 

기반기술 확립 
· 기계화 장비 개발 

※ l단계는 기 추진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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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00년 기술개발 시행 

1 님c" 공모대상 기술명 

O 고순도 생석회 · 소석회 제조 및 활용기술 * 
0 규석광으로부터 실리카 미분체 (1μm이하) 제조 및 

고기능성 활용기술* 

비금속자원 0 점토광의 고기능성 상용화 기술 

활용기술 고령토， 도석， 점토 

。국내 비금속광물을 활용한 원료소재제조 상용화 기술 

납석， 운모류， 흑연， 사문석， 중정석 

。시멘 E 산업에서의 유 · 무연탄 혼소 기술 

O 타켓용 고순도 티타늄 금속 및 화합물 제조기술* 

금속자원 。희토류광으로부터 산업용 기능소재 제조기술* 

활용기술 。규석광으로부터 금속규소 및 화합물 제조기술* 

。금속광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원료 제조 및 활용기술 

자원회수 。휴 · 폐자원으로부터 유가자원 회수 및 이용기술 

기술 광산폐기물， 제련부산물， 폐제품 

자원탐사 。고 분해능 탄성파 탐사기술* 

기술 。고정밀 중력/자력 탐사기술* 

자원개발 
。채광/채석 장비 국산화 기술 

기술 
。해외 자원 개발성 평가 기술 

。광해방지를 위한 지반침하 및 침출수 방지기술 

기타 
。국내 희토류광 조사 및 개발성 평가 

。자원 및 원료소재 평가표준화를 위한 표준물질 제조 

※ “*" 표시는 중점개발대상기술 분야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예 

정이며， 그 밖의 기술은 세부과제에 따른 실용화가능성，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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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급기술 리싸이클링재료와 첨단재료， 

間本 j告 李 尙勳*

Seishin Enterprise Co. Ltd. ( 일 본 ) , 대 한광업 진 흥공사 기 술연 구소* 

1. 서론 

있다. 화학 기술이 0 "1- 。
1승 τ= 포함해 까‘ .L 。

，긴호 물리적， 화학적 분체제조방법은 

이외에도 크게는 조립법， l:l.l-닙1 
。1=l문헌에 의하면， 물리적 장치， 현대화학 등의 

액상침전법， 。1 느二 
^^ '-사용되고 등으로 분류된다. 최근 초미립자 제조에 서 i 버 

「능를 닙 

더욱 분쇄기술을 분류된다. 물리적 석출법으로 대표적인 
E 。

-0 τ: 기상석출법 

분쇄원리 따라 여러 분류된다. 용도(목적)에 습식법으로 분류하면， 건식법， 

적용한 연구가 01 

^ 개발 기술 있고， 새로운 분쇄프로세스가 01 

^ 분쇄기 E크 -E크 

안정 건식상태에서 

당면과제이다. 분쇄는 오래 

sub- micron 입 자를 이중에서도 있다. 추진되고 

하게 제조하는 

꾸준히 

져 c. 
。1 느二 
M '-안고 분체기술이 은

 
거
〈
 

소비되는 에너지 기술이고， 현재도 전 세계에서 기본적인 사용되었던 부터 

정도이다 분쇄 

"8"l- 즈二 
E프 ! 

。LQ.. 
M2 

단위조작이라고 

다양한 

보고문헌이 

。1 느二 
λλ '-시발점이고， 폭넓게 사용되고 

분쇄， 분급기술은 제품이 요구하는 

있다는 사용되고 분쇄에 정도가 

제조의 

10% 

제품 

의 

'-'-
맞추기 위 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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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트
 「있다. 현재의 

。1
λλ 변하고 단위조작으로 보다 고도화하고， 복잡한 분쇄특성을 조절하는 해 

균일 얼마나 분급기술은 있는가? 분쇄할 수 얼마나 작게 다.분쇄기술은 

제품， 성능을 발휘하기 위 새로운 ~ t:二
二1:..，있는가? 이두가지 분급할 수 하게 

기체의 행동 때로는 액 특이한 물질이다 때로는 한 키포인트이다 분체는 

한다. 을
 

도
 
。거

 
없는 까, 입도형상에 따라 예상할 한다. 분체의 으

 
E 도

 
。해

 。
체의 

많은 문제점이 따 

차지하면 약30%를 

것은 

분포상 

자유롭게 취급하는 

입도 초미립자가 

η
 ω 

분체를 

lμm이하의 

sub-micron 영 역 의 

경험적으로 
택
 른다. 



입자의 집합체로서 분체의 거동은 크게 변한다. 왜냐하면， 분체는 미립분말 

로 됨에 따라 입자표면이 활성화되고 입자간의 힘이 크게되어 부착응집이 

강하게 되고 유동성도 나쁘게 된다. 이 결과 분쇄시의 에너지 효율은 입도 

변화에 따라 극도로 나빠지게 된다. 분급은 분리효율이 나쁘게 되고 수율 

저하도 일어난다. 향후 분쇄， 분급기술은 분체물성을 확인하여 계내의 환경 

(분쇄의 온도， 습도， 수분， 가스등의 환경을 조절)을 고려하여 입자의 거동 

을 시율레이션하는 것으로 이상적인 분쇄， 분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선은 분체를 집합체로서 취급하는 입장에서 

급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일본내의 

입자로서 취 

분쇄， 분급기술의 현상과 첨 

단재료， 리사이클재료에 이용되고 있는 예를 설명하고자한다. 

단일 

11. 분쇄， 분급기술 현황 

sub- micron 영 역 의 분쇄， 분금기술은 첨단재료를 개발하는데 중요하다. 

초미립자를 제조하는 건식 분쇄법에는 매체교반형밀， 제트밀이 대표적이지 

만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한계 입경은 3μm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제느밀에 의한 분쇄는 충격， 마쇄목적으로 소요동력。 크기 때문에 용도가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충격분쇄에 소요에너지는 미립분말로 

됨에 따라 비례적으로 커진다. 또한 생성된 분말도 미립분말로 됨에 따라 

분쇄효율이 저하하고 취급을 어렵게 한다. 분급기술도 고성능 강제 와류형 

분급기가 개발 개량되어 sub- micron 밀 도를 조 절 할 수 있 게 되었지만 실 

용 분급한계 입경은 건식제트밀 과 마찬가지로 3μm으로 생각된다. [표1]에 

는 대표적인 건식분쇄기의 종류와 원리의 특정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분쇄시간과 분쇄에 드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분쇄의 

가 결정된다 현재의 기술에서는 건식분쇄법을 이용하여 톱싸이즈를 

이하로 조절하는 것은 미립분말의 응집과 분산의 문제 때문에 매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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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 싸이크론 하이드로 추진된 부샤이 
l..!..- L.:. 습식분쇄법에서는 한편 

가 미립분체 제조의 lμm이하의 조합시켜서 습식분급기술을 이
 카
 

드
 
。cyclone) 

입자를 충 

입자에 분쇄에 필요한 대부분의 에너지를 

분쇄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분급에 

분쇄시의 있다 미립자제조의 대부분의 경우에 

없기 때문에 .A 
T 

보여지고 

가속시킬 

것이 

분히 

부여하는 

능성이 

있어 불가능하여 

것보다 느
 
」

1 T 를
 

차
 

관성력의 입자에 각 장(field)에서 워심력 기계적 는
 

서
 

분급한계가 존재한다. 이론 불가능하기 때문에 커다란 에너지를 주는 것이 

원인이 1--1- .;%，즈二 
XTτ二

λ4 느二..Q... 
。 o 2 

닝 二그 
τr 닙 것도 。，]-느二 

l..Q L-일어나지 분급영역에서 분급이 ~~ -. 
단독으로는 분쇄기 따라 복잡화됨에 고도화되고. 요구가 있다. 분쇄 되고 

효과가 기대된 분급기의 없는 상황에서 까‘ 
T 만족시킬 바

 다 

도
 

이
 닝 

하
 와

 이용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사 를
 

씨
 케
 

부
 ι 

다. 분급은 분쇄기와의 폐쇄회로에서 

소요동력의 향상 조절，분쇄효율의 

절감을 고려하면 대단한 단위즈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우가 있지만 생성한계입자의 하
 

용
 

건식분 이용한 크라실을 분급기의 대표형식， 강제와류형 

실리카의 실시 예로 

기체분급기의 

평균입경 -
후
 

닝 二그 
τr 님 확인해보았다. 한계성능을 급의 

성능이 있다. 건식분급기의 확보하고 X50=2.54μm를 X50=0.77μm， 최 대 입 경 

벼으 너느 -. "즈 o L- 아크릴비드를 가능한 확인되었다. [사진 1]은 구상의 것이 3μm의 

조대분말과 미립분말의 분쇄 이다. [그림 1]은 분급한 예 반복하여 상하로 

입도분포에 의해 미립분말과 조대분말 입도 분포데이타이다. 

이 이상적으로 분급되어 

에 포함되어있는 유효성분을 높은 효율로 제품화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2]에 크라실의 기구와 분급 예를 소개한다. 크라실로 대표되는 강제와 

미립분말 중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과제로서 

현미경 사진 

만들수가 있 가장 작은 사이즈의 제품을 분급기가 건식분급법으로서 E 숭l 
ìTCl 

=조?~0 이 T -=J'CJ..'.. λλ 붙인 새로운 시스템이 초음파 발진기를 진동휠기에 다. 최근 

님 二그 
T 닙 분급과 100μm의 분급할 수 없었던 20μm의 다. 지금까지 생산레벨에서 

분급영역에 분급기의 분급할 수가 있다. 향후 관성 력 막힘이 없이 

분급점이 미치는 것을 기대하고 싶은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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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급의 예 분쇄， 는
 

드
 

만
 

첨단재료를 rn. 

토너는 사무자동화에 따르는 Fax, 워드프로세스， 

가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토너는 크게 분류하면 모노크로， 컬러， 1 

성분， 2성분 등의 4종류로 분류된다. 형태별로는 2성분계의 토너의 사용양 

이 많다. 토너는 사용형태에 따라 제품 입도가 다소 다르지만， 화상의 해상 

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입도 분포는 5-25μrn， 3-15μrn(현재의 중심) 매우 균 

입도보다 큰 입자， 작은 입자는 화상의 저하 

발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토너업계는 보다 예리한 고 

품위 화질을 얻기 위해 기기의 개량과 동시에 

있다. 토너의 제조는 원료혼합， 혼련공정을 제외하면 

된다. 분쇄， 분급기술의 역할은 요구 입도영역에서의 

제품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토너의 

새로운 수단의 개선이 요구되고 

복사기의증 프린터， 

1. 토너 

일한 입도가 요구된다. 규정 

그리고 뭉침의 

하
 

목
 

주
 
’ 

분급이 중심 

토너의 미립분말화에 

분쇄 고 

생산효율， 

미립화가 추진중이고， 분쇄， 분급의 

있다. [그림 3]은 20년 전의 토너 의 입 도분 

제품의 이 

포와 현재의 입도분포와의 차를 나타낸 것이다. 분쇄 분급 후 입도 분포는 

입도를 맞추어서 분급기 

입도 분쇄후의 제품 수율은 평균 

X50=0.77μm가 90%를 넘지만 X50=8μm가 80%이상이므로， 수율 개선이 

매우 달라져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쇄기가 목적 

생각한다. 결과라고 향상된 성능이 

요망 

된다. 

공정에서의 과제와 대책 

a) 토너의 미립분말화에 의한 입도 분포대응 

스치렌， 아크릴계에 비해 폴리스치렌계 토너는 분쇄하기 어렵고， 분 

쇄성 향상이 급선무이다. 토너의 미립화는 균일하고 고품위의 화질을 

동력당 생산량)이 

호검L 二:1. 01 
"l!.... t=J - I 분쇄 

i드 
n 효율(8μm입 경 대 응， 단위 

은 분쇄방식의 검토 미립분말화의 

가능하게 한다. 분쇄의 

포인트는 분급성능 이다 반복분급 

고성능 분급기의 채용 

m 

(다단분급) 및 강제와류형 



b) 미립분말영역에서의 제품 수율 향상 

분급기에 의한 분급 

성능 향상과 수율향상， 과분쇄 방지에 의한 수율 향상 

c) 분쇄후 입자의 형상 

확보.강제와류형 의해 영역을 분쇄에 목적입도 

탈피， 충격분쇄방식에서의 조절， 단순 

및 고속회전식 분쇄기의 활용 

입자형상의 의한 

제트밀의 선정 

반복분쇄에 

생각된다. 

토너의 미립분말화， 효율향상은 분쇄， 분급 프로세스의 개량으로 많은 문제 

가 해결된다. 향후토너 제조업체는 결과적으로 

것으로 증가하는 점점 라
 

따
 

사무자동화에 생산량은 토너의 

이용한 미립분말 

개 발， Blue color화의 방향으로 추진 될 것 으로 생 각된 

중화법을 

화， 저온 정착토너의 

다 

2. 2차전지 재료 

집중적으로 소재의 개량이 

반복해서 재 

향상시키는 

에너지를 몇 번이고 

전지특성을 에너지밀도 전지의 

이용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연구되고 

니켈수 

소2차， 니륨이온 2차전지의 신장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림4 

주요전지의 에너지밀도 [그림 5]에 전지의 생산액을 나타내었다. 하이테 

2차전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있는 충전 가능한 고에너지밀도의 

크기기 (CD， 비디오， 휴대전화기， 노트북 등)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지의 정의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재질과 산화하기 쉬운 재질을 조합하여 전 

원리이다. 전지는 일정의 중량 용기 

생산에 무선화가 2차전지의 

에 

。}
E 

얼마나 많은 출 

중에 

디바이스」 이다. 환원하기 쉬운 

기에너지의 전류로서 

마나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는가 그리고 사용목적에 따라서 

력(기전력)을 내는 것이 가능한가가 포인트가 된다. 이 

꺼내는 

목적을 위하여 전지 

선택， 개량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니륨이온 2차전지용 흑연재료의 성능을 조절하는 분쇄， 분급 수단을 소개 

밀도의 밀도，고출력 고에너지 재료의 

η
 

한다. 



목적으로 니륨이온전지용 탄소재료 밀도를 올릴 체적， 중량당의 에너지 

의 입도분포와 겉보기 대표적인 밀도를 조절 할 필요가 있다. 탄소재료의 

조대분말을 고효율로 분급한 

계내에 내장한 고속회전형 

분쇄한다. 분쇄 후 조대분말은 

매우 균일한 분말이 필요하다 분쇄는 분급기를 

분쇄기를 이용 미립분말의 발생을 억제해서 

입도분포는 5μm이하의 미 립분말과 50μm이상의 

분급기를 이용하여 

겉보기밀도를 올리기 위하여 분쇄효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림 6]은 표적인 양산 가능한 분쇄， 분급 프로세스이다. 분쇄， 분급된 탄소 

재료는 입도분포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밀도조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기 밀도를 BD=0.55 - 0.58g/cc로 조절하는 것이 시스템상 가능하다. 또한 

겉보기 밀도를 올리는 경우 로타리프레스 등으로 입자에 외부의 

던가 또는 입자의 형성을 조절하여 겉보기밀도를 올리는 방법이 

분급 하고 미립분말은 강제와류형 초음파 휠로 체분리 

풍력분급한다.분쇄，분급의 

높여 규칙적이며 

포인트는 

겉 

힘을 가하 

이용되고 

드
 

<
]제거하여 입자각을 

。 。

돋f "2:" 

있다. 

고 전지제조업체와 원재료 제조업체(분체특성)가 공동으로 전지의 향후 

순도， 결정구조， 

입도， 입자형상， 표면상태가 중요하 

특성과 분체처리기술(분쇄， 분급， 밀도조절과 열 

원료의 포인트는 고용량화의 

원료의 혼합특성이고 

필요가 있다. 꾀할 

원료의 

용량화를 

u1 
^ 조성 

특성은 원료의 

처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다. 전지의 

분급의 예 분쇄 N. 리사이클분야에서의 

1. 실크 

소재특성을 갖고있는 실크를 초미립 역사적으로 고품질의 천연소재로서 

있다. 실 전개가 시도되고 공업재료로서의 자로 분쇄， 분급하는 것에 의해 

λ4 주L 
u " 있다. 

고분자 화합물이다. 일반 

취급되고 옷감으로서 

구성된 천연의 

。
。

1 
l i 

최상의 느
 」

간
}
 

<고기능성을 

아미노산으로 

중에서도 

실크성분은 18종의 

크는 



비누， 삼푸， 화장품 등으로 사용되어 

크조성을 살려서 식품으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천연섬유 분쇄는 고분자 

이르러서는 실 최근에 적으로 실크는 

분자를 파괴하는 경우의 

것이 

방법에 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분쇄 방법과 화학적 

수지를 분쇄하는 것만큼 어렵다 용재를 사용하여 

소재 할 수 있지만 실크본래의 

입도분포 그래프는 물리적 

용이하게 

이
「
 

끼
니
 

리
n
 

그
 

는
 J

‘ 

쇄
 

다
 

분
 
된
 

고분자 상태 

분쇄법과 화학 

나타낸 것이다. 분쇄물 

이고 물리적으로 분쇄한 후 실크는 30-40만의 

있다. [사진2]는 물리 적 

미립분말화 한 입자형상의 차이를 

f르λd ..Q.. z} τ7 
。~크 A-ι」

분쇄한 예 

를 유지하여 천연소재 

방법에 의해 

해 

A1 .., 
균일 만들어진 입자형상이 분쇄법에 의해서 방법에 비해 물리적 은 화학적 

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olλU 님二그 "ð r J.f1, τr 닙 ... 

되어있고 실크를 

나타내었다. (국제특허획득) 그림8에 

평균입경 X50=5μm ， 최대입경 

초미립분말로 가공하는 것은 우선 먼저 전단력을 사용하여 

X50=30μm으로 

형태를 분쇄공정중의 

앞
 

도
 

이
 닙 

섬유길이를 3-

미립분쇄한다. 파우더 상태로 된 실크는 세정공정을 거친 다음， 더욱 분쇄， 

분급하여 평균입경 X50=3-5μm로 용도에 맞추어 입도를 조절한다. 분쇄， 

낸다. 분쇄， 

이다 

X50=20-30μm정 도로 평균입경 이용하여 마쇄력을 조정한 다음 5mrn정도 

예 

제품으로서 

.Q..도L 
p "프 

대표적인 

새로운 

분급한 실크분말은 독특한 윤기와 색을 갖고 실크특유의 

올려 리사이클 되는 

바꿔 

부가가치를 폐기물이 의해 분급에 

분쇄 신소재로서 

된다. 실크와 마찬가지로 연질섬유로서 마， 면， 울 등 

소재도 초미립 분말로 분쇄， 분급할 수가 있으며， 새로운 소재의 개발에 

형태를 소재의 기술은 

것이 

와 분급 

다시 태어나는 

의 

응용이 기대된다. 

2. 우레탄폼 

중이 

며， 자동차 가전제품 리사이클 분야에서는 자주적 규제를 포함하여 리사이 

클율을 규제하고 있다. 대형가전제품으로서 취급되는 냉장고， 텔레비전， 세 

기기재상품화법(가전 

느
 」

하
 

바뀌려고 크게 순환형사회(리사이클사회)로 소비사회로부터 

특정가전용 품목은 2001년의 

m m 

요
 

주
 

l 탁기， 에어컨등의 



리사이클법)을 근거로 리사이클율이 결정되었다. 리사이클의 원칙은 1차 

원료(원재료)로 되돌리는 것이 기본이지만， 품질， 강도 등의 제품특성， 이물 

질의 혼입， 그리고 위생상의 규정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있다. 현 상황은 

리사이클이 가능한 소재일지라도 경비를 고려하면 감용화 후 폐기처분하고 

차량， 가전제품의 우레탄폼 리사이클링과 

설명한다. [그림 9]에 

분쇄， 분급의 

흐름도를 나타내 

여기에서는 있다. 

리사이클의 

었다. 가전제품은 냉장고에 사용되고 있는 프레온 가스제거， 텔레비션의 

전처리 작업을 마친 후에 대형파쇄기를 사용하여 1차 조 

닝 

우레탄폼 대해서 관계에 

이
 카
 

드
 
。라운관제거 

고려하여 안정성， 분쇄효율을 

분쇄하는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때에는 분쇄(조대분쇄)할 한다. 1차 대분쇄 

경우 이축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분쇄후 10-300mm정도로 중간 

분쇄를 한다. 분쇄된 분쇄물에는 금속， 비철금속， 수지， 유리， 종이 등의 

있고 소재별로 선별， 분리， 분급이 실시된다 대표적인 냉장고 

이 용 100-300mm정 도로 분쇄기를 롤러형 

A、
--'--

소재는 30종에 이른다 금속， ABS , PS , PP, PVC 등의 수지를 제거하면 

단열재로서 사용되고 있는 우레탄폼이 많다 우레탄폼은 특성상 부피가 크 

재가 섞여져 

의 

곤란하다. 성형체로 취급이 있으므로 포함하고 프레온가스를 발포시의 고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10]은 우레탄폼을 평균입경 

시스템이다. 분쇄원료는 

재료를 분리한다. 1차 분쇄한 우레탄폼은 전단력， 마쇄력 

분쇄한다 분쇄조건에 따라 발포셀의 

가스가 회수 가능하고 리사이클링이 

150μm정도 

5-10mm정도로 

재이용하는 것이 분쇄하여 1차 원료로 우레탄폼을 미립 제외되었던 

쇄를 통해서 

서 

의해 조대분쇄기에 분쇄하는 로 

분쇄기로 잘게 

분쇄하면서 다른 

을 이용한 고속회전형 

사이즈까지 가능한 프레온 분쇄되어 

변화과정을 나타내었다. 분쇄 원료의 크기로 된다. [그림 11]은 각 공정에서 

후 입도 분포는 평균입경 X50=142μm 최대입경 X50=500μm정도로 되어있다. 

최대 5%에서 두
 

1 모
 

연질우레탄폼 평가에서는 경질우레탄폼， 

30%까지의 비율로 1차 원료화 할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문제 확인되었고 강도 등의 

우레탄폼은 

가스 중에서 

안정하지만 

높아지므로 불활성 

가스는 프레온 

폭발의 위험성이 

m 

ω
 

것을 알았다 분쇄시의 

따라 분진 미립분말화에 

없다는 도 



분쇄가 필요하므로 질소가스의 순환방식을 취하고 있다. 차량， 가구， 가전 

분야에서의 연질재료 분쇄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3. PET병 

음료수용 PET병의 리사이클링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재생된 펠렛은 

대부분 섬유， 씨트， 성형품으로 재이용되고 있지만， 리사이클링 재료로서의 

재상품화율은 20%로 낮은 상황이다. 향후 대량으로 발생하는 PET병에 대 

해 신규의 리사이클링 용도 개발이 꼭 필요하다. 재생펠렛수지를 분쇄， 분 

급 하고 시장규모가 큰 분채도료로 용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PET수지 

의 리사이클은 지구환경보호， 기사용 PET병 재자원화 등에 三ì
l •- 기대가 걸 

려있다. PET병의 리사이클링은 공정을 크게 나누떤 염화비닐병，칼라병의 

분별 • 병의분쇄 • 라벨， 알루미늄 등의 분리 • 프레이크 세정 • 용액 

비중 분리 • 탈수 • 건조 • 풍력비중 분리 

렛성형으로 되어있다 그 중에서 재생펠렛은 

정으로 분체도료로서의 기본적 기능(도막시의 

-• 。L 근 n1 2;o;: 二l 죠: 닝 ?J 
21μl "ff o "='i 고:-14 

폴리마알로이에 의해 

→펠 

변성공 

밀착력)이 부가된다. PET수 

지를 평균입경 X50=50μm정 도로 분쇄하는 고속회전형 분쇄기는 분쇄시의 

발열， 용착， 분쇄형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쇄칼라의 형성을 경험적으로 만 

결과 분쇄효율이 확인되었다. 반복분쇄， 반복분급에 의해 

경도， 내마찰성， 내후성， 내전압성이 

뛰어나다. [사진3]은 재생펠렛을 이용한 리사이클 예를 [표2]에는 도막특성 

우수한 것이 c: -'-
도막의 분체도료는 재생펠렛 제조된 

을 나타내었다. 재생펠렛을 사용한 분채도료는 분쇄，분별，선별， 분급기술 

을 활용하여 실용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v. 분쇄， 분급의 향후 과제 

신소재 개발에서부터 이르기까지 분쇄， 분급(분리)은 

기본조작으로서 

리사이클링용도에 

필요한 기술이다. 매우 작은 초미립자를 요구하는 전자업 

-')1-



계，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토너， 전지업체는 미립분말과 조대분 

말 영역의 분체 사용을 기피한다. 상온에서는 분쇄가 불가능한 고분자재료， 

연화점이 낮은 재료는 분쇄시에 냉매를 사용， 높은 효율로 분쇄한다. 분쇄， 

분급의 방법은 소재의 성질， 용도에 따라 크게 다르다 향후 기대되는 분쇄， 

분급기술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sub-micron입 자설 계 

- 건식분급기에 의한 sub-micron입자의 분쇄， 분급 

- 습식분급기에 의한 sub-micron입자의 분급 

- sub-micron입자 제조의 효율향상 

2. 입도분포의 조절 

미립입자， 조대입자 분급에 의한 입도 분포의 조절 

- 제품 수율 향상， 제품 생산율 향상 

3) 목적 입도 분포 폭에 맞추는 분쇄 

제품 수율 향상， 제품 생산율 향상 

4) 리사이클링시의 분급기술 

1차원료로의 리사이클링(물질 리사이클링품의 순도향상) 

5) 분산기술 

- 분쇄효율향상， 분급성향상목적 

최근 초미립자 설계， 미립분체의 시율레이션 등의 연구가 추진되고 있 

다. 분쇄도 분급도 경험적인 규칙에 따라 취급하는 방법으로부터 입자의 

거동을 분석하여 설계하는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다. 분체가 갖는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분쇄， 분급기의 선정 시스템의 설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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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니켈산화물 분말 제조 및 특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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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Hollow nickel oxide powders can be manufactured by gasifying of 

graphite cores in nickel- coated graphite composite powders. Pore size 

and size distribution of the hollow powders can be controlled by 

choosing the size of graphite cores in the composite powders. 

In the present work, nickel - coated graphite composite powders 

which have about 20μm average core size were prepared by 

hydrometallurgical reduction of amrnonium nickel sulfate ions using H2 

gas in autoclave. And hollow nickel oxide powders were obtained by 

core gasification of the composite powders using 02 gas. The effects of 

reaction temperature and time on the gasification of graphite cores were 

investigated and mechanisms of the gasification reactions have been 

studied. SEM and EDS analysis have been carried out to examine pore 

shape and oxygen contents of the hollow powders. 

1. 서 론 

다공성 재료는 기공의 크기 기공율 및 재료의 재질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다1) -5] 다공질 재료를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금 

속분말이나 단섬유를 소결하는 분말야금법 용탕금속에 융점 이하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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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하여 발포시키는 방법， 가스발생화합물을 금속분말 중 

후， 소결하거나 열간압출한 후에 발포시키는 방법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에 의해 다공성 재료를 제조하 

경우에는 기공의 크기， 분포도， 기공율 등을 선택， 제어하기가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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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질소가스를 통과시키면서 시료를 상온까지 냉각시킨다. 

Ni++ Graphite Ho 
• • • ‘ 

l Autoclave 

Ni/C 복합문말 

O 2 gas•• 
|C ore gasificationl 

Hollow NiO Powder 

Fig. 1 Flow chart for fabrication of hollow 

nickel oxide powder 

다공성 분말시료의 구성성분 구조는 XRD로 분석하였으며， 형상 및 

단변의 미세조직은 SEM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다공성 분말의 내외부 

및 단면의 산소와 니켈함량은 EDS 분석으로 측정하였다. 

III. 질혐결과 및 고찰 

L 가화반응시간 및 온도 영향 

Fig. 2는 700 oC , 800 0C 및 900 0C 의 기화반응옹도에서 기화반응시간 

변화에 따른 시료의 무게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 

이 700 0C 의 경우에는 반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료무게는 서서히 감 

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반응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 80 

OOC 및 900 0C 의 경우에는 700 0C 의 경우와는 달리 반응초기에는 시료의 

급격한 무게감량이 관찰되고 있으나 반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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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00 
• .. 700 'Ç 

-.- 800 'Ç 
‘ .. 9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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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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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
 {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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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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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0 

-1 딘겨1 -1←2단겨1-1←3단계→|←4단계 } 

‘ 
‘ 

80 
o 10 20 30 40 

Time (min) 

Fig 2. Weight change of nickel-coated graphite composite 
powders with various gasification reaction times. (02 

flow rate 500m.e!min.) 

Fig. 3 • Fig. 5는 700 0C, 800 0C 및 900 0C 에서의 기화반응 시간변화에 

따라 얻어진 반응산물의 XRD 결과이다. 반응초기에 관찰되던 흑연 피 

크는 반응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70 

Ooc 의 경 우， 10분， 20분， 30분， 45분 동안 기 화 반용시 킨 경 우에 Ni , 

NiO , 흑연의 피크가 모두 관찰되고 있으며， 60분이 지난 후에는 흑연 

피크는 사라지고 있으나 니켈 피크는 계속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70 

O OC 에서는 흑연 코어를 기화， 제거시키는데 필요한 반응시간은 45분 이 

상임을 알 수있으나 니켈코팅층을 완전히 산화시켜 니켈산화물분말을 

얻기 위해서는 반응시간이 매우 길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800 0C 의 경 

우에는 각각 10분， 20분 동안 기화 반응시킨 경우에 흑연， Ni , NiO 피 

크가 모두 관찰되고 있다. 약 30분 정도에서 흑연코어가 기화， 제거되 

었고， 60분간 반응시킨 경우에 니켈 피크가 모두 사라지고 니켈산화물 

피크만 관찰되고 있다. 900 0C 의 경우에는 흑연 피크는 10분간 기화반응 

” 
κ
 



않아 대 관찰되지 경우에는 이상의 시킨 경우에만 관찰되었으며， 20분 

이상에 30분 또한 있다. /
T 알 기화，제거되었음을 흑연코어가 부분의 

효!. 
-, 니켈 흑연 있다. 따라서 까‘ 

T 료!. 
2. 관찰됨을 피크만이 니켈산화물 서는 

니켈산화불분 다공성 제거시켜 기화， 산소가스로 흑연코어를 합분말의 

온도에서 기화반웅 이상의 

있다. 

800 0C 

알수 

제조하기 위해서는 

필요함을 반응시간이 

효과적으로 

이상의 

u l-.Q.. 
E즈 E즈 

45분 

2. 산물관찰 

사용한 니켈-흑연 원시료로 다공성니켈산화물분말제조의 Photo. 1은 

효!. 동L 초브L ul- ...!깅」 
「닝\.!.. 2. "2. 니켈 흑연 사용하여 산소를 복합분말의 형상을， 사진2- 4는 

얻어진 처리하여 l시간 

관찰한 SEM사진이다. 

기화반응온도에서 700 0C , 800 oC , 900 0C 의 

형상을 다공성니켈산화물의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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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RD pe하{S of composite 
powders treated with various 
reaction times. at 800 oC.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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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RD peaks of composite 
powders treated with various 
reaction times. at 700 oC.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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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XRD peaks of composite 
powders treated with various 
reaction times. at 900 0C. 

Photo 1. Surface of nicke}-coated 
graphite composite powder 

Photo 2. Surface of nicke}-coated 
graphite composite powder 
heat-treated in oxygen 
atmosphere at 700 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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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Surface of nickel-coated 
graphite composite powder 
heat-treated in oxygen 
atmosphere at 800 oC. 

Photo 4. Surface of nickel-coated 
graphite composite powder 
heat-treated in oxygen 
atmosphere at 900 0C 

700 0C 및 800 0C 의 경우는 니켈-흑연 복합분말 원시료에서 관찰되었 

던 치밀한 니켈 nodule층의 여러 부분에서 기화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가스의 방출구들이 관찰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900 0C 의 기화반응온도 

에서 얻어진 산물은 니켈코팅층의 한 부분이 기화반응가스의 방출에 

의하여 화산의 분화구처럼 형성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코팅 

층을 형성하고 있는 nodule틀은 높은 반응온도와 급격한 발열반응에 

의한 소결현상이 일어나 서로 엉켜 붙어 있는 형상이 관찰되고 있다. 

3. 니켈 산화물층의 산소 함량 

Table 1 은 700 0C, 800 0C 및 900 0C 의 온 도 에 서 얻 어 진 다 공 성 니 켈 산 

화물분말 외부(표면)와 내부의 산소와 니켈성분의 함량을 EDS 분석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산물표면의 산소함량은 70 

OOC 의 경우가 50.54%로 가장 높았으며 800 0C 의 경우가 40.07%로 기-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 
% 



Table l. Composition of hollow nickel oxide powders 

니켈-흑연 
700 0C 800 0C 900 0C 

효-「￡ - tjL 흐 '-'--츠 p t:F 

Ni(wt%) 95.83 49.46 59.33 54.89 
외부 

O(wt%) 4.17 50.54 40.07 45.11 

Ni(wt%) 92.80 73.67 89.74 
내부 

O(wt%) 7.20 26.33 10.26 

한편， 분말 내부의 산소함량은 800 0C 의 경우가 26.33%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700 0C 의 경우가 7.20%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700 0C 의 낮은 기화 

반응온도에서는 기화반응이 서서히 진행됨으로서 환원가스인 CO 가스 

의 방출이 서서히 일어난다. 따라서 분말주위의 분위기는 약환원성이 

유지됨으로써 분말외부의 산화가 반응초기부터 반응완료 시까지 계속 

진행됨으로써 분말표면의 산소함량은 매우 높은 값을 보인다. 또한 분 

말내부의 낮은 산소함량은 흑연코어의 기화반응이 거의 반응완료 시까 

지 계속되어 분말내부에 환원성 분위기가 계속 유지됨으로써 니켈층 

내부의 산화는 작아지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900 0C 

의 높은 기화반응 온도에서는 700 0C 의 경우와는 달리 급격한 기화반응 

에 의하여 반응초기에 CO 가스 방출량이 많아 분말 주위는 강환원성 

이 유지됨으로서 분말의 산화가 지연될 수 있다. 기화반응이 계속 진행 

됨에 따라 흑연코어량이 점점 감소되면 분말외부의 분위기는 약환원성 

으로 변화하게 됨으로써 분말외부로 부터 산화가 시작되나 700 0C 의 경 

우보다는 산화시간이 짧게 됨으로써 분말표면의 산소함량은 700 0C 의 

경우보다는 낮은 값을 보인다 또한 내부의 낮은 산소함량은 기화반응 

온도가 높아 급격한 발열반응에 의한 반응초기의 소결현상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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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다. 늦어짐에 됨으로써 산소확산이 코팅층이 치밀하게 

일어남으로 기화반응이 급격한 보다는 700 0C 거 。'
'6 • 'L 800 0C 의 한편 

내
 

” 적으므로 소결현상이 비하여 900 0C 에 

된다. 

작고 700 0C 보다 

부산화는 900 0C 보다 크게 

산화는 외부 

료E 
"'-결 IV. 

기화， 산소가스로 흑연코어를 

제조 

복합분말의 니켈 흑연 실험에서는 본 

기화온도 

비교하였다. 니켈-

q .1 
Ã 시 니켈산화물분말을 빈 분말 중앙부가 텅 제거시켜 

조사， 닝 01- λl-.Ji! 트르 λ:l Q 
긴-: 2.. .. {!"뜯~~ /ö 2: 

01 
;’<기화반응과정 따른 시간에 

20μm 。ε
-, 정도이었으며 800 0C 기화반응온도는 적절한 복합분말의 τ'i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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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을 반응시간이 l시간의 。t
-, 위해서는 제거를 기화， 코어의 흑연 

다 다소 내외부의 산소함량은 조브~ 01-걷츠 
도~ 2. 。또한 생성된 산화물 있었다 。1-~느 

2. 

때 차이 기화반응과정의 따른 기화반응온도에 이는 조사되었으며 르게 

급격한 기화반응온도에서는 

커다란 

은
 

노
 끄 

이상의 추측된다. 900 0C 것으로 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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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L도요 
E프 c그 residues으| 비철금속산업 

장지원 이우정， 

고려아연(주) 

닙 L으~71 
--， c그 E르， 배병철， 

료르 1. 서 

생산되는 주된 비철금속은 아연(아연) , 연(연) , 동(동)등이 있 

으며， 이들 정광 원료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금속이외에 많은 유가금속들이 

포함되어 있어 제련을 거쳐 원하는 금속을 회수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국내에서 

。

π
 

가금속이 Residue와 Slag 형태로 남게된다. 초기에는 이들 Residue Y- Slag 

적치하 적치장에 

시작하였다. 던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차츰 환경문제가 제기되기 

아연제련소는 아연정광을 산도가 있는 액을 사용하는 습식 

플라스틱 으로 Lining된 없어 처리하는 뚜렷한 방법이 2 
등-

방법으로 아 

황화물의 

소결괴를 Cokes와 함 

대한 Residue가 발생되고， 연제련소는 

소결괴를 만들고， 이 

생산하고 나면 Slag가 남으며， 동제련 

각각 정제과 

이에 

연정광을 소결기에서 산화시켜 

께 용광로에 장입， 환원하여 

용해로에서 용해하여 

나면 생산하고 으
 
E 여

」
 

Z연을 

생 성 된 Matte와 Slag를 동정광을 2 '-

'-'- L-

생산한 정제조동을 정제후 생산하며， 최종 전로조동(Blister)을 정을 

다. 이러한 여러 

거쳐 

발생하는 Residue와 Slag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 공정에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시작하여 공통관심사가 되기 연구가 전세계 제련소의 

시도되고 발생하는 공정에서 각 고려아연에서는 현재 있다 방법이 

부가가 개발하여 유가금속만 회 수하는 Recyde공정 을 Residue와 Slag에 서 

이러한 기술개발에 대한 내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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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있다. 

소개하고자 한다. 용을 간단히 



버철금속의 제조공정 II. 

연 제련공정 1. 아연 및 

생산하는 

특징은 아연공정에 

을
 

여
」
 

공정과 

공정의 

아연제련의 

。1

생산하는 

연 제련 Process를 Fig. 1에서 나타내었다. 

아연을 고려아연뚜)에서의 

아연을 좀더 회수한 다음 

연은 연공정에서 회수함 

연공정에서 

애 다시 아연공정으로 보내고， 또 Residue에 

으로서 아연 및 연의 회수율을 높임으로서 Residue의 

。1 느二 
λ^ '-一

Recycle시켜 발생 되 는 Residue를 서 

발생량을 최소화시킨 

전환 아연제련공정을 살펴보면 정광(ZnS)을 소광(ZnO)으로 것이다. 다는 

아연을 녹여내는 Leaching공정， 액 

중 불순물(Cu ， Cd, Co, Ni)을 제거하는Purification공정， 전기분해하여 

전착시 키 는 Electrolysis공정 을 거 쳐 최 종 제품 IngotL-} Slab를 Casting 

아연 

황산으로 시키는 Roasting공정， 소광을 

..Q.. 
도프 

만든다. 공정에서 

연정광과 아연공정에 주로 연제련공정에서는 QSL Fumace를 사용하여 

Oxide Leaching공 QSL이나 Zn Fumer Plant중의 서 의 Pb/ Ag Residue와 

발생하는 Paste 등을 처 공정에서 정에서의 Pb Residue 및 폐맛데리 처리 

양극판 주조， 연전해， 순연， 합금연 

이때 제련후 남은 Slag는 용 

조연은 생산된 만들며 조연을 리하여 

형태의 청정한 회수하고 

만들고 있다. 

처리하여 소량의 유가금속까지도 

Slag로 반출시키며 미처리된 QSL Slag와 아연공정에서의 

。

닫
 

품
 

제
 

종
 

최
 

통하여 

형태로 

Z:.. ::;ζ 고처으 '=O/ö 2: 

탕의 

재처 Goethite를 

반출을 제로화 유해한 성분들의 계외 리하는 Zn Furning 공정도 가동하여 

하고 있다. 

2. 동 Matte 공정 

함유가 높은 연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Dross 및 Scrap 중에서 Copper의 

m 

ω
 



Zn Conc. Secondary Zn Fb/Ag Res잉ue Fb Conc 

• r
많웰크 η

 
| 
L 

렐램 
협웰 • Goethrt 

| cu 때ng 11 Zn FUrrEr 

cu CerrEnt 

Slag 

펌밸 
관관펜 

Fig. 1. 고려아연의 연， 아연제련 통합공정 

데(12% 이상) 이 를 Cokes와 함께 S.R.F (Short Rotary Fumace)에 장입 

가온， 환원시켜 녹인 다음 Case에 담아 응고시키고 꺼낸 후 Bullion, 

Copper Matte , Slag로 분리한다. Bullion은 양극주조공정으로 보내어 Lead 

Anode 제 작용으로 사용하고， 동 Matte는 Matte 처 리 장， Slag는 QSL로 보 

내어 처리한다 여기서 생산된 동 Matte는 Breaker를 이용하여 1차 파쇄하 

고， Jaw Crusher를 가동하여 2차 파쇄 한 후 동용해 공정의 원료로 사용 

된다. 

동 Matte 생성의 주요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PbO + C 

PbO + CO 

PbS + 2PbO 

-’ Pb + CO 

Pb + CO? 

3Pb + S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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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20 + PbS • 

2Cu + PbS • 

CU2S + Pb + 1/20 2 

CU2S + Pb 

111. Residue 및 Slag의 발생 과 처 라 

1. Pb/ Ag Residue의 발생 및 처 리 

Pb/ Ag Residue는 원료의 성분중 조액공정에서 황산에 용해되지 않은 

Pb, Ag, S등 불용상태의 최종고용체로서 처리방법이 없어 최근까지 Pond 

에 적치하여 왔다. Pb/ Ag Residue의 화학조성을 Table 1 에 나타내었다. 

Table 1. Pb/ Ag Residue의 화학조성 

성분 % 

Zn 7.0 

Ws/Zn 1.5 

Fe 12.0 

Pb 8.0 

T.S 45.0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잔존되어 있는 Pb를 회수하기 위해 경제성을 

고려하여 직접 환원볍 중 Kivcet. QSL 및 Isasmelt 공법의 다음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 작업 환경이 깨끗하고 공해 없는 공법 

• 저렴한 투자비 

• 저렴한 생산비 

• 여러 종류의 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공법 

이런 면들을 고려하여 QSL 공법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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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SL 공법 

그림2는 QSL노의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노는 원료로써 연정광， 

아연공장에서 발생하는 Pb/ Ag Residue, Oxide Leaching 조업에서 발생하 

는 Pb Residue, 폐맛데리 공정의 Paste, flux 등을 사용하고 이는 산화대에 

투입되며 분탄과 산소는 아래쪽에 있는 injector를 통해 투입된다. 

산화실에서 생성된 조연은 산화실 끝에 위치한 구멍을 통해 tapping되 

고 연을 40- 50% 함유한 Primary Slag는 환원실로 흘러 들어 간다. 

S02 gas 원 료 

+ 
PbO-ZnO 

Oxidation zone 

Slag 

” 
~ f f 

Fig. 2. QSL 반응로의 단면도 

먼저 산화대에 생성된 조연은 출탕구인 Syphon-을 통해 출탕되고 조연 

은 다시 양극주조 공정에서 Drossing작업 후 극판으로 주조되며 전해조업 

후 주조기에 의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진다. 이때， 전해조의 Slime들은 용전 

로 및 전해조업을 통하여 금과 은괴로 만들어진다. 또한， 산화대의 

Primary Slag는 Partition Wall 하부의 Underflow Hole을 통해 환원대로 

유동된다. 고온의 폐가스는 후속공정인 폐열보인러와 전기집진기를 거치 

면서 냉각되고， 그때 발생되는 분진 (flue dust)은 표집된 후 반응로에 재장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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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며 아황산 가스를 다량 함유한 폐가스는 조산공정으로 인입된다. 

또한， 환원대로 유동된 Primary Slag는 반응로 하부의 K-Injector로부 

터 취업된 미분탄， 산소와 반용하여 생성된 CO가스에 의해 유가금속을 환 

원하여 조연， 슬래그 및 가스상태의 유가금속을 함유한 고온의 폐가스를 

생성한다. 가스상태의 유가금속과 미반응 CO 가스는 반응로 상부에서 취 

입된 산소와 반응하여 유가금속 산화물로 폐가스와 함께 Membrane Wa11 

Duct 및 가스 냉 각 공정 을 거 친 후 Bag Filter에 서 유가금속 산화물을 포 

집하여 Oxide Leaching 공정으로 이송하고 가스는 대기 방출한다 환원대에 

서 생 성 된 조 연 은 Partition Wall의 Underflow Hole을 통해 다시 산화대 로 

유동되고 슬래그는 Slag Tap를 통해 출탕되어 Slag Fumer공정의 원료로 

사용되어 진다. 이 방법은 소결 용광 공법에 비하여 환경측면에서 월등히 

우월하고 생산비 또한 훨씬 저렴하다. QSL내에서의 주요반응식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 산화영역 

nPbS + n02 • Pb + PbO + S02 + Heat 

2PbO + PbS • 3Pb + S02 + Heat 

PbSO-l + PbS • 2Pb + 2S02 + Heat 

MS + 3/ 202 • MO + S02 + Heat ( M : MetaD 

• 환원영역 

C + 1/ 202 • CO + Heat 

C + 02 • C02 + Heat 

PbO + CO • Pb + C02 Heat 

MO + CO • M + C02 + Heat ( M : MetaD 

- Slag 처리 공정 

QSL에 서 발생 한 Slag는 2- 5% Pb와 15% Zn을 함유하고 있으며 용탕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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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바로 Ausmelt Fumace로 투입되는데 Coal 및 산소를 Lance를 통 

하여 투 입 함으로써 Zinc, Lead를 Fuming시 키 고 1% Pb, 8% Zn 의 Clean 

Slag(S!F Slag)를 계외로 배출한다. 이때 Fuming이 되지 않고 환원이 되 

어 Metal 상태로 존재하는 용탕은 Metal Tapping을 통하여 Ladle에 받아 

양극주조 공정으로 보낸다. Ausmelt Fumace에서 처리되지 않은 Slag는 

Zinc Fumer에서 Goethite Cake와 함께 처리하여 Clean Slag를 형성하여 

Cement회사의 원료로 이 용한다. 

2. Goethite Residue의 발생 및 처 리 

아연공장의 Leaching 공정은 배소공정에서 생성되는 Zinc Ferrite로부터 

아연을 회수하고 이때 용해된 철분을 여과성이 좋은 철화합물로 만들어 철 

을 제거시키는 방법으로 ]orosite, Goethite 및 Hematite공법들이 개발되었 

다. 현재 고려아연뚜)에서는 Goethite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Leaching 공 

정에서 불순물이 Zn과 함께 용해펼수 있으므로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 

해 Fe 산화반응을 이 용하여 FeOOH 상태 의 화합물(Goethite Residue)로 

만들어 주며， 액 중 포함된 Fe2‘ 를 산화시키기 위해 산소를 투입하여 이 

때 발생되는 산을 중화하기 위해 소광(Calcine)을 투입한다. 

Goethite Residue가 생 성 되 는 반응식 은 다음과 같다. 

2FeS04 + H2S04 + 1/202 • Fe(So.~h + H20 산화반응) 

Fe(SO-lh + 4H20 • 2FeOOH(Goethite)+3H2S04 (가수분해) 

H2S0 -l + ZnO • ZnS04 + H20 중화반응) 

Goethite Residue의 화학조성 을 살펴 보면 다음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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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oethite Residue의 화학조성 

λ~ 혹 1.!.츠- % 

Zn 13.0 

Ws/Zn l.5 

Fe 40.0 

Cu 0.7 

H20 28.0 

소광의 아연용해 및 탈철공정인 Goethite공법에 의해 발생되는 저품위 

아연잔사(Goethite Residue)는 중금속을 다량 함유하고있어 관리하기가 대 

단히 어려운 실정이었고 추가적인 적재소(Pond)의 건설은 필연적이었다. 

상기 의 문제 점 을 해 결하기 위 해 Goethite Residue를 처 리 하여 유가금속 

을 회수하고， Pond장의 추가 건설 및 제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 

정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Sirosmelt공법을 이용한 Slag Fuming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용융 환원 처리되는 Sirosmelt공법을 이용하면 아연잔 

사(Goethite Residue)에 함유된 Zn, Pb, Ag등의 유가금속을 회수할 수 있 

고， 발생된 Slag는 중금속이 용출 되지 않아 환경 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생산된다. 이는 일반 건축이나 토목 자재로 활용이 가능하고 나아가 철 함 

량이 높아(FeO 50%) 시벤트 회사의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어 아연 용해 

공정에서 발생하는 아연잔사로 인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발생 효과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정 등으로， 

• 빠른 제련속도 

• 노 내 분위기의 간편하고 정확한 제어 

• 다양한 원료 처리 가능 

• 저렴한 투자 비용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는 아연잔사(Gocthite Residue)를 연간 12만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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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Sirosmelt(Ausmelt)공법 이용하여 Zinc Fuming 

Plant를 가동하고 있다. Zinc Fumer Plant는 Zinc Fuming Plant 와 Oxide 

Leaching Plant, 27B 의 Plant로 구성 되 어 있다 Zinc Fuming Plant는 

Fumace공정과 폐 가스 처리공정， ZnO Scrubber공정， 3가지 공정으로 구 

성 되 어 있고， Oxide Leaching Plant는 S02 Decomposi tion공정 , Oxide 

Leaching공정， SZP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Fumace공정 은 탕도(Launder)로 연 결 된 2기 의 로(Fumace)로 구성 되 어 

있다. 제 1로(Smelting Fumace)에 아연 잔사(Goethite Residue) 와 연 제 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Slag를 일정 비율 혼합한 원료에 환원용 괴탄 및 Flux 

인 Silica를 혼합，투입 한다. 반응에 필요한 열은 Lance를 통해 투입 되 는 

연료탄(Fuel Coal, Anthtacite) 과 Air(산소 부화 35% - 40%)의 연소에 의 

해 공급되며， 용탕 온도를 1,250 0
( 이상으로 유지한다. 장입된 원료는 로 

내에서 용융， 환원되고 함유된 아연， 연， 등의 유가 금속은 Fuming되어 로 

상부에서 재 연소 Air에 의해 산화되어 Zinc Oxide로 폐 가스와 함께 연도 

를 거쳐 배출되어 Gas 처리설비에서 회수된 후 배출되고， 철과 실리카 성 

분은 Slag를 형성， 용융상태로 탕도를 통해 제 2로(Cleaning Fumace)로 

장입된다. 제2로에 장입된 Slag는 Lance를 통해 투입되는 연료탄(Fuel 

Coa])과 Air의 연소열에 의해 용탕 온도를 1,250 0
(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환원 괴탄을 별도의 장입구를 통해 로 내에 공급하여 강 환원 분위기로 

Slag중에 잔존하는 아연， 연， 은 등의 유가금속을 재차 환원， 재산화 과정 

을 거 쳐 Zinc Oxide로 회 수하고 최 종 Slag (Fayalite; 2FeO.Si02)를 형 성 한 

다. 최종 Slag는 제 2로에서 Syphon을 통해 연속적으로 배출， 물로 수세되 

어 Granule형태로 배출된다 2기의 노 에서 발생하는 반응은 다음과 같다. 

• 용융 반응 

ZnS04 

ZnO . Fe203 

PbFetì(S04MOHh2 

• ZnO + S02 + 1/ 202 

• ZnO + F~03 

• PbS04+Fe2(S04h + 2Fe203 + 6H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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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z(S04h ~ Fe20 3 + 3S02 + 3/202 

PbS04 ~ PbO + S02 + 1/20 2 

• 환원 반응 
ZnO + C ~ Zn + CO 

PbO + C -’ Pb + CO 

• 재산화반응 
Zn + 1/20 2 ~ ZnO 

Pb + 1/20 2 ~ PbO 

Coal 휘발성분 + 0 2 -’ C02 + H20 + SOz 

CO + 1/20 2 ~ C02 

• Slag 형성 반응 

Fe203 + C -’ 2FeO + CO 

2FeO + SiOz -•, 2FeO' Si02 

Zinc Fumer Plant Thickener에 서 농 축 된 ZnS03.y2H20 상 태 의 

Oxide Leaching Plant의 S02 Decomposition공 정 에 투 입 되 며 , 투 입 된 

액은 

。11.Q_
--, '-

고압 Filter를 이용 고/액 분리하여 발생한 여액은 Zinc Fumer Plant 

Scrubbing 액 조제용 Pulping Tank로 되돌려 보내거나， 아연의 용해율에 

따라 SZP(Standard Zinc Precipitation)처 리 하고， 발생 Cake는 SOz 분해조 

Tank로 투입된다. 이 C외<e를 산도가 있는 액(전해 미액)으로 반응시키면， 

Cake 중에 포집되어 있던 S02 Gas7} 재 분해되고 ZnS04가 발생되는데， 

분해된 SOz Gas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Tank 하부에 고압 Air로 

Aeration 및 산도를 유지시키며 Aeration Air량은 최종 가스 중의 SOz 농 

도가 약 10%가 되도록 조정한다. 이 공정에서 발생한 SOz가스는 연 황산 

공장으로 보내어져 황산으로 제조되고 이렇게 발생한 액은 Thickener에서 

농축 후， 미 용해 잔사는 Oxide Leaching공정 으로 보내 어 져 재 처 리 된 후 

Pb Residue로 연제련공정에 투입되고 용해된 액은 불순물의 농도에 따라 

SZP공정에 투입되어 재처리되거나 직접 아연 용해공정으로 송액된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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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 Matte의 발생 및 처리 

고려아연에서는 조액 및 정액공장의 De- Cu 조업에서 불순물로 제조된 

Cu Cement용액을 원심분리기로 여과하고， 연합금 공정에서 Copper함유량 

이 높은 Dross 및 Scrap류등을 분 Cokes를 이용， 환원시켜 재생조연과 동 

Matte로 생산하는데， Matte는 Breaker 및 Jaw Crasher로 1, 2차 파쇄한후 

동용해 공정으로 보내지고 불순물로 제조된 Cu Matte는 동용해 공정에서 

Ball Mill에서 Grinding 한후， 이를 Leaching Tank로 이송하여 동미 액， 농 

황산(H2S04) 및 산소(02)를 투입하고 용해 완료 후 동신액을 전해조에 투 

입하여 전해 채취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Cu Cathode)을 생산 

하는데， 이때 사용한 Cu Matte중 Cu성분만 회수하고 나머지 잔사는 QSL 

로 보내 연을 회수한다 동 Matte의 조성은50 %의 Cu , 17%의 T.S , 30% 

의 Pb이다. 

IV. 결 론 

광석의 제련사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문제는 환경의 중요성이 증가함 

에 따라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중 아연 및 연제련을 

통하여 발생하는 Residue 및 Slag의 처리를 위하여 고려아연{주)에서는 다 

음과 같은 방법을 행하고 있다. 

(1) QSL공법 을 통한 Pb/ Ag Residue의 처 리 

(2) Zinc Fuming공 법 을 통 한 Goethite C따<:e의 처 리 

(3) SRF 및 동용해 공정을 통한 동Matte의 처리 

이와 같이 아연공정과 연공정의 부산물을 상호간의 2차 원료로 재투입하는 

방법으로 공장외부로의 폐기물 반출의 제로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며 환경친화적인 공장으로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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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득人내 
o c:므 제련 소 도

 
S 온산 

이정주 

동제련(주) 

조한영 ， 

니꼬 

강성원 ， 

LG 

약 0 
J..L 

Mitsubishi LG금속 주식회사는 1998년 1월 31 일 기존 자용로와 더불어 

조업을 개시하였다. 옹산 제련소는 1979년이래 자용로를 이용하 연속로의 

시 국내 LG금속은 생 산해 왔다. 1995년 조ë..J:ι 
。t'.년 14만톤의 광석으로부터 여 

맞추어 Mitsubishi 연속 공법을 채택한 두 번째 제련 

건설을 결정하였다. 설계， 설비조달， 건설의 2년 

완료함으로써 

동 수요 증가에 장의 

전련공장의 공장과 새로운 

온산 공사와 성 공적 인 commissioning test를 도드λ4 
。2.걸친 에 

증대되었다. 이 

결과와 start- up 과 

노
 」

년 34만톤으로 광석으로부터 느二려.9... 
。， '-제련 -

종
 

제련소의 

기술하였다. 

조업 

직면했던 문제들과 개선 사항에 대하여 

ul 
; ’<설비 문은 온산 제련소의 새로운 제련 공장의 

동안에 조업 초기 

흐료 
'-I. 서 

왔 

으며， 기존의 제련소는 Outokumpu 자용로와 세 개의 P.s 전로를 이용하여 

광석으로부터 년간 14만톤의 동을 채취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지난 제련 

계속하여 1979년부터 ;ζ 어 A 
-'- 1:j t:프 제련 도

 
。주식회사(LGMC)는 二l 죠二 

0 , LG 

능력을 지난 전련 공장으로 구성되어 공장과 년간 20 만톤의 전기동 생산 

제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생산 

동 수요 신장에 초 LGMC는 국내 있다 1990년 

。-E 려
 「

능
 

전기동 년간 36만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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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닐 수 있도록 증설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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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많은 제련과 전련 공법들 중에서 Mitsubishi 연속 공법(Japan)과 

친화적이고 환경 공 법 (Canada) 이 Kidd stainless steel cathode system의 

이점을 가져 LGMC의 조화의 투자비 절감과 효과적인 기존 제련 설비와의 

공법으로 채택되었다. 증설 

가 1998년 1월 개시하여 설계를 7. 
....L-프로젝 트 기 간은 1995년 12월 

동 시까지 25개월이 

도Eλ4 
。"'-

모두 마쳤다. 작업은 1997년 10월에 

1998년 3월 성 공적 인 commissioning test를 마친 후 신설 제 련소는 1998년 

기계 소요되었으며 

마침내 설계 생산 능력을 달성하였다. 1999년 3월 장기 지화 동안 

신설 제련 공장 로 내부 brick 축조와 C로 bath line의 개조 작업을 수 

11월에 

에 

행하였다. 

。l 증설과 조업 위주로 자세히 서술하였으며 다 

소개하였다. 

논문에서는 제련영역의 

른 영역들은 간략히 

공사 증절 II. 

1. 배경 

동 수요의 지속 국내 보여진 바와 같이 초 LGMC는 Fig. 1 에 서 1990년 
j
’ 

려
「
 

여
샤
 느。
 

찍
 싼
 

시
，
 

연구를 증산 가능성 능력의 부응하기 위해 생산 적인 성장에 

년간 14만톤의 

P.S. 전로를 가동하여왔다. 증설 

광석으로부터 1979년부터 온산 제련소는 LGMC 

검토 을 가진 Outokumpu 자용로와 371 의 

기존 설비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추가로 로를 설치하는 것을 검 초기에 

부합하기 위 규제에 엄격한 환경 토하였으나 낮은 경제성과 향후 예상되는 

이러 포기하였다. 

기존설비의 

이를 막대한 투자비가 예상되어 

규모에 한계를 

추가로 설비에 기존 해 

드르 λ4 
。"'-

。1 느二 
^λ '-가지고 三드，).-1 

。 근 때 고려할 한 요인들을 

보다 더 경제적 

규 시장 수요에 따라 증설의 

별도의 제련 라인 구축이 

조ε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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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하다는 

三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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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광석으로부터 동을 년간 16만톤 채취할 수 있는 규모로 결정되었다. 

증설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법들이 소요 투자비， 조업의 용이성， 기존 

제련 라인과의 효과적인 조화， 환경 친화성 및 공장 내 작업 여건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되었다. 

~ 1000 --• • 

g 800 - - -
$2 600 -

400 - - -'"•• 
-g 200 • •• 

뜸 O • • • 

(l) 
ζ그 1994 2000 

Year 

2005 

Fig. 1 국내 동수급 예상 

그 결과 최종적으로 Mitsubishi 연속 공법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LGMC 제련 증설 공법으로 채택되었다. 

• 투자비 절감(Table 1) 

• 환경 적 고려 (Table 2) 

• 가능한 공간 내 적절한 배치 (Fig. 2) 

• 선택 시기에 증명된 기술 

2. 공사 범위 

제련 공법은 LGMC에 기본 설계， 기술적 지원， 조업자 훈련， start-up 지원 

과 독점 설비를 제공한 Mitsubishi MateriaJs 주식회사(Japan)에서 도입하였다. 

제련 공장 배치는 공법이 같은 Mitsubishi Naoshirna 제련소와 같이 설계되었 

으며? 여기에 더 나은 작업 조건을 위한 몇 가지 개선 안들이 반영되었다. 

여
 ω 



Table l. 투자비 

Remark 

Mitsubishi Continuous Process 
Acid Plant (Based on Monsanto Technologies) , 

De-sulfurization Plant , Waste Acid Treatment Plant 
Kidd Process (permanent Stainless Steel Plate) 

Capital Cost 
(M i I I i on US $) 

100 

40 

Descr ipt ion 

sme I ter 

Acid Plant 

50 Refinery 
Precious 

Metal Plant 
Mod i f i ca t i on 10 

Main Power Supply , Plant Water Supply , Wastewater 
Treatment. Steam Generator and Etc. 

15 Ut i I i t i es 

215 Total 

고려 Table 2. 환경적 

Design 

< 150 ppm 

< 10 mg/Nm3 

Government Regulation 

< 200 ppm 

< 50 mg/Nm3 

Description 
S02 Emission 

( In Tai I Gas from Acid Plant) 
Dust Load 

( In Emission Gas from Stacks) 

New Acid Existing Acid Plant 
& Utilities Plant 

머 
mx-m

<--}@

{
〈@
{
.
i
S
@

「
〕
~

Existing Smelter 
(FSF + P.S. C F) 

New 

Smelter 

머 D 
2 

-
。「
∞
 
m 
n 

---I 
g
η
 

〔
-
。그 CC 

그
 -
「: --“ 

Workshop & 

Warehouse o ffìce 

공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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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모든 작업은 LGMC 주도하에 각 전문 업체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슬라임 생산 증가에 t:1~;;'<. 
;..ç T 전련공장의 또한， 기존 귀금속공장은 증설 후 

대
 

” 로 c 。 -E즈 E표 기존의 Roaster 와 TROF로 공급한 두 개의 Wenmec에서 

체하였다. 

어 

3. 설행 

증설 프로젝트는 Mitsubishi Material 주식회사와의 기술도입에 대한 정 

부 승인을 득한 1995년 12월에 착수하였다. 기본 설계는 일본에서 시작하 

엔지니이링 

수행하였다. 건설공사는 

LG 자매회사인 확정되었다. LGMC의 초
 
。최

 
1996년 5월에 여 

조달도 이 기 

설치되기 시작되 

설계를 

1996년 9월에 LG 건설에서 착수하였으며 모든 주요 설비의 

간에 시작되었다. 제련 공장의 철 구조물은 1997년 3월에 

었으며 1997년 9월까지 

이용하여 상세 설계를 기본 주식회사에서 

설치가 진행되었다. 배 모든 건물과 주요 설비들의 

선과 계장 작업은 1997년 10월에 완료되었다. 

조업 모집과 훈련이 있었다 약 1/ 2 정도의 조업자들의 건설 기간동안에 

소
 

려
」
 

계
”
이
 

m 

친
 

1m 

마
 

M 

으E
 

。
R

액
 교 

어
서
 

랩
 

서
」
 

1997년 2월에 제련공장에서 

위해 

기존 자들은 

후 주요 

조업자 반의 

현장에서의 

공사의 

들은 1997년 9월에 신규 선발되었으며 기존 조업자들에 의해 조업 

받았다.나머지 

QJ 료￡ 
'c L. 

부 감독자로써 업무를 배정 

한 달간 보내졌고 훈련을 

설치 기계 

에 

전 개시 

훈련받았다. 까지 

대한 부하 test가 단계 작업이 완료되자 주요 설비에 1997년 10월 기 계 

주조기 수행되었다. 정제로는 기간에 。l작업도 적으로 수행되었다. DCS 

용동을 시작하였다.S로， 

프로젝트 전체 과정 

주반동 예열과 1997년 12월에 위해 부하 test를 

개시되었다.증설 

야
 

CL로， C로의 예열은 1997년 12월에 

은 Table 4와 같다. 



상세 설계， 설비 구매와 건설 공사는 각각 LGMC에서 관계 회사들과 

계약을 맺어 이루어졌다. 보일러， 전기 집진기， 로 철피， 건조로， 정제로와 

같이 중요한 설비들은 이중 계약 즉 기본설계 및 필수 설비를 제공하는 

외국 납품업체와 제작과 설치를 맡은 국내 납품업체와의 상호 계약을 통해 

구입되었다. 제련공장의 배치도는 Fig. 3과 같으며 중요 설비들의 상세 내 

역들은 Table 3에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다. 

Day Bins 

} Fhα Receiving I 

ω
 
m 
그
 。} { 

ω
 띠
 ∞ 」(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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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
-
」

때
 

·
빼
 

B 
떼
 

뼈
 

C 

Fig. 3. 온산 신설 제련 공장 배치도 

황산공장은 이중 접촉/이중 흡수 방식을 채택한 Monsanto 

Enviro-Chem(USA)에서 공급하였다. 제련공장과 마찬가지로 중요설비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중 계약을 통해 구매하였다. 

전 련 공 장은 영 구 적 인 stainless steel cathode blanks 와 특유 의 cathode 

stripping 장치를 이용한 Kidd 공법 (Canada)으로 건설되었다. 기본 설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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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주요 설비 상세 내 역 

Descrlptlon 

Smelter Concentrates 
Dryer 

않1e 1 t i ng Furnace 

CL-Furnace 

Converting Furnace 

Waste Heat Boi ler 

Anode Furnace 

Casting Wheel 
Acid Plant Capacity 

Main Eq비 pment 

Refinery Capacity 

Precious 
Metal Plant 

Cells 

Main Equipment 

Specification 

Capacity 115 WMT/Hr 
Type Rotary & Flash Dryer 

Inside Diameter 10. 1 m 
Hearth area 80.1 m2 
Bath depth 1.50 m 
Lance 4.0 inch x 9 sets 

Inside Diameter 12.5 x 5.9 m (Oval type) 
Hearth area 64.0 m2 
Bath depth 1.05 m 
Number of electrode 6 

Inside Diameter 8.05 m 
Hearth area 50.9 m2 
Bath depth 1.09 m 
Lance 4.0 inch x 4 sets , 3. 5 inch x 4 sets 

S-WHB ‘ 40, 000 Nm3/Hr (Steam 36 T/Hr) 
C-WHB 35, 000 Nm3/Hr (Steam 29 T/Hr) 

400 Ton x 2 sets 

100 Ton/Hr (Twin M16) 

124, 200 Nm3/hr with 15. 6 S02% 

Dyna-wave Scrubber , Converter , Drying and 
Absorbing Towers , Heat Exchangers 

160, 000 Cathode tons per year 
Design Current Density 300 A/m2 

Number of Polymer Cel I 512 
Spacing 98 mm 
Life of Anode 21 days (57 anodes for cel 1) 
Life of Cathode 7 days 

(56 cathodes for cell) 
Capacity 500 sheets/hr 
Anode Preparation Machine, Cathode Stripping 
Machine , Anode Scrap Washing Machine 

Cacpcity 2, 000 WMT of SI ime per year 
Roasting Furnaces 2 sets 
TROF 1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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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증설 프로젝트 과정 요약 

l996 1997 1995 
강xl half 1st 벼If 강xl half 1st half 강xl half 

(96. 5) 

DetailEr맹1ee대핑 

(96. 

P만rocure밍~nt 

Mechanical Corrpletio 

Constru::tion \ (97.10 

(96.9) 

III. 제련 조업 

1. 개요 

1998 
1st 뼈If 

(98. 1.31) 

1998년 1 월 31 일 feeding 개시 후 제련 조업은 초기 가동에 따른 기계 

적 문제점 해결과 신 공법의 점진적 이해를 통해 점차 향상되어왔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동율은 1998년 2월 55%에서 출발하여 1998년 11 

월에 90% 이상을 달성하였다.S로 급광 라인과 다른 설비 문제들로 인하 

여 가동율이 하락했던 6월과 9월을 제외하면 월간 가동율은 매월 향상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월간 광석 처리와 조동 생산의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다. 가동 초기 제련 조업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자주 정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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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로 chain conveyor들과 vibrating screen, bucket elevator 와 같은 

급광 라인의 용량부족 

• 부적절한 용탕 온도 control 

• launder 용탕 leak들과 수쇄 영 역 의 

• 보일러 leak, Mist 전기 집진기 단전과 배관 le때와 같은 황산공장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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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二l해결되었고 

제련 

두달동안에 초기 대닝닝 
T '"i!:' 문제들은 zJ...Q.. 

'='- '-위와 

배
 

조업은 완료하였다. 후에 25일 1998년 3월 commlsslOnmg test를 

행 대책들이 다음과 같은 직면하였고 부식문제에 심각한 라인들에서 

하여졌다. 

가스 

배가스 옹도 특히， C 전기 집진기 • 나으 ^ '-

270 미치는230 못 크게 ℃에 350 설계치 도
 

오
 
」배가스 C-보일러 

행하여졌 

ù- O 
^ '-

대책들이 

올리기 위하여 

가지 

점 화. (2) C- blowing rate를 

-69 

올리기 위해 여러 도
 

오
 」

다. (1) C로 uptake 버너 

배가스 ℃였다. 따라서 



더 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이 겨울로 바캠에 따라 더욱 matte 품위 

고
 
。보일러 c-전기집진기 상태는 나빠졌다. 최종적으로 온도를 올리기 위해 

업체와의 협의 후 1998년 12월에 c-보일러에서 두 개의 

bank를 제거하였고 이에 따라 이 

convectlOn 급
 

문제는 해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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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An여e 

70,000 

60,000 

50,000 

40,000 = ( 
]

r F 
30,000 

20,000 

10,000 

( } 
υ
 ι
 

。
。
-
=
여
[
 

u 
ω
 디
 

>

。z ‘-‘ u 
。

(i 

υ
 
g 마

 그 <
그
 
[ 

= : 
「

~[

여
 
E 」g 

jx 
」
생
 흐
 

∞
。
-
(
*
띠
」
 

0 

조동 생산 실적 01 
^ 처리 Fig. 5. 월 광석 

결과 2. 조업 

데이터를 나타내었다 시간 

Cu 품위는 35.1 % 이었다. 이것은 광석으로부터 

조업 대표적인 Table 5에 서 는 1999년 4월 의 

처리량은 82t 에 당 광석 

flux로써 석회석이 규사와 수치이다.S로에는 달하는 생산에 년간 21만톤 

고Lλ4 
。-.

Blowing rate는 50.4%의 산소부화 

공급되는 공급되 어 진다. coal량은 

열량 수치에 따라 조절되어진다. 

시 간당 31 ,100 Nm3/ h 이 S로에 

열량 보상으로 공급되어지고 coal은 

량의 

공급되 어 졌다. Discarded slag 중 Cu 로써 

장입 규칙적으로 이용하여 l:ll-으여으 
L 0 ;:크 E코 

m 

ω
 

품위는 약 0.69%로 유지되어졌다. 

잉여 동설이 1 반동과 C로에서는 



된다. Blowing rate는 3l.4%의 산소부화로써 시간당 24,200 Nm3/h가 C로 

에 공급되어졌다. 발생되는 C- slag는 Cu 회수를 위해 S로에 다시 투입되 

어진다. 때때로 C-slag는 C로에 직접 투입되기도 하는데 이는 C-slag가 

즉각적 이고 효과적인 냉재이기 때문이다. Blister 생산은 시간당 33.0 t/h 

이고 390 톤의 조동이 하루에 두 번 주조되어진다. 

Table 5. 조업 데 이 터 (1999년 4월) 

S-Furnace C-Furnace Remark 

Feed Rate (t/hr) 
Concentrate 82. 0 Cu 35.1 % 
Si 1 ica Sand 10. 5 
Coal 2.0 
Limestone 0. 9 2.2 
Recycled C- slag 7.3 7.5 
Anode Scrap 3.6 
Pressed Scrap 1. 9 

Production (t/hr) 
Cu 69 . 2 % 

Matte 41.1 
Cu 0.69 % 

CL-slag 48.8 
14. 8 Cu 14.3 % 

C-slag 
34.0 Cu 98.8 % 

BI ister 

Blowing Rate (Nm3/hr) 
Ai r 19 , 500 21 , 000 
Plant Oxygen 11 , 600 3, 200 99 . 8 02% 
Total Blowing Rate 31 , 100 24 , 200 
Oxygen Enrichment (02%) (50.4 %) (3 1. 4 %) 

Off-gas V이 ume (Nm3/hr) 42 , 000 32 , 700 Out 1 et of 
S02 % (26.0 %) (13.4%) Waste Heat Boi ler 

유황 회수율은 설계치에 가까운 총 99.7%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황산 

공장에서 S02 방출량은 10kg/ h 이하이며 제련공장에서는 약 70kg/ h 정도 

의 S02 가 방출된다. 황산공장의 최종 gas (max. 150ppm S02)는 

scrubber 와 습식 전기 집진기 처리를 통해 최종적으로 S02 30ppm 미만 

n 



으로 방출된다. 

3. 로 축로 주기 

내화물과 수냉 동 jacket 은 모두 Naoshima 제련소에서 행하여진 개조 

와 개선사항이 설계시 반영되었다. 이 설계에 바탕을 둘 때 축로주기는 매 

년 15일간의 소보수와 함께 3년마다 slag 라인 보수， 그리고 6년마다 

hearth 보수가 계 획 되 어 있다. 그러 나 실 제 축로주기 는 Naoshima 제 련소의 

1999년까지의 실적으로 볼 때 2년 또는 그보다 작다. 그러므로， Bath line 

brick의 첫 번째 재 축조 작업은 13개월 조업이 끝난 1999년 3월에 행하여 

졌고 이때 C-bath line brick이 심하게 손상을 입어 축로 주기 향상을 위 

해 bath line brick 과 jacket 의 배 열 이 1997년 Naoshima 제 련 소 에 서 행 하 

여진 대로 Fig. 6과 같이 개조되었다. 

Copper Jacket 

BL 

Original Configuration 

BL 

Moclified Configuration 

Fig. 6. C로 bath line jacket 배 열 개조 

m 

띠
 



이런 개조들과 Naoshima 실제 시행 결과에 따르면 축로 주기는 적어도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개선 

제련공장 가동후 여러 가지 주요 개선사항들이 조업의 난점을 해결코자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두 개의 정제로 사이에 있는 switching launder가 

고정 type에서 tilting type으로 변경되었다. 고정 type의 switching launder 

는 blister 흐름을 한쪽로에 용탕이 찰때까지 받기 위해 반대쪽을 점토로 

막고 switching 한 후 매 12시 간후 주조가 끝나 비 어 있는 로에 다시 

blister를 받기 위해 막아 놓았던 점토를 제거하는 방식이며， 이것은 점토 

를 제거하고 설치할 때마다 위험하고 강렬한 노동을 요하고 종종 launder 

brick의 손상을 가져 와 주조기 의 중간래 들과 유사한 간단하고 작은 tilting 

launder로 대 체 하 였 다. 

또 다른 주요 개선사항은 CL slag 수쇄 라인으로 drum filter와 수쇄 

pit내에 air shooting system을 설치하여 slag 집적을 막도록 하였다. 정제 

로 에서는 여분의 우구를 기존 우구 옆에 설치하였고 또한， C로에는 두 개 

의 추가 lance를 설치하였다. 다른 개선사항들은 미미하거나 논문 서두에 

언급되었다. 

IV. 전련 조업 

새로운 전련공장은 제련공장 가동에 앞서 1997년 12월에 anode 

preparation machine, cathode stripping machine, rectifiers 등 에 대 한 

commissioning test를 완료하였다. 

조업 지표는 전류밀도 300 Nm2, 전류 효율 95%과 가동율 97%였다. 

초기에는 전류밀도는 240 Nm2로 시작하여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까
 



1999년 1월에 300 Nm2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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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전류 밀도 실적 Fig. 7. 월 전기동 

Table 6에서와 같이 전기동 품질은 고밀도 전류와 더불어 LME 등급 A 

를 만족하며 현재 전기동 LME 등급 A 등록을 진행중이다. 

Table 6 전기동 품질 

Ag Te Se Bi Sb As Major Impurity 

3.8 <0.1 <0.1 0.2 0.3 0.3 Content (ppm) 

v. 미래 전망 

。L
그I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완료되면 온산 증설공장이 

처 
LC 것으로 동 제련소가 될 가장 효율적인 으로 더욱 향상되어지고 세계에서 

생산 (2) 축로 주기 도
 
。이상의 망한다. (1) 생산성 향상 : 년간 인당 1 ，000톤 

동t入}- . 려
 「

느
 
。절감 (4) 생산 비용 30% 혹은 그 이상 (3) 에너지 연장 : 4년 

것 쉽지는 않을 

달성 방안이 강구되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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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300,000 ton 채취. 위와 같은 일이 
처 ?-1 처 。 lo -c -, 이나 이미 가동 초기부터 

광석으로부터 



예를 들면， 제련 능력 test가 1999년 1월에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Table 7에 요약되어있다. 이 test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최대 제련 능력은 광 

석으로부터 년간 23만톤， scrap으로부터 2만톤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test 

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실시되었으나 이로부터 증산을 위한 bottleneck들 

을 찾아낼 수 있었고 미래의 증설에 대비하여 상응한 대책들은 세울 수 있 

었다. 

Table 7. 제 련 능력 test 결과 

S-Furnace C- Furnace Remark 

Feed Rate (t/hr) 
Concentrate 92. 7 Cu 33. 7 % 
Si I ica Sand 14.9 
Coal 2.2 
Limestone 0.8 2.5 
Recycled C-slag 7.8 7.6 
Anode Scrap 1. 9 
Pressed Scrap 3. 5 

Production (t/hr) 
Matte 44.3 Cu 69.5 % 
CL-slag 56.2 Cu 0.84 % 
C-s lag 15.5 Cu 13.8 % 
Blister 36. 5 Cu 98.8 % 

Blowing Rate (Nm3/hr) 
Ai r 21 , 800 21 , 300 
Plant Oxygen 13.300 3, 700 99.8 02% 
Total Blowing Rate 35.100 25.000 
Oxygen Enrichment (02%) (50.9 %) (32.7 %) 

Off-gas Volume (Nm3/hr) 50 , 100 34, 300 Outlet of 
S02 % (25. 2 %) (18 . 4%) Waste Heat Bo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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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처리 현황 의한 Mechanical Alloying어| 

재료공학과 

황연 

서울산업대학교 

로
 

L 1. 서 

기 계 적 합금볍 (mechanical 

분말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느
 」

하
 샘

 

호깅~ u1 ..Q... 
E코 E프 E즈 고에너지 1970년대에 

화합물 이래 MA는 

확 립 되 었 다1 .2) MA의 

개발된 alloying; MA) 이 

적용범위는 비정질재료， 금속 

간 화합물， 고용합금 등 매우 다양하며， 수많은 비평형상 합금이 제조되었 

다3-6 ) 금속 금속 분말의 경우 최종 화합물은 

및 파괴과정에 의하여 생성된다2) 금속이 

방법으로 제조하는 

냉간 압 반복된 금속분말의 

판상 조직 때문에 연성 는
 

카X
 

연 

미세화 된다. 

연성이 

판상 조직이 

분쇄되어 

형성된다. 

의하여 압력에 

비금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시 형성되며， 분쇄 。1

.:x.드L 
그I. L-분말이 

화합물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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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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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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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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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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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그러나 금속-비금속 

금속조직 내에 

고상 비정질화 관찰되는 박막에서 다층 二l죠: 
0 , 금속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의한 합성기구로 

비정질화 되고， 분쇄가 

비정질 상으로부터 최종 안정상을 

반응Csolid- state amorphization reaction; SSAR) 이 MA에 

있다8) 분쇄가 진행됨에 따라 초기 결정상이 

함으로써 

알려져 

。}
I二열처리를 진행되거나 더욱 

있으며 게된다. 이러한 고상 비정질화 반응은 금속 비금속계에서도 알려져 

9) 비정질화에 

있다10 ) 본고에서는 MA의 

/ι~ 
기-

c -E프 원자반경을 u1 
^ 생성열 화합물의 요인으로는 미치는 

개발 재료 이용한 분말 및 공정과 M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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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1. 질험 장치 

힘(에너 담아 기계적인 형상의 용기에 u1 
^ 각종 혼합분말을 특정한 재질 

전달하는 분말에 에너지를 된다. 이때 MA 공정을 수행하게 

방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지)을 가하여 

볼 밀 (planetary ball miU) 1. 유성 

분말로 가능하므 볼밀은 MA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밀이다. 소량의 

적합하다. 분말과 볼을 담은 용기가 회전하고， 용기를 지지 

유성 

연구용으로 로 

회전한다. 충격 에너지는 보통 볼밀의 

고속으로 분쇄가 가능하다. 중력에 의한 가속도보다 40배정도 커서 

그와 반대 방향으로 테이블이 는
 

하
 

2. 어트리터 

수 kg 정도까 

혼입이 뚫
 

불
 

마모가 크기 때문에 

분말이 다르게 

규모에서 거、1 동~ ，서 
2D2 이용한 분쇄방법이며， 

등에서 

용기의 

보E
 

어
，
 

축
 
하
 

의
 

벼
「
 

예
”
 

기
 
력
 

용
 
중
 

다
 
다
 

된
 
된
 

샘
 쩨
 

기계적인 마모를 

지 

분쇄되는 아래와 위의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축을 수평으로 회전시키는 방법도 있다. 

3. Sh하‘er 볼밀 

적합하다.3축 방향으로 1200 rpm 정도의 

분쇄하며， 높은 충격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분말을 분쇄하는데 

진동수로 흔들어서 

적은 양의 

효Lu1 
E즈 E코 증진시키는 충격 에너지를 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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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성체인 

볼밀 

영구자석을 부착하여 

4. 자력 



이다. 자석의 위치， 개수 등을 조절하여 볼이 움직이는 궤적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충격 에너지의 분포가 균일하다. 

이와 같은 볼밀 이외에 분말의 전처리 및 후처리를 위한 글로브 

열처리를 위한 진공 또는 분위기로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III. MA 공정 

1. 분위기 조절 

l:ll-까、 ,-, 

MA 중에 분말의 산화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활성 가스 또는 진 

공 분위기에서 행한다III 또한 반응성 분쇄 (reactive milling)를 위하여 암 

모니아나 질소 가스를 도입한다. 

2. 볼/분말의 무게 벼 

볼/분말 무게비가 클수록 단위 시간당 충돌 회수가 증가하고 충격시의 

온도 증가가 높기 때문에 MA 공정 시간이 단축된다. 일반적으로 10:1에서 

20:1 이 사용되는데， shaker 볼멸에서는 5:1 까지도 가능하다. 볼/분말 무게 

비가 증가하면 분말 표면에서 소성변형을 촉진하기 때문에 분말의 

microhardness가 증가한다. 

3. 표면 흡착제 

MA 공정은 분말의 파쇄 (fracture) 및 접합(cold welding) 이라는 두 가 

지 과정이 어우러져 진행되고 MA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파 

쇄 및 접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금속과 같이 연성이 있는 물질은 파 

쇄가 일어나기 보다 접합이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볼의 표변에 분말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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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내동초 
o "-

분산제와 같 

입자끼리 

다른 반면에 파쇄만 발생하면 서로 

낮아진다.윤활제나 가능성이 

흡착하여 

크기가 증가하기 쉽다. 그 

간에 접촉하여 합금화가 진행될 

유기물은 

혀져서 

접 낮춤으로써 표면장력을 표변에 l브l. u l. 01 
‘\!.. 2.-' 은

 
새로이 생성되는 필요한 에너지는 분쇄에 막는다12) 것을 촉하여 접합되는 

면적과 표면장력의 입경의 감 님 u l. 
τ!:"2 표면장력의 감소는 주어지므로 곱으로 

이어진다 소로 

4. 분쇄 강도 

진동 t:.t:느二 
.J-- '-밀의 회전 밀도， 재료의 초깅L 

E즈 비， 무게 볼/분말의 분쇄 강도는 

비정칠화 

온도의 상승으로 비 

초o!. u l. 01 
't.!..- 2..-î 있다. 분쇄 강도가 작으면 /λ

T 증가시킬 조절로 등의 야
 
나
 

시 겨
「
 

츠
 

<
]강도는 볼의 三'L

‘-시간이 걸리고， 너무 오랜 에 

A、
{ 

-, 
그I. À~ 
u '--'-볼밀의 자전 

그림이다13) 분말의 

01 
^ 

。 λ4 
ìí 。촉진한다. Fig. 1은 분말의 재결정화를 정질 

비정질 나타낸 

있다. 。1. ~‘ 
2. T 

분말의 상 변화를 

일어남을 화는 일정한 회전 영역에서 

대하여 합성된 도에 

、“/
@ 、、() () 

·\ AÍl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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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l. Dynamic equilibriurn of the arnorphous phase 

in Ni lOZn systern using a planetary ball rn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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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IV. MA의 

1. 산화물 분산 강화 재료(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materiaI) 

ODS 분산시켜 강화한(이하 

이루어졌다14) 현재는 그 외에 

산화물을 

Ni-기 합금에서 

있다15) 

용
 

공업적인 

엔진재료용 

이용되고 

MA의 최초의 

합금)비행기용 

도 다양한 합금에서 

철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금속인데， 밀도가 

알루미늄은 무르고 연성이 크며 

강도는 Cu , Mg , Mn , Zn , Sn , Li 등의 합금 

수 있다. 1970년대에 Benjamin이 MA를 이용 

하나이다. 불과한 경금속의 

알루미늄은 금속공업에서 

2.7 glcm3에 

강도가 약하다. 그러나 기계적 

첨가하여 증진시킬 크게 을
 

연구가 진행 조성에 대하여 가지 제조한 이래 여러 

요약하였다. 

ODS Al 합금을 

되었고 Table 1 에 

하여 

2. 붕화물 분말 합성 

SEM λ}진 Fig. 2는 출발원료 및 70, 140 및 280시간 MA 처리한 후의 

이다16) 출발원료인 Ti과 B 분말은 분포가 크다 불규칙하고 입도 형상이 

변화는 거의 없다. 

급격히 작아진다. 이와 

관계가 있다. 분말이 

크기의 바뀌나 

얻어지면 입자 

구형으로 입자모양이 분쇄가 진행되띤 

는
 1r 

、
기
 μ
 

크
 
-
호
-

변
 

상
 

이
「
 

마
 

E 분
 

느
 」

화
 

변
 

하
」
 

경
「
 

급
 

TiB2 상이 280시간 처리하여 

二-::r.
D 같은 입자크기의 

입자가 융합되고 구 볼에 의하여 때문에 연성 소사이 겨 。 느 그소이 간느 
「。니 dTL 口-， ~I 

TiB2 상으로 변환되면 입자의 취성으로 인하 

TiB2 분말이 합성됨과 동시에 

형으로 되기 쉽다. 그 반면에 

분쇄가 

얻어진다. 

의하여 

보는 것과 같은 미세한 분말이 

이
 ω
 

분쇄가 진행되고， MA에 

진행되어서 사진에서 

여 



Table l. Examples of mechanically alloye9 Al alloys. 

Material Composition dispersoid 
Al Al A14C3.Alz03 

INCOMAP Al- 9052 Al- 4Mg- l .lC- 0.80 
INCOMAP Al- 9021 Al- l.5Mg- 4Cu- l .lC- O.8P Mg2Ab, A14C3, INCOMAP Al- 905XL Al- 4Mg- l.5Li- l.2C- 0.40 
DISPAL 0 Al- 2.5%O Alz03 

DISPAL 3 AI- O.3%C- O.8%O 
AI- Cr AI- Cr AhCr 
AI- Cr- Fe AI- Cr- Fe 
AI- Cu AI- Cu 

AI- Cu-Co 
AI- Cu- Cr 

AI- Cu- X AI- Cu- Fe 
(X=Cro), Cr, Fe, Mg, Mn, AI- Cu- Mg 
Ni , Z AI- Cu- Mn 

AI- Cu- Ni 
AI- Cu- Zr 

AI- Fe AI- Fe AbFe, Ah3Fe4, 
A14C3. Alz03 
A16Fe, Ah3Fe4, 

AI- Fe- X AI - Fe- Ce AhoFe2Ce, 

(X =Ce, Gd, Mn , Mo , Ni , A14C3, Alz03, 

S i) AI- Fe- Mn A16Mn , 
A16(Fe,Mn) 
A14C3. Alz03 

AI - Li AI - Li A14C3, Alz03 
Al • Li - X AI- Li- Cu A14C3, Alz03 (X=Cu. Mg. Si) AI- Li - Mg 
AI- Mg AI- Mg MgzAb 
AI- Mg- X Al • Mg - Cu- Si MgzAb,Mg2Si (X=Cu. Li. Si) AI- Mg - Si 
AI- Mn AI- Mn A16Mn 

AI- Mn- Ce 
AI- Mn- X AI- Mn- Co A16Mn (X =Ce, Co, Cr, S i) AI- Mn- Cr 

AI- Mn- Si 
AI- Mo AI- Mo 
AI- Ti AI- Ti AbTi 
AI- Zr AI - Zr AbZr 
AI- Hf AI- Hf AbHf 

m 

ι
 



(이 140h떼|어 (이 200hmill어 

Fig. 2.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images of 
(a) the starting material, (b) powders rnilled 
for 70 h, (c) 140 h, and (d) 280 h. 

280시간 MA로 합성한 TiB2 분말을 2000 0C 에서 17 MPa의 압력으로 30 

분간 hot press하여 소결체를 얻었고， 그 파단면의 SEM 사진을 Fig. 3에 

나타내었다. 소결 밀도는 약 99% 이었으며， 입자의 크기가 균일하였고 비 

정상 입자성장은 관찰되지 않았다. 미세구조는 ab-plane으로 성장된 판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계적 특성 이 우수하리라고 판단된다. 장 

시간 분쇄한 분말은 내부 응력이나 격자결함 등으로 활성화된 상태로 보여 

지는데， 이러한 분말의 상태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소결이 이루어진 원 

인으로 보여진다. 

3. 탄화물 분말 합성 

MA에 의한 탄화물 합성은 일반적으로 금속 분말과 탄소 또는 흑연 분 

말을 혼합하여 출발한다. 가장 먼저 TiC 분말의 합성이 시도되었고， 그밖 

에 SiC, VC 등의 탄화물 분말이 합성되었다. 

q 
u 。

。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images of the fractured surface 
of sintered TiB2 body. Titanium diboride powders which were 
milled for 280 hours were hot pressed at 2000 0C for 30 min at 
a pressure of 17 MPa. 

4. 절화물 분말 합성 

질화물 합성은 고온에서의 직접 질화법이 종종 사용되는데. MA법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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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에서 질화물의 합성을 가능케 한다. 금속 분말을 질소 또는 암모니아 가 

스와 함께 분쇄 하여 TiNH , ZrN, VN , BN, M02N, S i3N-l, CU3N , Mg3N2, 

WzN 등의 질화물이 합성된다. 붕화물， 탄화물 및 질화물의 합성에 대하여 

Table 2에 요약하였다. 

5. Composite 

금속과 산화물， 탄화물， 질화물과 같은 세라믹을 복합화하면 강화된 재 

료를 제조할 수 있다17) 분말 야금으로 composite를 제조할 경우에 나타나 

는 문제점으로는 분말 크기의 차이와 분말의 정전하에 기인하는 응집이 있 

다. MA에 의한 composite 제조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Al- SiC, AI- Ti - B 등의 계에 대하여 적용되었다. 

Table 2. List of some ceramics produced via MA. 

Compound Synthesis 
L1 H 298 

(KJ!mol) 
TiB? Ti +B 323.8 
TiC Ti+C - 184.6 
SiC Si+C 73.2 

VC/ V2C V+C - 117.2 
BN B+N? 254.4 
CrN Cr+N2 

CU3N Cu+Nz 
MozN Mo+N2 

- 8l.6 
MoN Mo+NH:i 

NbN Nb+N2 - 235 .1 
Si3N4 Si+N2 - 744.8 

TaN 
Ta+N2(annealed at 973K) 

252.3 
ITa+NH3(annealedabove953K 

TiN Ti+N? - 337.9 
VN V+N? - 217.2 

WN.W?N W+NH3 
ZrN Zr+N2. Zr+NH3 - 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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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보면 금속분말의 직접 전기를 통과시켜 소결하고자 하는 시 

도가 1930년대초 미국의 Taylor에 의해 제안된 이후[2] ， 본격적인 응용은 

1944년 Cremer가 구리 , 황동， 청 동， 알루미 늄 등의 분말에 62 kA/cm2의 

전류를 1/60초간 1 또는 2회 통전하여 소결에 성공함으로써 시작되었다 

[3]. 그 후 Lenel은 1955년 최초로 낮은 압력하에서 분말에 저 전압， 고전 

류를 통해줌과 동시에 낮은 압력을 가해주어 비철계 금속분말의 소결을 

시 도 한 바 있 으 며 , 이 를 소 위 ‘ 가 압통 전 소 ~ (electrical resistance sintering 

under pressure) I 이 라 명 명 하였다[4]. 1960년초， 일본의 Inoue는 금속분 

말에는 본질적으로 산화피막이 존재하므로 지금까지 직류만 흘려주던 방 

법에서 교류를 추가로 통전시켜서 분말입자간의 방전현상을 유도한 뒤 2 

차적으로 높은 압력을 가하여 치밀화를 이루는 소위 ‘방전소걸 (spark 

sintering) I 법을 개발하였다[5，6]. 이 방법으로 지금까지 소결이 어려운 것 

으로 알려지던 크롬， 몰리브멘， 텅스텐， 등의 고강도 고융점 금속분말[7]과 

티타늄 합금[8]의 소결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의 Lockheed 

Missile and Space CO.(LMSC)에 의 해 보다 경 제 적 이 고 실용화된 방법 으 

로 베릴륨동 합금제품인 포세이돈 미사일의 nose tip제조에 응용되기 시 

작하였다[7]. 민생용으로는 일본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80년대 말에 이르 

러 일본의 JAPAX, 住↓〈右벚熾똥에서 산업용 소결장치를 개발중에 있고 

일부는 시판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특히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학계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1989년부터 연세대학교에서 800A 급의 기초연구용 플 

라즈마 방전소결기를 자체 제작하여 연구를 시작한 이래 TiAl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9 ， 10，11]. 최근 전북대학에 3000A 급， 창원대 

에 4000A급의 연구용 국산 플라즈마 방전소결 장치(본 연구진의 설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고， 울산대， 생산기술원에는 일본제품을 도입하여 연 

구에 이용하고 있다. 

현재 응용되고 있는 통전소결 및 이와 유사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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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양하나 동전시 며j;]ç: 
。 d .J-二l종류가 있으며 따라서 여러 결 방법에는 

7.1 프르 
--, I’ 고밀도의 수 있다[12]. 즉， 대별할 크게 3가지로 보면 관점에서 간의 

소결 플라즈마 방전 행하는 소결을 통전하여 동안 1O -104s -:-1i:프 E프 
Jl'..iT 2 qJ 

^ 
고전압， 저전류 금속분말에 (spark plasma sintering) , 축 전 기 를 이 용 하 여 

펄스를 10 :3- 10 s 동안 가해서 순간적으로 소결을 이루는 impulse 

10 6 - 1O:3 s 라는 

미 r 이 
E프 -'- ...-, 

극히 전기에너지를 고밀도 그리고 reslstance smtenng , 

3가지로 이
 「드

꺼
 

) electric discharge compaction (EDC) 시간동안 가하는 짧은 

크게 구분하고 있다. 

이용한 가 소결법은 ON~OFF 직류 pulse 통전법을 플라즈마 èlJ- 7.-1 
ι) \.c. 이중 

ul 
^ 

1COL u 1-
T"2. 소결직전의 짧고(수분정도) 소결시간이 일종이므로 압소결법의 

여 
2. 발생되는 분말자체에서 가해 분말에 직접 를

 
류
 

” 전
 

온도가 낮으며 die의 

냉각속도가 빠르다 높고 소결후 열효율이 로 소결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진공， 제거됨으로써 산화피막이 표면의 방전현상에 

뿐만아니라 대기중에서도 

닝 u 1-
τC 2. 의한 "[1: 

-'-[13 ,14]. 

있다 장점이 가능하다는 소결이 불활성분위기 

석출-이나 불필요한 용질윈자의 발생되는 소결시 장시간 따라서 [15,16]. 

성 는!. u 1- ó1 
닌→ 2."'-' 

二그 111 Ó_ -:-7 
닝 기δ τ) J.!.. 있기 때문에 /λ

기-억제할 }흐 n 켜처 리 서-^l-으 
!돌돌'2. 。 됩 미세 

고 행하므로 

있다[14J ‘ 

*경으 
--'-- ~스 E코 

제조할 수 있으나 금형비가 높은 단점도 

금형 내에서 이상적인 방법으로 고려된다. 
M 

매
 

형·소결에 

정밀의 

소결의 원리 플라즈마 방전 2. 
"[1: 
-'--전기에너지(직류+교류 분말에 소결(이하 방전소결)은 플라즈마 방전 

유도하여 결합을 분말간의 가함으로써 동시에 압력을 pulse)와 7.1 트o 
--, 11 

'-
'--

보였 개요도를 시스템 1에 그림 방법으로 행하는 동시에 까、켜 。
.J- --;:프 2. 성형과 

구성 은 분말을 소결하는 die assembly , 전원 (AC와 DC) , 소 시스템의 다. 

;7.. ,-시스템이 필요에 따라 진공 있으며 구성되어 제어부로 。 01-1=1
Tr김 기 결용 

전환되는 법으로 DC Pulse 경향은 AC+DC 혼합통전에서 

-89-

가된다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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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application 

Mixing 

Load application 

그림 1. 방전 프라즈마 소결 시스템의 개요도 

통전소결 과정은 전압， 전류， 주파수 및 통전시간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전소결시 대체로 아래와 같은 4단계의 활성화 과정이 존재한다고 알려 

져 있다[12]. 

@ 분말들의 접점에서 발생되는 미세 방전에 의하여 분말의 접촉부 

가 정화됨과 동시에 전기아크에 의한 물질이동으로 인한 neck의 

생 성 (spark plasma sintering) , 

@ 최대저항값을 갖는 입자간 접촉부(neck) 생성부위의 우선가열， 

3 접촉부에서의 열확산외에 국부적인 고밀도전류에 의한 전계확산 

@ 소결체내에 산재하는 기공이 국부전장에 의해 통상적인 소결보 

다 빠르게 폐쇄되는 과정 

그러나 고밀도의 소결체를 얻기 위해 무압 또는 감압하의 통전에 후차적 

m m 



으로 고압을 가할 경우에는 상기의 활성화 과정에 더하여 입자의 소성변 

형과 압력효과로 입자간 결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Weiss]er[l 2]와 Saito 등 

[13] 의 연구를 고려치 않더라도 추론이 가능하다. 이를 좀더 이론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14]. 

분말에 전류를 흘려 줄 경우 입자간에 공급된 전력 W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수 있다. 

+ L 
n n 

2 --l 
i 

--ι
 
L 」U 

U v --

t 

O 

「l l i l --i 
l 

-
-
υ
 

--” ” ) 1 , i 
( 

(여기서 i , V, R, 및 t 는 각각 접촉점을 흐르는 전류(A) ， 입자간 전압 

(V) , 접촉점의 저항(Q ), 그리고 통전시간(sec) 이다) . 윗식에서 R은 입자 

간의 접융저항이라하여 입자표면에 산화물 등 불순물층으로 생기는 경계 

저항과 전류가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흐를 때 도체의 내부에서 생기는 

집중저항과의 합이다. 한개의 접융입자를 고려할 때 접융저항은 다음과 

같다 

P 1 P 2 
Rc 二 --+ -- (2) 

2ro πro 

우변 첫째 항은 집중저항이고， 둘째 항은 경계저항을 나타내며 Pl과 P '2 

는 각각 분말과 표면 불순물 층의 비저항을， ro는 두개의 입자의 접융면의 

반경이다 접융반경 r。는 가압력 P(N/mm~ ) 및 입자의 탄성률 E(N/m~)와 

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r P 
ro _ ( -- )1/ 3 

E 
( 3 ) 

만일 E 가 일정하다면， 식 (3)을 식 (2) 에 대입하여 접융저항 R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간략화된다. 

m m 



Rc = K1P- l / 3 + KzP- Z / 3 (4 ) 

(여기서 Kl 미 ^ K ‘>
L-L- 상수이다) . 만일 투입되는 전력 W가 일정하다면 

식(1) 및 식 (2)의해서 분말에 가하는 압력이 L↓.Q..걷:료르 ^ "즈 ...., 접융저항 Rc가 증가 

되어 전류는 거의 흐르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pulse 전류가 가해 

지면 접융점에 고전압이 유도되고， 이로 인해 분말입자의 접촉변에 미세 

방전이 발생하며 그림 3에 그 개요도를 보였다. 

electron 

그림 3. 분말사이에서 

이 방전에 의해 생성된 하전 

particle 
(-) 

(+ ) 
particle 

plasm a 

10 n 

발생되는 방전 플라즈마의 모식도 

입자가 분말의 tlJ 7-1 
u c• 

님 닙 .Q.. 
TτC 2: 정화하고， 동시 

에 입자에 기계적 뒤틀림을 주어 전위밀도를 높여 입자간의 원자확산을 

촉진시킴으로써 분말간의 neck가 형성된다. 전류의 통전으로 저항이 ξζ 

= 
。

'- 접융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Joule 열로 

되며， 열확산 외에 전계확산도 

같은 편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낼 

추가된다. 

까~ 

T 있다 

이것을 

여기서 

인하여 neck 성장이 촉진 

식으로 

n, t, X 

나타내면 다음과 

L-'- 각각 원자수， 

시간 및 거리이고， D μ 및 E 는 각각 확산계수 전계에 의한 원자의 。l

동도， 그리고 전계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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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n 

μE --
an a2 n 
--- 二 D--+ 
at ax2 ax 

값이다. 고정되는 따라 온도에 종류와 물질의 일반적으로 
D 

확산계수 

의한 확산계수는， 입자간의 방전에 

열확산계수보다 10-102 배 

실제적인 통전소결에서 조브L 0 1- 01 
~ 2..--' 그러나 

격자의 정도 

확산이 더 

인한 

또한 전기장에 의해 입자의 이동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욱 촉진될 것이 추론되나 정량적인 자세한 기구는 밝혀져 

증가로 변형과 원자공공의 

크다. 

않다. 있지 

공급하면 충분한 전기에너지를 분말에 압력(1차압력)으로 1.-1- ..Q.. 
^ '-따라서 

요체가 것이 망전소결의 용이하게 하는 가스방출을 분말 중에 서，동시에 

l차압력하 

。1 。
~~-사용되고 

보였다 

강하고 

이동경로를 그림 4에 

흑연이 

열충격에 

。1 ~二
λ^'-

Die 와 plunger로 는 
까‘ 
끼-

X 
T 
c 에서 

며 , die assembly t.J1 의 전 형 적 인 전 류 의 

높여 충분히 

방전소결시 

도
 

온
 

원료분말의 

된다. 실제로 

• Upper plunger 

• Mold 

、
”

ν
 uv 

ι
 

4 
ι 、i
상 

G 
powder 

G 
a 
、ι

4 

ι 
U 
U 
、

• Lower plunger 

경로 이동 전류의 단면도 및 Die assembly 의 그림 4. 

。L
H 

대부분의 전 

통과 경로는 die내의 

초기 저압(0-1 MPa)에서는 

쟁
 

전류의 의하면 Saito 등[13] 에 

민감하게 변화한다 즉 

은
 

르
 
n 흐

 
의해 

전류의 

력에 



류가 plunger-rne-plunger로 통하고， 2차압력 (50-100 MPa)으로 승압시 

plunger-specimen-plunger로 흐른다. 

금속분말에 높은 압력을 가하면서 동시에 고밀도 전류를 통전하여 고 

밀도의 소결체를 얻으려는 시도는 압분체 내부의 불균일 전류분포 때문에 

실 패 한다고 알려 져 있다[3，4] 즉， floating die compaction 내 의 압력 분포 

와 전류분포는 압분체의 상부 및 하부의 측면에 저밀도 영역이 있고， 이 

곳의 저항은 주위보다 높다. 따라서 압축방향과 평행하게 흐르는 전류는 

축방향에 집중하게 되고， 이것에 의해 전류통로(current path)가 생성과 

함께 부분적인 용융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소결에 실패한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주파수의 AC 전류에 의한 skin effect를 이용하 

고 있다[2 ， 5]. 따라서 가압통전소결시 DC 전류에 AC 고주파전류를 첨가 

하면 교류에 의한 방전효과， 전류 및 온도분포의 개선 외에 eddy curren t 

효과 등도 가미되어 소결성의 향상이 기대된다. 

3. 응용성 

방전플라즈마 소결법은 ON- OFF 직류 pulse 통전법을 이용한 가압소 

겸 법의 일종이지만 hot press소결법 (HP) ， 열간등방압소결법 (HIP) ， 또 상압 

소결법 (PLS) 등의 종래소결법에 비하여 소결 에너지 제어성가 용이하다. 

장비의 조작이 쉽고 소결기술의 숙련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 작엽속도가 

빠르다. 또한 소결 재현성， 안전성， 확실성， 공간 및 에너지절약이 기대되는 

소결 방법이다. 

소결시 급속승온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료분말의 입자성장이 억제되고 단 

시간에 치밀한 소결체를 얻을 수 있다. 또 난소결재료등도 용이하게 소결 

이 가능하는등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소결법은 각종 신소 

재 응용분야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유력한 가공수단으로 기대된다. 표 

1[ 11]에는 이와 같은 방전 플라즈마 소결의 특성이 이용될 수 있는 분야를 

보였다. 특 히 주목되는 것은 경사기능재료 섬유 또는 입자강화형 복합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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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속， 세라믹스， 플라스틱간의 확산접합도 가 

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표 2에는 방전 플라즈마 소결이 가능한 소재에 대하여 나타냈다. 기존 

소재 외에 고융점이고 분해가 쉬운 비평형 재료， 알루미늄， 베릴륨， 티타늄， 

탄탈 등과 같이 분말 표면에 강한 산화 피막을 갖고 있어 소결성이 불량하 

였던 분말， 분말 입도가 큰 분말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표 2. 방전 플라즈마 소결의 응용 

소결체 제작 
고융점재， 분해가 쉬운 재료， 비평형 재료 

저온소결， 결정립 성장 억제， 저 코스트화 

다공체 제작 
강한 산화막을 갖는 금속분말을 원료재료(AI ， Ti 등 l ， 대구경 입자로 

구성되는 다공체， 비대칭 다공질막의 제작， 저 코스트화 

복합재료 경사기능재료， 섬유강화형 복합재료，입자강화형 복합재료 

확산접합 금속-금속， 세라믹스-세라믹스， 세라믹스 금속， 플라스되 금속 

표 2. 방전 플라즈마 소결의 대상재료 

τ trj ~프r 대표적 재료 

:그 { 까--，、 겨l 
Fe , Cu , AI , Au , Ni , Cr , Mo , Sn , Ti , W , Be 

o 
(대부분금속가능) 

산화물 AI:!O ι ZrO:;, MgO , Si02 , Ti02, HfO~ 

탄화물 SiC , B4C , TaC , TiC , WC , ZrC , VC 
Ceramic 계 질화물 Si:lN4 , TaN , TiN , AIN , ZrN , VN 

붕화물 TiB:!, H fB :!, LaB l; , ZrB2, VB:! 
불화물 LiF , CaF2 , MgF2 

Si:lN4+ Ni , AbO까Ni ， Zr02+Ni 
Cermet 계 AbO:l+TiC , SUS+Zr02, AbO:l+SUS 

SUS+WC/Co , BN+Fe, WC+Co+Fe 

금속간화합물 TiAI , MoSi2, Si:lZr5, NiA I.NbCo NbAI , 
LaBaCuS04‘ Sm2Co17 

기 타 유기 계 재료 (polyimide 등) , 복합재 료 

F h 

니
 

n 
나
 υ 



4. 방전 플라즈마 소결의 예 

가. 구형 인청동 분말 

구형분말로 냉각압축성형에서 성형체로 만들기 힘든 구형 인청동 분말 

의 소결성에 미치 는 통전 전류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인청 

동 분말은 가스분무법으로 제조된 구형분말로서 Sn 함량이 11% 정도이고 

180 -250μm 크기 로서 분말이 였다. 통전소결시 소결성 에 가장 큰 영 향을 

줄 것 이 라고 생 각되 는 20kHz의 DC pulse 전류(1200， 1400, 1600, 1700 및 

1800 A)와 2차압력 (400 ， 700, 1000, 1300 kg)을 달리하였고 통전 시간은 

120초였다 

그림 5는 전류와 압력에 따른 상대밀도의 변화를， 그리고 그림 6에는 일 

정압력 C799kgf)하에서 전류밀도에 따른 소결체의 미세구조변화를 보였다. 

이로부터 실험조건에서 통전전류 1700A 이하， 가압력 1000kg 이하에서 

neck의 생성 및 성장이 주로 발생하였으며 전류 및 압력이 높을수록 촉진 

되었다 그 이상의 조건에서 급속한 치밀화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통전전 

류 1700A와 압력 1000kg 이상에서 는 상대밀도 99.3% full density 의 소결 

제를 제조할 수 있었다. 22kHz DC pulse의 전류를 이용한 땅전소결시험 

(소결시간을 120초 고정)에 있어서 치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계전류 

치와 임계압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설험조 

건에서 고주파(20kHz) 형태의 DC pulse 만을 사용한 바 예상보다 neck 

생성 및 치밀화 과정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나. Ti , TiH2 및 혼합분말 

Ti 분말， TiH~ 분말， 그려고 이 두분말을 무게비로 1 :1 로 혼합한 분말 

(이하 흔합분말) 10g에 대하여 각각 가압력을 150, 400, 600, 1000 kgf으로 

변화시키떤서 일정한 소결시간(240초)과 전류(1800A)에서 소결을 행하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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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와 가압력의 영향 미치는 소결체의 상대밀도에 5. 인청동 그림 

인청동 소결체의 미세구조 변화(가압력 =700kgf) 

(b) 1400A (c) 1600A (d) 18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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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류에 따른 
(a ) 12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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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소결체의 상대밀도에 미치는 가압력의 영향 
(t=240sec, C= 1800A) 

그림 7은 소결시편의 밀도에 미치는 가압력의 영향을 나타냈다. 분말종류 

에 상관없이 가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소결밀도가 높아지고 있다. 400kgf까 

지 소결밀도가 급속히 증가한 이후 그 이상의 압력에서는 완만하게 진행되 

고 있으며 이것은 가압력의 증가만으로는 full density의 소결체를 얻기 힘 

플다는 것을 의미한다. Ti 분말은 lOOkgf에서 이론밀도의 98.5%(4 .45 

g/cm ’)에 달하는 소결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TiH2 분말 및 혼합분 

말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론밀도의 89% 및 88% 로 Ti에 비 

해 현저하게 밀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등온소결실험에서 확 

인하였던 TiH::의 현저한 소결촉진현상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것으로 생각되며 가압， 짧은 소결시간， 탈수소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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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응에 따른 온도의 감소등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료L 
'-결 4. 

고청정도를 유지하고 기계적 q1 
;’<미세한 조직 。1 느二 

λλ '-가지고 본래 분말이 

소결법 있는 새로운 거, 단축시킬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결시간을 λd ~ζ.1~ 
。 22

플라 tl} ;;(-1 
u , • L 방안으로 。1 ~二

λλ 」
二l 김~ iïl- 즈: 
-, ---, 근 ! 한계를 있다. 이와 같은 요구되고 。1

일 특히 근
 

최
 

있으며 제안되고 소 결 법 (spark plasma sintering) 법 이 즈마 

알려지 얻었다고 연구가 진행될 뿐만아니라 상당한 성과를 활발히 본에서 

고 있다. 이 펄스전원 제작을 위한 특 고용량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님 :7.- -:i:-l 
，-=누 '(.!: 위한 기초자료의 설계를 소결장치 그리고 설계기술， 01 

^ 반도체 가, 
제조， 다공체제 

응용이 활발 

소결체 응용에는 소결법의 플라즈마 또한 방전 실정이다 

조， 복합재료， 확산접합 등 2천년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적 

산업화 플라즈마 소결법은 선진국에서도 닝I} ;;(-1 
u ,• 예상된다 따라서 할 것으로 

기술을 따라잡을 뿐 아니 선진국(주로 일본)의 초기이므로 짧은 시간 내에 

소결장치의 

국산화 연구가 필요하다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대를 

설계， 생산기술， 그리고 소결체 생산기술의 

학문적，산업적 。1 느; 
λλ '-능가할 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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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연구소 

^~ o 

1. 서론 

및 딘열기능， 내 산회-성， 높은 융점， 낮 

은 밀도， 내 침식기능， 니1 마모기능， 윤환 기능 등의 우수한 득싱윤 기-지고 

있다 1 -3) 이 러 힌 특성 으로 인히 여 

내열 금속간 화한물은 고온애샤 

기계 잔열재료 및 꽉수힌- 성섣이 요구되는 

코팅히이 

가스터 분야， 항공기의 엔진， 조선， 

분이:관 포함한 산업계 잔넨에 길쳐있다. 

ζ，_ <',1 으1;1_ 곤';" 011 
rc-! , --.!. '2 ’ n 

"0 -Pr 7--1 •'- -I::f ' ö 위하여 

요로 

빙지하기 

으요브。l: ~二 
。 o- ，~ ~I- -\-

부품 등의 재료 손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빈， 자동차 등 침단산엮 

본 연구에서는 툴리브덴계 금속간 화합델로서 세 가지의 금속긴 회-합푼 

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0) 이규화관리브덴(MoSi ::J 넬얀채， (2) 이규화 

회-힘 뭔 할푸「’l 뉴-싣리펀- 관리 브-덴 (3) 몰리 브덴-텅 스벤(Mo1 - x ，W:-;)Si:! ， 

(Ah-x, SiJMoy 

우선 이규회- 올리브덴은 이규 A. lVl é1xwell은 처음 w 맨 초에 }%O넌 

밀-표하였다. 

MoSi~는 Mo 

얄려처 있디 ~) 

적함힌 것으로 

이미 초에 맏과 50년대 

의하여 

고온 구조용 재료로 사용하기에 

19!J O년대 칸탈사는 

화 몰리므덴이 

동시에 

분말과 Si분말을 

스워l 댄의 

것으로 

올리브덴이 고온띨힐체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중에서도 사용이 기→능히-며， 뛰이안 내 산회-성， 높은 융낀 (2 ，030ÜC) ， 낮 

은 밀도(6.4gcm건) , 시간의 깅과에 따라 진기적 득싱의 댄호1-기 없다는 정- 짐 

없이 보호분위기 

한성되는 띤응에 직접적인 

이규화 

대기 

콰내애사도 고온밀-엘채쿄 제조하고자 

-101-

때문에 지 χ1 
ó rl 을 가지고 있디 이라힌 



하는 연구가 활발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 근애는 힌-균자원 떤구소에서 연 

구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되었다 5) 

한편 MoSi~의 이용을 극데회-히-기 위한 방안으로 여라 가지의 합금 원소 

를 첨가함으로써 강도 및 인성 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옹인 많은 노력쓸 기 

울여왔다. 예를 들띤 lVloSi~ on SiC , 휘스카 타임의 SiC , Zr02. Nb 그리고 

WSh등을 첨가하였다. SiC는 열역학적으로 lVloSi2와 안정적이기 띠l 문에 ，J. 

J. Petrovic는 휘스카 타엽의 SiC를 첨기하여 고온 창꽉강도에서 순수 

MoSi2 보다 8-10배의 강도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G.7) MoSb 상에 고용되 

는 합금원소로서는 Al , Cr, Zr, Nb , Ta , W 및 Re 등이 있디 그 가운데 전 

율고용 합금원소로서는 W 및 Rc가 있다. 

두 번째의 금속간 화함뜰인 (]\10 1 - x ，W:-JSi 2은 최끈애 스웨 덴의 칸탈사에 

서 개발하여 시딴중인 초고온 l관-열체의 0800 0C 이상에시 사용가능) 성분을 

분석한 결과 텅 스만의 함량이 무게 u1 로 33%정도 함유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마리서 관 떤구에서도 이규화 관리브덴-덩스텐윤 지낀고온 힘성 

법으로 합상함으쿄써 초고온 딴연치l 제 35 애 필요한 윈료분만의 힘-성만응의 

제 변수를 규명하고자 히였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실리콘-룹리브멘 회-힘-문(( ̂ ll \, SiJ lVlov )은 최근 

에 자동차의 고출럭， 고속화애 따라 구동계엘 듀L품등의 내구성 확보기 중 

요한 과제로 되고 있디. 지금끼지 는 지동치의 수동빈속기에 시-용히-는 냥기 

장치의 구성부품의 하니-언 Synchronizcr l1 ing( 이히' S 이 n이 ['.1 기제한다)의 

성능향상을 꽉표로 마찰맨에 lVlo륜 용사(주로 Wire)하여왔다 ~ ) 그리니- 이 

용사에 있어서는 용사제료의 u1 용이 고기리-는 전과 상디l 재짚윤 마모시키는 

성질이 강하다는 점등이 문제점으로서 열거되어왔다. SNR은 수동식 전동 

변속(lVlanual Transmission)에 있어서 엔진측의 동럭괄 ()ut put축에 연결 

할 때， 축의 회진과 기이의 회진을 동기 (Synchronize)시키기 위한 부풍이 

다. 일반적으로 특수 황동 힘-규 제퓨인 SNR은 내띤애 윈추 마깐면을 갖으 

며， 여기에서 빌생히는 마찬펙애 의히여 몽기찰 행한다. 이 바친띤(용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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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죠간(온 내구성으로시는 요구-펀디 특성이 다음과 깥은 막)에는 

적고， 공직성이 

것이다. 

1:11 히-여 상데지1 섣에 것이피， 。12_
닝/、 iτ 소부기 도， 오일)하에서 

안정된 마찰 계수릎 이러한 7,1 .Q. }’ i프 소모기 얻어지고， 스스로의 지체 

Al-Si합금 

띠l 문에 다르기 

핵식기숲은 

!V1o분딸애 

1권도가 서로 그러니

문제침이 l갈생하였다. 용시-공정에서 

고려하여 

분밀-의 

c 。

。 근 분덴 111 용 

사용하였다. 

재료로서 

흔합하여 

새로운 

만족하는 조건을 

호격~ "[1l-.Q. 
'-!..... 2. i::즈 

도
 

미
 딘 

있어 용사에 

-&1/-1 o 。
규익 히 〕ιε1- 二7 EJ 츠으 - ‘- ‘ -, II _1:"" -0 0 ,!. 용사 용해하여 ;(11 딘룬 동시에 가 다른 두 관만 

l\10 으1 우수히다. 내띤소싱에도 고
 

노
 끄 

네마오성이 lV1 0분딸은 것이다. 는
 

하
 

l츠~ u l-.:'"드 
~ 2 t::으 플라즈바 용시-공정에시 이떤가l 뭔디. 막리기 높아지 떤상이 첨가로 

。1 지느 11 nl ,_ 적 ;(1 빙 향으로 부-엮 꾀 기 때 문 에 디1 하여 흐감에 은 플라즈바 판핏의 

u1 행각도논 일 있1:1-. 엮지의 정헝-이 이갖니는 측으로부. [-1 三즈/、1 
。 D플라즈마의 

z 

τ
 

인지는 벤도기- 낮은 푸-엮히면 함끼l 밀도기- 디-픈 인지관 의존하고 도에 
H 
r 

ι
 

인자는 
rτ 뱃이니-적;으 i긍L 듀L [-1 。 1 지→느 주시 

11 nl '- Ó 
E츠二l으 u1 c 7 1- 즈c으 
↑L..크’ 2. -ι_./ I .:IT.1._ -= 그F 

λ1 
D 

원디. 결과 용사츰은 꽉균연허가1 리되어 버린다. 그 

^1 진 사용씌 위히여 지1 조히 :; 1 ff속간 호1-합관원 괄리브덴기l 연구에샤 효L 
L.. 

SHS)은 

l2. 늠L속간 회한뭔， 세리-믹스， 세리-믹스 

이용되고 있다!I) SHS넨은 무기윌섣의 

Synthcsis , 1 Iigh-tcmpcratu rc 

이래 

합성 띤 (Scl f -proPélgélting 

Merzhanov 등에 의 해 넬친뭔 

뚜기뭔짐을-

온
 

고
 

한성히는데 합재료 등의 

손1.. "[1l
,-'- 근 공정으쿄사， 일띤-적인 이용히-는 에너지륜 즈r. 。

그I. '-• l관생히-는 합성반응 시 

:，-- 도L 
3 1:. ,_ 만생되는 시 만응-얀j극- 되 고 멘응이 시긴에 전f은 \ln 우 u1 히1 합성법에 

l三 ;ζ1 고1- 7,1- χ1 으 o ~I 0 U 2. 
고7_ A-1 人l- 01
。 o 0-1 까지 。1 21 때문에 이용히기 시간꽁인 씹은 열을 

。1
λ/、

생 

만응-용가 

/‘ 

씬쉰히-가l 

도닫힌-

111. -<?- 7';1- 11 견 111. -<?- ~i주 。,_ U ~I ---'- ‘• o ,! 

생산링은 

jL온애 

거의 

。l- -;-/Ç
L ‘:5....l!.. ...:.’-사용히지 

징-지기

잔환한다. 또한 고온용 로가- 편요히 71 

전기쿄판 

고온에사 

• -, ~‘ι-요 
~←- 、→. 0 

간단히고 

갖는다. SHS넨은 

00 로 

。} 0 11 '"Ó 
Lκ_._-- ←-성물로 

」호미→ 
'-'--크 고순도의 3E 잔히여 크기륜 

비용으쿄 대렁 생산할 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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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응용기의 이에 따 E1-의존하펴 

7,1 .Q. -, -,-을 딘시긴이 

크기에 



연구방법 II. 

l. 실힘재료 및 합금 설계 

」브_D 1-
l.!.- 2. 관리브만 지l 공펀 하니-소재(주)에서 재료는 사용된 실험에서 료츠 

'-

5μm) ， 일본 

그리고‘미국 알드 

분띈一(~n~% ， 2-텅스텐 (99.9%, 3- 7μm) ， (주)데힌중석의 

화학(주) 제푼의 분맏 (99.8% ， -:125mcsh) 설리콘 쉰
 

고
 

이용히있다. 알루미 늄 분말(99.9% ， -325mesh)을 리치사의 

세리-믹 분말 

파정을 흔힘 1 치- 소견， 2차 소겸(산화) , 기-공， 용시 정-집등 의 

델-옐체를 제조히-였다. (]Vlo1- x , WJSi :2 금속간 회-한뭔의 

경 우 MoSi :2 분 멜이 넬-열채의 이규회-툴리브덴 설계는 

첨가하여 

송L二L 
님 D 

으
 

E 

설 ε，1 二L
1니 o 거쳐 최종 

7;1 으느 
。，->=실힘하였다. (^1 1- \ , S i :.J ;\I[ ()、의 

n11 

변화히여 0.5까지 0.0에서 X를 계는 

이루 공정힘-금이 12. :1、v t.%얻 양이 싣리콘의 보띤 상태도에서 Al-Si의 

함금의 3으잔히 였으펴， 선치1 12%이히로 

혼합비 는 60w t. %Mo + 40w t. %Al -Si 이 있 디 

JF 게 Iq~-실리콘의 양을 어지므로 

2_ 실험방법 

사용힌 지전 관 산힘애서 

스테인간11 스강을 

힘-성하기 위히여 

넬-표한 !-11- 있다 10) 이 장치는 

금속깐 화힘-뭔꽉 몰리브덴계 

사용 이미 합성장치는 τ1 -2-
←」

힘상 ;:-.1 곳펴 Yi 팍 부숭}-히 센 다 l::,c 
‘ ’ I /,/, ’ 하여 제조하였으며， 분위기 3E 잔플 위히-여 

면에는 。:1 1 늦L ìr '-1 /ö 내열 위히-여 초.1.0:1 _0_ 
r~ 0 그 육안핀전- 및 사진 반응의 장치의 한쪽 

흔한 u1 계산펀 시 힘-금섣겨l 1-1_미-으 
\1_ i2 프 二L 리 고 Si !Vlo. W. Al 

후， 지므코니아 

설치하였다. 음
 
-

건식 판인 익: :1 시낀-반에샤 깐ι 
;크 사용히이 얀J __ 0_ 

，~ ,-! 7<..1 èJ: õ l
。 Ö L 로 

진공-위히여 시1 가하기 /‘ 1• 。
-，-τ~.: -~갚-

;흐 ;7J' 5'1 
LI -1 ‘ , 시료에 ..tL t:è!- 으

'\...'.... T"':" ,_ 승송L 도l 
C- \:l 까」 흔합하였다. 

그ζ 

성행히-았디. 이텐게 

댄회-륜 。l-i:’.10111--;-' 성형 

。1._-::-~
11 ", 

1-1_ nl→조L 
,-,- 1:-:!..-\-

걱정 25mm ， 낀이 20mm의 깐넷관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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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에서 2LJ시간꽁인 건조히었디. 흔한된 

가압하여 변사 



유지 낀공이 정 도의 (76mml1μ) 후， 이느 7-}O] ，δ1-
。 11 L 힘-성정치에 시편은 준비된 

정 하았 cj- . 이느 떼기 공기판 반응기네의 이용하여 되 도록 rotary pump를 

7-.1 
1그 지창 가열하여 코。] 잉-섣치한 텅스텐 

화하였다. 

합성된 시료의 성분 분석은 x-산회잔 

상부에 시료 유지하띤 진공을 도 

정-지 (D/mμx TT^ , I~ig(lku)닫 시-용 

.li. λ~ ,;;-1. O~ ,1_ -, ...... '1 λA 
λ、1-.9.
。 一!견정 9j. 한성여부 히-/샤」흐[만이 

\..1 0 l.!.- .':! -I 
n1 
;ζ 원료분말의 상 분석 하여 

Elcctron Scannin당 주사잔자현미 정 (SEM ， 관찰에는 미세구조 다. 

송}-)，、:1 .t!- r:!J. 
l.-J ð ~ 근 

[11 
;ζ 

으12 上:!.. 1:1 1. 
'-~ ~‘，- 1!.. T=....!. 이용히-았다. 한편 l\!lodel , ]CI\11(1100) 윤 Microscopy ’ 

분석 (DT^ , Du Pont. CO. Model 91 0) 웰 위하여 특성을 알아보기 열적 

이용하였다. 

의 

장치를 노줍 O.:-1mm인 식정이 은
 

져
。
 

-
--「민-응온도의 합성반응의 

1:11. J으 격τ ç 느二 
‘ • o -, _ 1 _ 1_ 측정히았디 . 이용하여 열 잔 데 CW-5%11e.깨T-26% l1c)릎 상태의 

'õ -, 초기에사 반응의 이용하여 초시겨l 펀 기 획-계와 

시간-잘 측정히있디. 

사용펀 측정에 반응온도 

기까지의 

7 츠]. 
- ，二;

ul 
^ 결과 III. 

1. 상용딸열채의 성분 분석 

。l
N，、시띤되고 현재 무잇 jL디도 만 λ，j 위해사는 게 1김히기 MoSiz 델열치l 틀 

스워l 。 l~=
λ/、 '-시띤-꾀고 팍1.1] 011 시 있디. 현재 분석할 현요기-비고I ,1 3I 'c二 O 

재놈늘닫 
'-'-

1800 0C , 크게 ;3 7j-;Zj 권'(1700 0C ， 따리 사용온또에 빌열체는 Kanthal사의 멘 

것으로 게딴펀 최근에 이증~ 1900 0C 금은 있다. 시판되고 ，; 르 

던::-lT ， 1900 0C)으로 

고펴하여 

나타내었다. 주요 성 괜-

즈c 
그I 가장 온도기-7，1 2:드 으

t:r 크 i크 이리한 있디. 향상되고 7,-1 7--1 
t:r D 사용온도가 

위주로 TCP분석한 겸과륜 Télblc 1 애 은 1900 0C 급윤 

않았으며， 1~100r 에사 는 깎판되지 가의 덩스텐이 보면 1800 0C 끼 지는 
。

도프 

씌정구 

뜯 /성 νloSi ê 띤 띤 체 의 

M()Si~와 판 인 한-

[[11 문이l 

WSië는 

가지기 

m 

꽉히 량의 텅스덴이 깎줍됨윤 안 수 있다 

걱지상수관 조CTetragorw])와 IIJ 숫한 



을 변화시키지 않으띤서 사용온도의 대폭 향상이 기능하였딘 것이 이-닌기-

보여진다. 이라한 지-감-는 1700l~ ， 1800 0C 넨-연체의 개넨-에도 

된다. 

Télblc 1. 상용넬힐채의 상분 분석 견.'i'~ 

λ‘ 上:!..

걱으.Q.. 
•6" ‘- 지죄가 

(딘위· %) 

。 ι I Mo Si I w I fe 매g I Ccl Al I 1\1n I Cr 
제 품 --~--------I 1 '" ! .. 1 • ~ 1 .. '0 1 ~" 1 '" 1 , .... 1 

K<1nthéll 1700 0
( I 59.5 1 36.1 1 o.o/n 10.185 1 0.0!J7 I 0.02 1 1. 8!J씨 037 10.012 

Kémthal 1 앤Q‘ξ 핀J ←펜3」 O 앤:~.JQ난 89 띤)!ì:!j끄--()33」 댄딘5 j 0.0낀 • 0.01 닫 
Kélnthéll ] 900 OC 1 35.6 I :~1.8 …r펌4따 0.0056 1 O.O[) 11.065 i 0.2 1 0,()1 2 

KIGA lVI 떠9.93 1 36.76 i 0.022 1 0.25 1 0.12 I C),] ;1 1 1.쩌 10.005 10.089 

2. Mo-AI-Si의 결 정 구 조 

fig. ]은 1\10Si~와 (^I ， Si)Mo~의 결정구-3E 륜 니-바낸 것이디lV1()Si~는 

1900 0
( 이 히-에 서 Cl h-typdbody-ccntcrcd tctn.따on(1])의 구또를 가지 고 있 

으니" 1900l: 이 상에 샤 논 C!J O-typd hcx ，띠on ，lI structurC) 구죠판 기자 는 것 

으로 알려 지 있다 (^I ,Si )Vlo:;의 징우는 C!J O-typc ~ (?:파시 VI()Si::애 1'1 하 

여 보다 정구힌' (hμrd sphcrc) 구죠븐 기-지는 것관 안 수 있다. [r~ i'1 시 악푸 

미늄의 침기-는 상은에서 부분적인 섣2-1 판에 디1 한 안무 1 1 1 뉴의 지환에 의히1 

서 보다 안정 화뭔 상의 개 섣 (modi rication) 이 기 능히 \.:1 그[ 안 l’ 1 시 있다. 

3. Mo-W-Si 게 상패도 

Fig. 2는 진융 고용 시 민상조적-싹 행싱한 Vlo-W-Si 의 섞원계 상대도 

를 나타넨 것이다:VloSi 2의 결정구-또논 '1 、ctr(1gon，t!이 1셔 공긴- 문으쿄는 

14/mm이다. 관리브덴과 덩스덴은 지1 신엮망 구조쿄시 낀기 유-성도， 원지→민· 

경(몰리브덴 0.201 nm , 텅스덴 0.202nm) 핏 객지-정 수(판리브덴 <1 0 二

0.3147λ ， 텅스덴 é1" (Ul(-tiλ) 가 가의 유사하여 던상의 한감죠직-꽉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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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게 되는 것을 그럼애사 알 수 있디. 텅스텐 분딸관 Mo-Si조성에 천가히

는 경우에는 MoSi~와 WSië 사이애 Cl 1J，행 구또의 민상C싱 역뜯 기 지 게뭔디. 

이러한 조직 중에사는 섣리콘이 제조공정 중 손섣되이 Mo-\N이 nc비C이미h'γ-한추 

성인 제2의 상이 나타니-는 징우도 있디 

O.785nm 

키 

F 셔 써 셔 

O.32nm O.462-0 .472nm 

(a) (b) 

Fig. 1. Hmd-sphcrc modcls of crystétlS. (a ) iVloSdCl h typcs) , 

(8) (Al ,S i)J\II oë (C t1 0 typc) 

ν;織
R、".、/

f이 t ‘ ι+'.;、/ 、、 l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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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crn<lry IJh<i SC Diélgram of :Vlo-W-Si <Illoys( 1~)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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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성반응 매차니즘 

Fig. 3은 관리브텐-섣리펀.-안푸미늄- 분덴-블 이용하여 지 신고온 한싱빔 

으로 용사용 꽉힘지l 료뜯 떤상히뉴 만응 1111 키니즘-원 도식식으쿄 니-티넨 것 

이다. 그린에서 보띤 (<1)의 경우는 우선 섞-윈개 주f속분만이 판민쿄- 흔;덴- 뭔 

상태를 나타내며. (b) 의 정우는 한성만응-의 초기쿄시 산~]펀-파 안푸!’l 뉴

분말의 반응이 이루이지는 것원 보여준다. 악푸 01 뉴-과 싣2-]콘은 힘-성만응 

온도 이 전인 알루1=1] 늄-실리판의 공정민응의 온도인 (-{5(l "C (92~) 1< ) 01]사 1사저 

액상 상태로 만응이 이푸이짐운 안 수 있디 액상이 딘 공정한ff은 묘세관 

현상에 의하여 관리브덴 분덴의 주9ll슨 퍼;;<.] f，'!사 멘-응-이 이푸이지는 것으 

로 생각뭔다. (cl) 의 정우는 지- 낀고온 힘싱띤응이 거의 씬-jL 민기l 애 이므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 

區윗결r[@71 !굶￡꾀흉짧보J 
I(한j핸Î(민 ì\ Si :! 앓 (싸 )예짧SR 
i( 찌 ) Si j :Mo d 씨 서 ( ，셰짧Sl 1 M。 ;l Al」-+ |
:( Si "I( 씨 、‘ ( Si : Mo ' 

11 Si • 찌 , Si " Mo ',! 

: ( 제y Si 제 I Si 「 씨 Si 써 이 Si 'l 씨 Si AJ μ Si ' 

(a) initial st;ltc (h) cutC'c t. ic liquid (C) long - r‘ 111μc (c!) proc!uc:ts Ci lpill,lr\' ;lc t. iOI1 

Fig. 3 , Scheméttic cliag r<t m showing thc scqucncc or cvcnts that Utkcs 

pbces cluring comhustion synthcsis or mlxlng powclcrs. 

5. 하/、) l!l.으오 r: u 。 ‘ - 。 、 .'. 

Fig. Lj 는 iVlo-basc 씨oys 의 합성 만-g- 온도관 측성 한- 견과관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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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바 

11100 t: ( 1 (-ìT5 I<) 。 1_9_ Tτ l二
'-- -1_ -\ _ 던딴반응 J\!l o-Si - ^1 의 니

L
 

r 
! ”

ι
 

그럼에서 이다. 

임을 단기} 판 만응의 띤응의 선치l 객인 지- 신고온 그럼은 。1보여푼다. 

만옹이 :2.0cm) 2.5cm ’ 지감 크기: L10초민애(시딘-의 거의 낸 것으로시 

니l 시료의 lG초까지 는 던게쿄시 여l 얀 보여줍다. 반응 초기에는 이루어짐을 

25초 ηl 1[)초에사 시직-송]- /.、 1 111 - 으一 
11 6 -c: 。2..~여준디. 부가 약 100 0

( (373K) 정도임원-

아마도 2..~여 줍 디， 증기→히었유풋 가끼이 1000 0
( (} 273K) 단계쿄서 가열 지는 

은도의 규-끼힌-{l!1 -:I~- 0 1] 하1 λl 
。 。공정액상의 실리콘 악루 \/]-h- 의 구간에서는 。l

힌싱만응-의 시이에는 익: 25초 외 :\0초 의 생각만디 않나 이루이지지 증가가 

승]-).、 1 0 1 
\ 1 0-1 꽉힘-소 :.<11 의 ìVI o( Si,^ l) ~ 의 인하여 승1 λl 。 끈 

。 0---‘-액상의 그l -;(.1 
。 ιj 단계로서 

:;.:.] ?c. .;1 

너 ! ’-
서 i~_ 임^]-갚이 초기에는 ξ;]-).、) 11] - -2-.'.→ 이 

tl 0 l~ 0 0 \ 않니 생각권디. 이루어지지 

고상 고싱 Q.] 111- ;신 。 Fj 
‘ ’ - ---.0-금속낀- 회덴-뭔이 형성되게 펜디 rich Al-부위에서 

이루아지 _~L .tl. ;7.-] 0 2 • l 기 - 1 __ ..:.r_ 공정온도기 1.-1- 흐 ^ -1._ 가장 때문에 l프/、} 
「 。

낸- Q=] 비-우 
"I::! c!. \→。반응의 

도탄하기 

.:，~~ -;(:l <s-j
。 o \.1 

융전 (6f10"C ， ~n3K)에 

o~ 人1- 0] 
• 1 0- / 양의 7<1 으-’ ‘ -

년
 

이
 근 

말파미뉴-의 

생각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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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 시펀주위쿄 급-속히게 액상이 의히여 모세관 현상에 이루어지띤 금이 

석쓸텐 Ef속낀- 호1-한뭔이 Al-rich 액상에샤 과포회권 그리고 리라 생각되며 

핑-밖위한 적「진시치사 민l 응-완 민생히-여 으l 용-회-힘블은 송1-.l~ ~:l 
니 。~초기에 다. 

시 λ 디1 。 
’ -- u-

IIIJ} 쿄 지l 신 지1 ",11 λk9_ 
- 1 。 、 →기속화되며， 만응도 형상한다 따리서 액상을 

지속될 ()~l λl 으
。 ÚL띠l 끼지 회한단의 소낀뭔 ul-2- 맏-이 

1 • 마지막으로 확산된다 

것이다. 

로 

성형밀도의 앙헝: 6. 

\J1 치 반응속도에 n1 
:ζ 반응-온도 한성의 밀도기→ 지낀고온 .1"•1 히} 

。 。Fig. 5는 

닛 은UOOOpsi) 경 우 입펙이 λ1 송} 
。 。

니
 「


l

」그런에사 것이디. 나타넨 。j 하.Q. 
。 Ó 2. 

'-'-
ul.으이 
L':' ú 。반응잉익에서 디음 현제의 01 

^ 
강::.--"1 
t一 '-' 

σ1 
t-: 주댄으로의 반응-시 송Lι서 

H 。‘-
l • -

경 그 간l 니 5000psi 것이디 :εl 
i극 민 71] 의헤 잉향음 정도에 끼1 \ξl→ 

'-' ‘• 
。，1역으로의 

오히려 

_1)_ 여준다. 

띠
」
 

되
 

이상이 

L，까응온도와 \11.응-속도가 자히 뭔윤 

~L ..J，~이다가 ul . ..<?-~::. t:= _s 
l..-'. Ú -1 -‘- ;:-:!. 반응과 

열 진달의 빙-해보 인히-여 

송1→/、 1 
\1 。

7.1 ;;z-l 01 
-1 0-1 우가 최 

--'-•• j 

60 80 

g’ j 잉 ~ 
υ 

600 I 홍 ‘§ i 윷 ! ~ ! 
400 L Q 「!”! ! 

200 ~_L 
20 40 

Tlme(sec 

1800 r 

1600 , 
1400 ~ 

증 1200 f
능 
~ 1000 ..... 
냥 1 

동 800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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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성형 띈도기 생싱감의 미세구또애 \11 ~I 뉴 잉헝 딛- 니-타넨 것 

이다. 반응의 소화(ex tinctio n) 지 만생히-지 않는 식성 싱행만도(ll0 - (-ì0% 

TD Theoretic <1 j Dcnsity) 기 존재힌디는 모고에 [[]- i.’l 뚜 개의 시편으포 

압축 성형히-였다. 하니-는 이콘만도의 익 LJO%(Fig. S의 ;1000psi) 와 디븐 하 

나는 약 60%(Fig. 5의 7000ps i) 정도의 이콘텐도룹 갖는 시편윤 준비하였 

다. 그림애서 꾀 111 (a)의 정우와 (b)의 경우에 엮지-드L 기기 차이기- 。
-
근
 

으
 
n 이

 
” ” 

보여준디. ((1)의 경우는 110% 정도의 전보기 밴도륜 깃→논 시편의 전지-현 11] 

경 그림으쿄사 (b)에 이히-여 엮자기- 미세한-달 jL여준디 이미한 이유는 디 

음과 같다고 사갚펀다. 즉 싱행멜도기 만-g-애 1:1]치는 영향은 갤팍 민응-은 

화학반응에 의한 엘 밀생량， 시편에시 주빈으쿄의 띤 손섣 및 현재의 Rll 응 

영역에서 다음- 띤응앙익으쿄의 얀 신딘- 정도에 의히1 영향블 민거l 필 것이 

다. 즉 발생되는 힐량이 많고， 연 손섣이 작으며， 넨응영역으쿄의 떤 전달 

이 잘 이루어지펴밴 인-정펀 또성악 화합뭔이 생성꾀는(-!l 펀요한 달질이동 

에 요구되는 열에너지릎 많이 얻게 펀디. 이 정우 안푸 11] 뉴의 확산속도가 

빨라져 Mo-b <1 se <l l! oys의 핵 의 수 기 많이 지 gr<l1l1 SI í:C 간- 깎 소 띤- 것 이 고， 2 

차상의 양도 감소떤- 것이바고 사갚펀디. 

(a) 40;'{, μrccn c1 cnsity (bl 60?{, μrccn clc、nSlty

Fig. fì. Vmiation of microstructurc ()f thc procluct <lccorcling to the 

comp<lcting prcssure(^j-Si- j\1 o Systcm) 

’ | 
4 

1 
4 

1 
4 



(b)의 경우는 압축성형 맏도기- 익: 60%플 갖는 시편으로서 (a)에 111 히-여 

더욱 치밀한 형태의 미세구죠펀 갖는 것으쿄 ~L여지 1셔 관 구-멍이 있유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맹의 슨재는 합성 띤응 줍 만생뛰 기지1 기 시묘의 표띤 

으로 방출되면서 생성된 것이리고 생각된다. 

4. 응용제품 

Fig. 7은 한국지원연구소에서 시제품으로 제작한 이규회- 관리브멘 발 

열체를 나타댄 것이다. 밀-엘차1 의 규격은 말열듀"1_ 위기→ 3.1mm이고， 비펠열부 

위가 6.2mm의 직정을 기지고 있으며， 낸-열부위는 1 !J Omm, 11]발띨부위는 

180mm이다. 상용 온도는 1650 0C , 최고 온도는 1700 0(: 이디 뭘리적인 성절 

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킨-델사의 1700 0C 세퓨과 거의 유시-히다. 

Fig. 8은 자꽁치의 수똥댄속기에 사용히는 동기집치의 구성부푼의 히나 

인 Synchronizer Ring 및 피스콘의 성능형:상음 목표쿄 마전민에 1\10 계 함 

금을 용사한 제퓨플 니-타낸 것이다. 지급끼지 주로 lV10분텐블- 용사히여 사 

용하였으나 상대재질을 마묘시키는 상섣이 깅히디-논 낀등이 분제침으쿄서 

열거되어왔다 

Fig. 7. :\1oSi :2 hcating clcments prcparecl by l< T(~^iV1 

m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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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i stons 

fïg. 8. Thcrm;:11 spray 1\1 0 coating éipplication 

(a) synchronizer rin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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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브덴 만얻치1 의 이규화 1. 

디 탱:으1 :;z.1 r:: 01 
() ~I- '..!. :n% 。 1:JF 게 1 1]로 lQOO oC 이l 사는 

있었다. 텅스텐이 검출펀플 알 수 

2. 자전고온 합성넨애 

않았으며， 검출되지 

E;느맨으로 

속도기 느리며， 성행 ?}꾀이 

만응속도 9]- 만응은도기 :: -- 2-1 다 

경우에는 \..1- 으 

^ ‘-성행엮펙이 

온도와 띤응

인히여 

중
 

영향 

민응-

0] 치는 

한성 인히여 죄~/、1 ;그 
L 2..J:-열 

7] 껑으쿄 진딘의 。↑높으띠 너무 

<;>)어디 
N，、 λA ~I 

겨-으 。L 수 
/、 E즈 는프 ’ '

'--

。 1
λ/、11] 세구죠기 치이가 생싱꽉의 -6 승1-/、 1 ul- _0_ 

\1 。 ‘ ; 。이
 아
 

이
 써 

치이에 입- 릭의 3. 성행 
1二1-
i즈 정우와는 엮 픽 Ql τ! λ1 13" 1 

」一 O 。
7.1 。 ‘
。'，\二?안넥의 λ1 ε;1 

。 。있었다. 자 。1- ~.::. 
도프 1 으

 
디
 

행패의 지만힌 7-.1 。 ‘一
。-， \τ엮꾀의 -;/ λ1 13".1 

J..:... 0 。.~~여 주었t.:]-. "1 세함윤 입자가 
、

리
 

}1j- 211 

ιL여주었다 

701 • 9- ~二
。 1--'→넨얀치1 의 

이 -(). -()
λλ 「’ ‘ l 관 구‘멍이 

이규회-꽉리브딘11 

- 113 -

.1J~ 여7.]며 

제 3E 힌 

것으쿄 

~l-/，、 1 타102 \.1 0 U _ __ .J:" 

71-'二
”、 '-미세구조륜 

자전고온 4. 



가 없으나 용사용 분덴의 강우는 엮형의 세이기- -!iF 가능히여 직엮효43- 애 

문제가 있다는 것꽉 안았1:] 

감시-의 균 

본 인구-논 산엮지-원듀’의 “ S)9 에너지지윈기순개넨사업”의 인환으로 수 

행되있으 1나 이에 깎사드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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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금속자원 활용분야 

1. 도자기용 점토광물의 특성 

최 병현， 오 유근， 박 션민 (요업기술원) 

2. 도자기원료의 열분해 물질이 제품품질에 마치는 영향 

김 연웅 (계림요업(주)) 

3. 폐수처랴에 있어서 점토광물의 효과 

강 헌찬， 김 경원 (동아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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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Recycling(주) ), 선 방섭 (광주여자대 학교) 

5. 층상점토화합물의 가교화를 통한 선규 나노다공성 

고체물질이 합성 

한 양수 (서울대 학교) 

6. 하동 고령토의 건식 정제 기술 연구 

김 상배， 조 성배， 조 건준 (한국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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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자기용 

요 

점토광물 

업 기술원 

트드/야 
--. c그 

오유근，최병현 ， 박선민 

우리나라의 도자기 문화가 일찌기 꽃피워진 이유중의 하나가 도자기 까、 
--'-

지와 유약의 주원료가 되는 고령토， 점토， 도석과 같은 가소성 원료와 장 

석， 규석， 석회석과 같은 비가소성 원료가 타자원에 비하여 국내에 비교적 

풍부하고 다양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내 도자기 원료가 광범위하게 부 

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도별 원료의 광산， 매장량 u1 
^ 물리 · 화학적 

조르λ} 
「 。 조사등이 시대적 변화에 즈음하여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각 

연구기관 및 대학의 전문가들의 관심과 정부차원의 인식부족으로 도자기 

원료에 대한 정보를 。~QI二 E코 수가 없는 관계로 현재 도자기 제조업체에서의 

원료선택 u1 
^ 확보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가소성 원료는 고가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안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그러므로 국내 도자기 원료의 원활한 공급과 수입대체를 위하여 국내 

부존자원의 원료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도자기 산 

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현재 국내에 부존되어 있는 도자기 원료의 용 

도별(가정용품， 건축재료등 표 l 참조) , 등급별(색상의 다양화) , 품목별(타 

응용될 수 있는 일， 식기， 청자， 백자， 분청자기등) 현황을 조사 · 정리하여 

분야를 제시하며， 둘째 요업원료의 시대적 변화차원에서 지속적인 용도개 

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셋째 산업화를 위해 선진국에서와 같 

이 연구단계에 

고 지속적으로 

원료의 정제， 가공 및 배합 기술을 보다 더 체계적이 

진행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사업은 

。1 느二 
λλ '-

여 
。

세한 광산업계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로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우선 적극지원 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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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자기 원료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내에 부존되어 있는 점토광물에 대하여 가행광산 및 매장량 조사와 원광 

특성， 소성특성등을 조사연구 하여 연구 결과와 용도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체계화하므로서 점토광물을 도자기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발에 

기여코저 한다. 

표 1. 도자기 용도별 분류 

τ 님r 7 ET 용 도 

가정용품 
식기류 : 식탁용， 주방용 

장식용 : 완구류， 꽃병， 장식품， 

건축재료 타일류 : 내장， 외장， 바닥， 모자이크 타일 

전기용 : 애자류， 전기부품 

공업용품 이화학용 내산병， 전해조 

특수자기 . 원자로， 내열자기 등 

전승도자기 
생활도자기 - 식탁용 주발 및 공기 

예술도자기 · 청자， 백자， 분청사기 등 

2. 점토광물의 특성 및 용도 

2. 1 점토광물의 특성 

(1) 고령 토(Kaolin) 

고령토는 화강암이나 맥암류에 포함된 장석류가 풍화잔류되어 그 자리 

에서 고령토화된 점토， 즉 1차점토를 일반적으로 고령토라 칭한다. 암석이 

풍화작용， 열수작용(熱水作m ， hydrothennal reaction)을 받아서 변질(變質， 

alteration)하여 점토화 되는데， 그 예를 칼리장석에서의 카올린화 과정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K:D . AlzÜ3 . 6Siα +C02+2많o - fUC03 + AlzÜ3 . 2Siα .2많o + 4Si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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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생긴 K2C03는 가용성(可溶性)이므로 물에 녹아서 이 계에서 제 

외된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카올린이 풍화작용을 받은 곳에 남아있을 때 

이 점토를 1차 점토( →次私土， primary clay)또는 잔류점토(殘쐐私土， 

resodial clay)라고 부르며 경남 하동이나 산청에서 주로 산출된다. 

표 2 고령토의 특성 및 용도 

。 광물의 특성 

- 암석중의 장석류가 고령토화 작용으로 분해되어 생성된 잔류광산으 
로 풍화되어 조건이 좋은 표토에 흐’￡표 L-느동 nL 

. Halloysite (침 상 Alz03 . 2Si02 . 4H20) 풍부 

. Kaolini te ( 판상 Alz03 . 2Si02 . 2H20) 빈 약 

. Dickite (주상 Alz03 . 2Si02 . 2H20) 저질 

도자기， 내화벽돌， 타일， 애자류 
저전도성 

고내화성 각종 충진제 및 제지용 

。 용도별 품질요건 

프~~ 

용도별 τ c5:7 二닙그 Fe203 소성 내화도 
(%) 백색도 (S.K) 

도자기 W.A 0.72 83 35 
(식기류 및 W.B 0.82 82 34 
타일용) W.C 0.95 80 32 

P.A 0.75 76 36 
내화물용 P.B 1.27 68 36 

P.C 2.58 67 35 

도자기용 
급별 0.8- 1.8 80 16-26 

(우백질화강암) 

농약제 및 
P.C 325mesh 2.58 67 35 

충진제 

제지용 W.A , Alphacate 결정육각판상， pH 6.5 -7.5, 2micron 

m m 1 , 
4 



카올린족(Kaolin group) 광물은 기본 화학식이 AhSiz05 . (OH)4 또는 

Ab03 . 2Si02 . 2H~O이며 이에 속하는 동질이상체(同質累像體)로는 카올리 

나이트(kaolinite) , 나크라이트(nacrite) ， 닥카이트(dickite)， 할로이사이트 

(halloysite)의 4종류가 있고 그 특성 및 용도는 표 2와 같다. 이 중에 서 할 

로이사이트의 기본 조성은 카올리나이트나 기타 이상체와 같지만 과잉의 

수분을 함유하여 (Ab03 . 2Si02 . 4H20) 결정도(結品많)가 낮다. 

(2) 점토 

지질광상학적으로 점토는 일차적으로 형성된 점토광물이 이동 퇴적되어 

점토광상을 형성한 이차 퇴적점토를 말하며 와목점토， 목절점토가 이에 속 

한다 우리나라는 거의 목절점토로 전남무안， 함평， 덕산에서 산출된다. 

앞서 설명한 1차점토가 바람과 물의 작용으로 그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연적인 수비 (elutriation ， washing) , 풍비 (air 

separation) 의 분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비중， 입자의 크기가 다른 물질들 

이 따로 퇴적(야積， sec:limentation) 되는데， 이와같이 분리되어， 입자가 작 

은 점토가 퇴적하여 생긴 점토를 2차점토(二次私土， secondary clay)또는 

퇴 적 점 토(堆積私上， sedomentary clay)라고 부른다. 

2차점토의 특성으로는 표 3에 나타낸 바와같이 평균입자의 크기가 작 

고， 유기질(有機質)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습기를 가하면 가소성(可맨 

性， plasticity) 이 크고， 건조하면 강성을 나타내며 충분히 고온에서 소결하 

여 사용한다. 또한 유기질과 철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으므로， 천연상태나 

소성후 색상도 진하다. 

(3) 도석 

도석 (pottery stone)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학상의 명칭이 아니고， 단미 

로 성 형 이 가능하고 소성 하면 자화( vitrification)하므로 도자기 를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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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점토의 특성 및 용도 

O 광물의 특성 

- 화강암이 풍화되어 탄질물， 유기물질이 공존하며 2차 점토는 하천， 

농지， 1차점토는 임야， 농지에 부존함 

. 1차점토는 건조강도 25-40kg/c마， 입도 0.5μm 이하， 20-60% 함유 

. Fe203 1 - 3%, 백색도 40-70, S.K 20-34 

가소성 ] 도자기타일， 내화물， 타일 
소결성 

。 용도별 품질요건 

프디~ ~ζ1 

용도 τ E。二t그j Fe20 3 소성 
내화도 

(%) 백색도 

식기류 τ E:「 二t그j l.4이하 70이상 32이상 

도자기류 1 급 l.6 " 60 ” 30 " 
타일류 2 급 l.8 " 50 ” 26 1/ 

내화물류 3 급 2.0 " 40 " 20 ” 

있는 광석을 말하며， 영국， 미국 등지에서는 China- stone 또는 Comish 

stone으로 불리운다. 

단미로 소성하면 자화한다는 것은 자화에 필요한 몇 가지 광물들， 즉 가소 

제 (plastic materials) , 내 화성 결 정 부분(refractory crystalline portion) , 융제 

(f!ux)의 작용을 하는 광물들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 

석은 자연이 만든 조합석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석을 광물학적으로 보면 석영을 주로 하고， 견운모(Sericite)와 점토 

광물 또는 알칼리 장석을 수반하고 있는 백색의 치밀한 광석으로 국내에서 

는 조암광물의 장석이 변질되어 생성된다. 장석에서 각각의 도석광물이 형 

성되는 반응식과 반응광물의 이론적인 성분치는 다음과 같다. 

m 

μ
 



φ 2KAlS i30s + H20 == AbSi20S(OH)4 + 4Si02 + KOH 

K - Fd Water Kaolin Qtz 

ø AlzSi20S(OH)4 + 2SiO~ == AlzSi40 lO(OH)z + H20 

Kaolin Qtz Pyrophyllite Water 

@ 2AlzSi20S(OH)4 == A }zSi40 lO(OH )z + 2AIO(OH) + H20 

Kaolin Pyrophyllite Diaspore 

@ 3KAlSi30s +2H20 == KA }z (AlS i3)O lO(OHh+H20+2KOH 

K- Fd Water K - Mica 

(5) KA}z(AlS i3)O lO(OH )z + H+ + 1.5H20 == 1.5A}zSi20S(OH)4 + K+ 

K - Mica Water Kaolin 

@ 2KAlz(AlSi3)O lO(OH )z + 2H+ + 6Si02 == 3AlzSi401O(OH )z + 2K+ 

K - Mica Qtz Pyrophllite 

우리나라에서 도석이 자기류 제조에 주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표 4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그중에서도 성분적으로 Fe203와 Ti02의 

함량이 점토， 고령토에 비하여 대체로 낮아 백색도가 양호하기 때문이다. 

2. 2. 점토광물의 용도 

(1) 고령토 

카올린에 대한 요업제품용으로의 이용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 

로 백색 (white kaolin)이나 분홍색 (pink kaolin) 이 모두 사용되고 있으나， 

색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용도인 내화물 등과 각종 요업 소지에서는 

분홍색 카올린을 많이 사용한다. 최근 고급 도자기류는 색도， 질감， 경도 

등을 중요시하여 소성 백색도가 높은 고품위 원광을 사용한다. 

대체적으로 도자기용 카올린은 주로 Alz03가 35% 이상， Fe203가 0.5% 

이하， Ti02가 0.1% 이하， 강열감량이 13% 이상， 내화도가 SK33 이상이어 

야 하며 품질요건은 표 2와 같다. 

m “ 



카올린 충진제로서의 사용은 사용량과 사용분야가 계속 증가하고 있 

다. 제지용 카올린은 표면 코팅용과 충진용으로 분류되는데， 아트지의 표 

면 코팅용은 결정형태가 뚜렷한 판상의 kaolinite가 이용되나， 국내 고령토 

는 침상의 Halloysite만 존재하기 때문에 거의 수입하여 사용한다. 한편 충 

진용은 입도 25μm이하 80% 이상 (10μm이상을 포함하지 않을 것) , 백색도 

90이상， 마모도 400mg 이하의 특성을 가지면 된다. 특히 백색도는 높을수 

록 마모도가 낮을수록 양호한데 마모도는 카올린 중 석영입자의 혼입이 

없고 입도분포가 균일해야 낮다. 

(2) 점토 

점 토의 화학성 분은 Alz03-Si02-H20의 3성 분계 로서 무기 재 료의 원료로 

서의 중요한 성질은 성형능력， 건조강도， 생소지강도， 건조수축， 내화도， 하 

중연화도， 소성색상 등이며 품질요건은 표 3과 같고 용도는 표 4에 나타내 

었다. 

AlzOνSi02의 비가 클수록 내화성이 크고 (AlzÜ3 + Siα)α-IzO의 값이 클수 

록 소성수축이， 적으며 이 중에 kaolinite, halloysite cliaspore 등을 다량 함 

유하는 것은 내화도가 높다. 석영이나 운모가 많은 것은 비교적 내화도가 

낮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인자는 입자의 크기와 분포상태이다. 일반적으로 2μm 

이하의 미세한 입자가 많을수록 점토의 성형능력은 커진다. 그러나 미세한 

입자가 많으면 수축률이 커지고 균열의 원인이 되며， 건조속도도 느리게 

되므로 수축률을 적게하고 균열을 방지하려면 미세입자의 양이 적어야 한 

다. 또 건조강도를 강하게 하려면 미세입자의 함유량 이외에 입도의 분포 

가 bell형이어야 한다. 

불순물인 산화철이나 산화망간과 같은 착색산화물의 함유량에 따라 소성 

색상이 큰 영향을 받으며 산화티탄과 같은 것은 환원소성을 하는 제품에 

문제가 되므로 소성분위기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23-



표 4. 점토의 용도에 따른 특성 

점 토 용 도 ~三1 성 

· 가소성이 큼 · 건조강도가 강함 
가소성 점토 

· 미립자로 형성 · 내화성이 큼 
( 영 국 BaJl Clay , 

· 소성온도 범위가 넓음 · 철분함량 비교적 적음 
일본 목절점토， 및 

· 상당량의 유기물을 함유 -서4、-λ 。8~λ。l · - H -U「 λ -U1 , 효 -5Lλ -U1 , 
와목점토) 

담황색 

내화점토 
· 내화도가 높음 (SK > 27) 

· 소성색상 : 황색 또는 황갈색 

벽돌점토 
. 5-8% 철분함유 (적점토) · 내화도가 높음 
·소성색상:적갈색 · 가소성이 큼 
· 벽돌용에 비하여 철분 함량이 적음 
· 소성온도범위가 넓음 

식기점토 · 벽돌용에 비하여 내화도가 큼 
· 소성색상 , 황색 또는 회색 

· 가소성이 큼 

· 융제성분 다량함유 
하장토 . SK5-SKlO에서 완전용융 

· 단미로 유약으로 사용가능 

유약용 점토 
· 유약에 첨가하여 시유시에 소지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데 사용 

법량용 점토 · 시유할 때 균일한 두께로 소지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 독 일 、'allembar 첨가하는 점토 

점토) · 보통 법랑표리 E 에 대하여 9% 첨가 
· 주광물 montmorillonite 

벤토나이 E 
· 점력이 매우강함 
· 물속에서 팽윤성 이 있음 
· 양이온 교환성이 큼 

(3) 도석 

도석은 도자기 제조시 장석류의 주대용물로서， 소성시 성형체에 변형 

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규산질 (silica) ， 알루미나(alwnina) 

및 가성칼륨(φtash)이 적당히 섞여 있는 도석은 요업 펼수광물의 자연적인 

조합석으로서， 자기화에 필요한 가소제， 내화성 결정부분， 융제의 작용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요업제품의 제조시 부족할 수 있는 광물들을 보완해 

주게 되며 품질요건은 표 5와 같다. 

… 
μ
 



도석은 장석과 함께 유약의 제조에도 이용되며， 내화도가 

내화물 제조에도 이용된다 

~ 。
드L L- 으

 」
거
〈
 

표 5 도석의 특성 및 용도 

O 광물의 특성 

화성암류의 열수변질 광산으로 대부분 암석상태임 

규석과 장석의 혼합체로 장석질， 점토질， 운모질로 분해 

Ah03 10-24%, Fe203 0.3- l.5% , S.K 14-27 

고소결성 ] 도자기타일， 각종 增붉製 
저전도성 

。 용도별 품질요건 

품질 

용도 j E 二닙그 Fe203 소성 내화도 

(%) 백색도 (S.K) 
식기，장식품 = Er 二닙그 0.3이하 80이상 14-27 

" l 급 0.6 " 70 " ” 
" 2 급 l.0 " 60 " ” 

타 일 3 급 l.2 " 55 /1 ” 

(4) 납석 

납석은 화성암의 열수 변질작용에 의해 납석화된 것으로 엽납석 및 점토 

칠 납석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조식 은 AbSiOlO(OHh이 고， 불순물이 

Fe203 1-3% 정도 함유되어 있다. 소성후 백색도는 40-70%이며 내화도 

는 20-34 이다. 

용도는 고내화도와 소결시 저수축율로 내화물， 도자기， 백시멘트， 타일， 

농약의 충진제등에 사용되며 용도별 품질요건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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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용도별 품질요건 

곡〕L 2 1낀二 

용도 Fe203 ~、- 성 내화도 

(%) 백 색도 (S.K) 

식기유약용 0.5이하 80이상 28이상 

내화물 0.8 " 70 " 28 " 
타일소지용 1.0 " 65 /1 28 " 
시벤 E ， 농약용 1.5 " 60 ” 26 " 

역할 도자기에서의 3. 광물 구성원소들의 

소지 

산화규소(Si02) ， 산화알루미 늄(Ab03) ， 산화칼숨(CaO) ， 산화마 

그네숨(MgO) ， 산화칼륨(K20) ， 산화나트륨(Na20) 및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7개 성분이 소지에 

7개 

이러한 

산화철 (Fe203)등 

있으며 구성되어 원료로 장석 규석 -점토질 로
 

주
 
’ 도자기는 

=서 닙 。
I ' Ô -r τ: 의 

영향은 다음과 같 미치는 

다. 

산화규소 

= 1 소지의 공업이라 부를 만큼 실리카는 도자기 

실리카 성분은 알루미나와 같이 

3.1 

무기재료 공업을 규산염 

하 역할을 二i2 7:1 
E즈 -, 소지의 도자기 성분이다. 

소지에 도자기 

방지하는 

규석을 보통 규석을 사용하는데 천연원료로서 는 성분으로 

여하으 
,2.2. 변형을 좋게 하고 E 고Lλ.1..!그」 10 ' ô 2. 

u1 
;’<백색도 이유는 사용하는 

많이 매우 높으므로 지나치게 한다. 그러나 실리카는 용융온도가 1713 0C 로 

높아지고 소결이 잘 안될 뿐만 아니라 가소성도 떨어지므 넣으면 내화성이 

세리사이 。l--:-J
L동J..!. 로 도예용 백자소지에서는 실리카 성분을 규석을 사용하지 

% 

ω
 

트질 도석질을 많이 사용한다. 



3. 2 산화알루미늄 

역할을 하는 성분 

루미나는 소지에 장석， 고령토， 점토와 같은 원료로 공급된다. 소 

알루미나의 역할은 주로 소지에 내화성을 부여하여 

증진에 기여한다. 

二12. 701
2. ' --; 알루미나 성분은 실리카와 마찬가지로 도자기의 

으로 알 

λ서버 
....L- 0 p 있어서의 지에 

실리카 2몰과 알루 백색도 넓게 하는 작용과 함께 위를 

율 라 이 트 (3Alz03 . 2Si02) 결 정 이 소성하면 고온에서 혼합하여 미나 3몰을 

강 어느 온도에서나 화학작용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고 기계적 생성됨으로 

도가 강한 소지가 된다. 

알루미나와 실리카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원료로는 규산 

알루미나 광물을 사용하는데 천연원료로 점토와 카올린을 사용한다. 

소지에서 도자기 

3. 3 산화칼슐 

석회 즉 Cao는 무기재료 공업에서 많이 쓰이는 주요한 성분의 하나이며， 이것을 

공급하는 원료로는 석회석(CaCÜJ) , 백운석(MgCC객 . CaC<회) , 본에쉬 (3C33(P04)2Ca 

여러 가지 천연원료가 있다. 석회 석 회 장석 (CaO . Alz03 . 2Si02 )등 (OH)z) , 

CaO가 있다 강염기인 되어 칼사이트로 느
 」

하
 

주성분으로 CaC03를 λ4 ..Q.. .., '-
석회석은 도자기 때문에 만들기 화합물을 점토나 석영과 저융점 소지중의 

원료로 인산염 부터 옛 골회는 한다. 여 õl-..Q.. .., "프 E크 융제 강력한 소지에서 류의 

인산칼숨을 한 골회 자기 (Bone China)는 골회를 주원료로 

함유시킨 

왔으며 

소지에 

사용하여 

3CaO . P205와 회 장석 으로 결정상으로는 것으로 도자기 

유리상으로 형 있고 나머 지 Alz03 . 2SiO:i는 MgO, Na20 , K20와 함께 

성하고 있다 

되어 

3.4 산화마그네숨 

천연원료로 주
 
’ 공급해 이 서브흔 ’ o l.!...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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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시아라 하며 산화마그네숨을 



탄산염 형태인 백운석 (MgC03 . CaC03)이 있고 규산염 형태로는 활석 

(3MgO . 4Si02 . HzO)을 사용한다. 일 반 도자기 소지 에 백 운석 을 쓰면 장 

석， 석영 및 점토사이의 반응이 촉진되어 유리질 결합제 역할을 한다. 따라 

서 소성속도를 빨리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백운도기 소지에 백운석을 첨 

가하면 유약과의 반응이 촉진되어 증간층이 많이 생겨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고 유약원료의 석회 대선에 백운석을 쓰면 열팽창계수를 

크게 낮추는 역 할을 한다. 

3. 5 산화칼륨， 산화나트륨 

산화칼륨 및 산화나트륨 성분을 공급해 주는 천연원료로는 카리장석과 

소다장석 이 있다. 장석 (RzO . Alz03 . nSiOz, R K , Na, Ca, Ba)은 요업 원 

료로서 중요한 염기성， 중성 산성의 3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업에 

서 이 화학성분과 성질을 이용하기 위하여 많이 쓰고 있다. 장석은 고온에 

서 가열하면 점성이 매우 큰 용융체로 되는데， 이것은 냉각해도 결정화되 

지 않고 유리 (glass)상태로 남게 된다. 이때 장석은 용융온도가 낮지 때문 

에 쉽게 용융되어 알갱이들을 물리적으로 결합시켜주고 또 고온 소성 중에 

점토나 규석을 용해하는 융제 작용을 함으로써 특히 자기를 소성하는 과정 

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6 산화철 

철은 무기재료의 천연원료 중에 어느 원료이나 혼입되어 있는 발색원소 

이다. 따라서 철분과 티탄 함량이 적을수록 순백색이 되나 미량의 철분을 

함유시켜 환원소성하면 청백색의 미적 감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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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는말 

도자기를 제조할 때 주된 원료로 점토 규석 장석을 사용하는데 그중에 

서도 점토는 가소성을 나타내므로 어떠한 모양으로도 쉽게 성형할 수 있고 

이것을 건조하면 강성을 나타내고 적당한 온도로 소성하면 더욱 단단하게 

소결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점토광물 사용비율이 표 7에 나타낸 바 

와 같이 30% 전후로서 ‘ 98년에 1.035천톤에 이르고 대부분 천연상태로 사 

용되기 때문에 최종제품에 품질이 항상 문제가 되며 고급제품의 경우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그 양도 ‘96년 이후 계속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 

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점토광물의 정제 개질 기능성 여부 및 응용기술개 

발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표 7. 점토광물의 용도별 수요전망 및 생산량 

(단위.천톤) 

꿇댁돋~ ‘96 ‘97 ‘98 ‘99 2000 
증가율 

(%) 

도 타일용 668 742 823 913 1.000 10.7 

자 
식기 및 

135 144 153 163. 174 6.7 
노벨티 

/‘ 기 위생도기 48 53 59 65 72 10.9 
기-

겨1 851 (28.9) 939(30.2) 1035(3l.4) 1141(32.8) 1246(33.9) 
내화물 210 233 261 291 325 1l.6 
제지용 150 163 178 194 212 9.1 

.B... 수출용 150 157 166 174 183 5.1 
시멘 E 용 1.399 1.424 1.450 1,476 1,502 l.8 
주물，토 

90 96 100 105 109 4.9 
목，비료 

유니용 27 29 31 33 35 7.0 

기타 69 71 74 68 68 0.3 

겨l 2.946 3.1 12 3.295 3.482 3.680 5.7 

생산량 2.644 2.771 2.911 3.049 3,192 

생산량수요(%) 89.7 89.0 88.3 87.6 86.7 

% ‘ | 
4 



미치는영향 제품품질에 물질이 。j 는브[극U 
E므 L!... '-'11 도자기원료의 

주식회사 계림요업 

제조 본부장 김 연 웅 

료; 
'-1. 서 

도자기 원료로 사용되는 비금속 재료는 사용 목적상 필요한 주광물外 공존 

하는 부광물 과 불순물이 혼재되어 산출되며 그 중에 소성과정에서 분해되어 

Gas가 방출됨으로서 제품의 품질에 나쁜영향을 미치는 성분에 대해서 제조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밝혀진 사실을 소개 하고저 한다. 

류
 

조
 
。물질의 분해 미치는 2. 제품품질에 영향을 

1) 명 반석 ( Alunite ) 

분자식으로 각 성분별 종량 백분비는 

K20 11.4%, AI20337.0% , 502 38.6% , H20 13.0% 이 며 작열감량은 51.6%로 

중 502가 연소공기 와 결합 503 Gas로 방출하는 작열감량이 38.6%로 유 

명 반석 은 K20 . 3A1203. 4502. 6HzO의 

면 발포현상 과 탈색을 유발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광물로 )에 Alz03. 25i02. 2H20 납석( 나이트질 주로 카오리 명반석은 

흔재되는 경향이므로 카오리 나이트질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육안으로 명반석 

흔재량 정도가 명반석의 함량의 K20의 관찰되는 경우 화학분석을 통하여 

을 나타내므로 K :zO 함량의 허용치 관리 않도록 규제 및 초과되지 기준 설정 

가 펼요하다. 

2) 유화철 ( Fe 52 ) 

유화철은 엽납석 ( A1203. 45iO:z. H20 ) 이나 카오리 나이트질 납석， 도석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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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cite 등의 원료에 광범위 하게 혼재되는 유해 불순물로서 소성과정에서 연 

소공기 와 결합하여 S03 Gas를 방출함으로서 변색 또는 발포하여 소성제품의 

결점을 발생케 

리가 필요하며 

함으로 육안 및 화학분석을 통하여 混在되는 원료의 철저한 관 

특히 자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탈철되지 않아 발포로 인한 결 

점 외에도 소지 백색도를 저하 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3) 백 운석 ( Dolomite ) 

백 운석 ( Dolomite )은 MgC03. CaC03의 분자식으로 각 성분별 중량 백분 

비는 MgO 21.9%, 

47.7%가 방출된다. 

CaO 30.4% C02 47.7% 로써 소성과정에서 C02 Gas로 

이러한 방출 Gas7} 유약이 용융된 후부터 유약이 냉각 될 때까지 방출이 

계속 된경우 유약이 발포하여 결점을 유발 시킨다. 

4) 석회석 ( CaC03 ) 

성분별 중-량 백분비는 CaO 56.0% , C02 

44.0% 로 소성과정에서 C02 Gas가 44.0% 방출됨으로서 백운석 과 같은 발포 

현상의 결점을 유발시킨다 

분자식으로 CaC03의 석회석은 

석회석은 도석 이나 납석 

는 원료에 혼재되는 경향이 

등 단양이나 영월 지방의 석회석 

있으므로 이 지방의 원료는 백운석 

지대에 산출되 

과 석회석이 

등으로 허용기준치 혼재되는 여부를 염산으로 확인하여 화학분석 Ig .loss 측정 

초과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의 

5) 탄산철 ( Fe C03 ) 

탄산철은 소성과정에서 C02 Gas 방출로 인한 발포성 결점발생 및 소지 1111 -, 

색도를 저하시키는 유해한 불순물로 혼재되는 원료에 대해서는 그 허용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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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해물질의 흔재 정도를 관찰하기 위한 전기로 시험방법 

원료별 단미시험에 의하여 Ig. loss 측정용 시편을 제작한 후 Ig. loss 측정 

용 전기로에 표준 온도 상승곡선을 설정한 내용에 따라 온도를 상승 시키면서 

400 0C, 600 oC, 800 oC, 900 oC, 1000 oC, 1200 0C 에 Ig. loss측정용 시편을 각각 끄 

집어 냉각시킨후 그 감량을 측정하여 감량의 정도에 따라 혼재된 발포성 원료 

의 성분을 추정 할 수있다. 

電氣爛 Ig. loss 測定 i댐1rt 上5-1 曲線

("C)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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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방지법 미
숭
 

사후 조치 混在시 발포성 원료의 4. 

1) 명반석， 유화철 등 S03 Gas 방출물질의 混在時의 예방법 

@ 양면 시유 제품인 경우 발포하는 위치의 반제품에 시유前 염화 마그 

네숨 용액(간수)을 물에 희석시켜 도포 한다. 

@ 위생도기인 경우 시유두께를 앓게 한다. 

@ 입고된 원료를 육안 관찰 후 혼재량이 많은 부분을 선별 제거한다. 

@ 소성온도를 상향 조절한다. 

2) 백운석， 석회석 등 C02 Gas 방출 원료의 혼재시의 예방법 

φ 육안으로 관찰하여 선별 제거한다. 

@ 시유 두께를 앓게 한다. 

@ 소성온도를 상향 조절한다. 

@ 소지의 미분쇄 입도를 작게 한다. 

료; 
L一5. 결 

관찰 과 관 비금속 원료에 혼재되는 발포성 결점을 유발 시키는 불순물의 

리는 제품의 품질확보는 물론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며 원 

원료 공급처에 당시 세밀한 관찰 과 품질검증으로 불안한 품질의 

차기 공급시에 통보하여 바드시 

수입 

대해서 는 품질문제를 

료의 

하여야 

출장에서 

엄격한 관리 

개선이 되도록 

현지 

한다 

또한， 필요에 

시료 선발 검사후 그 결과에 따라 품질 개선후 입고 시키는 등의 

가 요구된다. 

, ，、 , 
- !0 'i 

확보 후 공급할 불량을 광산 현장에 따라서 



효과 점토광물의 있어서 폐수처리에 

김 경 원 강 헌 찬 

동아대 지구환경공학부 

1. 서론 

인류는 물의 정화에 비금속 광물(제오라이트， 규사， 석류석， 석탄， 화 

수돗물의 정화에 모래 여과 

오래 전부터 

강암 등)이 많이 사용되었고 현재에도 국내의 대부분의 

오염으로 인하여 셋강 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산업의 발달로 각종 환경 

들어옴에 따 

오염이 심각하여 강물을 원수로써 사용할 수 

경우가 자주 나타나 수돗물의 。1
M 겪고 많은 어려움을 

7J-g. 2 7.1;>;~ 
。 긍를스r... ~-ï 

정화에 

~;긴 드드。l 
돋2. 2~1 오염이 시작되어지고 또한 각종 오염 

있는 한계치를 

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폐수 처리 시설의 

으로부터 

라 국민들의 식수원의 원수인 강물의 

느
 」

너
 

D 

공급 대책으로 막대한 확보 및 맑은 물의 

재원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 · 폐수 정착은 폐수를 소규모이면서 고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폐수 

현재 

있는 폐수처리 System확보가 시급한 시점에 

처리 System은 활성오니 System으로 폐수 처리 효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난분해 

제거가 불가능하고 겨울철의 팽화 현상이나 특히 

놓여있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질소(N)와 인 

CP) 이 제거되지 않아 폐수가 정화되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영양화 현상이 나타나 자체적으로 다시 오염되는 문제점이 있다. 

예로 선진국에서는 활성오니 System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갈이나 

쇄석을 이용하거나 폴링이나 고분자 물질의 접촉 여재를 사용하는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조류등의 발생으로 부 

분해 오염원의 

J 

성 

조ε 。101 
-, 2......, 또한 있다 제시하고 티l- ol-Q 

。L.즈 사용하는 트랜치를 토양 f쉽짜등은 

흡착 있는 암모니아를 고
 

하
 

존
 

용
 

물속에 이용하여 제오라이트를 천연 V.Kí1hn등은 

제거한 후에 천연 제오라이트에 흡착된 암모니아를 미생물에 의해 분해시켜 제거함 

제거는 물론이고 제오라이트의 사용 수명을 연장시키는 보고도 

m … 

으로써 암모니아의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도 폐수처리 System이 활성오니 System을 벗어나 생물막 

법이나 접촉 폭기볍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iJJ本등은 혐기성 

여과조나 호기성 여과조에 세라믹 매디아를 충진시켜 폐수 처리 효율을 높였다는 

보고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선진국에서는 폐수 처리 과정에 접촉 여재를 사용함으로 

써 활성오니 System에서 유기성 오염 물질의 분해 제거를 위하여 부유성 미생물에 

의존하는 방안을 벗어나 부착성 미생물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폐수처리 미생물의 양 

을 대폭 증가 시키고 다양한 미생물을 많이 활용할수 있게 

율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함으로써 폐수 처리 표 

Winogradsky는 암모니아 산화에 의하여 에너지를 얻는 질산화균을 젤라틴 배지 

에서는 생육할 수 없음을 알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규산 젤리 배 

지에서 분리에 성공하였다 그 외에도 몇가지 미생물들은 특수성이 강하여 특수 배 

지를 만들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토양 조건에 가까운 배지에서는 

모든 미생물의 생육이 원활하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각종 점토광물을 혼합 

하여 다공질 세라믹 담체를 만들어서 부착성 미생물 및 토양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 

시킴으로써 폐수 처리 시설을 Compact화 시킬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점토광물의 화학적 특징 

점토 광물에 이온을 함유하는 수용액을 접촉시키면 점토의 표면에 이온의 집적이 

일어난다. 이 이온의 흡착 반응은 양이온 교환， 음이온 교환， 양이온 고정， 음이온 

고정 및 음양이온 대흡착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점토 광물들은 어느 종류의 유기불과도 점토「유기물 복합체를 생성한다. 

점토 광물과 유기물 상호반응의 양상은 점토 광물의 종류， 화학적 조성， 층간의 하 

전상태， 층간에 존재하는 물의 양과 무기+이온의 원자가와 유기물의 종류， 형태， 크 

기， 극성기의 존재 여부등 많은 인자에 의해 지배된다 따라서 유기오염 물질이 점 

토 광물에 흡착하는 관계를 알려면 먼저 점토 광물의 결정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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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흡착 반응에 특성은 유기물의 구조처 
「결정 따랴서 

물질의 상호 반응은 이온 교환 반 는 것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점토 광물과 유기 

응과 극성 유기물의 흡착 반응으로 구분된다. 

하전을 것과 같이 。1 느= 
λλ '-

l=I ι‘ 
등흐 T 그림 2.1에서 이온 교환 반응을 살펴보면 먼저 

이온교환 반 

좋은 예 이 다. Montmorillonite 또는 meta - halloysi te는 작은 유기 + 이 온과 반 

응하면 유기 이온은 정전력(靜電力)에 의하여 

흡착되어 

염 기 성 amino ion을 갖는 유기 물과의 

점토에 흡착되며 

이 온은 Van der Waals 

그것은 당량(當룹)으 

바으무 
'- u '-가진 Montmorillonite와 

응의 

exchange 용량Ccation 

있던 + 이온과 치환된다 또 큰 유기 

교환 이온 흡착되며， 

capacity : CEC)의 값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 점토의 동차랴으 
"""8""" .... 4 ÜL 

점토에 

의하여 

로 

힘에 

극성 저분자 

사이에서 

드죠 j르 이 
。 11 .....，

며 
^ 

점토층 

그 외에도 그림 2.2와 같이 팽창성이 없는 카오린 광물에 

유기화합물과 복합체를 이루는 것으로 복합체를 유기물과 二工λ4
「 。

이루는 것이다. 

구조는 유극성이 처 E 고L특L 이 
0-ιo ""-기 살펴보면 관해서 분자의 흡착에 두 번째로 유극성 

수용 입자들이 

점토광물의 + 및 

점토광물 있다. 따라서 또 많은 유기물들은 쌍극자 형태로 되어 며 

유기물들이나 현탁액과 접촉하면， 

및 + 하전의 

녹아 녹아 있는 유극성 액속에 

의 잡아 

0] t:-l 
/、‘ 1• 흡착되어 

극성기가 존재 

으
 

E 시
 

n 즈
 
。유기분자의 

흡착은 점토 광물 표면에 

。 二Lλ4
ìT, 。

二lλ4
「 。극성 흡착이 일어난다. 이때 

당량적으로 교환 침출시키지 

의
 

주
 
。중심은 수용액 하전의 

당겨서 

흡착은 유기물에 않는다. 극성 이온을 

많지 않다. 

유기물이나 염류의 용액을 접촉시켰을 때 어떤 형태 

구조， 화학 조성， 음양이온의 

포화 탄화 수소와 같은 경우는 흡착이 되는 양이 

또한 점토광물을 수용액에서 

흡착 반응이 일어냐는가는 점토의 

할 경우 잘 흡착되며 

도
 

노
 
。류

 η 
종
 

결정 

결정된다. 

의 

용액의 ph , 온도등에 의해서 

흡착에 의한 정제와 

차
「
 

-
흡
 

순수하게 

흡착특징 

물질을 제거하는데 흡착제의 

분해 활동에 의한 정제로 분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m 

。여 
-'- 0 유기 물의 정화 과정에서 

점토광물의 

미생물의 

3. 



원리에 의한 정제만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생물의 분해 활동에 의한 정제만으 

로 응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여기에서 본 연구자들은 이 두가지가 동시에 적용 

될 수 있게 함으로서 물의 정화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먼 

저 흡착제의 흡착 원리를 파악하여 우수한 흡착제 제조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 

용액 중에서 용존되어 있는 유기 물질들의 흡착 기구Cmechanism)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츠깅L 걷二 
E크 ! 표 3.1 에서 있는 것과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실리카계 01 

^ 알루미나계의 

흡착제들은 극성을 가진 유기 및 무기 물질들이나 불포화 상태의 유기 물질들이 잘 

흡착되는 반면에 활성탄의 경우에는 비극성 물질이나 포화 결합을 가진 유기물질들 

이 잘 흡착되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다. 

여기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점토광물중에 하나로 양이온이 들어있고 한층의 

물층을 가지고 있는 몬모릴로나이트족으로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그림 

3.1에서 볼수 있는 것과 같은 제오라이트이다. 

몬모릴로라이트족의 결정내에 공동이 있으며 이 공동의 크기는 층간의 물층인 층 

간수층을 이용하여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 공동의 크기의 조절은 흡착에서 매 

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표 3.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동의 크기에 따라서 

흡착할 수 있는 분자의 크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이와 같이 二il s=... 0 1 
。 04 크기에 따라서 유기물 분자의 흡착을 선택적으로 할수 

있는 것을 분자체 CMolecular seive )라고 부른다- 따라서 폐수처리 과정에서 

염원의 흡착이나 대기 오염물질을 흡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기 오 

4. 각종 점토 광물을 이용한 폐수중의 COD 및 :NRt-N의 흡착효과 

본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광물의 특성을 알기 위하여 각종 광물들이 폐수중에 있 

는 유기 오염 물질이나 암모니아성 질소를 어느 정도 흡착제거가 가능한지 또한 어 

떤 광물이 흡착 효과가 큰가를 알기 위하여 표4.1과 같은 J하수 처리장에 유입되는 

폐수를 대상으로 흡착 효과 실험을 하여 보았다. 

페수중에 용존되어 있는 유기 오염 물질들이 각종 원료 광물들에 어느 정도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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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각종 광물 및 재료를 62여종을 선정하여 폐수중 제거되가를 알기 위하여 

효과를 알기 위하여 흡착 실험을 하였다. 의 유기 오염물질의 흡착 제거 

。여 무깅 
-L- '0 i:프 2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잘 

유기 

효과를 알기 위한 CODCr법에 의한 분석 

흡착 제거율로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폐수 중에 용존하는 난분해성 

있는 활성 탄이 65.8%의 

그림 4.1에서 

흡착 제거 

알려져 

의 

다. 

점토 광물들 중에서는 하동 고령토인 할로 사이트 핑크가 원광 상태에서 54%의 

흡착 제거율로 가장 높은 제거율을 보이며 Dolomite를 1000 0C 정도에서 열처리한 경 

우도 52.8%의 높은 흡착 제거율을 보이고 있다 

우수한 장점이 있으나 활성탄의 경우 몇 가지 

탄의 경우 가격이 비싼 문제점이 있고 다음으로는 미생물의 Seeding효과나 증식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본 연구자들이 연구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매디아에 

효과가 활성탄이 가장 

있다. 첫째로 활성 문제점을 가지고 

흡착 제거 물질의 오염 유기 난분해성 본 연구 과정에서 

토양이나 점토 광물들에 비하여 

고자 하는 것은 폐수 처리 물질 。여 
-'-- 0 유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환경 미생물의 

오염 물질을 분해 정화시킬 수 있게 미생물의 활동이나 증식에 

촉매가 될 수 있는 매디아를 연구 개발하고자 한다.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활동에 의하여 유기 

의 흡착 제거 

유기물의 따라서 하동 고령토나 제오라이트， Dolomite와 같은 재료들은 난분해성 

효과가 비룩 활성탄 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효 높은 흡착 제거 흡착 제거 

과를 보이면서 또한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편으로 62종의 원료를 사용하여서 페수 중에 잔존하는 암모니아를 분석하여 그 

림 4.2에 나타내었다. 그림 4.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오라이트를 500 0C 로 열 

처리한 것은 86%의 높은 제거 효율을 보이고 있어 제오라이트가 암모니아와 이온 

한다 

흡착 제거율 흡착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령토가 46.3%의 교환의 

효율이 낮은 것 을 보이고 있으며 활성탄의 경우 14%정도로 암모니아의 흡착 제거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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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은 활성오니법으로 활성 

미생물은 수천종으로 추정된다. 활성오니 법에서는 원생동물의 역할이 

건조 중량 19당 10-1 -107정도의 개체수로 존재하는데 원생동물 중에는 일 

존재하며 이들은 부유물질과 세균들을 효과 

적으로 제거 하고 floc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를 한다. 

관 

크 

오니법에 

점토의 연관 관계 

있는 대부분의 공급되어 

마생물과 

국내에 

여하는 

5. 

오니 며 

반적으로 섬모 충류와 편모충류가 많이 

대
 

연구 검토 

따라서 활성오니법은 원생동물의 활동에 따른 영향이 크므로 유기오염 물질의 

존재할 때는 오니의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많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물막법을 많이 

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일부 실용화되어서 그 효능을 인정 받고 있다 

생물막법으로는 살수 여상법， 회전 원판법， 접촉 폭기법등이 있는데 최초로 실시 

된 것은 살수 여상법으로 여재로 쇄석(야쉰)을 사용하였으며 최근에는 플라스틱 여 

재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생물막의 처리 방법에 더 

。 도:<i!-;;g 01 
ìT=;돋! '2. U I 물질의 제거가 어려우며 낮고 난분해성 효율이 

급격히 미생물들이 대부분 죽어 처리효율이 

부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기 오염 물질의 제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 욱더 폐수 처리 

는 박테리아를 대량 서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폐수 처리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토양 19에 는 미생물들이 수백만에서 수천만 마리까지 살고 있으며 

사(배絲)의 길이를 이어 놓으면 수m정도까지 이른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광물질들 

이 풍화되어진 토양은 미생물들의 좋은 서식처임을 알 수 있다. 

균 

직접적으 

로 관여하는 박테리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활성오니법의 형태 

와 같은 원생동물을 위주로 하여 유기 오염 물질을 분해 제거시키는 방안을 탈피하 

물질들의 제거에 오염 유기 본 연구자들은 폐수 처리 과정에서 따라서 

있는 매디아의 있는 촉매가 될 수 잘 서식하고 활동할 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졌다. 

토양 미생물도 함께 여 

함으로써 세균， 균류， 조류 및 원생동물들의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대 

량으로 함께 서식할 수 있게 화여 프극c ;;<.1 이 
든즈 2 -0 오염 분해는 물론 유기 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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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분해성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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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정화 속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자들은 토양이 각종 미생물의 좋은 서식처임을 감안하여 

생물의 중식 및 활성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게 각종 점토광물들의 

잘 파악하여 이틀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다공질 세라믹을 개발하고자 한다. 

무기 영양 공급원으로의 

미생물의 영양의 원리를 검토하여 보면 생물체들은 증식하기 위해 세포 구성물질 

물질들을 환경으로부터 

점토광물 5.1 미생물의 

의 합성과 에너지 생성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물질들을 영양소라고 한다. 

따라서 배지에는 모든 필요한 영양소들이 적절한 양으로 들어 있어야 한다. 세포 

의 화학적 조성은 생명계를 통틀어 거의 일정한데 이것은 증식올 위해 필요한 주요 

물질을 암시해준다. 따라서 세포의 화학적 조성을 관찰하여 보면 양적인 면에서 볼 

때 물은 세포 전체 중량의 약 80-90%를 차지하므로 가장 중요하다 

세포의 고체 물질로 표5.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소와 산소(물질대사로 물에서 유 

래한)외에 탄소， 질소， 인， 황의 순으로 함유되어 있다 이들 6가지 원소들은 세포 건 

조 중량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얻어야 한다. 

미생물의 영양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칼륨， 마그네숨， 칼숨， 철， 망간， 코발트， 구리， 

몰리브덴， 아연등은 대부분의 생물체에서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펼요로 하는 모 

든 금속 원소는 무기 염류의 양이온 형태의 영양분으로 제공될 수 있다. 칼륨， 마그 

네슐， 칼숨， 그리고 철은 비교적 많은 양을 필요로 함으로 항상 배지에 염으로 넣어 

주어야 한다. 망간， 코발트， 구리， 니켈， 몰리브댄 그리고 아연등은 양적 요구량은 

매우 적다. 

여기에서 미량 원소 중의 하나인 인은 무기물 형태의 인산염으로써 제공하면 영 

양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 몇몇 생물균들은 그 이외에 특이한 무기물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규조류나 일부 다른 조류는 설리카가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세포벽을 

생육이 배지에서는 모든 미생물의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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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조건에 만든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원활하다는 보고가 있다. 



독성물질의 완충효과 

질산화 미생물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물속에 용존하고 있는 독성물질을 흡착 

완충하고자 층간수를 가진 점토광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점토광물은 미세입자로 되어 있어 점토광물의 층간이나 튜브내 등의 입자의 내부 

에도 불과 기타 여러 오염물질들이 출입함으로 외표면과 내표면을 합쳐 단위질량당 

표면적(비표면적)이 대단히 크다9) 

점토광물에 의한 
C 
U 

정(+)의 전하를 

이온을 끌어들이는 등 다양한 거동을 한다. 따라서 점토는 큰 표면적과 표면의 

전기적 기능에 의해 물리화학적 거동， 즉 이온 교환성， 흡착성， 화학약품에 대한 반 

응성， 유기， 무기 복합체 형성능， 촉매능 등의 화학적 활성을 나타낸다. 

특히 halloysite, montmorillonite 등과 같은 점토 광물은 결정 구조내에 

가지고 있는 특징 이 있으며 특히 결정 구조 가운데에 작은 공동을 지니고 있고 교 

환성 양이옹도 가지고 있어 양이온 교환 능력이 높고 중간에 층간수를 가지고 있어 

오염 물질이나 독성 물질의 흡착 제거가 가능하다. 이들은 유기 이온， 아미노산등의 

극성분자 뿐만 아니라 폴리비닐등과 같은 거대 분자를 각 단위층의 공간에 

가지고 있다. 이 들의 능력은 이온교환에 의한 반응과 각종의 

의해 교환되는 점토 유기 복합체 형성으로 나눌수 있다. 그리고 표 6. 1에는 주요한 

점토 광물들의 양이온 교환용량(C.E.CJ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자들은 이온교환 용량이 큰 층간수를 가진 점토 광물을 이용하면 질산화 

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과 오염 물질들을 층간수를 가진 점토 광물의 층간에 

이온교환등에 의해서 제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림 6.1에서 피혁 

공단이나 염색 공단 등에서 유출된 질산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 즉， amlne 

류나 요소(urea) 등이 점토 광물의 층간에 이온 교환등에 의해서 복합체를 형성하 

는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내었다 

가진 

층간수를 

흡입하 

유기물에 

:A4 
。

반대부호를 있으며 가지고 부(-) 또는 표면은 점토광물의 

으
 

E 러
 「

느
 
。

\.... -\.... 

매으 도트 ..., ..., 유입 원수로서 대상 폐수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J하수처리장의 λ1 송4 
E 디 

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이곳은 생활 하수뿐만 아니라 인근 공단의 도금 폐수， 피혁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생물학적 처리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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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그리고 근처 매립장의 침출수까지 



물질이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 은 지장을 주는 독성 물질과 난분해성 

분석한 결과 BOD, SS 그리고 COD는 
E드 λ} 
• 1 。 영향으로 

있다는 것 

물질의 

채취하여 

상당 부분이 처리되어 방류되고 있지만 암모니아성 

질산화 미생물들이 활성화되지 않아 질산화가 되지 않은 채로 방류되고 

;ζ1 까、느二 
2. -'- ，一

있다 유입 원수와 방류수를 되고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층간수를 지니고 있고 양이온 교환 능력이 큰 점토 광물을 

활용하여 독성 물질을 흡착 완충시키고자 하였다. 

효과 점토광불의 6.1 독성폐수에서 

물리적으로 혼합한 다음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천연 zeolite와 규조토를 구입하여 

1l00.C 로 소결하여 미생물 담체를 제조하여 실험하였다. 천연 zeolite는 오염 물질에 

대한 흡착력과 양이온 교환 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지만 흡착 특성만 

발생하기 때문에 단점이 발생하는 등의 폐기물로 rl 。
/6 , 다된 으로는 흡착 수멍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규조토을 첨가하여 0.5 - 2μm 정도 크기의 질산화 미생물들이 

주위에 많은 양의 미생물이 서식하도록 담체를 만들었 활성화 되도록 하고 흡착제 

다. 

물질 三E 。
J..L. 

주위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BOD 및 

활동에 의해 

기능은 오염 한 미생물 담체의 

담체 

점토 광물을 주원료로 

물질을 효과적으로 흡착시켜 

층간수를 가진 

도서 ...., 。

ul 
^ 

외
 
다
 

수
，
 어
샤
 

원
 
내
 

이
닙
 
냐
”
 

。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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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의 실험 

처리를 더욱 더 

효율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림 6.2는 실험 장치를 약 2딸간 연속으로 운전하여 

최종 방류수 그리고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분해시켜 생물학적 

COD의 제거 

서 

도
 

노
 
。질소의 암모니아성 

농도는 약 50 - 70ppm 정도이고 하수처리장 방류 

물질의 영향으로 거의 

질소의 유입 원수의 암모니아성 

않은 45 제거가 되지 서
。
 

도
 「

도
 

노
 
。질소의 암모니아성 수의 

- 65 ppm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험 장치의 최종 땅류수의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는 초기 l주일 정도는 

이옹교환 및 흡착 작용에 의해 약 20ppm 정도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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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다가 그 이후에는 질산화 미생물들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에 대한 

점토 광물의 완충작용에 의해 질산화 미생물들의 원만한 활동으로 암모니아성 질소 

는 대부분 산화되어 약 1-2ppm전후로 안정 적 으로 방류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으로 층간수를 가진 점토 광물들이 독성 물질에 대한 완충 능력을 가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완충되는 기구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어 

계속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으로 수질 오염의 척도가 되는 BOD의 제거 효율에 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 효율을 측정한 실험과 동일하게 실험 장치를 약 2달간 

유입 원수와 최종 방류수 그리고 하수처리장 방류 연속으로 운전하여 실험 장치의 

수의 BOD 농도를 그림 6.3에 나타내었다. 

그림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입 원수의 BOD 농도는 대략 90 - 180ppm 정도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하수처리장 곤처의 피혁 · 로 매우 변동폭이 

도금 공단의 폐수와 매립지의 침출수가 매일 일정하게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별 

혹은 요일에 따라 폐수 배출량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부하량의 변동은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사료되었다. 하지만 부하량의 변동이 아무리 심하여도 층간수를 가진 점토 

광물을 이용할 경우 그림 6.3에서 보 { 이느 겨과 z1-이 
T λÁ L /p!..J-'-r ’ 유출수가 약 15 - 20ppm 

정도로 매우 안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26 - 31ppm으로 처리 

되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와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활성오니법에 의한 방법보다 처 

리 효율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점토광물을 이용한 세라믹과 SARAN의 비교 검토 

본 연구자들은 국내에서 생물막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SARAN과 본 연 

구 과정에서 개발한 합성 활성 세라믹의 효과를 서로 비교 검토하여 장단점을 파악 

하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확보， 검토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미생물은 부산 광역시의 수영 하수 처리장의 활성 오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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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수영 하수 처리장은 대부분 생활 하수를 대상으로 하는 처리장으로 하 

일반 생활 있다. 따라서 유입되고 120ppm사이로 농도는 BOD가 80ppm에서 수의 

장치에 사용 

주요 미생물들은 

하수 처리장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보아도 될수 있다고 본다. 본 실험 

오니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한 미생물도 수영 하수 처리장의 활성 

일반적으로 하수 처리장에서 많이 존재하였다 

SARAN을 충진한 반응조에서 나타난 미생물로 SARAN을 충진한 조에는 사상균 

많이 부착되어 

볼 수 있는 미생물틀이 

보면 관찰하여 

느린 Notholca poliacea, Volvox aureus와 같은 미 생물들을 볼수 있다 

점토 광물을 이용한 세라믹을 충진한 것에는 작은 Bacillus균들이 

있는 미생물들을 분리하여 있고 이들의 사이에 들이 

활동성이 

약간 존재하며 

오니 규조도 보이며 사상균의 양은 SARAN을 충진한 조보다는 훨씬 적고 활성 의 

큰 육식성 미생물들이 속에는 상당히 적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슬러지 조보다도 

관찰되었다. 점토 광물을 이용한 세라믹을 충진한 조에는 사상균체의 양이 적은 대신 

크기가 큰 미생물들과 아주 에 A.gracillima, Aeolosoma, Tarc:ligrada와 같은 육식 성 의 

작은 박테리아들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오염의 정도를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을 측 

효과 실험 

일반적으로 폐수 처리 과정에서 

정하여 오염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과정의 

7.1 BOD 제거 

세라믹이나 이용한 으
 

E 불
 

과
。
 

점토 과정에서 처리 폐수 .5!. ;(~ ..9-
---, ---, '-연구 효￡ 

'-

분해되는 효과를 알기 SARAN lOOOD를 사용하는 것은 폐수 처리 미생물에 의하여 

정화되었는가를 

알기 위하여 BOD제거 실험을 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7.1 에 나타내었다. 

그림 7.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입수의 평균 BOD는 60ppm에서 120ppm사 

이로 날짜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7.1에서 

바와 같이 

이
 샤
 

수
 
’ 보

 
E 

정도 어
 

물질이 행하는 실험이므로 미생물학적으로 오염 위하여 

H 1. 2 까‘ ..... 11 '-
딩 TíT익II -C 방류하는 정화시켜 포기조에서 이용하여 SAC와 SARAN을 

거
〈
 

느
 

L 이
 

” x 
i 
( T 보

 
E 

과 같이 SARAN을 사용한 방류수의 BOD는 15ppm에서 20ppm사이를 나타내고 있 

대
 
ω
 

수가 없었다. 그림 7.1에서 L낄 변동에 의한 영향은 크게 。 ol A 01 
Tí -dT =i 



으나 점토광물을 이용한 세라믹을 사용한 조의 방류수는 10ppm에서 15ppm정도로 

SARAN보다 약 5ppm정도 낮게 나타나는 우수성과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있다. 따라서 폐수 처리 과정에서 점토 광물을 이용한 세라믹이 

과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도드λ1 
。.，미생물의 까

T 

론
 

폐수 처리 과정에서 폐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점토 광물의 효과는 폐수중에 

용존하는 유기오염 물질을 매디아에 흡착 제거시키므로 폐수 처리 효율을 높이고 

이것을 매디아에 부착되어 있는 미생물들이 기질로 활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생 

물을 활성화 시켜 폐수 처리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8. 결 

1. 폐수중에 용존 유기 물질의 흡착 능력은 활성탄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다음은 

석탄이며 비금속 광물들에서는 할로사이트가 가장 우수하였다. 할로 사이트가 활성 

탄의 흡착 능력의 약 80%정도의 흡착 제거 효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유기물 흡착 

능력과 미생물의 활성화 가능성을 다공질 세라믹 제조 과정에 함께 고려하여 검토 

한다면 할로사이트의 사용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폐수중에 용존하는 NH~-N의 흡착능력은 제오라이트가 활성탄이나 다른 고분자 

이옹 교환 수지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체로 점토 광물들이 

폐수중에 용존하는 NHrN에 대한 흡착 능력이 우수하였다 

혼합하여 매디아를 만들었을 때 각종 미생물들에 광물질 매디 

영양 원소를 공급하므로써 미생물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 폐수 

있었다. 

3. 비금속 광물들을 

아가 필수 영양 무기 

처리 효율을 높일 수 

4. 토양이 독성 물질을 흡착 완충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층간수를 

가진 점토 광물을 이용하여 독성 물질을 완충시켜 질산화 미생물들은 물론이고 여러 

종류의 빅테리아 등을 활성화시켜 암모니아성 질소의 제거는 물론 현재 수질 오염의 

지표가 되어 있는 BOD, COD, 그리고 SS 등의 처리 효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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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2.1 스액타이트-알킬암모늄 

복합체의 충간의 알킬고리의 구조 

(Lag외y and Weiss, 1969) 

û-. ι. 히Ika 
샤 

그림 3.1 제오라이트의 결정 구조 

--I l 
i 

그립 4.2 각종광울에의한 NH3-N의 

홉착효파 

---11.3 i 

-7 ‘ Z 

져민 션소면 i 

• --a---’ 
그림 2.2 카오리나이트-착산칼륨 복합체중의 

K+ , CH3 COO- , H20의 배열 (和田， 1961) 

그림 4.1 폐수중에서 각종 광물들의 

유기 오염 물질의 홉착 제거 효과 

f鍵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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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Adsorption model of toxic 

elements by montmorillonite group 

with interlayer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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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점토광물올 이용한 세라믹과 

SARAN에 의한 BOD 제거 효과 

-148 



폐 금속광산 광미 활용을 위한 자원화 기술 방안 

김명준， 이성오， 국남표， 양형식， 신방섭 

전남대학교 자원공학과， CT Recycling(주) 

1. 서 론 

금속광상의 휴 · 폐광산 중 광미나 폐석적치장으로부터 용출된 침출수 중 

에 는 중금속(As ， Cr , Cd, Pb , Hg , Mn , Cu , Zn, Fe, 등) 및 시 안(CN) 이 함 

유되어 있으며 또한 산성수로서 지표수， 지하수 및 토양 등의 오염을 일으 

키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 축산업， 양식업 등의 토지 사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이들이 계속 방치됨으로써 주변환경 뿐만 아니라， 토지의 황폐 

화현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집단이주 등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단체인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 

해 95년부터 현재까지 폐 광산지역의 환경폐해 실태 조사를 하여 처리계획 

을 수립하였지만 막대한 처리비용 및 기존의 기술로는 완전한 처리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많은 양의 폐광미를 처리하기 위해서 

는 자원처리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팀에서는 폐광미 처리를 위한 최적 방안으로써 제안하 

는 기술로는 먼저， 광미를 금속성분과 비금속성분을 선 분리하고， 분리된 

산물 중 미립의 비금속물질을 분리 분급하여 이중 경질인 고순도 실리카 

(광미중 50%)는 분리 회수하여 건설 마감용 채움재 및 고로용 실리차원으 

로써 용도를 개발하고， 연질인 점토성 물질(광미중 50%)은 분리 회수하여 

다공성 경량 흡음재 및 담채개발용으로 사용함으로서 폐광미를 전량 고급 

건설용 재료로 자원화 하고자 연구 중에 있다. 그러나 폐광미를 건설용 원 

료만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은 최신기술이라 할 지라도 현장 적용시 

경제성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 분리 선 

별공정에서 분리회수되는 자성체와 고 비중물질들은 분리 회수하여， 본 연 

구팀에서 개발한 일루택 신기술을 적용함으로서 이 중 유가금속인 금， 은， 

m m 



동， 아연을 직접 금속물질로 회수하여 판매함으로써 폐광미의 활용을 극대 

화 할 수 있다. 

현재 본 연구팀에서 폐광미 자원화 기술개발을 위해 1) 기초연구 수행결 

과를 바탕으로 pilot 제작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조건들을 검토 분석하는 

1단계 사업과 2) 응용 및 적용연구를 수행함으로서 plant설계와 기술의 현 

장적용을 추진하는 2단계사업을 계획하고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국내 폐광산의 질태 

현재 국내에서 금속광으로 등록된 광구수는 대략 1900여 개소로 이중 가 

행되는 광산은 200여 개소가 된다 표 1은 국내 주요 폐광산의 현황을 나 

타내고 있다. 이들 광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금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4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광산이 매장품위저하로 인해 생산을 

중단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중 일부만이 간헐적으로 가동되거나 

또는 폐광미로부터 단순분리에 의해 소량 회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자 

원연구소， 1996- 1998). 

표- 1 국내 광해유발 주요 폐광산 현황 

지역명 광산명 광산종류 소멸사유 광미량(천톤) 

경 기 운산광산 二:::z. 휴지 125.0 o 

강원 신림광산 ~ 휴지 10.0 

τ도irL 3 닝r 월유광산 二n=L .1 。= 폐광 125.0 
삼동광산 二:::z. 폐광 12.5 n 

삼광광산 二n그 ,1 。r 휴지 2120.5 
르。드 L I4j 구봉광산 :D:L ,1 。: 폐광 2250.0 

임천광산 二그 폐광 1000.0 o 

경 남 
일광광산 금，은， 아연 폐광 242.5 
삼산광산 동 폐광 412.5 

전북 
금풍광산 二口그 ， τ 。: 폐광 62.5 
x니i -'T-~과 。샤 니 二n그 ， τ 。: 폐광 1000.0 

전남 E-41 S I1L 고 。Lλ ~ 二口그 ,t 。r 휴광 150.0 

따라서 국내에 공급 소비되는 금 은 동등의 금속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광산업의 쇄퇴로 폐갱구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광장의 폐쇄와 더불어 적치된 광미의 자연 

방치 또한 환경오염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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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광산주변에서의 광해 질태 

일반적으로 광해 현상은 한번 발생되게되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며 치유와 복원에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광해 현 

상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많은 민원의 소지가 되 

고 있다. 

광해의 형태는 다양하며 가행유무(가행， 휴광， 폐광) , 개발규모， 광종， 지 

형적 조건 등에 따라 광해의 유형 및 정도 그리고 영향권이 달라지게 된 

다. 우리나라 금속광산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광해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원인과 영향을 요약하여 보면 그림 l과 표←2와 같다. 

그림 1. 광산폐수 발생(I-mine: 

일광광산) 

. 
“ ’‘ A ‘ • ~， 

，.ι 

、‘ “ j 

표 2. 폐광산에서 주요광해 유형과 문제점 

* 혀。 여。 향 긴 I3r 제 1:1그 
지표수 오염 제어대책 곤란 

광산폐수 지하수 오염 관리인 무 
하천 생태계파괴 지속적 

폐석 및 자연경관해손 가장큰 오염원 

하상수로매립 및 변경 대부분 상류에 위치 
광미사 오염토사 농경지 유입 농작물 생장저해 

부r~→1 
호흡성 분진 생활환경 악화 
그소서。~ 비 l 그 D 소 「서 。 부 ‘L 지 ι 농작물 생장방해 

3.1 휴 • 폐 금속광 주변에서 환경오염 발생원인 

휴 · 폐 금속광산의 광산폐수와 광미장 주변에서 중금속이 함유된 산성폐 

수， 침출수가 발생 하는데 이러한 산성 광산폐수는 다음의 원인으로 발생 

되고 있다. 황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광산채굴장 혹은 광산폐기물은 광산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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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폐수를 형성할 수 있다(그림 n 황， 구리， 아연， 은， 금， 납 및 우라늄 

광석 등이 채굴되었던 광산에서 많은 광산 산성폐수가 유출되고 있는데 황 

화물이 산소에 노출되면 산화작용에 의해서 주변자연수의 pH가 낮게 되며 

이러한 산성수에 의해 주변의 금속이 용출된다. 따라서 광산산성폐수는 발 

생 주변환경 및 접촉하는 물질에 따라서 알루미늄， 망간， 아연， 카드늄， 납， 

크롬， 철등 각종 중금속을 함유하게 된다. 

광산 산성폐수 생성요인은 황화물， 산소， 산화박테리아， 물이며 광산 산 

성 폐수의 생성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건조환경] 

FeSz + 302 • FeS04 

[수성환경] 

2FeS:! + 2H20 + 702 • 2FeS04 + 2H2S04 식 2) 

광산 산성폐수는 물이 있는 환경에서 만들어지므로 식 2가 중요하다. 식 

2의 화학반응에 의해서 광산 산성폐수가 발생하며 이때 2가철 및 산이 물 

(식 1) 

속에 용출된다 

4FeS04 + 2H2S04 + 0 2 • 2Fez(S04h + 2H20 식 3) 

Fe2(S0 4h + 6HzO • 2Fe(OHh • + 3H2S04 식 4) 

용존된 2가철 이온은 다시 식3에 의하여 3가철로 산화되면서 철 수산화 

물로 침전되며 pH를 추가로 낮추게 된다(식 4). 이때 생성된 부유물질은 

광산 산성폐수의 유로에 노란색 갈색 혹은 적색의 퇴적물 또는 피막상 물 

질로서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휴폐금속광산에서 볼수있다. 

7Fez(SO-l h + FeS2 + 8H20 • 15FeS04 + 8H2S04 식 5) 

3가 철은 그 자체가 산화제이므로 식 5에 의해서 황철석이 산화될 수 있 

다. 식 5 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광산산성폐수가 발생하면 산소가 없더라 

도 황철석의 산화작용이 계속될 수 있다. 이상의 황철석의 산화작용으로부 

터 Fe 및 SO-lZ 가 다량 함유한 pH가 낮은 산성폐수가 발생하게 된다. 

3.2 환경오염영향 

물 속의 중금속 농도는 pH에 의 해 상당한 영 향을 받고 있다. 즉 pH가 

낮은 산성광산폐수에는 Al, Cr, Cu, Zn, Pb, Fe2+, Cd2+, Mn2+ 등의 성분이 

고농도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광산폐수 중 숭금속을 다량 함유한 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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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가 될 수 있다. 광산산성폐수에서 용존철의 산화과정은 산소를 소모하 

는 과정(식 6)이므로 용존산소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4Fe2+ + O~ + 10H20 • 14Fe(OHh + 8H+ 식 6) 

따라서 만약 광산폐수 중에 50-60mg/ Q 의 2가철이 용존해 있고 약 8mg/ 

M 의 용존 산소는 자연 폭기가 없다면 결국 무산소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 

다. 탁도는 무기성분 즉， 철 및 알루미늄 수산화물 등의 형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며 특히 하천수와 광산폐수와 희석되면서 주로 발생된다. 이들은 철 

침전물， 백색침전물 등으로 하상퇴적물을 생성시켜 하천의 경관은 물론 자 

연경관을 훼손시키게 된다. 

4. 현재 사용되는 광해 방지대책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금속광산들이 휴， 폐광되 는 것은 채산성악화에 따른 부가 

가치 하락에 그 원인이 있다 대부분 휴， 폐광산 경영자들은 채산성 악화로 

자금의 부족， 인력의 부족등 여러가지 이유로 휴， 폐광 당시 광산보안적， 

환경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거나 미흡한 상태에서 휴， 폐광으로 진행하 

였으며 이로 인해 광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발생된 광해방지 사업수행의 의무도 원인행위자(광산개발자)의 부담 

(책임)은 페광 후 3년으로 되어 있으며 3년이 지나게되면 그 책임을 정부 

가 지도록 되어 있어 광업권자는 폐광 후 3년동안 적당히 시간을 보낸후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광해방지사업 수행시에도 국고보조가 70%, 지방자 

치단체 부담 30%로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상당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경제자립도가 미약한 상태이므로 광해발생 사실과 정도를 알고 

치유 내지 복원의 의지가 있어도 방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이 

유들로 광해의 발생은 계속되고 그 영향권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 

이 현재 우리나라 휴，폐 금속광산 지역의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휴， 폐금속광산 및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광해는 광산 

폐수， 광산폐기물， 분진의 비산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광산폐수로 

인한 광해 현상은 주로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수가 유출되어 하천， 인접 농 

경지 등을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책사업으로 기존이 광미 매립장으로부터 산성침출 

수에 및 시안화합물로부터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등의 방지를 위해 복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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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그림 2는 현재 수행중인 구봉광산의 광 

해방지 사업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수행하는 광해방지사업은 주로 광미 침출수 유출방지 차 

원에서 방호벽설치와 하부에 폴리에틸렌을 피복하고 광미를 채운다음 상부 

에 복토를 함으로로서 침출수 방지 및 환경복원화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이 

는 궁극적인 안전한 처리방법은 아니며， 즉 시간이 지나게되면 또다시 광 

해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진에서는 이와 같은 단순매립 복토사업보다는 환경친화적 

인 일루택 자원화기술을 개발 적용하여 폐광미를 완전 무해화처리하고 아 

울러 유가자원을 회수함으로서 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있다. 또한 

매립지는 직접 전답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공단을 조성하거나 공원화함으 

로서 환경친화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5. 환경친화적인 폐광미 자원화 기술 

5.1 광미의 기초물성 

그림 2. 복토처리 광해방지사업 

(G-mine:구봉광산) 

국내 폐광산에 산재하는 폐광미의 광물학적인 특성을 XRD분석 및 현미 

경 분석 등을 토대로 볼 때， 전국 광산별 기반 모암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시료를 구성하는 주 구성광물중 비금속광물로는 Quartz가 

주구성 광물 이 며 , Chlorite, Biotite, Muscovite, Sericite, Calcite, Kioline, 

Feldspar 등을 소량 함유하고 있다. 또한 주 금속광물은 Py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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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nopyrite, 등을 주구성 광물로 하고 Limonite, Chalocopyrite, Sphalerite, 

Galena, Pyrrhotite 등을 소량 함유하고 있다. 

현재 적치된 폐광미는 과거 광산조업시 언광을 파분쇄하여 유가금속을 

회수하기 전후단계에서 맥석으로서 버린것과 또는 유가금속을 화학처리를 

통해 회수하고 버린 것들이 매립장 폰드에 적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입도 

는 lmm이하로 주요 입도분포는 표3과 같다. 비금속광물과 금속광물은 입 

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조립자는 Quartz가 주성분 

이며， 미 럽자는 Pyrite, Asenopyrite, Feldspar등이 분포하고 있다. 

표-3. D-광산 페광미의 입도분석 

Particle size Weight percent Main minerals (mesh) (wt%) 

+30 6.92 Quartz, Chlorite etc. 
-30/+40 9.31 Quartz, Chlorite etc. 
-40/+50 15.46 Quartz, Chlorite etc. 
-50/+70 16.43 Quartz, Chlorite, Pvrite 
-70/+100 12.84 Quartz, Chlorite, Pvrite, Muscovite 

-100/+140 12.82 Quartz, Pvrite, Asenopvrite, Feldspar 
-140/+200 8.05 Pvrite ‘ Asenopvrite, Kaoline, Feldspar 

-200 18.17 Pvrite, Asenopvrite, Kaoline, Feldspar 
Total 100 

표 4는 D광산 광미의 화학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SiOz의 함량이 

85.0% , Ah03의 함량이 5.30, Fe203 함량이 4.36%로서 주성분 원소임을 알 

수 있다.D광산은 전국 금광산의 금 존재 형태와 유사하게 석영맥에 금이 

배태된 광상으로서 위의 성분이외에 많은 중금속을 함유하는데 금을 제외 

한 주요 중금속은 Cu, Zn , Pb , As , Cd 등을 함유하고 있다. 

표 4. D 광산 폐광미의 화학분석 

Composition SiOz AbO“ Fe"]O:l CaO MgO Ti02 Na20 K!O MnO P20~ Ig.loss 

85.0 5.30 4.36 0.1 1 0.07 0.10 0.12 0.25 0.16 0.01 2.5 

D-mine 
tailing Cu Zn Ni Cr Cd Pb As 

350ppm 525ppm 15ppm l Oppm 5ppm 30ppm 0.5ppm 

m … 



5.2 폐광마의 활용 개발 

5.2.1 광물생 채움재 

도로포장용 광물성 채움재로 광미를 대체하여 사용할 때는 건설부고시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1991)에 의거 주요 물성치를 만족해야 한다 . 즉 광 

물성 채움재(석분)로는 일반적으로 석회암 분말， 시벤트， 또는 화성암류를 

분쇄한 것으로서 먼지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가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 

이어야 한다. 특히 마감용 채움재의 품질은 표-5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 

야 한다 (건설부， 1991). 

표-5. 석분의 품질 표 6. 화성암류 석분의 품질 

구분 체 (mesh) 통과중량백분율 항 5-1L 규 Aj 

0.60mm(No. 30) 체 100% 소성지수 6 이하 

입도 
0.30mm(No. 50) 체 95-100 가열변질 없 -I 。j

0.15mm(No. 100)체 90-100 
흐름시험 50%이하 

0.075mm(No. 20이 체 70-100 
1까::. 고 tjr 1% 이하 침수팽창시험 3% 이하 

비 중 2.60 이상 박리시험 합 격 

또한 화성암류를 분쇄한 석분을 아스팔트의 혼합물용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표-6의 항목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폐광미를 건설마감용 광물성 채움재로 직접 사용하기는 많은 문 

제점이 있다. 즉 파쇄된 원광이 풍화되어 약 40%이상이 점토성 물질로 존 

재하고 있으며， 또한 50메시 이상의 조립자가 25%로 많이 분포하고 있으 

므로 마광과 분급을 거치지 않고는 직접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광물성 채 

움재 개발을 위해 단순 마광과 분급을 통해 산물을 분리해 낸다 하더라도 

처리량의 50%만이 생산물로 얻어지며 생산제품 또한 가격 경쟁력부분에서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폐광미 사용을 위한 단순 채움재 공정 개발은 무의 

미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백만톤의 국내 폐광미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단순하면서도 체계화된 종합적인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으면 안된 

다. 

본 연구실에서 마광분급 실험을 통해 회수된 정광을 채움재로 사용하기 

위한 기초물성 실험결과 국내 광물성 채움재 규격을 만족하였으며， 주요항 

목에 대한 특징을 표 7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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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D폐광산 광미를 이용한 광물성 채움재 주요 특성 

구 ; 닝r ~三1 정 비 고 
1 평균입도 75ttm 이 하(200mesh) 95%. 150μm 이 하 100% 싸이클론분급 

2 함수율 1%이하 

3 비중 2.65-2.75 
4. 입자형태 괴상， 판상， 침상 

5. 주 구성광물 석 영 (Quaπz) 

6 발생원인 Grinding후 점토/금속성분 분리제거 수비/자력선별 

7. 주요화학성분 Si02>95%’ A \z03>3% , R20<1% , 
Fe203<0.5%. Zn+Cu<0.5이 하 

8. 가소성/점성 거의 없음 

9. 칼라/소성전후 백색/미백색 
10 입자표면상태 Open 기공이 존재하지 않음 
11 내화도SK 31-32 

5.3 고순도 살리카 

실리카는 무기재료공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일반적으로 품 

위는 Si02 95%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리카의 용도중 중요한 것은 페로 

알로이 (feπo alloy) 이며， 페로알로이는 철과 다른 금속의 화합물로써 선철 

과 스크랩으로부터 강을 제조할 때 강 제품에 나쁜 영향을 주는 산화철과 

유황성분을 제거하는 탈산， 탈황， 탈gas제가 되며， 첨가제로도 사용한다 

(吉 田國夫， 1978) 

실리카원으로서는 규석 규사 및 수정등을 들 수 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규사는 산사， 해사， 강사와 같은 천연사와 규석을 분쇄하여 만든 인조사로 

대별되나 품질상 중요한 것은 SiOz함량이 높아야 하고 불순물중 산화철이 

나 알루미나 함량이 적어야 한다 또한 물리적인 특성으로 입도가 매우 중 

요하다. 

표-8은 규석 및 규사의 용도별 사용규격을 나타냈다. 따라서 폐광미를 

고순도 실리카원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폐광미로부터 점토 및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균일한 입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점토를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공정이 요구되며， 또한 분리된 실리 

카는 자력선별이나 화학처리 등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일 공정으로는 부가가치가 높 

지 않다. 따라서 폐광미로부터 고순도 실리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그림 

7과 같은 체계화된 광미처리 시스템으로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자원화 기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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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표-8. 규석 의 용도별 규격 

원광 용 도 규 겨←1 

충전제용 
Si02 99%이상， Fe20 3 0.02%이하， Ab03 0.08%이하， Ti02 0.01%이 

(PVC，페인 E ， 
하， CaO+MgO 0.01%이하， 325 멧슈동과 99%이하 

도자기) 

내화물용 
Si02 97%이상， Ah03 1 %이하， 알카리류 0.3%미만， 0.5-0.35mm 
45% WT, O.l8-0.5mm 10% WT, O.l 8mm 이 하 45% WT 

제철용 Si02 95%이상， Ah03 1%이하， 8-30mm 입도기준 

규석 Si02+ Ah03 95%이상， Fe20 3 0.2%이하， K20 0.2%이하 
n;x1; 

유리섬유용 
입도 ‘ 325 멧슈통과 85%정도 

규사 1종 2종 3종 4종 5종 

Si02(%) 98이상 96-98 93-96 90-93 85-90 
주물사용 F~03(%)Ah 1.0이하 1.0이하 1.5이하 2.0이하 3.0이하 

0 3(%) 1.0 " 2.0 " 4.5 " 6.0 " 8.0 " 
CaO+MgO 1.0 " 1.5 fI 2.0 " 2.5 fI 3.0 fI 

Si0292%이상， Ah03 5%이하， Fe20 3 2%이하， R20 1%이하， 

건축용 입도 150-270mesh 14% WT, 270-325mesh 12% WT, 
-32Smesh 74% WT 

5.4 다공성 경량 흡음재 및 담채 개발 

날로 환경오염이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다공성소재에 대한 응용기술 

의 진보에 따라 이를 이용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응용연구가 활발히 진 

행된고 있다. 생물학적 처리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생물막법에 대한 끊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이해 생물막 부착형성을 위한 펠렛형 다공성소재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생물막에 대한 소재 및 공정연구등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 

으나 이 를 위한 다공성 펠렛에 대해서는 연구가 소홀하며 특히 무기질 소 

재에 대한 연구는 하수슬러지의 다공성 담채， 적니의 다공성 펠렛등에 대 

한 연구외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폐광미중 실리카를 분리회수하고 난 약 50%의 점토성 풍화산물을 

이용한 다공성 펠렛의 개발은 난 분해성 산업페수처리를 위한 생물막 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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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생물막 처리에 대한 다공성 소재는 주로 폴리머계열의 소재 

와 활성탄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은 소재 특성상 가 

볍고 제작공정이 다소 간단하고 싸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으나 고온， 산 

성환경등에 약하기 때문에 응용분야가 제한적이며 환경친화성이 아니고 초 

기 미생물 부착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무기질 다공성 소재로 폐 

광미 슬라임의 특징은 폐무기자원으로 재생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폐자원 

의 활용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큰 의의가 있다. 

소성에 의하여 발포 팽창하는 현상규명에 대한 연구는 1900년대 이전부 

터 연구되어 왔으나 Riles(1980)에 의하여 체계화되어 응용되고 있다. 폐광 

미 슬라임의 발포， 팽창에 대한 정확한 규명은 어렵지만 기존의 연구결과 

와 본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볼 때 페광미 슬라임의 발포특성은 대체로 1) 

고온에서 액상을 형성하고 그 액상이 발생하는 가스를 내부에 포집할 수 

있을 만한 점도를 가지며， 2) 액상이 형성될 때 동시에 가스발생물질이 존 

재하여 발포가 진행됨을 볼수 있었다. 

광미슬라임의 발포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해보면 

1) FeS2 • S , SO~， S03(450-650 0C) , 2) Fe20 3 • Fe3040390 0C) 

3) MgC03 • C02, 4) CaC03 • C02, 5) 유기 물 • H2, N2, CO, C02 

6) 점토광물 • H20 

등의 분해로 발포가 진행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반응으로 작용하는 물질 

에 대한 발포특성에 대한 연구가 향후 필요하다. 

그림 3과 4는 본연구실에서 제작한 실험용 다공성 펠렛과 흡음용판재의 

단변을 보여주고 있다. 석탄회 를 이용한 경량골재 제조과정 등에서 나타나 

는 기형적인 발포특성보다는 생성된 기공이 작고 균일한 분포현상을 나타 

냈다. 그러나 슬라임을 제거한 실리카 주성분의 산물에서는 발포가 생성되 

지 않았고 수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김완태 등， 1996) , 

따라서 페광미슬라임을 이용한 다공성 담채 및 흡음재 제조는 폐광미활 

용에 있어서 큰 의의 를 부여 할 수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폐광미중에 함 

유된 시안화물의 제거 측면에서도 슬라이임의 소성처리는 매우 중요하다. 

토양중에 함유된 시안화물은 고온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시안이 분해되고 

이때 CO , CO:!와 NO , N02가 발생됨으로 시안화물을 효과적으로 완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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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림 4. 다공성 흡음용 판재 

5.5 유가금속화수 

국내의 폐광미로부터 효율적인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및 근본적인 

시안(CN)제거 공정 등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식 방법과 간접식 방법을 접목하여 폐광미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희유금속을 회수하고 환경오염도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 

하여 왔다. 먼저， 직접식 방법을 활용하여 폐광미속에 함유된 유가금속(금， 

은， 동， 아연 등)을 회수함으로 경제성을 높이고 회수 후에는 환경에 무해 

하도록 완전 처리 후 골재화하여 공사용 골재로 사용하고， 간접식 방법 

을 활용하여 양이 온 교환에 의 한 중금속(As， Cr, Cd, Pb, Hg , Mn , Cu , Zn, 

Fe, 등)의 흡착과 염기성 성분에 의한 산성의 중화로 청정 환경 상태로 복 

원한다. 이 기술을 활용하게되면 동력 및 인력이 거의 필요치 않기 때문에 

폐광산의 산성 광미와 폐수 처리에 아주 적합한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조사된 바로는 광미 속에는 많은 양의 유가금속(금 1 -3g/t ， 은; 

5- lOg/t) 이 함유되 어 있으나， 또한 많은 양의 구리 나 아연(구리 : 10- 150g/ t 

아연 10-200g/t) 이 함유되어 있어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로는 금， 은의 경 

제적인 처리가 불가능하여 지금까지는 폐광미로 전부 버려져 방치되어 왔 

c.} (Fleming et al , 1984, 1990, Bolinski and Shir1ey , 1996, Marsde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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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1992, Mackenzie, 1993). 그러나 본 기술의 사용 시에는 사용된 모 

든 시약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며 금， 은의 회수와 함께 구리， 아연까지 부산 

물로 회수가 가능한 대단히 경제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또한 처리 후 나 

온 폐수나 페광미에 함유된 시안(CN)을 완전 회수한 후에 보내기 때문에 

완전한 환경 친화적인 처리방법이다. 

본 기술은 폐광미로부터 모든 중금속 및 시안과 같은 유해물질을 제거 

함과 동시에 광미 속에 함유된 미량의 희유금속(금， 은， 구리， 아연)을 경제 

적으로 회수하여 자원화 함으로서 경제성과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보통 금， 은 추출 후에 나온 광미는 많은 시안화물을 함유하고 있어 많은 

환경문제를 야기하나(폐광의 모든 광미와 폐수 속에 유해량의 시안이 존 

재) 본 기술은 모든 시안화물과 중금속을 광미로부터 제거함으로 폐수속의 

시안 잔류량을 환경규제치 이하로 제거할 수 있다(그림 6). 

본 기술에서 금， 은， 동， 아연의 추출은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나， 추출후 

의 농축과 금， 은， 동， 아연의 분리회수가 기존의 접근 방법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기존의 기술로는 동， 아연 (50mg끼 이상)이 금， 은과 같이 들어 있 

을 경우 많은 시약의 소비와 또한 분리회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경제적이 

었 다 (Fleming, 1998). 

본 기술은 그림 5에서와 같이 금 은과 동 아연의 분리회수 2단계로 나뉘 

어 지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금， 은을 분리 회수한 다음에 둘째 단계에서 

구리 아연을 회수하고 또한 함께 들어간 모든 시약을 회수하여 재사용 할 

수 있어 대단히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기술이다. 기존의 방법들은 시 

안(CN)을 산화 시켜 제거해왔으나 제거하기 위해 들어간 많은 산화제와 

시안화물의 제거로 인한 초기시약의 손실로 대단히 비경제적이다. 따라서 

본 기술에서는 시안을 산화해서 제거하기 보다는 시안(CN)을 회수하여 재 

사용 한다. 그림 6에서 처럼 동과 아연의 제거 단계 후에 시안화물을 회수 

하는 공정을 추가하여 회수 후 다시 NaCN으로 재사용하도록 개발함으로 

써， 기존의 기술과 시안(CN)의 회수율 비교시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100%까지 회수하여 재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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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폐광미 자원화처리 

공정은 크게 5단계로 본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자원화 기술로서 다음 그림 7과 같이 

수 있다. 

그2;;<jQ 
。 0 2. 제안할 

[> 1 단계 : 마분쇄단계， [> 2 단계 : 자선분리/분급단계， [> 3 단계 : 유 

가물 회수단계， [> 4 단계 : 고순도 실리카 제조단계， [> 5 단계 : 다공성 

담채/흡음재 제조 단계 

따라서 본 폐광미 자원화기술 공정은 폐광미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완 

전처리 목적과 아울러 본 공정에서 발생되는 생산물과 부산물을 회수하여 

유가자원화 함으로써 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또한 본 기술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폐광산 광미중에 함유되 

어 있는 시안화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통해 토양을 복원화 할 수 있으며， 

현재 금， 은추출 공정에서 사용한 후 방치해오고 있는 수만톤의 시안화합 

물로부터 시안제거 및 중금속 제거를 수행할 수 있는 복합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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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폐광미 자원화처리기술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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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우리 나라의 광해 발생 현상은 대부분 휴 · 폐광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 처리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이다. 광해 방지사업은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 없이 계속적인 투자만 요구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운 부가가치를 얻으면서 광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치유 및 복원 

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하게되면 적은 투자로서도 경제적으로 환경오염문제 

를 해결할 수 있게될 것이다. 

본 기술의 수요는 문제점이 노출된 휴 · 폐광산수만 약 126개 정도로， 이 

들의 처리에만 수천억원의 처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기술 

로는 완전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식 방법과 간접식 방법을 접목하여 폐광미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희유금속을 회수하고 환경오염도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 

하고자 한다. 먼저， 직접식 방법을 활용하여 폐광미속에 함유된 유가금속 

(금， 은， 동， 아연 등)을 회수함으로 경제성을 높이고 회수 후에는 환경에 

무해하도록 완전 처리 후 고부가가치의 비금속원료화하여 사용하고， 대부 

분의 폐광산의 광미에 존재하는 많은 량의 시안화물의 처리는 기존의 처리 

방법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며 대부분이 임시 미봉책으로 밀봉 해놓고 있 

는 실정인데 본 기술에서는 시안화물이 함유된 슬러리를 고온에서 소성하 

여 다공성 흡음재를 제조하면서 모든 시안화물이 고온 산소하에서 반응하 

여 C02 및 N02 가스화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처리 방법이라 

하겠다. 다음은 간접식 방법을 활용하여 양이옹 교환에 의한 중금속(As 

Cr, Cd , Pb, Hg , Mn , Cu, Zn , Fe, 등)의 흡착과 염기성 성분에 의한 산성 

의 중화로 청정 환경 상태로 복원한다. 이 기술을 활용하게되면 동력 및 

인력이 거의 필요치 않기 때문에 폐광산의 산성 광미와 폐수 처리에 아주 

적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본 기술의 개발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 

시하고 있는 광해로 인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사업과제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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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상점토화합물의 가교화를 통한 신규 

나노다공성 고체물질의 합성 

Novel Nanoporous Solids via a Pillaring of Aluminosilicate 

Layers 

Yang - Su Han 

Department of Chem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 742, Korea 

Abstract 

Pillaring of meta1 oxide clusters with nanometer sca1e into the 

interlayer space of si1icate 1ayers has been regarded as a prormsmg 

way for the design and synthesis of porous nanocomposites with 

desired functions in se1ective cata1ysts, adsorbents, and ion- exchangers. 

In recent, porous nanocomposites are a1so attracted as stab1e inorganic 

supports for encapsu1ating photo- and e1ectroactive species in controlled 

nanospace. Here we describe the synthesis of a new fami1y of 

nanoporous pillared compounds based on the interca1ation of si1ica- based 

metal oxide nano- so1s into the expendab1e a1urninosi1icate. 

Clay Minerals 

Naturally occurring 1ayer si1icates are generally called clay 

minera1s. They are essentially crystalline materia1s of very fine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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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 2m). Due to their extensive occurrence, they were easily found 

by human and already 2500 years ago applied in potteη and ceramÏcs. 

Nowadays, clays are used for numerous industrial application as 

adsorbents, cata1ysts, ion exchangers, inorganic additives, fertilizers , etc.1 

Clay minerals can be subdivided into categories by several 

criteria. Most common is the classification of phyllosilicates according to 

their layer type (2:1 or 1:1), charge density, location of isomorphous 

substitution and octahedral layer type (di- or trioctahedra]). Among 

many aluminosilicates, smectite is a group of 2:1 type layered clay 

mineral consisting of negatively charged silicate layers and readily 

exchangeable interlayer cations. Fig.l shows the crystal structure of 

montmorillonite, which is a typical smectite. The silicate layers are 

essentially made up of layers formed by a 2:1 condensation of sheets of 

linked Mε3(OH)6 octahedra, where M is either a divalent or trivalent 

cation, being sandwiched between two sheets of inward pointmg 

Si(O,OH) -J tetrahedra, glvmg a 

layer with the formula of 

Mz 3Si~OlO ( OHh. Isomorphous 

substitution of layer metal cations 

with similar size and lower 

valency, such as Si4+ Al3+, 

Al3+ hIg2+, and hIg2+-Lr, 

generates a net negative charge, 

which is compensated by the 

interlayer metal cations (generally 

Na+ or Ca2+).l 

T 

• Silicon 0 Oxygen 

Fig.l Crystal structure of montmorill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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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lared Clays 

The unique acid nature of clays has been used in the various 

acid~catalyzed reactions. lndustrially, acid~ activated clay was used as a 

cracking catalyst to obtain gasoline in the 1930s. ln 1955, Barrer et a1. 

reported the pillaring of silicate layers with organic molecules, such as 

arnines and alkylammonium ions, with generating porosity between the 

silicate layers.:? The swelled or organically pillared structures, however, 

suffered from the thermal stabiliLy of the organic species 

Along with the oil embargo in the 1970s, clays again began to 

attract wide attention as a new type of microporous solid catalyst 

which can altemate zeolites in fluid cracking catalysis CFCC). The new 

type microporous solids are prepared by exchanging the interlayer 

cations of smectite clays with bulky inorganic cations followed by 

calcination. Upon heating , thc intercalated polyhydroxy metal cations are 

converted to corresponding metal oxide clusters, propping open the 

layers as pillars, i.e. a two~dimensional porous network CFig.2). 

Consequently , bidimensional zeolite~ like materials with high thermal 

stability and high surface areas are made, which are called pillar 

• 
( B ) 

。xide pillar 

( A ) : ion exchange with precursory cations (B): conversion to oxide by calcination 

Fig.2 Schematic illustration for the general pilla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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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layered clays (PILC) or cross-linked smectites (CLS). Since the 

frrst report on the Al-PILC in the late 1970s,3 various host materials 

and inorganic pillaring species have been employed to synthesize 

thermally stable microporous materials with high specific surface areas 

and high ca떠lytic activities. Various metal oxide pillared clays reported 

so far are summarized in Table 1. 

Table 1. Metal oxide pillared clays 

Basal Surface Thermal 
Pillar oxide Precursor 

[All써4(OHb]'+ 
[~r4(()H)8+x(HzC) )16-x]얘 xl+ 
[Crn(OH)m]Jn-m 
[FeaO(OCOClli)6]+ 
[Fen( OH)m]3n-m 

Ti02 [Ti() (()H)z]n 
Bi에13 [Bi6(OHh6Y+ 
Ga써13 [Gal3Û4(OH}z4]'+ 
Si02 [Si(acac)꾀+ 
N마05 (NbsCldn+ 

AV~r [~κχlz-Als( OH)~]4+ 
AVGa [Ga04Ah2(OHbr 
AVSi AVSi mixed cluster 
Al/Fe Al/Fe mixed cluster 
AVRE Mixed p이rcation 

(RE=La.Ce) 

없
 짜 행
 械

spacmg 
(Å) 

17-19 
14-25 
17-21 

17 
18 - 29 

25 
16 

18-20 
13 
20 
17 

17-19 
17 - 20 
15-19 
25-28 

area 

앨싫l 
200-300 
100-400 
350-450 

300 

300 
360 
80 

170-낌O 

40-190 
60 
320 

200-300 
300-500 
220-280 
300-550 

빼
 

m=% 

m 
% 
% 

댔
 
% 
% 
% 
m 

뼈
-
%
 

m 
% 

째
 
% 

Since these materials contain micropores larger than those of 

conventional zeolites and exhibit new propertie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illars, they are of interest as new types of microporous solids 

that can seπes as shape-selective catalysts, separating agents, 

supports, adsorbents, and inorganic host matrices, and so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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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 applications of pillared clays are listed in Table 2. 

Table 2. Applications of pillared clays 

Application 
Catalyst 

Property 
- Solid acdidty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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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pe selectivitv 
Photochemistry - Porous supports 

- High optical 

transparency 

Selective 

adsorbent 

Nonlinear optics 
• Molecular sieve- effect - Selective gas/ molecule 

adsorption 

Pollutant scavenging 
Ion exchanger - Cation exchange - Ion exchangers 

capacitv (CEC) • Ion selective membranes 
Membrane • Meso/Microporosity - Gas purification 

filter and separation 
Nanochemistry - Spatially confined pore - Quantum size particles 

Surface nature 

and physics 
Immobilizer 

and clusters 
- Intercalating ability of • Enzyme immobilization 

bio- organic molecules - Controlled releasing 

Nano-Sol Pillared Clays 

Among many potential applications of PILCs, the use of PILCs 

as catalysts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due to their intrinsic 

catalytic activity and molecular sieving function. It has been reported 

that pillared clays have a cracking activity comparable to that of 

zeolites.4.5 Moreover, PILCs with larger pores can admit larger 

hydrocarbons. However, high thermal or hydrothermal stability of the 

materials is required, especially during regeneration of deactivated 

catalyst. Unfortunately, the pillared clays developed to date do nol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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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icient thermal stability. To overcome such a problem, several 

attempt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mixed metal oxide pillars, the 

hydrothermal pretreatment of pillar species, and the application of 
6 9 thermally stable aluminosilicates like rectorite, have been made. 

Silica is one of the oxides of interest to obtain thermally stable 

and catalytically active pillared clays. Some attempts to introduce silica 

pillars in clays have been reported: Endo et a1. and Lewis et a1. used 

organometallic pillaring agents like tris(acetylacetonat이 silicon cations 

(Si( acac)에 and polyderal oligosilsequioxane compounds as 
10,11 precursors.'V,u However, the resulting Si02 pillared c1ays showed 

relatively low surface areas and a small interlayer spacing , indicating 

the presence of only monolayer siloxane chains between the layers. 

We have recently found that negatively charged silica sols can 

be modified to positively charged ones by depositing cationic metal 

clusters (Fé+, A13+’ Cr3+, 2r-l+) , which could be intercalated successfully 

between the silicate layers to form pillared clays with high surface 
12 14 areas and relatively good thermal stability.~~~" Typically , positively 

chargcd rnixed metal oxide sols could be prepared by titrating metal 

aqueous solutions (Mz• =Fe3+, AI3+, Cr3+, and 2r4+) with NaOH in the 

presence of silica sol partic1es. During the titration , the solution pHs 

were adjusted to l.5 - 2.7 to obtain highly polymerized species without 
13 forming undesirable metal silicates precipitates. ~J Thus prepared mixed 

sol particles were easily intercalated into negatively charged silicate 

layers by simple ion exchange reaction at 60"C for 3 -12 h under 

continuous stirring. The reaction products were separated by 

centrifuging , washed with a mixed solution of ethanol and water several 

times to remove the excess sol solutions , and then dried in air.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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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ples were calcined for 2h in the temperature range of 200 -

800 oC under an ambient atmosphere. From the fact that the iron 

hydroxide deposited on the silica sol surface in the Si02- Fe203 mixed 

sol system is highly soluble in an acidic aqueous solution, we could 

successfully derive pure SiO:? sol pillared clay by leaching out the iron 

species with acidic aqueous solution after ion exchange reaction.12 

The resulting mixed sol pillared clays exhibited basal spacings 

in the range of 40 - 60Å depending upon the pillaring species and the 

expanded basal spacings remained constant on calcination at least up to 

800 oC. Furtherrnore, the specific surface areas increased largely upon 

pillaring of mixed sol particles. In particular, SiOz sol pillared clay 

showed extremely large BET surface area of 850 m2j g and the 

significant portion of surface area of 550 m2jg(about 65% of the 

maximum value) was retained even after the calcination at 800 oC. This 

is one of the most therrnally stable pillared clays ever prepared. 

According to the adsorption measurements of nitrogen and solvent 

vapors , it was also found that the micropores created upon pillaring 

have the pore size of 9 - 13Å in diameter. 

According to the X - ray diffraction (XRD) , the sol pillared clays 

showed large basa! spacings (40 - 60A) with a regular stacking 

sequence. It is therefore assumed that the large sol particles 

corresponding to the pillar heights (30 - 50A) or the multilayer 

stacking of small sol particles are incorporated into the interlayer of 

clay. However, the adsorption data excluded the possibility of the 

forrner since most of the pores obtained are much smaller than the 

interlayer distance. Therefore it is resonable to assume multilayer 

stacking of small sol particles where micropores are forrned among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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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s and silicate layers as represented schematically in Fig.3. 

千τ

Fig.3 Schematic structural model of sol pillared c1ay 

of amount the that found was μ
 μ
 

analyses, elemental the From 

metal are much larger than that of conventional interlayer sol particles 

for the larger be the reason may content sol pillars. This large oxide 

pillared sol of areas surface specific higher and separatlOn interlayer 

sol pillared oxide mixed the surface, specific high the Besides clays. 

the which is determined by excellent thermal stability, exhibited clays 

the Although speCles. pillar and lattices of silicate stability structural 

smectltes dioctahderal of groups OH structural the of decomposition 

the of framework the 600-650 0C, range temperature the 10 occurs 

the if temperatures higher to up stabilized be can layer silicate 

with condensation by IOn 0 2 to converted are groups OH structural 

silicate layers. Then, the collapse of oxides or hydroxides between the 

the pillared structure is attributed mainly to the sintering of pillars and 

present the n --
layers. silicate and pillars between reactlOn total a 

sol 

primarily 

between 

IS 

bonds 

montmorilloni te 

covalent strong 

of 

of 

layer 

따
 

formation 

tetrahederal 

the 

the 

clays, 

and 

pillared 

particles 



responsible for high temperature stability, as is often observed in 

conventional pillared clays. In addition, a regular multistacking of 

interlayer sol particles with high sintering resistance increases the 

density of pillars within the interlayer space, providing a high contact 

area with clay sheets, which gives stability to the pillared structure. 

Mesoporous Sol Pillared Clays. 

In spite of the extremely large interlayer separation of the sol 

pillared clays, the pores obtained were mainly micropores with a 

dimension of -lOA. As discussed above, the oxide sol particles are 

almost closely packed between the silicate layers, and the interstices 

formed between sol particles and silicate layers provide pores. This may 

be the reason why the dimension of the pores is not dependent on the 

interlayer separation. 

It is of great importance, therefore, to explore new ways to 

fine- tune the interlayer pore textures in sol pillared clays to obtain 

tailor- made porous materials and to enhance the molecular sieving 

effect. One of the promlsmg ways to meet this end involves the 

post- intercalation of organic templates into oxide sol exchanged 
15.16 clays. " J. W An overall schematic model for the formation of mesoporous 

pillared clays by utilizing organic templates is sumrnarized in Fig.4. 

According to the pore size distribution curves calcu!ated from the 

nitrogen adsorption isotherms revealed that the pore volumes of 

modified samples increased mainly by the increase of mesopores raning 

from 20 to 40A. In addition, remarkably high BET specific surface 
? 

areas of up to 950m"/ g and pore volume as large as 1.4 ml/g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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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d by the modification with organic cations. The N2 adsorption 

isotherms of organic- modified pillared clays better fitted on BET 

equation rather than Langmuir one, suggesting again the enlargement of 

the pore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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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4 Schematic model for the formation of meso 

Concluding Rernarks 

New family of thermally stable nanoporous pillared compounds with 

extremely high specific surface areas and controllable pore sizes could 

be prepared based on the intercalation of silica- based metal oxide 

nano- sols into the expendable aluminosilicate. These new type 

nanoporous solids have versatile potential applications in the 

development of new kinds of molecular devices and molecular functional 

elements as well as high performance shape- selective catalysts and 

adsorb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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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고령토의 건식 정제 기술 연구 

김상배， 조성백， 조건준 

한국자원연구소 활용연구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0 

1. 고령토의 특성 

고령토는 천연산의 미립자의 집합체로서 습기를 가하면 가소성을 나타내 

고， 이것을 건조하면 강성을 나타내며， 충분히 고옹에서 구우면 소결하는 

성질을 가진 함수 알루미노 실리케이트(Ah03 . 2SiÜ2 . 2H20) 광물이다. 

카올린족 광물은 기본 화학식 이 AlzSizOs . (OH) 또는 Alz03 . 2SiOz . 

2H20 이며 이에 속하는 동질 이상체로 카올리나이트(kaolinite) ， 나크라이 

트(nacrite) ， 덕카이트(dickite) ， 할로사이트(halloysite)가 있다. 이 중에서 할 

로이사이트는 기본 조성이 카올리나이트나 기타 이상체와 같지만 과잉의 

수분을 함유하여 Alz03 . 2Si02 . 4H20로 되 어 있으며 결정 도도 낮은 광물 

이다. 일반적으로 고령토는 장석이 지표에서 풍화작용을 받아서 고령토화 

된 것으로 분해 (decomposition) 또는 변성 (metamorphism) 정도에 따라 조 

성광물이 달라지게 되므로 특성을 충분히 조사한 다음 사용하여야한다 

2. 국내외 부존 현황 
우리 나라에서 법정광물 고령토의 분류는 고령토 이외에도 도석， 산성백 

토， 벤토나이트， 반토혈암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들의 전체 매장량은 2 

억 톤 이상이 되지만 고령토(kaolinite) 만의 매장량은 약 73，474천 톤 정도 

이다. 이러한 고령토의 대부분은 경남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다. 지 

역별 매장량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지역이 63，612천 톤으로 천체 매장량의 

83.6% 정도를 차지하며， 다음이 강원도 지역으로 5，927천 톤이 부존된 것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북지역에는 1 ，858천 톤이 부존되어 전체 매장량의 

93.7%가 경남， 강원， 경북지역에 집중적으로 부존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부존량이 많은 지역을 보면 북미지역이 7，260백만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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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매장량의 38.7% , 유럽지역에 6，335백만 톤이 부존되어 32.2% 이 두 

대륙에 전세계 매장량의 70.9%가 부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 

별로는 미주지역 중에서 미국이 전 세계 매장량의 약 38%를 차지한다. 

3. 수급 현황 
고령토의 국내 생산량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며， 내수는 물론이고 수출량 

역시 상당량이다. 그러나 생산량은 점차 감소되어 ‘96년 기준 2，502천 톤을 

생산， 160천 톤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7년도 하소 고령토의 수 

출량은 6，140톤으로 711천불의 외화를 획득한 반면， 수입물량은 21，891톤， 

8，532천불을 지출함으로써 수입액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 

하소 고령토의 수출량은 17，461 톤， 금액으로는 1 ，574천 달러이었으며， 수입 

량은 195，853톤에 41 ，095천 달러로 상당히 많은 물량과 금액이었다. 이러한 

원인은 국내에 생산량은 많지만 고령토의 가공기술의 미개발로 인하여 가 

공원료를 주로 외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4. 고령토의 용도 
고령토의 용도는 내산 내알카리 특성과 높은 반사율과 굴절율， 입자형태 

및 입 도 분포， 유동성 , 타 광물과의 혼화성 (compatibility)등을 이 용하여 제 

지 충전제， 페인트， 도자기， 내화물， 고무와 플라스틱， 비료， 살충제， 의약 

그리고 촉매， 시멘트， 타일 등으로 그 용도는 매우 다양하다. 그중 전세계 

적으로 가장 많은 량이 사용되는 분야는 제지용이며 그 다음이 도자기용 

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요업원료로서의 이용 

요업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령토의 품질규격은 화학조성， 소성 백색 

도， 내화도로 판정되고 있으며， 고령토의 광물조성 또한 중요하며 원료로 사용 

할 때에는 입도분포， 가소수 량， 건조강도， 건조수축， 소성 특성 등을 시험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을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고령토의 주 용도인 도자기， 

내화물， 충전제의 제품별 규격을 살펴보면 도자기용 고령토의 경우 산화철 

을 위주로 하여 실리카， 알루미나 등의 화학적 품위와 내화도와 백색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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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성질을 규정하고 있으며， 충전제용은 화학적 특성보다는 입도를 중 

심으로 물리적 특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분체로서의 이용 

고령토의 용도는 다양하지만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분체로서의 용도를 나 

열하면 의약품용을 비롯하여 제지용 페인트용 고무용 프라스틱용 및 농 

약용 등을 지적할 수 있는데 각국의 산업발전형태에 따라 그의 소비구조에 

차이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과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의 1995년도 고령토의 용도별 소비량과 비교적 저개발국인 중국의 소비량 

을 비교하여 분석하여 보면 판상의 카오리나이트질 고령토의 매장상태가 

양호하고 관련공업이 발전된 미국에서의 고령토 소비형태는 세라믹， 시벤 

트， 벽돌， 유리섬유 및 내화물용 등으로의 사용량은 27.3%에 불과한 반면， 

제지용 충전제 및 코팅용으로의 사용량은 전체소비량의 38.5%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고령토가 다양하게 매장되어 있지만， 

그의 소비형태는 내화재와 세라믹용으로의 사용량이 전체의 85%를 차지하 

고 있고， 용도별 수요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미국의 경우와는 판이하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카오리나이트질 고령토의 매장이 거의 없고， 대부 

분이 침상의 할로이사이트질로서 충전제용으로는 제약을 받으므로 대부분 

의 공업충전용 분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생산량으로 집계하면 1997 

년도 57만 톤이 생산되었으나 백색의 고령토는 6만 톤에 불과하고， 도색고 

령토의 생산량이 23만 톤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대부분 내화물 및 요업소지 

용으로 사용되는 기타의 용도로는 대부분이 시멘트용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2 .1. 제지공업 

제지공업에서 고령토를 충전제로 사용하는 목적은 불투명도와 백색도의 

향상， 인쇄적성의 개선에 있으며 안료를 코팅하는 목적은 원지의 불균일한 

표면을 충진， 도포하여 백색의 불투명한 표면을 만들고 인쇄하기 적절한 

균일한 흡수성을 가지도록 표면을 만들고자 하는데 있으며， 기본적으로 요 

구되는 물성은 분산성， 입도분포， 상용성， 굴절율 및 백색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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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공업에서 요구되는 고령토 분체의 일반적인 규격을 정리하면 

1. 충전제의 품질요건은 고령토 순도 90%이상， Fe203 & Ti02 1.0% 미 

만. 석영 1.0- 2.0% , 광택도 80이상， 입자크기 2.0μm이하 50-70%, 등이 요 

구되고 있는데， 제조방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순도는 air floated filler 

80- 81 , water washed filler 81 - 86, delaminated filler 86- 87, calcined 

kaolin 91 - 93 등이 다 

2. 코팅제의 품질요건은 고령토 순도 90-100% , Fe203 0.5- 1.8%, & Ti02 

0.4-1.6% , 광택도 85이상，입자의 크기 2.0μm이하 80-91% 이지만 고농도 

저점도의 슬러리를 선호한다. 

4.2.2. 고무， 페인트 및 프라스틱 공업에서의 이용 특성과 품질규격 

고무， 페인트 및 프라스틱 공업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각종 물성과 가공 

성 및 증량에 의한 경제성 등인데， 고령토에 대한 대표적인 요구물성은 미 

세한 고분자물 중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것과 앓은 편상으로 고분자물에 잘 

배향되는 것 그리고 고분자물과 표면친화력이 우수할 것 등이다. 

페인트 및 프라스틱 공업 중에서는 사용수지의 종류， 제품의 요구물성에 

따라 여러 가지의 분체가 사용되는데， 고령토 분체의 경우에는 분체제품의 

품질에 따라서 그의 적용성을 달리하고 있다 

즉 일반제품(standard grade)은 평균 입자크기가 0.2-9.5μm 정도이며， 이 

는 polyester의 부피감소와 표변인열 (surface crazing)을 줄이고 가공특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때 입자가 크변 인장강도가 크 

며 입자가 작으면 표면가공성과 압축강도가 향상된다 

고급 엽열(쫓싫)제품(delaminated grade)은 판상을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 

로 분쇄한 제품으로， 고무에 첨가하는 경우에는 보강효과가 있고， 페인트 

및 프라스틱 충전재로 사용하면 일반 고령토 분체제품에 비하여 은폐율， 

인장강도와 인장 탄성율 증가율이 30%를 넘는다고 보고되어 있다. 

소성 고령토 제품(calcined grade)은 흡유량이 일반제품이나， 엽열제품보 

다 높고， 표면 반응성이 낮으므로 안정성이 우수하고， 고분자 제품의 색상 

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은폐율 및 전기저항이 높은 고광택도를 가 

진 백색분말이다 

표 면 처 리 제 품 (surface modified grade) 은 fatty acid , silane, titan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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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ester, metal hydroxide등으로 미분체 표면을 코팅처리한 제품으로， 특 

히 silane처리한 것은 전기절연체， 고무제품， polyester, nylon 등에 많이 사 

용된다. 

이외에도 고무， 페인트 및 프라스틱 공업에서는 열팽창율， 열전도도， 경 

도， 제품의 은폐력， 기계적 강도， 약품내성 및 미관상등의 조절용으로 비금 

속 광물 분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PE， Nylon , PVC, Polyurethane, 

Polystylene등에서는 부피 증량과 안료로서의 사용이 주된 목적이지만， 전 

선용 PVC에서는 내마모성이 높고， 소성 고령토 분체는 전기절연저항이 높 

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합성수지 공업에서 사용되는 충전제는 기본적으로는 제품 제조원가를 절 

감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무기질 충전제를 사용하는 것이며， 

최근에는 제품의 탄성율의 증가， 압축강도의 조절， 전기 절연성의 증가등 

일부의 기능을 보강하는 용도로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 전선용 및 건자재 종류는 강도， 경도， 탄성 및 기 

타의 물성부여를 위하여 충전제를 20wt.%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면 충전제의 사용량은 전체 합성수지 생 

산량의 약 10%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합성수지 전체 생산량은 420만 톤/ 

년이므로 충전제의 종류별 사용량은 약 42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의 추산이 

가능하며， 자동차 공업용， 엔지니어링 프라스퇴 (engineering plastic)의 경우 

에는 충격 및 곡율 강도의 보강을 위하여 활석분체와 같은 판상의 분체를 

사용하고， 전선용의 경우에는 소성 고령토 분체를 사용하는 등의 일부 용 

도에서는 기능성 분체를 사용하지만， 아스타일， 장판， 파이프 등의 일반품 

목은 값이 싸고 국내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질 탄산칼숨의 사 

용량이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2.3. 의약 및 농약공업에서의 이용특성과 품질규격 
고령토를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령토 분체가 가지는 흡착성을 이 

용하는 경우인데， 고령토를 환부에 부착하면 세균 대사물， 독소 등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흡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흡습성， 건조지연 

의 효과를 이용하는 습포용 제제 등에서도 표면으로부터의 수분이나 분비 

물을 흡수하여 염증이나 통증을 경감사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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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 고령토의 경우에는 고령토 중에 함유된 결정수분을 탈리시키면 고 

령토에는 미세기공(micro-pore) 이 형성되는데， 이는 흡착활성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는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공업에 

사용되고 있다 

의약 및 화장품용 등은 중금속 및 염화물의 함유량이 가장 중요한 요구 

물성으로서， 중금속의 함유량 20ppm 이하， 일본 약방문에는 50ppm이하， 

산 가용물 1O.0mg이하 액성 pH:4.0-7.5, 강열 감량 15%이하 및 비소함유 

량 2.0ppm이하 등이 요구된다. 

농약의 경우에는 회석 증량제， 약효의 지연제， 약제를 담지하는 효과 

(carried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령토 분체의 품질요건은 주된 약 

제의 대하여 불활성일 것， 동물이나 식물에 대하여 불활성일 것， 값이 저렴 

할 것， 안정적 공급능력이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분제(初刺) 및 

입제(함齊IJ)， 수화제(水和엠) 등의 농약에 이용되고 있다. 

농약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가 20-28μm 수준이며， 10.0μm 

이하 입도의 함유량이 15% 이하일 것， 액성 pH:4.5 - 5.5, 겉보기 비중은 

0.5- 1.05 등의 물성이 요구되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용도로서 

활석 분체가 많이 사용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 고령토의 정제기술 
고령토는 풍화작용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불순물의 혼입이 많아 대부 

분이 정제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 

토의 정제를 위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 이 러한 정제기술은 용도 

에 따라 상이하며， 충전제용으로 사용되는 고령토는 석영 및 함철광물의 

제거는 물론이고 백색도 향상을 위한 표백기술과 입도조절을 위한 분쇄 분 

급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요업원료로 사용되는 고령토는 백색도 

향상과 가소성 등 물성 향상을 위한 정제기술 위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러 

한 정제기술로는 원광의 품위가 비교적 우수한 뉴질랜드에서는 단순히 수 

비에 의하여 고품위 요업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수비(침강) 

및 표백처리 그리고 분쇄 분급에 의하여 백색도가 높고， 미세한 고급 충전 

제를 생산， 전세계에 고가로 판매하고 있으나， 함철광물의 혼입이 많은 브 

라질 등에서는 자력선별에 의한 함철광물을 제거하여 정제 고령토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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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러한 정제기술의 개발은 국내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어 고구배 

자력선별에 의한 정제기술， 수비， 부유선별， 수비→고구배 자력선별 산처리， 

산처리， 미생물 처리기술 등이 연구되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 

였으나 모든 기술이 습식공정인 관계로 산업화에는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 

였다. 그렇지만 국내외의 꾸준한 연구결과， 국내 한 광산에서도 마광-미생 

물 처리공정에 의한 고령토 정제시설을 준 공장급 규모로 설치，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고령토는 미립의 

점토광물로 조성되어 습식 공정인 경우 산물의 탈수， 건조， 해쇄는 물론이 

고 폐수처리 등 공정이 복잡하고 원가상승 요인이 많아 산업화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 현황과는 달리 국내에 부존된 고령토는 그 동안 고 

품위 원광 위주로 선택 채광하여온 관계로 고품위 원광이 소진상태에 이르 

렀으며， 대부분이 침상의 할로이사이트질로서 각종 충전제용으로 사용이 

곤란한 물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어 용도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국내 고령토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급 도자기 소지원료 생산을 

위한 정제기술을 개발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러나 국내의 전반적인 경 

기가 IMF 구제금융에 따른 침체에 따라 요업제품의 수요가 급감， 원료광 

물의 수요 역시 감소추세에 있어 국내 관련업계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치침체는 머지않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료광 

물， 특히 고품위 광석의 수요는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국내에 부존된 중저품위 광석의 특성에 맞는 고령토의 활용을 위한 경제적 

인 정제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6. 건식정제기술에 의한 하동 고령토의 정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은 매장량 및 생산량을 나타내는 하동고령 

토에 적용이 가능한 경제적인 정제기술을 개발하고자 건식 분쇄 및 분급에 

의한 고령토의 품위향상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적정 분쇄입도 및 분급 

점을 규명하고， 정제산물에 대한 가소성， 소성백색도， 수축율 등을 검토하 

여 최적의 정제공정을 개발하여 고급 도자기 원료 생산기술을 확보， 부존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과 관련제품의 수입대체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하동 카오린 광산에서 생산되는 WB원광의 주 구성광물은 Albite, 

Anorthite, 백운모， 석영， 고령토， Tremolite, Montmorillite 등이며， 원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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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석류의 혼입이 많아 산화칼슐의 품위가 5.0%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원인은 모암의 풍화가 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 

한 원 광석 에 서 검 출 되 는 광물 이 외 에 Hastingsite, Montmorillite, Tremolite 

등이 수반됨을 알 수 있었다. 

6.2.1. 체가름 실험 

원광의 광물감정 결과에서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불순물은 주로 석영 

과 장석 그리고 녹염석 등으로 이러한 광석은 고령토에 비하여 비교적 굵 

은 상태로 산출되고， 경도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원광석 

은 입도에 따라 화학성분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입 

도분포에 따른 성분의 변화와 불순광물이 비교적 많이 농축되는 입도를 규 

명하고자 원광에 대하여 체가름 실험 및 각각의 산물에 대한 화학분석을 

수행하였다. 하동 WB의 체가름 실험 결과， 325mesh 이하 산물이 양이 

41% 정도이었으며， 실리카는 미립으로 갈수록 적어지고， 알루미나 품위는 

미미하게나마 미립으로 갈수록 향상되었으며 철분의 품위는 +325mesh 입 

도의 산물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건조강도에 악영향 

을 미치는 산화칼숨은 150mesh 이상의 입자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장석 

등이 비교적 굵은 입자로 산출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산화티탄은 

28/ 100mesh 산물이 평균품위 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6.2.2. 분쇄실험 

시료의 특성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하동 고령토 광석에는 상당량의 불순광 

물이 흔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석영을 비롯하여 장석 그리고 산화철을 

비롯한 함철 광물 등이다. 이러한 불순광물은 고령토 입자의 크기는 물론 

이고 경도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정 

제기술은 강력한 마광기이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볼 밀을 이용하여 단체 

분리를 위한 마광을 하여온 관계로 조암 광물의 경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 

으로 미립화시켜 조암 광물의 물리적 특성을 정제과정에서 이용하기는 곤 

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암광물의 물리적 특성을 감안하고 이러 

한 특성을 정제공정에서 이용하고자 조암광물의 특성을 고려한 선택 분쇄 

륜 하고자 분쇄 메카니즘이 단순 충격인 임팩트 밀을 사용하였다 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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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의 주요 구성은 시료 저장탱크， 진동식 급광기， 분쇄매체， 시료통 그리고 

집진 장치로 구성 되어있다. 특히 분쇄효율을 향상시키고자 분쇄매체 주위 

에 나선형 케이스를 부착， 분쇄 매체에 1차 파쇄 된 광석이 케이스에 2차 

충돌이 이루어져 분쇄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분쇄실험은 임팩트 밀 

의 회전수를 5,000, 7,000, 9 ，000rpm으로 변경하면서 수행하였으며， 분쇄된 

산물은 air jet sieve를 사용하여 325mesh를 기 준으로 체가름， +325mesh 

산물의 생산율을 측정 및 화학분석 후 원광의 품위와 +325mesh 산물의 품 

위를 토대로 325mesh 산물의 품위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 에 

나타내었다. 

6.2.3. 분급실험 

분쇄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분쇄율을 적절히 조절한다면 불순물의 

미립화 방지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용 시료 

는 불순물이 주로 장석， 석영， 녹염석 그리고 소량이지만 일메나이트 등임 

을 현미경 감정결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불순물은 비교적 굵은 상태로 

산출될 뿐만 아니라 일부 광물은 고령토에 비하여 비중이 높은 광물이 함 

유되어 있으므로 입자의 크기와 비중의 영향을 주로 받는 분급시에 굵은 

산물로 분리， 회수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각 분쇄율 별로 분쇄된 시료를 

대상으로 공기 분급기를 사용하여 18, 25, 34μm을 기준으로 분급실험을 수 

행하여 정광- 1( 18μm 이하) , 정광-2(18-25μm) ， 정광-3(25-34μm)과 광미 (34μm 

이상)로 회수하여 각 산물에 대하여 화학분석， X 선 회절분석， 현미경 관 

찰을 하였으며， 특히 정광 l에 대하여는 가소성， 소성 백색도， 수축율 등 

물성을 검토하여 원광과 비교하여 보았다. 물론 이보다 미세하게 분급을 

한다면 보다 고품위 정광의 회수도 가능할 것이고， 보다 굵은 입도로 분급 

한다면 정광 생산율이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분급점은 상황에 따라 적절 

히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분쇄실험에서 나타난바와 같 

이 이보다 굵은 입도로 분급한다면 생산율은 증가하겠지만 정광의 품위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최대입도를 34μm으로 결정하였다. 

다음 Table 2는 7，000rpm으로 분쇄한 산물의 분급실험 결과이다. 정광 1 

의 생산율은 39.6wt.% 이었고， 품위는 44.3% Si02, 37.0% Ab03, 0.7% 

Fe:<03, l.2% CaO, 0.1% Ti02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종정광의 생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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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77.0wt.%, 품위는 44.6% Si02, 36.1% Alz03, 0.8% Fe203, l.8% CaO, 

0.1% Ti02이었다 

분급한 각 산물(정광- l. 2. 3과 광미)에 대하여 x-선 회절분석 결과를 

다음 Fig. 1 에 나타내었다. Fig. 1 의 정광- 1의 x-선 회절분석 결과 고령토 

의 봉우리가 주로 나타났으며 그외 백운모 일라이트， 몬모릴로나이트 등의 

봉우리가 검출되었다. 정광 2에서는 정광 l과 거의 유사하였으나 몬모릴로 

나이트 봉우리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정광 3에서는 몬모리로나이트 

봉우리가 더욱 뚜렷하여 졌으며 특히 정광- l. 2와는 달리 Anorthite 봉우 

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장석류가 비교적 미분쇄가 

쉽게 이루어지지만 고령토보다는 굵은 상태로 남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다 

음 광미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 광미에는 고령토 등 점토광물의 봉 

우리는 거의 소멸되었으나 장석류의 봉우리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그 외 

석영， 몬모릴로나이트， 백운모， 그리고 고령토 등이 미미하게 검출되었다. 

6.2.3. 물리적 특성 검토실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고령토의 품질규격은 화학조성， 소성백색도， 내화도로 

판정되고 있으며， 고령토의 광물조성 또한 중요하며 원료로 사용할 때에는 입도 

분포， 가소수량， 건조강도， 건조수축， 소상특성 등을 시험하여 물리화학적 특성 

을 충분히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업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로 알려진 가소성 및 소성 백색도를 원광과 정광 

- 1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정제 고령토의 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가소성 

치는 원료의 입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원광시료는 정광- 1과 같은 

입도로 조절하기 위하여 진동 볼 밀을 사용하여 일정시간 마광하여 18μm 

이하로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소성 백색도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도자기 소 

성옹도인 1230 0C 와 1280 0C 에서 120분 동안 소성 후 일본 Minolta사 

(Model:CR-200)의 Colorimeter로 측정 후 Hunter whiteness로 환산하여 

소성 백색도 수치를 구하였다. 그리고 가소성 측정은 독일의 Pfefferkom이 

제안한 방법으로 구하였다. 하동 WB급 고령토의 가소성치는 25.9% 정도 

이었으나 정광은 이보다 30% 이상 증가된 32.7-34.8%로 상당히 향상되었 

으며， 소성 백색도 역시 원광의 89.34에 비하여 정광은 95.6 이상으로 백색 

도 향상율 역시 매우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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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of Grinding Test on Ha- dong W묘Grade 

Rev. Yield Composition (%) 
(rpm) Prod. (wt.%) Si02 Alz0 3 Fez0 3 CaO MgO KzO Na20 TiOz 19loss 

+325 46.1 46 .18 33.69 1.16 8.29 0.27 0.50 1.51 0.31 9.79 
5.000 

-325 53.9 45.09 36.01 0.97 2.24 0.23 0.54 1.05 0.18 12.65 

+325 36.4 46.43 33.19 1.19 9.05 0.28 0.48 1.61 0.34 9.13 
7,000 

-325 63.6 45.11 35.94 0.99 2.73 0.23 0.54 1.06 0.18 12.59 

+325 32.1 46.48 33.06 1.19 9.27 0.27 0.47 1.64 0.36 8.96 
9,000 

-325 67.9 45.37 35.99 1.00 3.04 0.24 0.55 1.09 0.18 12.51 

Table 1. 

Result of Classification Test on Ha- dong WB-Grade 

Yield Composition (%) 
Products (wt%) SiOz Alz03 Fe203 CaO MgO KzO NazO TiOz 19loss 

Conc.-1 39.60 44.26 36.98 0.72 1.16 0.21 0.41 0.55 0.12 14.48 

Conc.-2 18.80 44.57 36.16 0.85 1.86 0.23 0.49 0.61 0.13 13.71 

Conc.-3 18.60 45.41 34.15 0.95 3.1 2 0.28 0.55 0.84 0.15 11.95 

Tailing 23.00 48.87 31.06 1.90 15.84 0.32 0.75 3.37 0.61 3.68 

R.O.M 100.0。 45.59 34.94 1.06 5.03 0.25 0.52 1.26 0.24 11.38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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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 - ray diffraction pattems of the various kinds of 
H a - dong WB grad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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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하동 고령토 WB 급과 같은 저품위의 국내 고령토를 정제하기 위하여 건 

식 기술을 이용한 정제 방법을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분쇄율이 무한히 

증가하여 원광을 미립화시킨다면 단체분리는 많이 이루어지겠으나 불순광 

물의 미립화로 인한 선별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분쇄 

율 및 분급점을 원광석의 품위와 정광의 용도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면， 

습식정제 방법이 아닌 건식정제 기술만으로도 원하는 품위 혹은 정광의 생 

산율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 

어진 결과를 산업화에 연결시킨다면 원광→해쇄→분쇄→분급→정광 과 같 

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에 의해서도 국내 저급 고령토를 정제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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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회 활용분야 

1. 전력사업에서의 석탄회 재활용 현황 

차 동원 (한국전력공사) 

2. 습식처리방법에 의한 석탄화중 불순물 제거 

양 정일， 전 호석， 선 희영， 배 광현 (한국자원연구소) 

3. 300kg/hr급 석탄회 정전분리장치에 의한 마연탄소 

저감 성능 연구 

김 성철， 검 재관 (전력연구원) 

4. 되메우기 재료로서 Bottom Ash 재활용을 위한 다점 

-간극비 상에 투수성 분석 

임 남웅 (중앙대 학교) 

5. 자열소성법에 의한 석탄화 경량골재 제조 

남 철우， 홍 성웅， 최 영윤， 유 연태 (한국자원연구소) 

오 충봉 (인하대 학교) 

6. 석탄회를 이용한 고상폐기물의 복합처리 기술 

이 기강 (경기 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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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力塵業에서의 石행友 再活用 現況

車 東 f훈 

韓팅꾀電力公社 環境立地處 資源活}뀌部 

Utilization of Coal Ash in KEPCO 
Dong- Won Cha 

Resources Reutilization Section, Environment & Siting Management 

Department, Korea Eletric Power Corporation 

1. 序 論

전력산업의 석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석탄회(右벚까) 발생량도 증가하여 

2010년경 석탄회 발생량은 약 6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상당한 규모 

의 회처리장(까處理場) 부지(썼地)가 소요될 뿐만아니라 되며， 그에 따른 

투자비 증가， 환경훼손， 민원발생 등으로 전원입지(電파t地) 확보가 더욱 어 

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회사는 석탄회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석탄회 정제공장 건 

설， 다양한 연구개발 등 본격적인 석탄회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1998년도에는 석탄회 발생량 366만톤 중 118만톤을 시멘트원료와 콘크리트 

혼화재 등으로 재활용하였다. 석탄회 재활용률은 ’92년 10.6%에서 ’ 96년에 

20%대에 진입하였으며 ’98년에는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하였고， 금년에 

는 4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석탄회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여 전량 재활용하는 

나라도 있으며， 대체적으로 50-60%대의 높은 재활용률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회사도 2010년도에는 60% 이상을 재활용토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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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發電所 現況

’98년도를 제외한 최근 전력 사용량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어， 전 

건설 대용량 발전소를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지속적으로 시키기 위해서는 

전원입지확보에 

조
 
「츠

 
。요

 
수
 

l 력에너지 

요구되고 있으며， 천연가스 화력발전은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무 

연탄(無뺀벚)화력은 국내 탄광이 쇠퇴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90 

해외에서 수입되는 역청탄(縣펀벚)이 대용량 발전소 사용연료로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회사에서도 

.A~ 드~.A~ 01 -, -. -, L!. 원자력발전은 한다. 

협력이 

해야 

년대에는 

여처 -, 。수입 제외하고는 거의 

탄을 주연료로 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될 전망이다. 

。1 l=l_ 트르 
2 --， 등프 

가. 무연탄화력발전소 

。1 。

λ^-현재 가동중인 국내탄화력은 5개 발전소 총 8기로 점차 감소추세에 

며， 국내 

순환유통층연소(備環流動層燦燒， CFBC Circulating Fludized Bed Com-

보일러가 동해화력에 처음으로 가동 

는
 

이
 사
 

저감할 수 배출량을 환경오염물질 적합하고 무연탄 연소에 

후속 영월화력 

순환유동층연소 보일러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15 
。--，중이며 bustion) 

기도 동일한 방식의 

나.역청탄화력발전소 

c -E프 ’90년대에 

의하면 

증가하기 시작한 역청탄화력의 

있으며， 제4차 장기전력수급계획(’98.8) 에 

전망이다. 역청탄은 안정적인 연료의 

설비수는 이후 

증가하고 

증가할 

석유파동 

。l
:cr. 급격히 어서 

확보， 저렴한 가 계속 으로도 

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향후 신설 발전소는 800MW급 대용량 역청탄 

석탄화력발전소 위주로 건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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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l. 역청탄화력발전소 현황 

발전소명 
설비용량 

준공년도 역청탄 수입국가 (MW) 

# l.2 560X2 ’83. 8. ’없 2 
삼천포 # 3.4 560x2 ’93. 4 ’94. 3 

# 5.6 50ü x2 ’98. 1 
# 1.2 50ü x2 ’83 .12 ’84. 9 호주，카나다，미국， 

보령 
# 3-6 50ü x4 ’93. 4- '94. 4 남아공，중국 

호남 # l.2 250x2 ’84.12-'85.6 인도네시아，러시아 
태안 # 1-4 50ü X4 ’95. 6- '97. 8 
하동 # 1-4 50ü x4 ‘98.3- ’99. 3 
당진 # 1 50ü x 1 ‘99.6 

3. 石행友 發生現況

가. 석탄회 발생과정 

석탄발전소에서는 석탄을 미분기(微빼機)로 분쇄 C200Mesh체 70- 80% 

통과)하여 뜨거운 공기와 함께 고속으로 노내(爛內)로 주입하면 석탄에 함 

유된 대부분 광물질의 용융점 이상인 1.500 :t 200 oc 온도 범위에서 부유(浮 
遊)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연소하게 된다. 

이때 연소하고 난 후 남는 물질을 석탄회 (Ash)라고 하며， 무연탄의 경우 

는 26-50% , 역청탄은 8-15% 정도가 발생되며 연소 후 모이는 장소에 

따라 Bottom Ash, Fly Ash 등으로 구분한다 

Bottom Ash는 노벽(爛많) 과열기(過熱뽑) 재열기(再熱뽑) 등에 부착되 

어 있다가 자중(티띤)에 의해 보일러 바닥으로 떨어지며 입경 (fiz:젠)은 1-

2.5.mm 정도로 발전소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회 발생량의 15-

20% 정도가 된다. 

Fly Ash는 절탄기(節벚뽑)나 공기예열기(空氣據熱器) 아래 Hopper에 모 

이는 것과 전기집진기에 의해서 집진되어 집진기 하부 Hopper에 모이는 

Ash를 말하며， 절탄기나 공기예열기 아래에 있는 Hopper에 모이는 Ash의 

F h ” m m 



정도이다. 전기집진기에 의해서 집 

탄종(벚種)이나 연소 

약 5% 입경은 0.3- 1.0mm로 발생회의 

입경은 모이는 Ash의 진되어 집진기 하부 Hopper에 

대부 정도로서 발생회의 75-80% 조건에 따라 다르나 보통 10-30μm이며 

의해 공 기 이 송설 비 (Pneumatic system) 에 있으며， Ash가 재활용되고 분의 

Fly Ash Silo로 건식이송(乾式移送)된다. 

Ash 송 ,... 분쇄 Grinder로 Ash는 Bottom 모인 하부(下部)에서 보일러 

Transfer Ash Ash도 Fly 。}~二;
1직:;L-재활용되지 보내지고 Tank에 Transfer 

매립 보내 함께 회처리장(까處理場)에 물과 Pump로 고압의 모아 Tank에 

한다. 

석탄회가 발 약 370만톤의 

발생현황 

’98년도에는 약 2，820만톤의 

생하였으며 회발생량은 500MW 역청탄발전소의 

연소하여 석탄을 

나. 석탄화 

경우 l기당 연간 약 15만 

비율로 발 

석탄사용량 대비 평균 

정도의 

생하고， 석탄회의 발생률은 무연탄화력발전소의 

38.7%, 역청탄화력발전소는 10.5%가 석탄회로 발생하고 있다 

Fly Ash는 80% , Bottom ash는 20% 
rl 。
/0 ,... 

이중에 정도로 톤
 

발생전망 다. 향후 석탄화 

석탄화력 발전소 증설로 인하여 회발생량이 ’98년도 연간 366만톤에서 2010 

년에는 거의 연간 600만톤 정도로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 

4. 石版友의 性狀

라
 

따
 

역청탄에 받으며， 무연탄과 

탄종별， 석탄 혼합율에 따라 차이가 있다. 

196 -

많이 영향을 연료의 서사으 
。 0'-

다르고 국가별， 

석탄회 



표 2. 발전소별 석탄회의 주성분 (’98년 입하실적 기준) 

무연탄화력 역청탄화력 

-구 τ닝r 서 천 영 동 영월 군 산 동 해 여수 삼천쏘 삼천쏘 보령 태안 하동 당진 
1 1 #1-4 #5.6 

Si02 1 54 45 56.47 56.42 1 52.46 53. 17 56.08 1 55.07 1 46.71 57.48160.37 1 58.2 151.25 

A12031 31.92 30.94 29.76 1 31.72 1 33.77 1 22.1 9 1 22.43 1 20.06 1 24.31 1 24. 17 1 24.72 118.79 

Fe2031 4.37 1 4.41 1 3.81 1 6.05 1 4.43 1 5.79 1 8.07 13.14 1 7.39 1 4.81 1 4.94 113.52 

CaO 1 0.99 1 0.74 1 O.86 1 1.1 2 1 0.7 1 8.61 1 5 88 1 7.33 1 3.17 1 3.57 1 4.23 1 9.35 

MgO I 0.77 I 0.74 I 0.71 I 1.02 I 0.75 I 158 1 1.51 1 2.15 1 1.15 1 0.9 1 1.09 1 198 

Na201 0.37 1 0.14 1 0.50 1 0.63 1 0.22 1 0.39 1 056 1 0.65 0.57 1 0.53 0.54 0.5 

K20 1 4.1 8 1 4.28 1 366 1 4.36 1 4.19 1 0.98 1 105 1 1.08 1 1.02 1 1.31 1 1.17 1 106 

S03 1 0.2 1 0.31 1 0.06 1 0.3 1 0.48 1 2.37 1 3.24 1 5.99 1 2.9 1 2.31 1 2.8 1 1.9 

Ti02 1 1.75 1 1.97 1 1.65 1 1.9 1 1.22 1 1.31 1 1.18 1 1.24 1 1.18 1 1.23 1 1.33 1 1.13 

기타 1 0 1 2.57 1 0.44 I 1.07 I 0.7 I 1.01 1 1.66 0.83 1 0.8 1 0.98 1 0.52 

※ 영월화력은 ‘95년도 분석치임 

표 3. 석 탄회 중 木標벚'* (%, 1998년도 실 적 기 준) 

구분 

무연탄 화력 

역청탄 화력 

Bottom Ash 
3 - 10 
5 - 10 

5. 石版1J< 再活-用 現況

가. 외국의 재활용 현황 

미국( '96년)은 30%, 일본('95년)은 67%를 재활용하였으며 시멘트 · 콘크 

리트분야에 주로 재활용하였다. 

나. 국내 석탄회 재활용 현황 

우리회사는 ’98년도에 366만톤의 석탄회가 발생하였고 이중 118만톤인 

32.2%를 재활용하였다. 주로 시멘트크링커제조원료와 콘크리트혼화재로 활 

용하였다. 

여
 

U 

1 , , 
4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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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 석탄회 재활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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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용도별 석탄회 재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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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발전소별 재활용 현황 (1998년도 기준) 

석탄사용량 석탄회발 
석탄회 

재활용량 재활용 
발전소 (톤) 생량(톤) 

BEL즈 λ씨 。 프 든르츠 
(톤) 률(%) 

재활용분야 
(%) 

서 천 995,346 348,402 35.0 11 ,690 3.4 성토용골재，시멘 E2차 j 

제품，시멘 E 원료 

.!그「 여。 동 733 ‘413 26l.788 35.7 2.742 l.0 주물용 

여L.. 
여。 윌 386.104 180.612 46.8 189.129 104.7 시멘 E 크링커제조원료 

군 산 140.1 19 52.886 37.7 12.209 23 .1 성토용골재 
탄 동 해 272.319 126.968 46.6 81.613 64.3 시벤 E 크링커제조원료 

~、 계 2.527.301 970.656 38.4 297.383 30.6 
보 려。 7.391.221 771.680 10.4 494 .121 64.0 콘크리 E 혼화재 

여--， 삼천포 8,395,288 685,097 8.2 232 ,223 33.9 
콘크리 E 혼화재，시멘 
E 크링커제조원료 등 

청 여수1발 1.039.600 79.488 7.6 
태 안 4.600.280 560.348 12.2 149.249 26.6 콘크리 E 혼화재 

탄 하 동 4.253.094 595.676 14.0 4.932 0.8 콘크리 E 혼화재 

-까i、- 계 25.679.483 2.692.289 10.5 880.525 32.7 
합 계 28.206.784 3.662.945 13.0 1.177.908 32.2 

’ 97년 실적 25.011 ‘741 3.1 97.904 12.79 868.677 27.2 

다. 分野別 石행友 再活m 現況

1) 시멘트크링커 제조원료 

석탄회는 시멘트크링커 제조원료중 점토류(점토규석)의 대체용으로 사 

용되며， 시멘트 크링커 제조원료로 Fly ash와 Bottom ash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벤트 크링커 제조원료량의 5%를 대체하면 점토 사용량을 19 

%에서 14%로 감소시킬 수 있다. 시멘트크링커 제조용 원료는 석회석 78 

%, 점토류 19%, 철광석 2% , 기타 1%로서 시벤트크링커 제조용 원료의 총 

량은 시멘트생산량의 l.5배이다. 

시멘트크링커 제조원료로의 석탄회 수요 가능량은 약 350만톤(’ 98년도 

시멘트 생산 4，610만톤， 석탄회 대체율 5% 기준) 정도이다. 현재 영월화력 

은 발생 석탄회 전량을 성신양회로 공급하고 있으며， 삼천포화력은 석 탄 

회 정제시 발생하는 폐기회를 쌍용양회 동해공장에 해상으로 공급하며， 서 

m … 



천화력은 성신양회에 。1 톤!.트갚 
등~ 1 i:프 공급하고，동해화력의 

Bottom ash는 동양시멘트에 전량 공급하고 있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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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Fly ash는 쌍용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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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도별 Cement 생산량 및 Ash 재활용 실적 

시멘트크링커 제조용원료로 석탄회 사용 가능량은 약 350만톤이나 ’98년 

재활용량은 42만톤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비교시 경제성이 낮기 때문이다. 

점토가격， 수송비， 

제조용원료로 시멘트크링커 

설비비 등을 

공급여건은 

발전소가 시멘트공장과 인접해 있는 일본 이나 유럽의 경우는 대량 재활용이 

용。 지리적으로 해송로가 비교적 하나，우리나라는 

천포，하동화력도 해상수송에 

짧아 가장 유리한 삼 

등 발전소와 시 따른 ‘ 추가 경비가 발생하는 

벤트공장이 대부분 멀어 어려운 실정이다 

2) 콘크리트혼화재로 재활용 

콘크리트흔화재로 재활용하는 석탄회는 Fly ash이며， 발전소에서 나오 

는 Flv ash 는 미연탄소를 함유하고 있어 콘크리트에 혼화 사용시 공기량 

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Fly ash에 포함된 미연탄소를 제거하여 최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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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와 비슷한 입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Fly ash 중 큰 입자를 분 

리 해야 한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Fly ash 중 미연탄소분을 대략 5%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며 미연탄소분을 분리제거 시키기 위한 석탄회 정제 

설비를 갖추고 있다. 

미연탄소 정제방식은 대부분 원심분리 방식으로 미연탄소는 입자가 큰 

Fly ash중에 많이 존재하므로 큰 입자를 분리함 으로써 미연탄소 제거와 

동시에 입도를 균일화 할 수 있다. 정제회중 미연탄소 함량이 3%이하일 

경우， 레미콘생산시 배합비， 고가의 공기 연행제 사용량 감소 등 품질관리 

및 경제성변에서 더욱 유리해 진다 이러한 이유로 석탄회의 재활용량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고품질의 정제회를 생산 할 수 있는 설비 

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표 5. 정제설비 현황 

보령화력 
구 긴 ‘jr 한국F/A시멘E 보령F/A시벤E 삼천포화력 태안화력 

공업(주) 공업(주) 
:iLzr 二。5- ~ ’91. 10 ’97. 2 ’97. 8 ’98. 6 
건설 주체 한국F/A(주) 보령 F/A(주) 한전 한전산업(주) 

설비 건설회사 (주)신일기연 (주)고경 (주)쌍용건설 삼성건설 

설비 운영 한국F/A(주) 보령 F/A(주) 한전산업(주) 한전산업(주) 

재활용 대상 호기수 6 6 4 

정제설비 
40T/H x 4 50T/H x 1 40T/H x 1 50T/H x 1 (설비구성 

F/A처리 용량 80T/H x 2) 20T/H x 1 

생산량(만톤/연) 25 25 26 30 
정제회 I U/ C (%) 5 이하 5 이하 3(4) 이 하 3(4) 이하 
품질 | 입도 (c마/g) 2,400 이상 2，400이상 2，400이상 2，400이상 

처제”바。시「 원섬분리 원심분리 원심분리 원심분리 

제작사 *Classifier *Classifier *Classifier *Classifier 

(모델명， Type) : G.E Bradley 및 Cyclone 및 Cyclone 
*Cvclone: 고 경 *Cyclone: 고 경 :삼영기계(주) Bradlev 

미연탄소 분석기 SEKAM CAMRAC SEKAM 
(Microwave방식 ) (〈웨덴) (미국) (A 웨덴) 

m 9 
ι
 



시멘트량 대체하고， 대체율은 

기술력과 다른 

지접 

업체의 

시멘트를 원료중 레미콘제조 정제회는 

품질 부원료의 약 8-15%로 (320kg/ remicon, 따 ) 의 

따라 다르다. 공기 19% 물
 

10%, 시벤트 

5%, 골재 66%(잔골재 26%, 굵은골재 40%)의 

(v/v%)는 레미콘제조원료 에 

비율로 조성을 이루고 있다. 

공급원으로 보령화력과， 태안화력， 남부 

석탄회 정제설비를 

현재 콘크리트흔화재의 중부지역 

공급원으로 삼천포화력 이 설치 있으며， 이곳에는 지역 

하여 정제회를 공급하고 있다. 

1æ • 

140 

1m 

•- 레미콘출하실적(백만바 

--콘크리트혼화재(만톤) 

ffi 

m 
” 
% 

æ 

99 98 97 ~ 95 94 93 92 91 
O 

그l 二'!- /κ1 ^~ 
。1=1 '2 ' -'-j 그림 4. 연도별 레미콘 출하 및 정제회 

콘크리트혼화재 사용 가능량은 '98년도 레미콘 출하실적 9，610만m3 ， 석탄 

회 대체율 10%를 기준으로 산출시 300만톤이나 되나 '98년도에 약 74만톤 

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레미콘 수요부족에 기 

레미콘제조 시멘트 가격의 약 절반수준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위해 향후 정제회 사용은 증가 할 전망이다. 우리회사는 

가격이 인하며 정제회 

당진 

예 공급할 。-E 랴
。
 

물
 

조
 

‘ , 부
 
’ 중부지역 건설하여 

… 
μ
 

정제설비를 화력에도 2001년경 

정으로 있다. 



3) 경량 건축재 생산 

우리나라 건축공사에는 주로 천연골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천연골재와 석 

탄회로 만든 경량골재 비교시 현재 경량골재의 경제성은 낮으나 향후 환경 

인해 경량골재 수요 증가시 여건 

요
 

수
 
’ 잠재 분야중 가장 많은 

위한 雄進事項

골재량 감소， 건축 기술 발달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재활용 

갖고 있지만 이용되지 않고 있는 분야이다. 

6. 石候友 再活用을 

q .l 
;’<규제 

가. 정제공장 건설 

당진화력은 중부지역의 기본계획 

을 수립할 예정이며 하동화력은 삼천포화력 정제회 판매량 및 포항제철에 

서 생산되는 Slag 시멘트와의 경쟁력 등 여건을 고려하여 석탄회 정제설비 

공급을 위해 내년 초에 부족한 정제회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시멘트원료로 공급 

시멘트생산업체와 

전량 설치시에도 

위해 

보일러 

계속 

중이며， 영월화력 후속기인 

재활용을 목표로 건설 전에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그화대 E 
。닙「낙12 

소
 혐

 
도
 
。

。

π
 

화
」
 

스
 

L 

석탄회 이외에도 공급처 기존 

협의 

다. 연구개발 

업체에서 요청하는 미연탄소 대량 분리할 수 약 3% 수준으로 석탄회를 

의한 F1y 

콘크리트분야 재 

정전위분리방식에 있는 실증설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실증설비가 개발될 경우， 향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에 

석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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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 정제설비의 

활용은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표 6. 연구개발 추진 현황 

과제명 연구기간 과제비 수행방법 (백만원) 

석탄회 이용 확대방안 ’82.1- ’82.l2 2 자체 

석탄회를 이용한 경량건축재 제조연구 ’84.5- ’86.6 122 공동(화학연구소) 

콘크리 E 혼화재로서의 석탄회 이용방안 연구 ’87.6 - ’89.4 114 공동(건설기술연구원) 

Fly Ash 이용 경량건축재 실용화 연구 ’88.4-’9O.l2 526 자체(전력연구원) 

석탄회의 농업적 활용 기초연구 ’89.7- ’9O.l2 73 위탁(서울대) 

성토재로서의 석탄회 이용방안 연구 ’90.6 - ’92.6 198 공동(건설기술연구원) 

토양개량재로서의 석탄회 이용연구 ’9l.6- ’94.5 242 위탁(토양비료학회) 

무연탄회 고부가가치 활용개발 연구 ’96.2 - ’97.l2 187 공동(강릉대) 

댐 콘크리 E 의 내구성 향상방안 연구 ’98.4- ’99.1 30 자체(산청，전력연구원) 

7. 結 論

2010년에는 지금의 약 두배인 600만톤 정도의 석탄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재활용사업을 추진하여 2002년에 50%를 상 

회하고， 201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6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석탄회 를 지속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우리회사는 대량 재활용이 

가능한 시멘트 · 콘크리트분야에 집중적으로 더욱 노력을 해야하고， 관련업 

계 ·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석탄회의 자원화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야 할 때이며， 석탄회의 대량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다방면으로 용도를 개발 

하여 수요를 창출하는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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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큰 장점도 갖고 있다. 

연구에서는 석탄회중 미연탄소분 및 철분함량을 1%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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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Bench Scale의 기초 연구를 수행하여 최적 기술을 확립하고l 이 연 

구를 기초로 하여 현장화를 위한 Pilot Plant 적용실험에 적용하도록 하 

였다. 

제 2 장 시료 및 실험방법 

제 1 절 시료의 특성 

충전제 제조용 정제 석탄회 제조 기술개발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충남 보령시 한국 FLY ASH(사)에서 채취한 것으로l 석탄회중 미연탄소 

분이 적은 시료와 비교적 높은 두 종류를 대상으로하여 실험을 수행 하 

였다. 

1. 공업분석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석탄회 원 시료의 공업분석 결과를 나 

타낸 것으로/ 시료의 분석은 미국 LECO 사의 TGA-601 석탄 공업분석 

기를 사용 하였다. 

Table 1. Proximate Analysis of Raw Fly Ash used in This Tests 

Samples H 20(%) V. M.(%) Ash(%) F. c.(%) L01(% ) 

Boreong-A 0.22 1 .42 95.19 3.17 4.59 

Boreong-B 0.19 1.63 92.64 5.54 7.71 

2. 화학분석 

Table 2는 본 실험에 사용된 석탄회의 화학조성을 알기 위한 화학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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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emical Analysis of Raw Fly Ash. 

Chemical Components(%) 

Samples Si02 Ah03 Fe20 3 CaO MgO K20 Na20 Ti02 MnO P20 S 

Boreong-A 59.91 25.17 3.51 3.06 1.04 0.83 0.76 0.88 0.07 0.55 

Boreong-B 58 .41 25.11 5.27 2.91 1.14 1.07 0.80 1.06 0.07 0.49 

3. 광물감정 

Fig. 1은 Boreong-A와 Boreong-B 시료에 대한 XRD 광물감정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4. 입도분석 

Table 3과 Table 4는 본 실 험 에 사용된 Boreong • A 및 Boreong - B 

원 시료에 대한 입도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Table 3.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d Loss on 19nition of Various Size 

Fraction for Boreong - A Fly Ash. 

Particle Weight LOI 다뾰ibutim Size Gnnulative Gnnulative 
oversIZe distributuα1 

slze (% ) (% ) LOI (%) (mesh) (% ) (LOI %) 
+65 5.94 26.34 34.06 65 5.94 34.60 

-65/+100 4.62 15.72 15.81 100 10.56 49.87 

-100/ +150 4.51 7.31 7.18 150 15.07 57.05 

-150/+200 4.15 5.80 5.24 200 19.22 62.29 

-200/+270 3.38 3.75 2.76 270 22.60 65.05 

-270/ +325 3.29 2.41 1.73 325 25.89 66.78 

-325 74.11 2.06 33.23 

Total 100 4.59 100 

m 

μ
 



Table 4.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d Loss on 19nition of Various Size 

Fraction for Boreong- B Fly Ash. 

Particle Weight LOI 다stribution Size Cumulative Cumulative 
overSlze distributuα1 

Slze (% ) (% ) LOI (%) (mesh) (% ) (LOI %) 

+65 7.24 39.20 39.59 65 7.24 39.59 

-65/+100 4.73 22 .53 14.86 100 11.97 54.45 

-100/+150 4.69 14.60 9.55 150 16.66 64.00 

-150/ +200 4.22 9.20 5.42 200 20.88 69.42 

-200/+270 3.65 7.68 3.91 270 24 .53 73.33 

-270/+325 3.41 3.87 1.84 325 27.99 75.17 

-325 72.07 2.47 24.83 

Total 100 7.17 100 

빼
 빼
빼
 

Q 

Q Mu u U 

씨
 

n ” ‘ 
、

Mu Mu 
Mu Mu 

뻐 M 

Boreong - A Boreong • B 

Fig. 1 X - ray Diffraction Analysis of Rélw Fly Ash used in This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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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정제 석탄회를 생산할 수 있는 선별기술을 개발하 

기 위하여 실험실에서 Bench Scale의 기초 실험을 다음 Fig. 2와 같이 

수행하였다 

Raw Sarnple 

Sarnpling (l,OOOg) 

Conditioning (Collector) 

Flotation (for removal of unbumed carbon) 

=그=二 
Float products 

(Unbumed carbon) 
Sink products 

Screenmg (325mesh) 

Oversize Products 
(coarse size) 

Undersize Products 

n 
-

-m 
-떼

 
-

a 
-

Pi
-용

 
-

---쟁


M 
-

Mag. Products Non-Mag.Products (2tim 

Filtering 

Drying 

Final Conc. 

Fig. 2 Flowsheet of Bench Scale Process for Product of Filler Fly 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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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결과 및 고찰 

l. 미연탄소분 제거를 위한 부유선별 

Table 5는 석탄회로부터 미연탄소분을 부유 제거할 때 이들의 포 

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수제 DMU- 101 첨가량 변화에 대한 실험결 

과로， 포수제의 첨가량 변화에 따른 실험결과 미연탄소분 제거율은 포수 

제 첨가량 1kg/t에서 57.52%로 가장 낮지만 포수제의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 미연탄소분 제거율도 점차 증가하여 포수제 첨가량 3kg/t에서는 

84.53%를 그리고 5kg/t에서는 87.14% 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포수제 

첨가량 3kg/t 이상에서는 더 이상 뚜렷한 미연탄소분 제거율의 증가없이 

포수제의 사용량만 증가되어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Result on Dosage of Collector(DMU - 101) in Froth Flotation 
Tests for Removal of Unburned Carbon from Boreong - A Fly Ash. 

Analysis of Products Sink Products 
DMU-I0l Products Yield 

(kg/T) (wt.% ) 
L01 (%) Distribution lDI Ash 

(L01 %) R리ection(%) Recovery(%) 
Float 11.24 25.44 62.30 

1 
Sink 88.76 1.95 37.70 

57.52 91.22 

2 
Float 15.79 22.78 78.36 

74.29 87.22 
Sink 84.21 1.18 21.64 

3 
Float 19.65 20.46 87.57 

84.53 83.62 
Sink 80.35 0.71 12.43 

4 
Float 24.06 17.06 89.41 

86.07 79.08 
Sink 75.94 0.64 10.59 

5 
Float 26.76 15.54 90.59 

87.14 76.31 
Sink 73.24 0.59 9.41 

Table 6은 석탄회로부터 미연탄소분을 제거할 포수제의 종류에 따 

른 선별효과를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탄소합합물의 포수제 

m 

ω
 



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DMU- IOl과 Keresene 그리고 Diesel oil에 대한 

비 교 실 험 결과를 나타낸 것 이 다. 이 때 Kerosene 과 Diesel oil의 경 우는 

약간의 기포제를 첨가하였다. 

Table 6. Result on Various Collectors in Froth Flotation Tests for Removal of 

Unbumed Carbon from Boreong-A Fly Ash. 

Analysis of 
Sink Products 

Yield Products Kinds of Products 
(w t. %) 다stribution I.DI Ash Collectors 

LOI (%) (LOI %) R머ec뼈(%) Recovery(%) 

Float 19.65 20 .46 87.57 
84.53 83.62 DMU-101 

Sink 80.35 0.71 12.43 

Float 17.52 20.97 80.05 
75.82 85.49 Kerosene 

Sink 82.48 1.11 19.95 

Float 19.03 20.33 84.30 
80.61 84.11 Diesel Oil 

Sink 80.97 0.89 15.70 

2. 철분 제거를 위한 자력선별 

부유선별 실험에서 회수된 정제 석탄회는 충전제의 이용을 위해 

325mesh 스크린을 이용하여 굵은 입자를 제거하였으나， 325mesh이하 

미립산물중에는 적지않은 양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여전히 충전제의 

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Eriez Co.의 

Moder L-4의 습식 고구배 자력선별기를 이용하여 미립 석탄회 중에 남 

아있는 철분제거 가능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Table 7은 자력선별기의 자장세기가 석탄회중 철분 제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실험조건은 최적 조건으로 규명된 광액의 첨가 

량 700mUmin. , 광액의 농도 6%solids 그리고 정선횟수는 2회로 하여 실 

험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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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 of Magnetic Intensity in Magnetic Separation Tests for 

Removal of Iron - bearing Matters from Boreong- A Fly Ash. 

Magnetic Analysis of Non-Mag. Products 
Intensity Products Yield Products 
(Gauss) (wt. %) Distribution Fe203 Ash 

Fe203(%) I (F~~Õ~%"j R려ection(%) I Recovery(% 

6,000 
Magnetic 6.89 38.24 75.06 

73.22 93.11 
Non-Mag. 93.11 0.94 24.94 

8,000 
Magnetic 7.73 37.29 82.12 

80.63 92.27 
Non-Mag. 92.27 0.68 17.88 

10,000 
Magnetic 8.89 33.85 85.73 

84.33 91.11 
Non-Mag. 91.11 0.55 14.27 

12,000 
Magnetic 9.99 30.72 87.43 

86.04 90.01 
Non-Mag. 90.01 0.49 2.57 

3. Bench Scale 연 속 처 리 공 정 

Fig. 2의 공정도에 따라 연속적인 부유선별실험을 수행하고 최종결 

과를 다음 Table 8에 기재하였다. 또한 최종산물에 대한 입도분석결과는 

다음 Fig. 3과 같다. 

Table 8. Results on Continuous Processing of Bench Scale 

for Filler Products 

Processing 
Yield Ash Recovery 

(%) 
Remarks 

(%) (~ %) 

Flotation 80.35 83.62 83.62 
LOI : 0.71% 

(Sink Product) 

Screening 92.07 92.07 76.99 
Mean Size : 12.73μm 

(-325mesh) 

Mag. 
90.01 90.01 

Fe203 : 0.49% 

Separation 
69.30 

(N-Mag,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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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켜 
i::!. 

프료 
'-

1. 본 실험에 사용된 석탄회는 충남 한국 FLY ASH(사)에서 채취한 

것으로， Boreong- A 시료의 미연탄소분과 철분 함량은 각각 4.59%와 

3.51%Fe203이 며 , 비 교 실 험 에 사용된 Boreong- B 시 료는 미 연 탄소분 

과 철분함량이 각각 7.71%와 5.27%Fe:z03정 도이 다. 

2. 광물감정 결과， 연소전에는 석영， 장석， 운모， 고령토， 백운석， 자철광 

그리고 황철광 등이 관찰되었으나， 연소 후에는 두 시료 모두 대부분 

이 mullite 상태로 존재하고 소량의 석영과 자철광만이 관찰되었다. 

3. Bench Scale의 부유선별에 의한 미연탄소분 제거실험 결과， 

Boreong- A 시료에 대한 최적 실험조건은 포수제 첨가량 3kg 

I t(DMU- lQU , 광액의 농도 20%solids, pH 7, 등으로， 이때 정제 석탄 

회의 미연탄소분 함량이 0.71%이고 석탄회생산율 83.62%인 결과를 

얻었다. 

4. 부유선별 실험에서 회수된 정제 석탄회 중 굵은 입도를 제거하기 

위한 체질실험 결과 +325mesh와 325mesh 산물이 각각 7.93%와 

92.07%로 대부분이 미립으로 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입도분리 이후 325mesh 이하의 미립산물 중의 철분 제거를 위한 자 

력선별 실험결과， 최적 실험조건은 광액의 첨가량 700mUrnin. , 광액의 

농도 6%solids, 정선횟수 2회， 자장의 세기 12,000Gauss 그리고 

matrix는 2-3mm의 Ball을 이용할 때로， 이때 정제 석탄회의 철분함량 

은 0.49%Fe:z03정도이고， 이때 석탄회생산율이 90.01%인 결과를 얻었다. 

6 결국， Bench Scale 연속처리 실험결과， 최종 회수된 정제석탄회는 

미연탄소분과 철분함량이 각각 0.71%와 0.49%Fe203, 그리고 최종 정 

제 석탄회생산율은 69.30%인 결과를 얻었다. 이때 입자의 평균입도 

d50=14.34μm정 도이 다 

7. 본 과제는 중소기업 기술혁선 과제로 수행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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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g/hr급 석탄회 정전분리장치에 의한 

미연탄소 저감 성능 연구 

김성철·김재 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발전연구실 

1. 서 론 

석탄은 공급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 등으로 인해 중장기 

적으로 경제성이 우수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세계 1차 에너 

지공급원의 35%정도를 점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연료이다.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석탄화력은 2005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석탄화력 발전소의 석탄회 

발생량은 1998년 기준으로 년간 370만톤에서 2005년에는 약 570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J. 현재 석탄회 발생량의 약 32%는 콘크리 

트혼화제， 시멘트원료， 성토재 등에 재활용되고 나머지의 석탄회는 매립되 

고 있는 실정이다. 장차 회처리장 입지확보의 어려움과 환경보호차원에서 

야기될 문제의 심각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정부는 국가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98년부터 석탄 

회 재 활용율을 석 탄회 발생 량의 35%. 2000년 이 후에 는 50%로 책 정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소수의 회사만이 이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에 우리공사는 석탄회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석탄회 재활용 방법을 다 

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선행단계로 석탄회 정제장치 개발 및 사용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특히 석탄회에 혼재되어 있는 미연탄 

소분은 콘크리트분야 재활용에 큰 장애요인으로서 다량 함유시 물성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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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시킨 흡착하여 자체기능도 기연제를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감소시킬 

분체를 미립 혼합물에서 다. 한편 석탄회 미연탄소분 정전분리기술은 분체 

분체들 미립분의 하전된 효과적인 방법이다. 전기적으로 가장 분리하는데 

크다. 이는 에 의해 작용하는 정전기력은 중력에 의해 작용하는 힘보다 더 

거‘ 
닙 때문이다[2]. 현재 상용화된 반비례하기 직경에 분체의 마찰대전효율이 

ql 거주서비드으 
’ ~t즈，。 

타수서비 
2. , 2.- ' 식 부유선별기술은 포졸란 활성저하， 폐수발생， 

r-l 。
'dT 공기분급볍의 없으며 [3] ， 건식 경제성이 공업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함께 석탄회와 미립분의 파쇄되어 의해 고속기류에 미연탄소가 조립분의 

석탄회 함량 3%이하의 미연탄소 함량 4.5%이상시 미연탄소 회수되므로 

분체 비해 정전분리기술은 있다[4]. 이에 단점이 회수가 불가능한 기술적 

ql 고2. 71 초브L 
.* O/I~ 분리함으로 습식 를 마찰 및 접촉에 의해 대전시켜 전기장에서 

급장치를 대용할 방법으로 연구되어 지고 있다[3]. 본고에서는 석탄회 정전 

연구결과 정전분리장치 석탄회 수행한 기류충돌형 위해 

를 기술하고자 한다. 

개발을 분리기술 

원리 분리방식 2. 정전 

혼합물을 분리하고자하 

방법으로 보고되어 

분체를 금속표면에 접촉 

。1
λλ 

에너지 준위차이가 있는 석탄회와 미연탄소분의 

효과적인 접촉 및 마찰대전형이 가장 

다. 접촉 및 마찰대전의 원리는 <그림 1>과 같이 

경우에는 

전자를 앓 낮은 미연탄소분은 대한 친화력이 전자에 및 마찰대전시키면서 

전자를 석탄회는 

얻어 ( -)전하를 띠게 되므로 이를 전기장에서 상호 분리할 수 있다. 

π
 
ω
 

스c.~ 
li 대한 친화력이 반면에， 전자에 띠 는 (+)전하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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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찰대전공정 개요도 

3. 설험방법 

<그림 2>는 300kg/hr급 기류충돌 마찰대전형 정전분리장치 모델을 도 

식화 한 것으로서 압축공기에 의해 시료를 투입하는 인젝터가 3개씩 2세트 

의 회전판형 대전기에 각각 연결된다. 회전판형 대전기 (plate rotary 

charger)의 회전판은 구동 모터와 벨트에 의해 동시에 구동되도록 되어 있 

고 출구부분에는 정전분리장에 대전된 분체를 분사하는 입구 분사기가 연 

결되어 있다. (+), (-) 전극판 간격이 10cm이고 판회전 대전기의 직경이 

15cm이기 때문에 선형길이가 90cm인 전극판 모율 2세트가 높이 15cm 차 

이로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전극판 중앙에 설치된 아크릴 재질의 중앙 

분리판은 입구 분사기로부터 15cm 낮게 설치 되어서 수율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다. 0 --50kV 용량의 직류 고전압 발생장치로부터 전극판에 전압 

이 인가된다. 중앙 분리판에 의해 분리된 폐기회와 정제회는 각각 싸이클 

론으로 포집된다. 호퍼 (hopper)41 에 투입된 석탄회는 투입 용량이 100-

600 kg/hr인 로터 리 스크류(rotary screw)와 모터 에 의 해 6개 의 인 젝 터 

(injector) 시료 주입부(feed input)에 투입된다. 인젝터의 공기 주입구(air 

input)에 투입된 강한 압축공기의 팽창에 의해 시료 주입부에는 흡인력이 

걸려 외부 공기와 함께 석탄회가 유입된다 고속 기류로 유입된 석탄회는 

인젝터내에서 대전과 분산이 이루어진 후 모타에 의해 2000 - 4000rpm으로 

까
 
ω
 



회전되는 회전 판형 대전기 (plate rotary charger)에서 다시 한번 대전과 

분산이 이루어진 후 6개의 입구 분사기 Gnlet distributor)를 통해 균일한 흐 

름 (uniforrn flow) 으로 고 전 압 정 전 분 리 기 (high voltage electrostatic 

separator)에 투입된다. 수직의 (+) 및 ( - ) 평행 전극판에 직류 고전압 발 

생장치로부터 o - -50kV의 직류전압이 인가되어 평행 전극판 사이에 전기 

장(electric field) 이 발생된다. 전극판 사이에 투입된 대전 분체는 전극판 

사이 의 전 기 장에 의 한 전 기 력 (electric force)으로 (+)로 대 전 된 미 연 탄소는 

( -)전극판으로 ( - )로 대전된 석탄회는 (+)전극판으로 끌려가며， 종앙에 설 

치된 아크릴 재질의 분리기 (splitter) 에 의해 폐기회 (high carbon ash)와 정 

제회(low carbon ash)로 분리되며， 이를 각각 싸이클론(cyclone)으로 포집 

하여 강열감량(LOD 및 수율을 측정하였다. 

Plate Rotary Charger 

Brush 

To Electrode 

/-끼 + 

|업럽O!~ C~ 원1/ 
DC High Voltage 

Power Supply 

To B/F •-

Low Carbon Ash 

<그림 2> 300kg써r급 기류충돌 정전분리장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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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4-1. 실험 시료 

본 실험에 사용한 석탄회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1호기 전기집진기 

호퍼 1단(LOI 6.4%)시료와 l호기 전기집진기 호퍼 2단(LOI 5.4 %), 2호기 

전기집진기 호퍼 l단(LOI 9.7 %), 2단(LOI 12.5 %) 채취시료로 Philips사 

XRF로 화학 조성을 측정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석탄회의 미연탄소 함 

량은 전기집진기 호퍼 1단 보다는 2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Si02, Ab03, 

Fe20 3 3성분의 합이 70% 이상이고 l호기 l단 시료의 경우 Fe203, CaO 함 

량이 다소 높게 냐타났다. 각 시료별로 그 성분비가 다른 것은 사용 탄종 

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나， 전반적으로 강열감량(LOI)을 제외하면 KSL 

5405 규격 [5]을 만족시키고 있다. 석탄회의 입도 분포를 Malvem사의 

Mastersizer로 측정한 결과는 <그럼 3>에 나타내었다. 전기집진기 호퍼 1 

단 보다 2단의 입도가 더 미세하며， 1호기 l단 시료의 평균 입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l호기 2단 시료가 가장 미세하였다. 

<표 1> 사용 석탄회의·화학조성 

3$: 
화 학 조 성 [%] 평균엽 LOI 

[%] 
켜。 

Si02 I Ab031 F~03 I CaO I MgO I TiO:! I P20S I Na20 I K20 [μm] 

1호기 1단 50.09 31.11 5.61 7.73 1.55 1.45 1.22 0.54 0.60 6.4 43.51 

l 호기 2단 62.29 27.67 4.06 2.16 0.66 1.08 0.65 0.25 1.14 5.4 12.15 

2호기 1 단 53.03 37.48 3.05 1.97 0.57 l.83 0.81 0.44 0.72 9.7 33.79 

2호 712단 50.89 38.34 3.34 2.41 0.71 l.86 1.10 0.56 0.69 12.5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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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 분포 사용 석탄회의 <그림 3> 

4-2 실험결과 

300kg/hr급 정전분리장치는 석탄회 기류충돌형 이용한 。L브는그l71~르 
lol --커。 / 1 응프 

압축공기 인젝터의 대전과 관련된 시료 위해 평가하기 。-E 서
。
 

트
 
「二l으로서 

변경 포
 
「
·

입구 분사기 변화 및 마-찰대전기의 회전속도 유량 변화， 회전판형 

인가 전압 변화， I. D. Fan 행하였고， 정전분리 성능과 관련된 전극 실험을 

E三,.. 위한 

행하였다. 

투입량 확인을 

시료별 분리 성능 평가실험을 

또한 최대 행하였다 ..-'-] 송~ ...Q... 
E크 '" 2. 

및 각 채취 

변화 Damper개도율 

입량 변화 실험 

유량 변화 압축공기 

전극판 2mm, 포
 
「분사기 입구 대전기 회 전수 2000rpm, 회전판형 

미연탄소 함량(LOI) 6.4%인 삼천포 화력발전소 1호기 인가전압 SOkV일 때 

인젝 고정한 후 정제회 회수율을 83%로 

0.84 , 0.9, l.02, 1 .14m3/min로 

투 입 량 300kg/hr에 서 l단 석탄회 

분리한 변화시키면서 。-E 랴
。
 

。

π
 

압축공기 터의 

유량 증가에 따라 정제회의 

가
 

도
 

노
 
。

미연탄소 

본 실험에서는 분체 

유량 증가에 따라 정제회의 

실험결과， 압축공기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l. 7 - 2.38kg/m :1 범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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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어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미연탄소 



함량은 약간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변화폭은 크지 않다. 

4.2 

s【】r、、

iîî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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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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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3.8 

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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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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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랑 [ml띠n] 

<그림 4> 압축공기 유량 변화의 영향 

나 회전판형 대전기의 회전속도 변화 

입구분사기 폭 4mm, 전극판 인가전압 50kV, 압축공기 유량 

l.38m3/rnin일 때 미연탄소 함량(LOD 이 12.5%인 삼천포 화력발전소 2호기 

2단 석탄회의 투입량 300kg/hr에서 정제회 회수율을 60%로 고정한 후 회 

전판형 대전기의 회 전속도를 2000, 2500, 3000rpm으로 변화시키면서 분리 

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이때 회전체의 Radial velocity는 각각 15.7, 

23.6, 3 l.4rrνs이다. 실험결과， 회전속도 증가에 따라 정제회 미연탄소 함량 

이 감소하였다. 회전속도의 증가에 따라 미세하게 미연탄소의 분리성능이 

다소 향상되는데 이는 고속 회전 기류에 의해 입자의 분산성과 대전 전하 

량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회전속도가 2000rpm 이상 

으로 운전시 기계적 안정성이 문제가 되어(진동 소음 등) 다른 실험인자 

실험시 2000rpm으로 고정하여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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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회전판형 대전기의 회전속도 <그림 5> 

유량 1. 38m3/rnin , 전극 

화력발전소 

투입량 300kg/hr에서 입구 분사기 폭을 2mm， 4mm로 

수율변화를 실험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2mm와 4mm 

큰 차이는 

폭 변경 다. 입구 분사기 

회전판형 대전기 회전수 2000rpm, 압축공기 

삼천포 함 량(LOD 이 6.4% 인 미연탄소 때 판 인가전압 50kV일 

1호기 1단 석탄회의 

변화시키면서 

사이의 ;,1 。
/δ T 않았고， 2mm 보다는 4mm의 나타나지 분리성능에 

흐름의 」
는
 

이
「
 

에
대
 
체
 
뚫
 

한
 분
 
악r
 

통과하여 분사기를 그것은 입구 나쁜데 분리성능이 다소 

방향 효름 의해 

분체 

극성에 분체 각각이 (+) 및 ( - ) 커지기 때문에 폭이 

방해로 다른 때 。7-1o-.J
o /~ "2. 

분리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낌
 

방향인 전기장의 방향으로 과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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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입구 분사기 폭 변경에 따른 정제성능 영향 

라. 전극 인가전압 변화 

회전판형 대전기 회전수 2000rpm, 압축공기 유량 1. 38m3jmin , 수율 

50% , 미연탄소 함량(LOI)이 12.5%인 삼천포 화력발전소 2호기 2단 석탄회 

의 투입량 300kg/hr에서 전극판 인가전압을 30, 40, 50kV로 변화시키면서 

실험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인가 전압이 커질수록 분리성능이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가전압이 높을수록 전기장(electric field)에 의한 전 

기력이 커져 정전분리부로 유입되는 분체 입자들의 대전량이 동일할 경우 

높은 전압에서 분체의 전극방향으로의 이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분리성능도 

우수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223 -



48 

「\R
\““’‘’~ 

r-------

‘---
~ 

45 

”
t 

$ 

$ 

뚱
빼
 패
 
서
{
미
 찌α
-口 

33 

$ J5 4J <6 

인가전 압 [kVJ 
$ 

<그림 7> 인가전압 변경에 따른 영향 

마. 전기장내 유속 변화 

회전판형 대전기 회전수 2000rpm, 입구 분사기 폭 2mm, 압축공기 

유량 1.38m3/min. 전극판 인가전압 50kV일 때 미연탄소 함량(LOD이 6.4% 

인 삼천포 화력발전소 1호기 1단 석탄회의 투입량 300kg개r에서 수율을 

83%로 고 정 하고 1. D. Fan damper 개 도율을 35, 50, 75, 100%로 변 화시 키 

며 실혐한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이때 입구 분사기 (distributor) 의 전 

장내의 유입속도는 10.5rrνs이고 전기장내의 유속은 1. D. Fan 댐퍼 개도율 

이 35. 50, 75, 100%로 변화함에 따라 각각 1.2, 1.4, 1.7, 2.0m/s로 증가하 

였다 1. D. Fan 댐퍼 개도율이 낮아짐에 따라 전장내 유속이 느려지고 분 

리효율이 나빠지는데 이는 분사기에 의한 분체 분사속도가 빨라 전기장 내 

에서 1. D. Fan으로 일정 속도 이상으로 흡입하지 않으면 분리영역에서 분 

체 흐름이 난류( turbulence) 또는 분출(blowing up) 되어 분리효율이 나빠 

진다 따라서 1. D. Fan 흡입유량을 분사기의 분체유입 속도에 비례하여 

어느 일정 속도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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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전기장내 유속 변화에 따른 영향 

바 석탄회 투입량 변화 

투입량 변화에 따른 분리 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전판형 대전 

기 회전수 2000rpm, 압축공기 유량 1. 38m3/min , 입구 분사기 폭 2mm, 전 

극판 인가 전압 50kV일 때 미연탄소 함량(LOI)이 6.4%인 삼천포 화력발전 

소 1호기 1단 석탄회의 투입량을 300, 390, 420kg/hr으로 변화시키면서 수 

율 변화 실험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정제회의 

미연탄소 함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분체농도 증가(2.17 ， 2.8, 3.4kg/m3 )에 

따라 효율 저하 및 입자의 분산성이 약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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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석탄회 투입량에 따른 영향 

사. 시료별 분리성능 평가실험 

시료의 특성이 전기집진기 1, 2단 호퍼에 따라 서로 성이하여 채 

취된 각 대표 시료를 사용하여 다음 조건으로 분리성능 평가를 수행하였 

다. 회 전판형 대 전기 회 전수 2000rpm, 유량 1.38m3j min, 입 구 분사기 폭 

2mm, 전극판 인가전압 50kV, 분체시료 투입량 300kg/hr에서 미연탄소 함 

량CLOIl이 5.4%, 6.0% , 7.0%, 8.2%인 석탄회를 투입시키고 수율을 변화시 

키면서 분리한 결과를 <그럼 10>에 나타내었다. 정제회의 미연탄소 함량 

이 3% 이하가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회수율은 투입 시료 미연탄소 함량이 

5.4%일 때 약 80%, 6.0%일 때 약 72% , 7.0% 일 때 약 60% , 8.2% 일 때 약 

55% 정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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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다 평가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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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분리장치 석탄회 기류충돌형 300kg/hr급 

음과 같다. 

1) 압축공기 유량 및 회전판형 마찰대전기의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정제 

간 분체들의 성능이 약간 증가하였으며， 입구분사기의 폭이 감소시킬수록 

섭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정제성능도 증가되었다. 

커지므로 유인력이 의한 대전분체의 정전기력에 i도~~느료， 
li;:즈 -. 2) 인가전압이 

경우 전장내 난류 발생을 방 

비례하여 어느 일정속도 이상으로 

증가할수록 입자의 떨어 분산성이 

흡입유속의 

유입속도에 

조~O] 2.1: 01 ’ 닝 。-，

증가하였으며，전장내 

분체 

분리성능이 

지하기 위해 디퓨셔의 

유지시켜야 한다. 한편， 석탄회 

져 정전분리효율을 저하되었다. 

석탄회 동L 
D 미연탄소 석탄회의 E 이 

I 닙 평가한 결과， 。-E 느
 
。서

。
 

미
 너 

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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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종류별로 3) 

석탄회는 미연탄소 함량이 3% 이하에서 회수 

낌
 

율 55-80%를 얻을 수 있었다. 

량이 5.4-8.2%인 경우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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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메우기 쩨료로서 Bottom Ash 쩨활용을 

위한 다짐 -간극비상에 투수성 분석 

(Analysis of the perrne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oid-ratio and compaction for recycling of the bottom ash as a 

back- filling materiaD.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환경공학과 

교 수 임 남 웅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Chung Ang University, Seoul, Korea. 

1. 서론 

1.1 배경 

도시가스관이나 수도관을 매설한 후 되메우기(또는 뒤채움재) 재료로 배수성이 

가장 좋은 강모래 (k 1 -1 x 10 3cm!sed를 사용한다(1 - 2 ) 그러나， 최근 들어 강모 

래는 환경보존으로 인한 제한적 생산으로 공급부족에 따른 원가상승은 강모래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모래를 대체할만한 재료의 필요성이 점차 절 

실해지고 있으나 뒤채움재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 

다 그러한 이유는 곧 뒤채움재로서 물질을 요구하는 투수성과 다짐 강도를 만족 

하지 못하는 재료가 강모래 대신에 사용되는 일이 있고， 임의로 사용되는 재료 가 

운데 배수성이 거의 없는 재료를 뒤채움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설된 관이 부식 

되거나 파열되는 사고로 인하여 재공사까지 하는 매우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가 

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다른 재료를 강모래의 대체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뒤 

채움재로서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규정에는 투수성과 일정한 다짐강도를 

설정하여 강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만족할 만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강므래의 투수성을 다짐 정도에 따라 함수 관 

낌
 



계를 이론적으로 적립하고， 이어서 같은 조건으로 년간 약 20여 만 톤이 발생되는 
발전소 Bottom Ash에 적 용하여 보고자 한다 Bottom Ash는 우수한 투수성 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짐성도 강모래와 같다고 보고되어 왔다(3 -4) 따라서， 

Bottom Ash가 강모래와 같은 되메우기 재료로서 투수성과 다짐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수십만 여톤이 소모되는 강모래를 치환할 뿐만 아니라 현재 처리가 불투 
명한 Bottom Ash 재활용이 환경 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일로 고려 
된다. 

1.2 투수이론 

(그림 1)은 일반적인 정수두 투수시험장치이다. 시험장치는 입구에서 공급되는 
물을 실험하는 동안 입구와 출구 사이의 수두 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정한 
다. 물의 흐름이 일정하게 된 뒤에는 일정 시간 동안 플라스크에 물이 모이게 된 
다. 

이때 유출수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Q= Avt= A(ki)t (1.1) 

여기서， Q : 유출수량 A: 시편의 단면적， 

동수경사 i는 다음과 같다. 

j=f ( L : 시편의 길이 ) 

t : 유출시간 

0.2) 

T 
| | 
| * 

(그림 1) 정수두 투수시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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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를 식(1.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Q=A(kf)t (1.3) 

호으 -, ~ 

k=요ι 
Aht 0 .4) 

정수두 투수시험은 투수계수가 큰 조립토에 더 적절하다 (5) 

1.3 간극비의 정의 

자연지반에서 전형적으로 존재하는 흙의 3상을 (그림 2A)로 나타낸 것이면 (그 

림 2B)은 상 관계의 전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분리하여 그린 것이다 체적간애 

는 간극률， 간극비， 포화도 라는 3가지가 중요한 관계가 있다 

‘” s 

JJ 
혜걱 량

 

1 
} 9 

(A) 자연지반의 흙 요소 (B) 상을 분리한 흙의 요소 

(그림 2) 흙의 상간 관계 

(그림 2)에 있어서 체적 V가 되는 흙 속에 포함된 토립자의 체적을 V s, 간극 

체적을 V，.로 하면 간극비 ( e)는 다음 식으로 정의 된다 

V,’ 
e=τ 

여기서， 간극비 . e, 토럽자 체적 Vs, 간극 체적 V , 

0.5) 

께
 
싸
 



2. 설험 

2.1 재료 

2.1.1 강모래(River Sand) 

표준강모래 시료로서는 남한강(양평)지역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다음 Dry 

Oven에 7일간 건조시켰다 시료의 비중은 2.66이고 입도 분석 상에서의 Cu (균등 

계수)는 3.56, Cg(독율계수)는 0.87이다. 통일분류법에서는 균등계수가 4 또는 6 

보다 크고 콕율계수가 1 - 3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시료는 좋은 입도 분포를 보 

여 주고 있다(그림 3). 

2.1.2 바닥회 (BoUom As h) 

바닥회는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자연 방치되고 있는 시료로 채취하였다. 이 시 

료는 폐기 처리하기 위한 저질의 Clinker 상태였다， 시료는 불로 세척한 다음 역 

시 Dry Oven에서 7일간 건조 후 사용하였다. 시료의 비중은 2.16이고， 입도 분석 

에서 Cu( 균등계수)는 2.70, Cg(콕율계수)는 0 .70로서 강모래 입도 분포보다는 열 

등하다 (그림 3). 

-+- River 
Sand 

-+-Bottom 
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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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0 

영
 ) 
。
드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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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o “'.'. ‘ >. ‘ . .J. • • .J. _ ____ ‘-'.'.’-’- ‘ -‘ - ‘ __ • ___ _ 'þ~ • • .j _ ‘---'--‘ •• ‘ ••• 

100.0 10.0 1.0 0 .1 

Diameter(mm) 

20 

(그림 3) 입 도 분포곡선 

2.2 투수 

장치이 투수시힘 제작된 정수위 셀로 일정수두장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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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장치 

시험에는 (그림 4)과 같은 



다. 셀은 상， 중， 하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셀은 높이 lOcm , 직 

경 lOcm의 크기이다. 시료는 가운데 셀에 채워 넣고 일정수두장치를 이용하여 

동수경사에 변화를 주며 셀 내의 시료를 통과한 유출량을 시간에 따라 측정한다 

2.2.2 방법 

@ 체가름한 시료를 (그림 4)에서와 같이 Permeameter의 중앙셀에 채우고， 채워진 

시료의 무게를 측정한 후 Permeameter를 일정수두장치와 연결한다. 

@ 먼저 시료를 포화시키기 위하여 하부에 위치한 셀의 밸브를 열어 셀 내로 증 

류수를 유입시킨다. 시료를 아래서부터 포화시키는 이유는 셀 내부와 시료 내부 

에 갇혀있는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 시료의 윗부분까지 증류수가 유입된 후에는 하부셀의 밸브를 잠그고 상부셀의 

밸브를 연 후 증류수를 유입시킨다 

@ 상， 중， 하의 셀 내에 증류수가 완전히 채워지면 일정수두장치에 동수경사를 1 

로 맞추고 상부와 하부의 밸브를 열어 증류수가 흐르게 한다. 

(5) 1시간정도 증류수를 흐르게 하여 시료를 완전히 포화시킨다 

@ 동수경사가 l로 맞춰진 상태에서 매 15초마다 시료를 통과한 유량을 측정하여 

2분 15초동안 9회 측정 한다 

@ 측정이 끝나면 일정수두장치의 수조를 이동시켜 동수경사가 2, 3, 4, 5가 되게 

하여 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반복한다. 

@ 각각의 동수경사에 대한 유출량을 측정한 후 셀을 분해하여 시료의 높이를 측 

정해 둔다 

@ 위와 같은 실험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각각의 시료에 대해 10회의 시험을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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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4) 정수위 투수시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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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분석 

3.1 제 1 단계 (River Sand) 

3.1.1 입도와 간극비 ( e) 

강모 래 시 료는 No. 3/ 8, 10", 20=, 40~， 60#, 80=, 100#, 140=, 200~으로 채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간극비 ( e)를 구하였다. 

Pan 
nU 

-
?
ι
 

---
-
’--

e 

3.1.2 간극비 (e) - 투수계수 ( k) 다짐 (i) 관계 

(그림 5)에서는 다짐(동수경사)을 증가할 때에 간극비와 투수계수 변화를 보여 

준다. 동수경사( i) , 즉 다짐이 증가할수록 간극비 ( e)와 투수계수( i)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다. 이는 다짐 압력이 커짐에 따라 입자사이의 간극이 좁아지는 현상 

이고， 간극이 좁아지는 관계로 투수계수( k) 값도 작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간극비 ( e = 0.586-0.635)에 대 한 
동수경사( i)와 투수계수( k) 

표'l' 

ûφ 
~ 
E。1 도'l' 

」ζ

뚱1ε'l'~ { 

~I-
빠 

표~ 

0 t5 

. 1= 

구분 
간극비 J도。- 「}-~ 켜 u 샤 r 

( e) ( z) 
투수계수( k.crn/sec ) 

0.0081-0.0170 

2 0.0054 -0.0152 
0.586 

lver 
~ 3 0.0062-0.0143 

and 
0.635 

4 0.0068-0 ‘ 0136 

5 0.0070-0.0144 

l ‘= 
느
’
 」
「
」F

i 

o 

x 

06) Offi OïD 

l..~1따 

(그림 5) 혼합동수경사(i= 1， 2 ， 3 ， 4 ， 5) 일 때 

간극비 ( e)와 투수계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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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3 다짐 (i) - 투수계수( k ) 관계 

(그림 6)는 강모래의 산술평균 e값이 0.61 일 때 투수계수( k)와 동수경사( i)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에 대한 값은 (표 3)에서 볼 수 있다. (그림 5)에서와 마 

찬가지로 동수경사 값이 증가함에 따라 투수계수( k)는 낮아진다. 

(표3)산술평균( e) = 0.61 일 때 t 변화에 따른 k 값 

e 평균(k) 1 x 10 ~cm/sec 

1 1.28 

2 1.18 

0.610 3 1.12 

4 1.07 

5 1.04 

qu 

ω
 
~ 

023 4 5 6 

동명‘ 

(그림 6) 산술평균( e) = 0.61 일 때 
투수계수( k )와 동수경사( i ) 관계 

3. l.4 e- k의 함수 
Lambe and Whitman(61은 간극비 (e )와 투수계수(k )와의 관계를 두 가지 

Model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e와 logk 직선으로 나타내는 방법과 e를 e2, 

e2/ ( e + 1), e3/ ( e + 1) 으로 변경하여 k와 함수관계를 직선 방정식으로 나타낸 

다. 

첫째로， 혼합동수경사(그림 5)일때 log k와 e의 관계식은 (그림 7)과 같다. 

짧
 



0.65 

0.63 ( @ 
) 

D 0.61 
nr 
~J 

0.59 

0.57 
0.001 0.010 

투수계수 (k , cm/sec) 

0.100 

(그림 7) 간극비( e )와 투수계수( k )의 Logarithm 관계 

위 관계식에서 e와 logk는 직선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때 e와 logk 함수 

관계는 Y = 0.1 078 log (X) + 0.8223로 정리된다. 즉 간극비( e )와 투수계수( k ) 

는 서로 상대적 비례가 되나， 투수계수( k )값이 먼저 구하여야 간극비( e)가 결정 

될 수 있어， 사실상 e 9.l- log k 관계식은 실제 적용에 어렵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 즉‘ 간극비( e)를 냥， e2/ ( e + 1), e3/ ( e + 1)로 변경시키고 k와의 함수관 
계는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그림 8). 위 3가지 경우 거의 모두 직선을 보여 주고 

있으며 직선상 관계식은 아래와 같다. 

e2 일 때 kl = 0.1 033XI - 0.0273 (2.l ) 

--흐 일 때 k~ = 0.205X~ - 0.0362 cl + e) 

e- 일 때 k.l = 0.2082X:l - 0.0182 
(1 + e)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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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0 .4 0 0.60 

(e) 함수 

(그림 8) 냥 ， i / ( e + 1), e3/ ( e + 1)와 k와의 함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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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1 , 2.2, 2.3)식 에 서 e값을 대 입 시 킨 후 ， k값과 실 제 측정 한 k값을 

비교하면 (표 4)에서 볼 수 있고 이를 (그램 9)에서 나타낸다， 

(표 4) 혼합 동수경사일 때 e값과 k값 

간극비 ( e)를 치환한 (X) k(cm/sec) 
e XI X2 X3 /근、1 걷 「츠 kl k k 

0.586 0.3434 0.2165 0.1269 0.0078 0.0082 0.0082 0.0082 
0.587 0.3446 0.2171 0.1274 0.0101 0.0083 0 .00없 0.00잃 

0.593 0.3516 0.2207 0.1309 0.0062 0.0090 0.0091 0.0091 
0‘ 612 0.3745 0.2323 0.1 422 0.0143 0.0114 0.0114 0.0114 
0.614 0.3770 0.2336 0.1434 0.0118 0.0116 0.0117 0.0117 
0.614 0.3770 0.2336 0‘ 1434 0.0116 0.0116 0.0117 0.0117 
0.618 0.3819 0.2360 0. 1459 0.0132 0.0122 0.0122 0.0122 
0.618 0.3819 0.2360 0.1 459 0.0102 0.0122 0.0122 0.0122 
0‘ 627 0.3931 0.2416 0‘ 1515 0.0133 0.0133 0.0133 0.0133 
0.635 0.4032 0.2466 0.1 566 0.0138 0.0144 0.0144 0.0144 

1.6E-02 

5 1 2E-02 

-‘-실측 

Q 

φ
 
” ~ 

」ζ

<f-
국 80E-03 
<f-
바 

4.0E-03 
0.57 

_ k, 
- k2 

- k3 
- ......... 선 횡 (실 측) 

0.59 0.61 
간극비 (e) 

0.63 0.65 

(그림 9) 냥， e2 / ( e + 1) , e3 / ( e + 1) 함수의 비 교 

위 (표 4)와 (그림 9)에서 보는 봐와 같이 e2, e2/ ( e + 1) , e3/ ( e + 1) 함수에 중 
에서 실제 k값과 가장 근사한 k 값은 e2/(e+ 1) 함수이다. 따라서 e2/( e+ 1)을 

선택하여 k값을 차 = 0.205X:? - 0.0362에서 구하면 (그림 10)과 같다. 곧， 간극비 

( e)를 알면 그림 (1이과 (표 5)으로부터 k값을 얻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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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E-01 - -- -
Q 二二二二τ ← τ : →τ7 ← r τ二 • 二二二←τ 二 「τ
QJ ---_.- •••••• • ••• •• - • →---~_... • 
씌 1.6E-01 ---•---_.. • • -→「←→-~-------
E 二←→ • 二 二 二 →=二二二rτ二二二二 」

으 1.2E-01 τ드二 
-'" 

<f- 8.1E-02 -.-- 二느 ττ=τ二슴i든는는~--.---←←→ =二‘

풍 4.1 E-02 ←二 L二수후F는 드 L느느근 -τ 그 
f- 1.0E-03 •• ~-→ • • • • •• • • - • • • • •-----

0.1 0.2 0.3 0.4 0.5 0.6 0.7 0.8 0.9 
간극비 (e) 

(그림 10) 냥/(e+ 1)함수에 대한 투수계수( k )와 간극비 ( e) 

(표 5) e2/(e+ 1)함수에 대한 투수계수( k )와 간극비 ( e) 

e e2/ (e+ 1), kkm!sec) 
0.55 0.1952 0‘ 0038 
0.60 0.2250 0.0099 
0.65 0‘ 2561 0.0163 
0.70 0.2882 0.0229 
0.75 0.3214 0.0297 
0.80 0‘ 3556 0.0367 
0.85 0.3905 0.0439 
0.90 0.4263 0.0512 
0.95 0‘ 4628 0.0587 
1.00 0.5000 0.0663 

3 .2 제 2 단계<Bottom Aah) 

3.2.1 입도와 간극벼 ( e ) 

B/A시료는 굵은 모래 (Coarse Sand - 10-+60-) 중간모래 (Medium Sand 

-10= + 100=) , 세립모래 (-10= +200=) 의 3종류로 분류하였다 동시에 채취시료 그대 로( 

As Received)의 입도 분석도 비교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어떤 형태이던 간에 

- 1 0=+60=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B/A는 매우 굵은 입자들로 구성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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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입도 분포 

채번호 
B/A(AR) B/ A(CS) B/ A(MS) B/A(FS 

% % % % 
3/8 1.3 1.1 0.9 2.7 
4 6.0 7.8 8.5 6.3 
10 16.6 17.3 18.0 17.5 
20 18.9 18.3 18.2 18.2 
40 8.5 8.4 7.9 7.8 
60 17.3 17.3 17.5 15.9 
80 8.0 7.7 8.1 7.4 
100 11.6 11.6 11.2 12.5 
140 5.6 4.8 5.1 5.4 
200 3.6 3.3 3.0 3.7 

PAN 2.6 2.4 1.6 2.6 
(Note) CS Coarse Sand, MS Medium Sand , FS Fine Sand , 
B/ A Bottom Ash , AR As Received 

또한， B/ A 간극비 ( e)는 R/S의 간극비 ( e)보다 매우 높음을 알 수 있고， 이는 

B/ A 의 굵은 입자O ，O-O.25mm)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작 

은 입자가 작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B/A 경우도 R/S와 마찬가지로 동수경 

사( i) , 즉 동수경사가 i=l • 5로 증가시킴에 따라 투수계수의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이것은 동수경사가 커짐에 따라 시료에 더 많은 다짐이 일어나면서 체적감 

소가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입자들의 간극이 좁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7) 입도별 간극비 ( e) 

AR 

1.275 

Note 산술평 균의 간극비 ( e) 

2 

( 

φ 

끄 1.5 nr 
~J 

CS MS 

CS 

1.621 

입도의 크기 

FS 

MS 

1.420 

(그림 11) 입도의 크기와 간극비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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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간극비 ( e ) - 투수계수( k) - 다짐 ( i)의 관계 

다짐의 증가 ( i= 1 • 5)에 따른 간극비 ( e)와 투수계수( k)와 상대적 관계를 

정 럽하면 아래와 같다. B/A 경우에도， 간극비 ( e)가 작아짐에 따라( k)값도 상대 

적으로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합동수경사(i= 1. 2.3 .4.5 ) 일 때. 

2.5E-02 

R m 

ι
 

끼
 ζ 

Q m 
m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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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2 

‘ 1=3 
。 1=4

x 1=5 

α
 α
 

또
 
따
 

--X) 

싸
-
R샤
바
 5.0E-03 

1.15 1.25 1.35 1.45 1.55 

간극비 (e) 

1.65 1 .75 

(그림 12) 혼합 동수경사(i= 1， 2 ， 3 ， 4 ， 5) 일 때 간극비 ( e ) 와 투수계수( k ) 

3.2.3 다짐 ( i) 투수계수( k) 관계 

B/A의 각각의 입도에 따른 간극비 ( e) 값이 주어졌을 때 투수계수( k)와 동수경 

사( i) 의 관계식을 (그림 13)에서 나타냈으며 이들에 대한 값은 (표 8)에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 e) 값에서 다짐이 증가할수록 투수계수 ( k)가 작아짐이 다 

시 확인되었다. 

2.5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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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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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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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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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
 

l:> FS 

OAS 

5.0E-03 
O 2 3 

동수경사 (i) 

4 5 6 

(그림 13) 각 입도별 동수경사( i)와 투수계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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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입도 변화의 산술평균 간극비 ( e)일 때 ( i) 변 화에 따른 ( k)값 

입도 ( e) ( i ) 평 균 (k ) 1 X 10-2 cm/sec 

l.97 

2 l.76 

CS 1.621 3 l.62 

4 l.51 
5 1.42 

l.82 
2 l.60 

FS 1.420 3 l.52 

4 l.40 
5 l.22 

l.51 
2 l.40 

FS 1.330 3 l.30 
4 l.22 

5 l.05 
l.56 

2 l.50 

AS l.275 3 l.43 

4 1.36 

」
5 l.29 

3.2 .4 e - k의 함수 관 계 

e2, e2/ ( e + 1) , e3/ ( e + 1) 와 k함수 관계를 정 립하여， 간극비 ( e)를 얻고 ( k) 값 
을 얻을 수 있게 하면 아래와 같이 입도별 관계식을 얻게 된다. 

2.0E-02 

‘ e 2 

‘ e 2 /( 1+e) 
ð. e'/(1+e) 

[

ζ
 

n 

π
 

야
 

Q 

φ
 
m ~ E 
Q 

;ζ 

갱
 

걷
 

1 시
 γ
 
-R 
” 
γ
 빠
 8.0E-03 

0. 50 1.20 1.90 2.60 
(e) 합수 

(그림 14) 혼합 입도(CS+MS+FS+AR)의 간극비 ( e)와 투수계수(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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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14)의 간극비 ( e)를 

래와 같다. 

2 e- , e2/(e+ 1), e3/(e+ 1)로 하였을 때 

CS 
e2일 때 

e2 

(1 + e) 

k 1 = 0.0129Xl - 0.0188 

일 때 kz = 0.0494X2 - 0.0343 

e3 

(1 + e) 
일 때 k3 = 0.0175X3 - 0.0133 

MS 
e2 。 1

E 때 k 1 = 0.0074X - 0.0009 

FS 

AR 

e2 

(1 + e) 
e3 

(1 + e) 

e2 일 때 
e2 

(1 + e) 

e3 

(1 + e) 

e2 일 때 
e2 

(1 + e) 
e3 

(1 + e) 

일 때 kz = 0.0261Xz - 0.0077 

일 때 kJ = 0.0104X3 + 0.0018 

k1 = 0.0151Xl - 0.016 

일 때 kz = 0.0502X2 - 0.0275 

일 때 kJ= 0.0215X3 - 0.0111 

kl = 0.0104Xl - 0.0û61 

일 때 k2 = 0.0342X2 - 0.0136 

일때 k3 = 0.0149X:l - 0.0û28 

혼합 입 도(CS+MS+FS+AR) ， 

e2 일 때 k1 = 0.0053Xl + 0.0û28'" (Xl) 

e2 

(1 + e) 

e3 

(1 + e) 

일 때 

일 때 

한 = 0.0189X2 - 0.0022'" (X2) 

kJ = 0.0û74X3 + 0.0û48,', (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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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관계는 아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 .13) 

(2.14) 

(2.1 5) 

(2 .16) 

(2 .1 7) 

(2 .1 8) 



(표 9) Xi 을 치환후 실측치와 비교 

( e)플 치환한 (X ) kkm!sec) 
e 

A근l 프 ~ 
kl k k Xl Xo x‘ } 

1.251 1.5650 0.6952 0.8698 0.0102 0.0102 0.0102 0.0102 
1.261 1.5901 0.7033 0.8868 0.0100 0.0104 0.0105 0.0104 
1.284 1.6487 0.7218 0.9268 O 어)93 oα)89 0.0087 0‘0088 
1.301 1.6926 0.7356 0.9570 0.0116 0.0115 0.0116 0.0115 
1.341 1.7983 0.7682 1.0301 0.0132 0.0126 0.0127 0.0125 
1.342 1.8010 0.7690 1.0320 0.0102 0.0112 0.0111 0.0111 
1.364 1.8605 0.7870 10735 0.0122 0.0121 0.0120 0.0120 
1.401 1.9628 0.8175 1.1 453 0.0139 0.0136 0.0136 0.0137 
1.411 1.9909 0.8258 1.1 652 。이 44 0.0146 0.0146 0.0146 
1.423 2.0249 0.8357 U892 0.0139 0.0141 0.0141 0.0142 
1.435 2.0592 O 없57 1.2135 0.0143 0.0143 0.0144 0.0144 
1.436 2.0621 0.8465 1.2156 0.0152 0.0153 0.0154 0.0153 
1.437 2.0650 0.8473 1.2176 0.0150 0.0152 0.0150 0.0151 
1445 2.0880 0.8540 1.2340 0.0154 0.0155 0.01 54 0.0154 
1.449 2.0996 0.8573 1.2423 0.0159 0.0157 0.0155 0.0156 
1.516 2.2983 09135 1.3848 0.0159 0.0161 0.0161 0.0162 
1.527 2.3317 0.9227 1.4090 0.0160 0.0164 0.0164 0.0165 
1.531 2.3440 0.9261 1.4179 0.0171 0.0164 0.0165 0.0165 
1.599 2.5568 0.9838 1.5730 0.0145 0.0142 0.0143 0.0408 
1.622 2.6309 1.0034 1.6275 0.0151 0.0151 0.0153 O 띠 18 

1.642 2.6962 1.0205 1.6757 0.0160 0.0160 0.0161 0.0426 
1.657 2.7456 1.0334 l ‘ 7123 0.0165 0.0166 0.0167 0.0433 
1.668 2.7822 10428 1.7394 0.0172 0.0171 0.0172 0.0437 
1.672 2.7956 1.0463 1.7493 0.0177 0.0173 0.0174 0.0439 

‘ 실측 
_ k, 
__ k

2 

-• - k, 
- - - -선형(실측) 

R
]

-

M 

% 

% 

밍
 

mX 

% 

% 
1 

듀
」
 
「C

EL 

「
ζ

仁
」

仁
」

仁
」

9 

7 

5 

3 

1 

0 

0 

1 

1 

1 

1 

1 

9 

7 

(
Q
m
ω
~
 

E

。
-i 

) ”r 
-R 

”γ
빠
 

1 .65 1 .55 1.35 1 .4 5 
간극비 (e) 

1 .25 

k') kl. 그림 15) 흔합입도(CS+MS+FS+ARl의 간극비( e)와 실측투수계수 

• k3함수비교 

i/(e+ 1). 

나타냈다， 

하였을 때 e2, 

e2/(e+ 1) 로 

근거로 

근사한 관계식은 

k값과의 관계식은 (그림 1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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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를 

실제 값과 가장 

대신하여 

(그림 위 위 

e3/(e+ 1) 함수관계 
i값을 e2/(e+ 1) 로 

2.4 -2.1 8)와 

즈
 

<
U 

(시 --, 

;;z. ---, 



4.0E-02 •••-- ••• - - , ---- -• ------•• • 

Q •••• •} 

ClJ • • ••• • • ••• ÷ ••• • • ••-- • •• • -•• •• 

칸 3.0E-02 - .. -•--- • •••••• ••••••••••• • -• •• ←「←---， ._.-----

E ← -τ 二:二二 τ 二二=二二二二 • 二二二二二二二二
Q • • • •-- • • • --•-•_. - - , • . _--- - - • 

m갱
 
갱
 

r띠
 
댄
 

〔
/
」

41 

-i) 

싸
-
π샤
바
 

O.OE+OO 
0.5 0.6 0 .7 0.8 0.9 1.0 1.1 1.2 1.3 1.4 1.5 

간극비 (e) 

(그림 16) 상/(e+ l) 일 때 혼합 입도(CS+MS+FS+AR)의 간극비( e)와 
투수계수( k) 

(표 10 ) e2/ ( e + 1)함수에 대한 투수계수( k) 

e2/(e+ 1) 
kkm/secl 

e 
k1 k k k4 k긍 

1.1S 0.62 0.008 0.003 0.007 0.009 
1.20 0.6S 0.009 O.OOS 0.009 0.010 
1.2S 0.69 0.000 0.010 0.007 0010 001 1 
1.30 073 oα)2 0011 0.009 0012 0.012 
1.3S 078 0.004 0.013 0011 0.013 0.012 
1.40 0.82 0.006 0.014 0.013 0.014 0.013 
14S 0.8G 0.008 O.OIS 0.016 0.016 0.014 
I.S0 0.90 0.010 0.016 0.018 0.017 O.01S 
I.SS 0.94 0.012 0.017 0020 0.019 0.016 
I.GO 0.98 0.014 0.018 0.022 0.020 0.016 
I.GS 1.0:3 0.016 0.019 0.024 0.022 0.017 
1.70 1.07 0.018 0.020 0.026 0.023 0.018 
1.7S 1. 11 0.020 0.021 0.028 0.024 0.019 
1.80 I.lG 0.022 0.023 0.031 0.02G 0.020 
1.ì-\5 1.20 0.02S 0.024 0.033 0.027 0.020 
1.90 1.24 0.027 0.025 oms 0.029 0.021 
1.9S 129 0.029 0.026 0.037 0.0:30 0.022 
200 1.33 0.031 O.02ï 0.039 0.032 0.023 

-~ 

:--Iote : 투수계수(k) k1 상/(e+ 1) XO.0494-0.0343 (CS) 

k! e2/(e+ 1) xO.0261-0.0077 (lVIS) 

kl i/(e+ 1) x O.0502-0.0275 (FS) 

k~ = 상/ (e + 1) x 0.0342-0.0136 (ARJ 

ks e2/(e+ 1) xO.0189-0.0022 (CS+MS+FS+A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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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다짐 ( i) - 간극비 ( e) 상에 투수성 모델 

R/S와 B/A에 대한 다짐( i) 간극비 ( e)관계에서 투수성 ( k)을 수학적 모델은 

(그림 17)과 같다. 즉 체분석으로 간극비 ( e)를 구하면 투수계수( k)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관계식이 정립된 것이다. 강모래의 간극비가 0.5-5 .1 범위에서는 k값이 

1 -1 X 10-3 crn/sec이고 Bottom Ash의 k값이 1 -1 x 10 3crn/sec이되기 위해서는 

간극비( e)가 0.5-54 .0일 때이다. 따라서 Bottom Ash가 강모래 대신 되메우기 재 

료로 대체하기 위한 k값을 얻기 위해서는 간극비 ( e)가 최하 0.5이고 최고 54.0일 

때임을 알 수 있다. 

1.00E+00 

_ RS _ BA 닝 8.01 E-01 
(f) 

E 
ü 6.01E-01 

.y. …v 

mm 

仁
」

「
는
 

이
 
m 

4 

2 

시
γ
 -
R싸
빠
 

100E-03 •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 .0 
간극비 (e) 

(그림 17) 냥/(e+ 1) 일 때 RS , BA의 투수계수와 간극비 

(표 11) RS , BA의 투수계수( k)와 간극비 ( e) 

RS BA 

e i/(e+ 1) k(cm/sec) e e2/(e+ 1) k(cmlsec) 

0.52 0.18 oα)0 0.55 0.20 oα)1 

1.00 0.50 0.066 5.00 4.17 0.077 
1.50 0.90 0.148 10.00 9.09 0.l 70 
2.00 1.33 0.237 15.00 14.06 0.264 
2.50 1.79 0.330 20.00 19.05 0.358 
3.00 2.25 0.425 25.00 24.04 0.452 
3.50 2.72 0.522 30.00 29.03 0.547 
4.00 3.20 0.620 35.00 34.03 0.641 
4.50 3.68 0.719 40.00 39.02 0.735 
5.00 4.17 0.818 45.00 44.02 O 없O 

5.50 4.65 0.918 50.00 49.02 0.924 
6.00 5.1 4 1.018 55.00 54.02 1.019 

야
 

n / 
-



4. 결론 

@ 일반 강모래 시료 그대로의 간극비 ( e)는 0.586-0.635이고 이때 투수계수( k) 
는 5.4 X 10-3 - 1.7 x 10 2cm/sec 범위이다. 

@ 일반 강모래의 투수성은 간극과 다짐에 영향을 받는다. 즉 다짐이 증가할수록 
간극비 ( e)는 낮아지며 이때의 투수계수( k)는 작아진다. 

@ 일반 강모래의 간극비 ( e)와 투수계수( k)와의 함수관계는 e와 logk로 하여 

직선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다. 동시에 e값을 e2, e2 j ( e + 1), e3 j ( e + 1) 

으로 변경시킨 후 k 와의 함수 관계는 직선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k값이 먼저 구하여야 e값 이 정해지고 직선방정 

식으로서 실제 적용이 어렵다. 그러나 후자는 e값을 구하면 k값을 구 할 
수 있는 직선방정식으로 적용이 용이하다. 

@ 일반 강모래의 간극비 ( e)와 투수계수( k)와의 함수관계를 e2, e2 j ( e + 1), 

e3j(e+ 1)로 직 선 방정식으로 나타낼 때 ， i/(e+ 1)와 k 함수관계는 실 
제 측정 k값과 매우 근사하고， 이때 방정식은 Y = 0.205X - 0.0362로 나타 
낼 수 있다. 위 방정식을 적용하였을 때 간극비가 0.5- 5.1 범위 내에서는 
투수계수( k) 값이 1 -1 x 10 3cm/sec을 얻을 수 있다 

@ Bottom Ash를 채취한 그대로의 산술평균 간극비( e)는 1.275이고 이때 투수계 

수 ( k)는 0.82- 1.1 x 10 2cm/sec 범 위 이 다. 동시 에 Bottom Ash를 굵은 모 
래(-1O~ +60"), 중간모래( - 10" + 100;:) 및 세 립모래 (-10;: +200~)로 분류하였을 

때 각각의 산술평 균 간극비 ( e)는 1.621. 1.420. 1.330이 였 고 이 때 의 각각의 

투수계수( k)는 1.342 -1.82 x 10 2cm/sec, l.24 - 1.49 x 10 2cm/sec , 0.96 -1.24 
x 1O-2cm/sec 순위 로 나타났다. 

@ Bottom Ash의 입도별 투수계수( k)는 다짐에 영향을 받는다. 다짐이 증가할 

수록 간극비 ( e) 와 투수계수( k)값이 작아진다 

(J) Bottom Ash의 e값을 i , i j ( e + 1) , e3 j ( e + 1)으로 변화시 킨 후 k 와의 
함수관계를 직 선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k값과 가장 

근사하기 위해서는 e값을 e2j(e+ 1)으로 변화시켰을 때이다 이 
때의 직선 방정식의 굵은 입도일 때 Y = 0.049X - 0.0343, 중간 입도일 
때 Y = 0.0261X - 0.077, 세 립 입 도일 때 Y = 0.0502X - 0.0275이 다. 동 
시에 시료채취 그대로 입도일 때 Y = 0.0342X - 0.0136이었다 

g 다짐 - 간극비 상에 투수성의 수학적 Model은 간극비 ( e)를 e2j(e+ 1)로 변화 
시키면 직선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실제 k값과 가장 근사한 직선 
방정식은 Y 0.0189X - 0.0022이 다. 위 직선방정식을 적용한 Bottom 
Ash의 간극비가 0.5-54.0일 때 1-1 x 10 3cm/sec 범위내 에 투수계수( k)를 
얻을 수 있다. 

@ 표준형 되메우기 재료인 강모래를 Bottom Ash로 대체하기 위한 투수계수( k) 
가 1-1 x 10 3cm/sec 범위 내에 있기 위해서는 간극비가 0.5보다는 크 
고 54.0보다 낮은 입도로 분포였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Bottom Ash의 간 
극비( e)가 0.5-54.0 범위에 들어 있는 입도분포는 강 모래를 대체할 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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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열소성법에 의한 석탄회 경량골재 제조 

CA Study on the Manufacture of Light Weight 
Aggregates Process from Fly-ash with Self-sintering) , 

l. 서론 

국내 

한국자원연구소 활용연구부 

남철우 홍성웅， 최영윤， 유연태 

인하대학교 오충봉 

석탄화력발전소는 연료탄으로서 유연탄 n:: 느二 
J-,• 무연탄을 분쇄하여 

미분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연료탄은 종류 및 산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미연소 물질인 회분을 5-30% 정도 포함하고 있어 보일러 내 

에서 연소하고 나면 석탄회가 남는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 

회는 보일러 바닥에 낙하하는 클링커 석탄회와 절탄기 하부 및 집진장치에 

서 포집되는 비산석탄회 (Coal fly ash)로 구분되며， 이 둡의 발생비율은 클 

링커 석 탄회 가 5-15% , 비 산석 탄회 가 , 85-95%로 비산석탄회가 대부분이 

다. 본 연구에서 석탄회란 비산석탄회를 말하고 있다 국내 석탄회 발생량 

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증가와 더불어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2010년 

증가될 전망이며， 한국전력공사 95 .12 

무연탄 27B 소 수입석탄화력 27개 까지 

거、프르 
J- C즈 건설할 계획이며 석탄회 년간 

570만톤으로 증가되리라 예상된다. 

발생량은 1995년 268만톤에서 2005년 

수급상 골재 이용가능 부존량의 감소， 골재 채취 

원의 원거리화， 교통체증 및 유통비용 상승으로 공급상 문제점이 내포되어 

골재자원의 국내 한편 

있으며 대체자원으로 쇄석 및 바다골재의 

골재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점유 비중이 À~ ~셔 
D D 증가하고 있어 

- 자연골재전체 부존량 : 102억 1 ，750만 M:l 이용 가능량 55억 3 ，789만M3 

一 쇄석 및 바다골재 비중 : 94년 58% , 95년 61% , 97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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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회는 구성성분이 천연점토와 유사하며 매우 미세하고 가벼운 구형 

의 분말상태로서 영국 일본 등에서는 석탄회 경량골재를 제조하여 자연골 

재의 대체품 또는 특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Table 1 석탄회 경량골재 및 자연 골재의 특성 

구 τ 닝r ￥::J벚 1J< 自然骨材

입도(rnm) 5- 15(조절가능) 5-25(分級使用)

절건비중(祝就比重) 1.0- 1.5 2.5-2.8 

밀도( t/ rn3) 0.89-0.90 1.6 - 1.8 

흡수율(24h)(%) 12-18 1-3 

강열감량(%) 0.5-2.0 0.5 이하 

마멸율(딸滅率)(%) 30-40 10-1 

위와 같이 국내 자연골재 채취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대체자원으로 

사용 가능한 산탄회의 발생 발생량은 반대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어 매립 

처리에 애로점이 예상되므로 .. 석탄회 경량골재 제조연구는 이들 두 가지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대된다 자열소성법에 의한 석탄회 

경량골재 제조는 석탄회 중 남아있는 미연탄소를 열원으로 하여 소성하는 

기술로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고 소성로 구조가 단순화되어 경량골재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그러나 소성조건 확립， 소성로 개 

발 등이 문제점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D.L 형 소성로등 다른 형식의 소성공정보다 제조단가를 

낮출 수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shaft로를 이용한 자열소성 기술 개발로 

다량의 석탄회를 처리함으로써 석탄회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및 천연 

골재 대체로 폐기물의 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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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가. 소성반응 

석탄회의 소결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보령 화력발전소의 석탄회를 독일 

Leitz사의 고온현미경을 통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소성 상태를 관찰하였다. 

보령화력 석탄회의 경우 1200 0C 에서 소결 이 시작되어 수축이 시작되고 

1320 0C 에서 수축이 완료되고 팽윤이 시작된다. 1530 0C부끈에서 팽윤이 완 

료되어 반구형을 이루고 1590 0C 에서 용융상태를 나타낸다. 

석탄회의 용융 특성을 유추하기 위하여 석탄회중 염기성 및 산성물질의 

비 RS , Silica의 함량비 SP, 염기성 및 산성물질의 비에 시료중 Na20 비 

율을 곱한 RF 값을 사용한다. 

염 기 성 F 'e203 + CaO+ MgO+ Na20+ K 2 0 
RS = RS= 」LLS- = 

산성 Si02 + Al2 0 3 + Ti02 

RS 값이 1을 향하여 증가할 때 회 의 점 도(、riscosity)는 감소하며 값이 

0.4-0.7인 경우에 회의 slagging 성이 강해져서 융점이 낮아지게 된다 

SiO? 
SP=Silica의함량비 = ι 

Si02 + Al2 0 3 + Ti02 

SP값이 높으면 회 용융점 이 높아져 slagging 성 이 감소하는 경 향이 있다 

염기성정님 
RF= 공 xNa?O(%) 

산성성τ z 

RF 값이 0.2 이 하이 면 low fouling , 0.2 -0.5이 면 medium fouling , 0.5-

1.0이면 high foluing , 1.0 이상이변 매우 심각한 fouling 이다 

RS , SP 및 RF 값에 따른 용융점 및 Fouling성 문제는 석탄회 중의 불 

순물종류 및 양에 따라 변화된다. 

나. 열수지 

석탄회는 원료탄의 산지나 연소 조건에 따라 미연 탄소의 함량이 다양 

하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미정제회의 경우 5-

7 w t.% 정도의 미연 탄소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 경우 발열량은 400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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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1 Petrography of boreang coal flyash (Boreong) 

500 Kcal/Kg 정도이다. Fig.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미연 탄소분이 

5.7wt.%인 석탄회가 완전 연소된다고 가정하고， 배가스 온도가 825 0C, 배 

가스 중 산소 농도가 12 vo l.%, 배출되는 소성 시료의 배출 온도가 425 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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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시간당 30 Kg의 생펠렛을 공급할 때 열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 

소성로 조업에서는 펠렛의 크기， 기공도 등에 따라 연소 속도가 달라지므 

로 배가스의 온도 및 조성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배가스의 10 - 60 % 

정도를 리사이클시켜 과잉의 열을 소성로로부터 제거하여 소성 옹도를 

1250 0C 정도로 유지시켜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人H 퍼|러| 
〈그 E르 E三

배가스 

석탄회 : 27 Kg 

벤토나이트 : 3 Kg 

02 12wt. 
825 0C 

-292 .6 Kcal 

냉각기 

소성로 -23.4. 
(1250 0C) 

연소열 

Kr.~1 

M)') lι/、 끼 1 

」、카야 표I1 근I1 
:....L c:i c::므 E三

425 oC 

연소 공기 

- Rh Kr~1 

02 20 vol% 
?t; y' 

Fig. 1. Heat Balance of Sinte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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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형식 선정 

석탄회를 원료로 하여 인공경량골재를 제조하는 방법은 1965년도에 영 

국 P.L사에서 상용화가 되었으며 핵심기술은 석탄회에 점결제를 혼합하여 

조립하는 공정과 조립된 석탄회 덩어리를 소성 시켜 소정의 강도와 비중을 

가지는 경량골재를 만드는 소성공정이며 조립공정은 디스크형 pelletizer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기존공장에서 사용되고있는 D.L 소결기는 조업이 용 

이한 반면 제작건설비 및 운전 보수유지비가 고가로 알려져 있어 본 연구 

에서는 소성로에 대한 자료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Table 2 소성로형별 특성 비교 

송。L 표 -1L 요구사항 D.L소성로 
순환D.L소 

로타리킬른 
샤표 E 식 

성로 소성로 

1) 설치면적 ~g O A O @ 

2) 제 작 비 저렴 A × O @ 

3) 성 '-
。

〈서。아 」저 。서 -。「-까r @ @ A A 

-시료 대응성 LE4a τ 。'J O @ A O 
운전조작성 용이 O O @ A 

제품 실수율 i도cjl; 드 oι O @ × 4 

연료효율 즈iIZ;j [Lj A O × @ 

O 열)보1--。i--。j-

기존사용 
무라 O일본 Pilot O 일본경 량 

oPilot 시 험 
o영국 n?<1 시험 골재제조 

유럽 지역 

2G4-



가. D.L 소결기 

D.L형 소결기는 현재 기존 석탄회 경량골재 제조회사에서 적용할 수 있 

는 장치이나 소결로 내부에 구동부가 많아 제작 설치비 및 운전 유지비가 

고가인 단점이 있다. 오오무라 발전소는 D.L형 소결장치로서 현재 연간 

100，000톤 규모이 나 50,000 - 60，000톤/년 생산하고 있다. 오오무라 발전소에 

서 석탄회 경량골재 생산원가 구성비를 조사한바 Table 3과 같았다. 

Table 3 오오무라 발전소 석 탄회 경 량골재 생산원가 구성 

감가상각비 

3 

유지관리비 

42 

Table 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생산원가의 대부분은 유지관리비와 인 

건비이며 인건비는 감소할 여지는 있으나 고온에서 기계적 구동부분이 많 

아 유지관리비의 비중이 매우 크다. 

나. 순환형 D.L 소결기 

최근에 일본에서 Pilot Plant 시험까지 수행하여 개발된 소결장치로서 

기존 D.L소결장치의 처음 부분과 끝부분을 연결한 것이 특징이며， 장점은 

시료의 성질에 대한 대응성이 용이하며 제품 실수율이 향상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D.L 소결기와 대동소이하다. 

다. 로타리킬른 

로타리킬른은 일반 경량골재 제조에 이용되고 있으나 소성전 생펠렐의 

마찰에 의한 파괴 등이 수반되어 석탄회에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라- 샤프트식 소성로 

제작 설치비는 저렴하나 제품의 품질 조절이 곤란한 단점이 있다. 샤프 

트식 소성로는 일본 물질공학연구소에서 Pilot plantr 시험까지 수행하였으 

며 제작 설치비는 가장 저렴하나 소결과정에서 펠렐의 융착에 의하여 조업 

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조립된 펠렐의 표면융착을 방지하여 막힘 현 

상을 해결하면 가장 이상적인 소결로라고 사료된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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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료 및 실험방법 

가. 시료 

본 연구에서 석탄회를 이용 경량골재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한 시료는 

보령화력에서 미분탄을 연소시킨 후 절탄기 하부 및 집진장치에서 포집되 

는 비산석탄회 (Coal fly ash)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립시 점결제로는 한국 

아이 엠(주)의 Bentonite를 사용하였다 

1) 석 탄회 및 Bentonite 화학성 분분석 

시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 보령화력에서 발생한 

석탄회와 한국Flyash(주)에서 정제한 미연탄소가 적은 정제회， 미연탄소가 

많은 reject 회 및 일본 오오무라 발전소 석탄회의 주요 화학성분을 조사하 

여 Table 4에 나타내 었다. Table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요 구성 성 분인 

SiO", Alz03 F~03 등의 함량은 54 • 56%, 22.7- 28.6, 2.1 ←5.9%의 분포를 나 

타내고 있으며 미연탄소함량은 미정제의 경우 5.71 % 이고 정제회는 4.37 

% 인데 반해 Reject 회의 경우 6.41%로 높았다 오오무라 발전소 석탄회 

의 경우 l.0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성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는 Na20 및 K20 의 경우 비슷한 수치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석탄회별 화학성분 

λ~ 드 '-'츠- Si02 Alz03 Fe203 CaO MgO Na20 K20 Ti02 F.C 
구분 

미정제 54.27 28.64 2.17 0.88 0.30 0.34 l.05 l.05 5.71 

정제 56.64 23.70 5.53 4.17 0.97 0.60 0.93 l.21 4.37 

Reject 54.44 22.70 5.93 4.91 0.81 0.59 l.21 1.13 6.41 

오오무 
50 24 5 4 l.5 l.6 0.8 1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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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에서 석탄회의 펠렐제조공정에서 점결제로 Bentonite를 사용하 

였다. Bentonite 의 주요성분분석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성분이 Si02, Ab03, Fe203, CaO 등으로 석탄회와 유사 

하고 습윤시 점걸력이 커서 생펠렐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첨가하였다. 

Table 5 Bentonite 화학성분 

λ~ 동 lL￡- Si02 Ab03 Fe203 CaO MgO Na?O K?O Igloss 

함량(%) 62.0 17.6 2.2 2.4 2.0 2.7 0.7 6.7 

2) 석 탄회 및 Bentonite 입 도분석 

본 실험에 사용한 석탄회 및 Bentonite의 입도분포를 조사하였다. 

입 도 측 정 용 기 기 는 Malvem Instruments 사 의 particle analyser를 사 

용하였다. 

Table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보령화력의 경우 평균입도 24.7μm ， D 0.1 

5.2, D 0.9 = 84.4를，정제회의 경우 평균입도 1 1.5μm ， D 0.1 1.19, D 0.9 = 

42.68이 었다 정 제후 Reject분은 평 균입 도 26.7μm ， D 0 .1 16.3, D 0.9 

123.9였다. 점결제로 사용한 Bentonite는 평균입도 5.8μm ， D 0.1 1.17, D 

0.9 = 14.8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나- 실험장치 및 방법 

1) 석탄회 경량골재 제조 일관공정장치 

본 연구에서는 석탄회를 이용 구조용 경량골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펠렐 

제조에서 건조 소성에 이르는 일관공정장치를 제작하였다 

Fig. 2에 일관공정장치의 공정도를 나타내었다. 장치는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석탄회를 점결제와 혼합하여 펠렐을 제조하는 부분과 제조된 

생펠렐을 건조 소성하는 공정 이 있다. 

때
 



결과 

시료명 D 0.1 (μm) D 0.5 (μm) D 0.9 (μm) 
비표면적 

(sq.m.!cc.) 

정제 1.19 11 .46 42.68 1.7525 

Reject 16.29 26.74 123.92 0.2290 

미정제 5.20 24.71 84.37 0.5211 

Bentonite l.17 5.83 14.83 2.4123 
」

및 Bentonite 입 도분석 Table 6 석탄회 

擬꿇훨擬議擺홉홉 

{
*
?
」

" , 
그 융 <;=•• 

‘ 
-..,- ß: 1) 

- ‘ 
“ 

따뚱4혹Z뜰』 
:’ ,.… •• …‘ 

씨 까TTI 현현한변 

，꾀0! 1 한츠τ 

i-~);;-- I f샀용 ",::J';' 

L •-• ι 

" Ol ' l 

t “ “ I ,.(, ‘ 

.u 
g “‘ 

‘ 

b 

‘-

.-'-'-t.! ‘ f 
~야 

i 

’ -............ -
표같→ι -:.i-~j .L츠~L프王기 i딩듀.w~~능L 껴. ‘ 첸그단프JI표듀갇둔}펀￥L， 

감효~-j三편〕많~Jj:::죠'il-~ 三빡!I'i끊:=Ic판 헨한j훨뿔훌훌團홉짧I趣강행置껑훨짧쫓1I 
펀~j훨훨뭘關헐똘첼l靈훌웹핸훌헨펀휠간}i E현편」활설톨흩쩔}흉뿔i용활훌壓룰홈{훌혈훨11 
프표~' r-는II건=’ε흐c는1亡는}표프二 펀잃~j받?τ 뀐펀j순순n’Fτ t, ~，' ，~.-

‘ ::'t• 

자열소성법에 의한 석탄회 경량골재 제조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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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ω 

n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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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렐 제조부분은 석탄회와 점결제인 벤토나이트를 담아놓는 호퍼， 원료 

를 일정량씩 평량하여 가습한 후 혼합하는 스크류 피더， 스케일호퍼， 믹서 

그리고 혼합된 시료를 이용 펠렐을 제조하는 펠레타이저로 구성되어있다. 

소성공정은 제조된 펠렐을 이송하며 건조하는 버켓엘리베이터와 건조된 

펠렐을 저장하는 호퍼 저장된 펠렐을 일정속도로 장입하는 바이브레이팅 

피더가 있고 펠렐을 소성하는 소성로와 소성펠렐의 배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소성로는 내부가 180x180x1000mm 로 외부에 

을 설치하였다. 소결과정 중 과소결 및 융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된 폐 

보온을 위해 SiC 열선 

가스를 주입하는 장치를 설치하였고， 펠렐의 

위하여 각 단 하부에 화격자를 설치하였다. 여기에 소성과정을 조절， 모니 

터하고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 및 제어 할 수 있도록 PLC를 이용 구성하 

및 융착 방지를 원활한 이동 

였다 

2) 실험방법 

。I
E 점결제를 담아놓는 호퍼로부터 및 펠렐 제조 원료로 사용할 석탄회 

있는 스크류피더와 스케일호퍼를 

혼합한다 ·거쳐 일정비로 정량된 석탄회 및 점결제를 혼합기에서 가습하며 

혼합된 석탄회는 일정속도로 펠레타이저로 

배출시킬 수 및 점결제를 석탄회 정량의 

펠렐 5-18mm의 공급되어 

위 제조된 펠렐은 2차 펠레타이저에서 소성시 융착 방지를 

버켈엘리베이터를 이용 펠렐 저 

을 제조한다. 

해 SiOz로 코팅을 하였다. 제조한 펠렐은 

생긴 깨져 펠렐이 =
πr 이용 이송 피더를 바이브레이팅 장호퍼로 이송되고 

분말을 제거후 소성로에 장입하였다. 소성실험은 소성로의 외부 옹도를 가 

연소공기를 일정량 주입하며 

방지하기 위하여 기 

펠 

/、
-'-

열존 800 0C, 소성존 600 0C 로 유지시킨 후 

장입하였다. 펠렐장입은 낙하에 의한 깨짐을 

채운 다음 하부에서 펠렐을 배출시키면서 

도달 할 때까지 장입하였다. 이후 착화를 위해 30분간 유지 

생펠렐이 

으
 

E 레
 

E 

성한 펠렐을 소성로에 

가열부 중간에 

한 후 일정속도로 펠렐을 배출하며 상부에서 일정한 높이가 되도록 생펠렐 

m … 

을 장입하며 반응을 진행하였다. 



고찰 01 
^ 결과 5. 

가. 생펠렐 강도 

몇단계의 소성되기까지 장입되고 제조에서 경량골재 

소성로에 

높이로 

파 

정도의 

자중에 의한 

거치게 되고 

1m 

되므로 

생펠렐이 

쌓여있게 

괴에 

여야 한다. 

낙하과정을 

강도를 유지하 。1 느二 
λλ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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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견딜 

생펠렐 

떨어트려 

정도의 

50cm높이에서 

10mm 

107H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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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석탄회를 

변화시켜 L-l
「

。-E 
1 , 
4 측정하여 

낙하강도로 

보령화력 

점결제량을 

연구에서는 

대상으로 

횟수를 

평균값을 

지의 

의 

본 

o 

5 7.5 

Bentonite(%) 

Fig. 3 Effect of bentonite ratio on the drop 
resistanæ of ∞al flyash pallet 

10 o 

하강도를 측정하였다. Fig. 3 에서 

따라 

낙하강도는 

첨가함에 

건조한 후의 

첨가량을 0, 5, 10% 

펠렐을 105 0C 에서 

수치를 

벤토나이트 

압궤강도는 2.1, 2.6 4.8이었고 

각각 0, 0.9, 2.5 이었다. 정제회도 비슷한 

rl 。
'oT 미정제 회의 와 같이 

나타냈으나 Reject 회의 

펠렐 제조가 어렵고 낙하저항 또한 낮아 벤 적어 경우 입자가 굵고 미분이 

낙하저항은 2.2, 2.5, 3.2 이었고 건 첨가함에 첨 가량을 0, 5, 10% 토나이트 

경우 낙하저항이 2.3 

가능하였다. 또한 미정제회 및 정제회는 

하지 

일관공정장치의 각각 0, 0.8, l.9 이었다. 본 

없이 소성이 

않은 상태로도 

조시에는 

점결 정인 경우 깨짐 

펠렐의 。L 。
1.;동 'c' 건조를 제조가 가능했고 펠렐 넣지 제를 

않아 소 시료 모두 낙하강도가 2.1 이상으로 이송 중 깨어지지 경우 3가지 

7.1 -, 고온부에 펠렐이 rl 。
'oT 형성되었을 λL흐님 

öoT 소성존이 가능하였으나 성이 

。1
M 

건조한 경우 낙하강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벤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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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즈느 
E즈 ’ 펠렐의 파괴가 동반됨을 인하여 급격한 수분방출로 

펠렐윤 105 0C 에서 

장입되면 

었다 

접 



이트를 10% 이상 첨가 하여야 2.3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었다 rej ect 회의 

경우에는 벤토나이트 10% 첨가시에도 낙하강도가 1.9로 소성로 장입시 디 

량 파괴되어 펠렐 사이의 기공을 막아 연소공기의 이동이 곤란하게 되고 

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소성온도가 낮아져 소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 

았다. 

나. 연소곰기 유량의 영향 

소성과정시 연소공기 유량에 따른 소성로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미정제 회를 장입 
1400 

1300 

õ、

녕 1200 
그 

(1) 

훌 1100 
m 
1-

1αx) 

900 

• 
• • 

• 

-
12 14 20 30 33 

Air f1ow(Nm311끼 

Fig. 4 Effect of air flow rate on the 
sinerting temperature 

한 후 유량 변화에 따른 로내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시료 

장입은 먼저 소성로의 온도를 

가열존 800 0C ， 소성존 600 0C 로 

예열 한 후 기 소결된 펠렐을 

예열대 까지 채운 다음 생펠렐 

을 장입하면서 기 소성된 펠렐 

을 배출하여 생펠렐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 

생펠렐을 가열존 중간까지 장입 

한 후 30분간 유지 하여 착화시 

킨 후 일정속도로 배출하며 로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4에서 보는 것처럼 연소공기 주입량이 12, 

14, 20, 30 (Nm3/hr )로 증가함에 따라 소성로 내부온도는 1023 0C, 1220 0C, 

1280 0C , 1350 0C 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연소공기의 증가에 

따라 소성존의 온도가 상승하여 과소결의 원인이 되는데 이와 같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소공기의 유량을 조절하거나 산소농도가 낮은 배가스를 

냉각 후 불어넣어 줌으로써 미연탄소의 연소속도를 조절하여 적정 소성 온 

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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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도에 따른 영향 

소성과정에서 온도 상승으로 인한 융착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미정제， 정제， reject 회에 대한 소성시험을 실시하였다. 

생펠렐을 105 0C 에서 건조후 일관공정 장치의 소성로에서 소성한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미정제회의 경우 소성온도가 1023, 1220, 1350 0C 일 

Table 7 Properties of light weight aggregates on sintering 

temperature 

구분 소성온도 절건비중 

1023 1.37 

미정제회 1220 1.4 

1350 1.41 

1000 1.38 

정제회 1140 1.44 
1150 1.46 

Reject회 915 1.37 

---- =s=짧urify 1. 

18~ 그~면 115 

흉 늠i 

흉1 . 6 

14L 「Jf--·//. ] 5 훌 
fl - e- Non pur꺼 | 
11 - . - Purify 

1.2 L! 10 
1000 1050 1100 1150 1200 1250 1300 1350 

Sintering terrperature(C) 

Fig.5 Ef면ct of temperature on the specific 
gravity and absorption rate of sintered 
pallet 

흡수율 표건비중 압궤강도 

14.6 1.57 39.2 

12.76 1.58 73.3 

13.6 1.60 88.6 

17.24 1.62 58.4 

15.09 1.66 81.9 

14.64 1.67 95.7 

14.18 1.57 46.3 

때 절건비중은 1.37, 1.4, 14.1 이 

었고 흡수율은 14.6, 12.76, 13.6 

이었다. 

135WC 의 경우 고온에 의한 팽윤 

현상이 일어나 수축된 펠렐과 팽 

윤된 펠렐이 혼재한 형태로 배출 

되었다. 팽윤된 입자로 인하여 흡 

수율 및 표건비증이 1220 0C 로 소 

성된 입자의 값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Fig. 5에 소성 온도별 

절건비중을 나타내었다. 정제회의 

경 우 소성 온도가 1000, 1140, 115 

O oC 일 대 절건비중은 1.38, 1.44, 

1.46 석었고 흡수율은 17.24, 15.09, 14.64 로 비중은 온도상승에 따라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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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흡수율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압궤강도는 미정제회의 경우 

소성온도가 1023, 1220, 1350 0( 일 대 39.2, 73.3, 88.6 이었고 정제회의 경우 

소성 온도가 1000, 1140, 1150 0
( 일 대 58.4, 81.9, 95.7로 소성 온도 증가에 따 

라 압궤강도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6. 결론 
석탄회를 이용 구조용 경량골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shaft형 로를 이용 

하여 소성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령화력 석탄회중 정제회 및 미정제회를 이용 점결제로 벤토나이트 

10%를 첨가하여 낙하강도가 2.5 이상인 직경 5- 18rnm 펠렐 제조가 가능하 

였다 

Shaft형 소성로를 이용한 경량골재 제조 소성조건은 미정제회를 원료 

로할 경우 가열존 및 소성존을 800 0( 와 600 0( 로 유지한 상태에서 연소공기 

유량 14Nm3/hr, 1220 0( 에서 배출 속도 50kg/h에서 압궤강도 70 이상， 절건 

비중 1.4 이하의 경량골재를 제조하였다 

보령화력 석탄회에 점결제로 벤토이트 10%를 혼합하여 펠렐을 제조 및 

소성 등 일관공정을 통하여 미연탄소를 열윈으로 하는 자열소성에 의한 

경량골재 제조가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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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복합처리 고상폐기물의 이용한 석탄회를 

이기강 ( 경기대학교， 고상폐기물 자원화 공정센타장 ) 

료E 
'-1. 서 

또한 계속 증대되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자원의 대량 소비이다. 자원은 

얻어지며， 산업활동에 의해 인류에게 편리하도록 변형시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사용된 제품은 수명을 다했을 때 폐기하게 되며 이 

폐기물이라 한다. 산업 폐기물은 액체， 기체， 고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심각한 수 

증가에 따라서 생활의 편의성 발전과 인구의 

고 있으며， 이에 

자연으로부터 

문명의 

형태 

고상 폐기물의 

배출되고 있으며， 특히 

특성상 고상폐기물 처리는 절실한 당면과 

염
 

화력발전소와 

이러한 산업체 

rI 。
' dT 있다. 

러한 물자를 

로 다양하게 배출되며， 배출량도 점점 

질， 대기， 토질 오염을 

제철소， 제련소 등에서 

들이 기간을 이루는 국내 산업의 

제이다. 

막대한 양이 

유발하고 

약 15-45% 비율로 생성되는 원탄의 부산물로서 석탄 화력발전 과정의 

석탄회는 국내의 경우 현재 설비용량기준으로 연간 300만톤 이상이 발생하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석탄회는 일반 

문제점을 야기하 

있으며 2，000년에는 600만톤으로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막대한 처리비용과 환경오염 등의 

있어 각국에서는 석탄회의 유효이용을 위해 공공차원에서 연구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폐기물의 재 

활용과 폐기물 감량정책의 일환으로 이들 석탄회의 재활용 방안에 대한 연 

고 

끊임없이 

고 

매우 내외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활용도는 20% 있다. [1， 2] 하지만 국내의 가하고 구에 

미진한 상태로 

박차를 

매립되거나 야적되어 발생량 대부분이 

분야， 시멘트 연구는 대한 외국의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5] 

이용한 산업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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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회 를 지금까지 



분야 둥으로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이 

해결하여야 할 

특성에 따른 

골재， 건축재료， 토목， 농 · 수산업 

와같이 다분야에 석탄회를 

문제는 균일한 원료를 

우선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즉， 지역 

연소조건， 채집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원료특성을 나 

재활용 분야가 달라지며 균일하지 않은 석탄회 

변화시켜 품질의 

위해서 재활용하기 

사용탄종，화력발전의 

타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물리·화학적 차이를 

균일한 품질을 갖는 요업제품을 제조하 

야기시킨 을
 

들
 

녀
。
 

트
 「생성물의 '-'-

석탄회를 재활용하여 다 [6] 따라서 

기 위해서 적은 균일한 원료를 안정 요구되는 원료의 기본특성은 유해성이 

얻기 위해서는 석탄회의 것이다. 이와같이 균일한 원료를 

석탄회의 성분， 입자크기 

。}느二 
I二 '-적으로 

료
 

원
 

등을 조사하여 미세구조 L!l 
^ 석을 통하여 

선별화시켜야 한다.[7-9] 

이용되는 

비해서 CaO 

시멘트 혼화재로 

석탄회에 

대부분이 석탄회 재활용방법은 국내의 현재 

배출되는 석탄회는 구미 지역의 것이지만， 국내에서 

적기 때문에 배출되 막대한 양이 첨가량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二l성분이 

대안으로 또 다른 갖는다 석탄회 자원화의 한계를 처리에는 는 석탄회의 

연구가 이루어져 

근본적인 이 

는 요업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에 

널리 실용화된 연구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이의 

대한 많은 

왔으나，현재 

소성온도가 요구되며， 

떨어지 경제성이 

주c. 。

:rr. ‘'-

요업원료로서 

갖기 때문에 

특성을 갖기 때문에 

내화도를 i드 。
그工 '-

작다는 등의 

유로는 석탄회가 

가소성이 

기 때문이다. 

기존 제품에 품질과 물성이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재활용 제품의 

없어야 한 

제품에 기존 시장규모가 크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비해서 경제성이 있어야만， 폐기물 자원화 기술의 실제적인 활용이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발생이 오염물질의 2차적인 공정에서 재활용 

다. 또한 재활용 제품의 

우수하고 비해서 

가능하 

시장은 토 큰 재활용 제품의 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있는 다른 단점을 보완할 수 석탄회가 갖는 

-266 -

목 · 건축재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요업원료로서 



종류의 고상폐기물과 석탄회를 복합처리하는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특히 중금속을 포함하는 고상폐기물과 석탄회의 복합처리를 통하여 낮 

은 소성용도에서 우수한 물성을 갖는 각종 요업제품의 제조가 가능해짐으 

로 인해서 석탄회의 경제성 있는 처리가 가능하며， 이의 활용을 위한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 1. 각종 고상폐기물의 배출 현황 

(1) 석탄회 

주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고 있는 석탄회는 1997년도 기준 연간 320 

만톤이 발생되었으며， 석탄화력발전소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2000년 이후 

에는 연간 약 500만톤의 석탄회가 발생될 전망이다(표 1참조) . 

표 1. 연도별 석탄회 발생현황 (단위:천톤) 

구분 1992 1994 1996 1998 2000 2005 

무연탄 948 864 970 980 1,026 1,026 

유연탄 920 1,564 2,150 2,830 3.390 4,687 

계 1,868 2,428 3,120 3,810 4,416 5,713 

화력발전소에서 부산물로 배출되는 석탄회는 사용탄종， 연소조건， 채집 

방법 및 채취시기 등에 따라 다른 원료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에의 응용을 위해서는 균일한 특성을 갖는 원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원료특성과 석탄회를 사용한 제품의 특성과도 상호연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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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석탄회의 재활용율도 증진시킬수 있을 것 

표 2에 나타낸 한국전력의 자료에 의하면 석탄회의 재활 

용율은 ‘96 기준으로 2l.9%이며， 그중 시벤트 원료와 콘크리트 흔화재， 시 

재활용 비율이 91%에 이르고 있으며， 성토재와 기타 

불과하며， 석탄회의 재활용 

제품의 

으로 기대된다. 

분야가 

멘트 2차제품으로의 

용도로의 재활용비율은 약 9% 정도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석탄회의 처리현황 ( 1996, 한국전력 자료 ) 

석탄 회 
1jE즈L 처리실적(‘96) 

사용량 발생량 매립 유상처리 재이용 
돋E프r 

(천톤) (천톤) (%) -까r 그 걷~ 점유율 -까r 그 t'J τIliT 。T 돋 。r -A「‘ 그 t'J xIjJ T 。T돋 。r

(천톤) (%) (천톤) (%) (천톤) (%) 

21 ,462 2,922 13.6 2,225 76.1 30 l.0 640 2l.9 

석탄회의 

Si02 (46-60%) , Ab03 (18-22%) 및 

금속과 철분으로 구성 되 어 있다.[8외 Ab03와 Si02의 

량비는 1 :4 -1:5로서 점토의 대체원료로 안정된 범위에 있으며， 요업원료의 

응용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채취된 시기에 따라 조성이 

달라지며， 특히 C 함량은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C 함량변화는 곧 

용적변화에 직결되므로 안정된 원료의 수급에 차질을 가져올 뿐만 

보면 

E• 
。

값을 

C (16-32%)로서 

7.-1 al:특￡ λ4 
。 ð 'l..!- -, 생성되는 부산물로 구미화력발전소에서 

님
 

} 

ι
 

서
。
 

Z 
T 

나머지는 알카리 

대체재료로의 

석탄회의 

원료의 

성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석탄회를 요업원 아니라 기계적 

선별화시킴으로써 

균일한 특성을 갖는 원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유해성 

관찰함으로써 

하여 원료분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료로 

도즈二l 격: 
。 u , 

처리방안에 면밀히 속한 미세구조를 ;ζ "• ~l 
τEτ누 UI 감지하여 

。

E즈 

검토가 가 

으
 

E 프
 
다
 

활용방안도 

제품의 상호연관시켜 

제시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사용한 세품의 득성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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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본자료를 

석탄회를 능하며， 



재활용율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또한 fly ash의 향상시키며 

다. 

(2) 석탄회와 복합처리 가능한 고상폐기물 

더스트(EAF 

유해성분이 포함된 지정폐기물 분류되는데 대표적인 지정폐기물로는 제 

철소에서 고철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로 제강 

dusO가 있으며， 일반 폐기물로는 제강 슬래그， 제지공장의 제지슬러지 

각재 등이 있다. 종전에는 이것들을 주로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왔으며， 

재자원화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품질 및 양적인 

λ、
:...L-

。 1 1=1 
2., 국내외적으로 

면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으나，중금속 

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매립시 

분을 제거 

기 때문에 

。L
l효 양은 많지 고상폐기물에서 차지하는 

의해 용출되어 물
 

체
 
빗
 

저
」
 이

 
지
E
 

D 

올
 

해
 재 

。

π
 

rl 。
' 01 폐기물의 특히 지정 

심각한 환경오염 등에 이
 「

드
 
。

유해성 

또는 회수하거나 유해성분의 용출을 억제하는 처리를 하여야 하 

소요된다. 더 나아가 설사 특정 폐기물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따라서 

。

π
 

막대한 처리비용이 

확보， 처리 

적절히 처리 

가능하다고 하여도， 이 경우 매립지 

각종 

매립이 해성분을 제거하여 

고상폐기물을 된다 결국은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안정화시킨 제품화하는 

7;] 
/、관섬사인 

가능하도록 

표g
 

세계적인 

재활용이 

분야의 

자원으로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이것은 

。1':: 조L 
"즈 E즈 후 하여 

것 이 

이다 

미 

국， 일본 등에서 개발된 것으로 산학연 연구 결과나 특허를 통하여 

용이 알려져 있다. 주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유가금속 

물질의 용출을 억제 

로
 

주
 

l 

그내 

tlJ-님~-'프 
。님」 처리 고상폐기물 함유된 :ζ -, /• ~1 

지5"" 0 -=;-~I 제안된 현재까지의 

회수를 통한 유해물질 제거법이고 다른 하나는 유독성 

가능하지만 

문제 및 매립에 따른 또 다른 환경오염 

찌
 
씨
 

매립이 고상폐기물은 처리된 안정화 처리법이다. 이렇게 

확보 

느
 」

하
 
전술한 바와 같이 매립부지 



못하다. 따라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여러 방법을 제시 등으로 바람직하지 

물질의 용출을 막는데 유해성 있다. 이 방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하고 

대한 것이다 재 종류의 폐기물 처리에 있으며， 또한 한 두 가지 국한되고 

있으나， 기술 

때문에 문제점 

가장 많이 연구되어 

강도나 제조공정상의 

응용이 

적，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계적 

개선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다. 

활용 분야에서도 시멘트 분야의 

기술 복합처리 고상폐기물의 2-2. 

현재 유해 중금속의 회수 및 용출 억제를 위주로 한 특정폐기물의 처리 

시멘트용으로 

있으며，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 세라믹 제품으로 

의 재활용은 세라믹 제품에 요구되는 기계적 강도와 같은 물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기 때문에 

재활용은 고상폐기물의 있지만， 각종 제시되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로
 

주
 

l 방법이 

재 많은 고상폐기물의 

있다. 이러한 결과 

균일한 특 

실용화는 제한을 받고 

‘는 다양한 화학조성과 부피비중 및 표면성질을 갖는 폐기물들을 동시에 처 

리하는 경우 혼합과정에서 균일한 혼합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성을 갖는 고강도의 세라믹 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활용에 대한 특허가 있으나 실제 

응용에 대한 기술로는 전통적 

벽돌에 더스트를 첨가하거나， 더스트-실리카-알루미나의 삼성분 

크링커를 제조하는 기술 등이 있지만 더스트가 첨가되거나 

기계적 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세라믹 원료로의 

인 점토계 

계를 이용하여 

증가함에 따라 소결체의 

응용범위가 제한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함량이 

이용가능한 더스트의 양과 소결체의 

더스트의 

있다 

기존의 고상폐기물을 는
 

갖
 

비중을 ul 

^ 다양한 화학조성 

세라믹 원료와 혼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인은 

하
 

모
 
人

주성분을 이루는 금속 및 금속산화물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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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한 혼합체를 제조하지 치
 η 

브
 

L -
즈
 

。

또한 더스트의 였기 때문이다 



소결과정에서 

기존의 벽돌조성에 

강도가 감소하거나 연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중금속과 같은 유해성분과 화학조성을 갖는 고상폐기물 

균일하게 혼합함으로써 여러가 

형성하기 때푼에 。uλL조L 
--, 0 2. 점토 등과 반응하여 

첨가하는 경우 액상량이 

벽돌원료인 이 

증가하여 과도하게 더스트를 

따라서，각종의 

들의 처리에 있어서， 각종 

구조재료 내지 기능재료로 적용가능한 기계적강도를 가지며 

금속 유해성분의 용출이 없으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주
 
。동시에 

장점을 갖는 고상페기 

폐기물을 충분히 

지 

요구된다. 또는 재활용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히 물의 처리 

고상폐기물을 효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종의 기술이 가지고 종래의 

;ζ 二그/← 711 
τ~b -=누 -"f 및 이의 재활용 방법을 연구하여 。1 ~二 닙l 남1 

」 。 닙 과적으로 처리할 수 

리함으로써，1) 벽돌， 타일， 노반재， 기층재， 옹벽 

재료， 2) 도자기， 위생도기 또는 

그리고 3) 필터 또는 배수펼터재 

품를 제조가 가능하다 

같은 유해성분의 용출이 거의 없으며 각종 구조재료로 적용가능한 복합처 

건축/ 또는 경량골재 등의 

재료， 

재료등의 각종 요엽제 

구조 점토계 댄
 
어
 기능 

토관 

등의 다공성 

구조 모
 
「토

 

점토계 광 가소성을 주는 전통적인 세라믹 제품의 성분은 물과 흔합시 

。uλL으 혀 서 "，l-느二 자서 f~10 
.0 2- 00"'" ’ o --', -←...，~ 

소성과정에서 

충전제 (filler)와 소성시 비가소성 물， 성형시 

용융되지 형성함으로써 망목구조를 않고 충전제로 작용하여 

연화를 막는 역할을 하는 실리카 등의 3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다. 

포함하 

여하 
--, 든즈 

페이퍼 

형성하게 되며， 전통요업 성분중에서 

을 한다. 석탄회는 점토와 마찬가지로 실리카와 알루미나가 주성분을 이루 

애쉬 (P/A) 

토금속을 다량 함유하는 폐기물 

자션과 간으 0-'-' ,=1.•-

금속과 금속산화물을 

01 

^ 슬래그 

가지 

며， 각종 폐기물 중에서 EAF 더스트， 제강 

등과 같이 중금속성 분 또는 알카리/알카리 

。 소성시 

여러 고상폐기물들은 석탄회와 각종 

。1l λl-.Q..
--, 0 t:프 

온도로 가열될 경우 주된 결정상은 율라이트(mullite)와 

알루미나←실리케이트 

지만， 약 1200 0C 의 

크리 스토발라이 트(cristobalite) 이 며 광물들과 

는 가소성과 열적성질 등에서 다른 물성을 갖는다. 반면， 점토 중의 알루미 

낌
 

점토의 



시 가소성 있으며 성형 

카올리나이트는 

이루어져 판상입자로 나-실리케이트는 주로미립의 

약 60 

메타 카올리타이트로 

물질로서 

점토광물인 

준안정상인 

한다. 대표적인 

온도에서 결정수가 분해되어 

전이한다. 메타-카올리나이트는 

역할을 증진시키는 

1=1_二201’ '- --0 

。

2. 

Ooc 

약 1000 0C 

애쉬의 

크리스토발 

켜 
。

.x. 0_ 
3工 '-

그러나 플라이 

율라이트와 

반응성이 

율라이트로 전이된다. 

같지만 주된 결정상은 

매우 

이상의 온도에서 실리카와 

우 화학조성은 점토와 거의 

라이트로서 가소성이 없는 반면 높은 내화도를 갖기 때문에， 소성과정에서 

연화를 막고 소성체의 강도를 높여주 형성함으로써 망목구조를 。l--，
l..'ð•-녹지 

실리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와 는 역할을 하는 도자기의 3성분계에서의 

하는 EAF 여"6-1-걷L 
-, "즈 2. 장석의 3성분계에서의 도자기의 폐기물들을 71- 드죠 

「 。같이 

드
〔
 

]부스러기 알루미늄(Al) u1 
; ’<애쉬 페이퍼 슬래그 제강 더스트 

RO/R:!O(여기서 .R은 알카리금속 또는 알카리토금속) 군으로 분류하고， 도 

및 폐주물사 등을 역할을 하는 플라이 애쉬 설리카의 자기 3성분계에서의 

。
.u.. 전통적인 가능하다. 따라서 것이 애 쉬 (F/A) 성 분으로 분류하는 플라이 

대체할 계를 RO/R20 점토 F/A계로 장석 점토 실리카 3성분인 업원료의 

처리함 동시에 조합하여 적절히 폐기물을 기준으로 각종 수 있으며， 이 를 

전통적인 요업원료의 대체가 가능하다 으로써 

위 제조하기 세라믹 제품을 느
 
」갖

 
높은 강도를 폐기물을 조합하여 z}도죠 

• 1 。

적절한 RO/R20 점토 F/ A 조성을 및 결정상을 분석하여 해서는 화학조성 

조합을 구해야 한다. 동일한 RO/ R20 점토 F/ A 조성에서도 갖는 폐기물의 

종류 및 각각의 폐기물의 화학조성에 따라 기계적 강도와 

물성이 영향을 받으며， 각각에 

결정되어야 한다. EAF 더스트， F/ A 및 P/A와 같은 각종 고상 

3에 나타내었다. 

u1 

^ 적정한 소결온도 대해서 

사용된 폐기물의 

이
 카
 

드
 
。부피비중 

소결시간이 

F/ A( f}y 3에서 표 표 하기의 평균화학조성을 폐기물의 

소각재를 의미한 

통상적으로 점토는 넓은 범 

ash)는 석탄회를 나타내며， P/ A(paper ash)는 제지슬러지 

다. 또한， 접토는 백자토 또는 잡토로 분류되며 

위에 걸친 조성을 갖는다. 

낌
 



표 3. 각종 고상폐기물의 평균화학조성(단위; 중량퍼센트(wt%)) 

λC꺼〉 특 1L￡ EAF 더스E F/A P/A 점토 

Si02 5.6 65.87 42.83 6l.67 

Alz03 l.02 23.3 28.07 22.74 

Fe203 
49 .42 

3.21 0.75 3.49 
(Tot *) 

CaO 6 13.9 0.61 

MgO l.57 0.7 6.3 0.48 

Na20 0.1 2 0.24 0.48 0.42 

K20 2.57 l.01 0.3 l.57 

Ti02 0.09 1.11 2.31 0.29 

PzOs 0.23 0.24 0.43 0.05 

Cr203 0.22 

MnO l.97 

PbO 2 . 

ZnO 14.5 

Cu 

Ni 

C 

19-1oss 14.69 3.32 4.63 8.68 

Tot ‘ : 금속 및 금속산화물을 포함한 총량 

소성된 제품의 강도와 부피비중 등의 물성은 사용 원료， 각 성분의 조 

성 및 조합방법， 소성온도 또는 소성시간에 의해 결정되며， 중금속의 용출 

량은 중금속 검출 표준(예를 들면， 미국 EPA의 TCLP)의 모든 조건을 만 

족한다. 표 4에 석탄회-더스트-점토로 제조한 벽돌의 중금속 용출실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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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제시하였으며， 표 5에 기계적 강도와 비중 등의 물성을 기존의 점토 

계 벽돌과 비교하였다. 

표 4. 폐기물로 제조한 벽돌의 TCLP data 

(석탄회 30wt% 전기로제강더스트30wt% 점토40wt%) 

Sintering Temp. Concentration of heavy metal(ppm) 

CC) Pb(3*) Cr(l.5* ) Cd (O.3*) Cu(3.0*) 

1000 0.30 0 0 0.10 

1050 0.20 0 0 0.10 

1100 0.20 0 0 0.10 

( *) 미국 EPA의 유해중금속의 용출기준 

표 5. 기존 점토벽돌과 폐기물로 제조한 벽돌의 물성 

(석탄회 30wt% 전기로제강더스트30wt% 점토40wt%) 

숙밝냄칸 KSL 4201 소비자규격 폐기물벽돌 

흡수율 14%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압축강도(kg/cm~) 100 200 800 이상 

λ-U1 λ 。l Red 다양한 색상 

비중 2.2 2.2 l.8-2.0 

3. 결 론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들은 다양한 형태로 배출되며， 

배출량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심각한 수질， 대기， 토질오염을 유발하고 

강
 

n 
ι
 



있다. 고상폐기물의 경우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제련소 등에서 막대한 양이 

배출되고 있으며， 재활용도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며 많은 양이 매립되거나 

야적되어 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탄회의 경우 시멘트 원료， 콘크리트 혼화재 등으로 재활용 용도가 제 

한을 받고 있어며， 96년 현재 재활용율은 약 20% 이다 석탄회를 전기로 

석탄회의 슬래그 등과 복합처리하는 경우 요업원료로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석탄회의 재활용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제강 더스트， 제철 

석탄회 

의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연탄소분을 

조성을 갖는 석탄회의 안정적인 

제거한 균일한 

공급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와같이 λ4 
---, 

탄회와 다른 종류의 고상폐기물을 복합처리하여 막대한 양의 고상폐기물을 

자원화함으로써 환경보전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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