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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석탄광산의 선탄장(選炭場)에서 운용하는 장치들로부터 발생하는 석탄분진의 입도분포를 현장조사와

실내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였으며, 연구결과는 광해(鑛害)로서 작용하는 석탄분진을 포집하는 집진기(A 
Dust Collector)의 설계에 필요한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TB업체의 분진 입도분포는 1μm이
하의 미세(微細)입자와 100μm이상의 조대(粗大)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한 반면, 특히 5μm∼80μm
사이에 분포되는 분진들이 89.2%로 나타나 발생분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
원심집진기에 포집된 분진은 70μm이하에서 89.5%인 반면 여과집진기에서 포집된 분진의 90.0%가 20μ
m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SD업체의 분진 또한 1μm이하와 100μm이상 입자는 적은 분포를 보인 반면, 
5μm∼70μm사이에 분포되는 분진들이 89.6%로 나타나 발생분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이들 중 여과집진기에 포집된 분진의 입도는 30μm이하에서 96.2%인 것으로 나타났다.

1. 서 론

1.1 연구배경

광해는 광구(鑛區)의 형성과정에서부터 광물의 최

종 제품생산까지 폭넓은 범위에서 발생하는데, 석탄

광산의 선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도 광해(鑛害)의

한 영역에 포함되어 다뤄져야할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분진의 크기는

0.001∼500㎛정도이나 사람이 흡입한 분진 중에서

입자의 크기가 큰 것과 아주 작은 것은 몸의 움직임

에 따라 다시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폐 중에 침착되

기 쉽고 침착된 양이 많아지면 점차적으로 폐의 기

능을 약화시켜 진폐로 진행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중 공기정화장치를 선정하는데 고

려해야할 필요요소는 유해물질의 종류, 발생량, 입자

의 크기, 형태, 밀도, 온도 등인데, 이중 입자의 크기

는 침강속도와 관계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집진시설

을 설계함에 있어 제어풍속이나 제어거리 등을 결정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석탄광산의 선탄과정에 투입된 장

치(파쇄, 입도분리, 이송 및 집진기)들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입도(Size) 및 입도분포 특성을 파악함으로

써 집진시설의 설계와 시공에 적용할 참고자료로 제

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내용

국내 대기오염 방지와 관련한 법 및 규정(산업안전보

건법, 노동부 고시 및 광산보안법 등)에 대한 문헌조사

를 토대로 현장조사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현장조사에는 국내의 석탄광산 2곳에서 운용중인

선탄장을 대상으로 생산공정 및 분진처리 설비의 운

전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집진시설의 설계도, 국소배기

장치, 집진방식도 함께 파악하였다.

또한 선탄장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 처리장치들[표

1]로부터 발생되는 석탄분진 및 여과집진기에 포집

된 분진을 채집하여 그들 입자의 크기 및 분포를 파

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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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설비명 처리설비 용도

파․분쇄기
[Crusher, Mill] 광물의 파쇄 및 분쇄

이송설비
[Belt Conveyor]

광물의 제품화 과정 중 각 공정
별로 이송

분급설비
[Vibration Screen] 파·분쇄된 광물을 입도별 구분

[표 1] 파쇄 및 선탄장 내 광물처리 설비

3. 발생분진의 입도특성

3.1 분진 입도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진의 입도 측정은 전자기파의 분

산 원리를 적용하여 레이져 편차로 입자 크기 분포

를 결정하는 독일 FRITSCH사의 analysette22를 사

용하였다.

3.2 TB업체 발생분진의 입도특성

TB업체의 발생분진 채취위치를 [그림 2]에 나타

내었으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료채취는 모

두 5개 지점에서 수행되었다.

각각의 채취위치(J/C - Jaw Crusher, H/C -

Hammer Crusher, C/C - Cone Crusher, B/C -

Belt Conveyor, V/S - Vibration Screen, 원심 - 원

심집진기, 여과 - 여과집진기)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입도를 [표 2]에 나타내었고, 이들 분포를 [그림 3]

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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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B업체 선탄장 시설 배치도 및 시료채취 위치

TB업체의 선탄장 장치들로부터 발생되는 분진 및

집진기에 포집된 분진은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1μm이하의 미세(微細)입자와 100μm이상의 조대(粗

大)입자는 전체 발생분진의 입도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한 반면, 특히 5μm∼80μm사이에 분포되

는 분진들이 89.2%로 나타나 발생분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 원심집진기에

포집된 분진은 70μm이하에서 89.5%인 반면 여과집

진기에서 포집된 분진의 90.0%가 20μm이하인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 TB업체 발생분진의 입도현황(%)

Size [µm] H/C B/C V/C 원심 여과

0.1이하 0 0.27 1.21 1.38 0.13

0.1~0.5 0.300 0.27 0.27 0.22 1.67

0.5~1.0 0.870 0.58 0.84 0.73 3.07

1.0~5.0 9.350 6.02 10.23 7.94 42.56

5.0~10 10.73 6.42 11.73 12.18 28.85

10~20 14.11 11.41 19.42 20.09 13.74

20~30 12.78 12.27 16.33 14.5 2.63

30~50 23.42 23.91 22.17 20.31 5.67

50~100 24.28 32.9 16.66 20.26 1.68

100이상 3.98 5.95 1.14 2.39 0

TB업체의 선탄장 장치들로부터 발생되는 분진 및

집진기에 포집된 분진은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1μm이하의 미세(微細)입자와 100μm이상의 조대(粗

大)입자는 전체 발생분진의 입도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한 반면, 특히 5μm∼80μm사이에 분포되

는 분진들이 89.2%로 나타나 발생분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 원심집진기에

포집된 분진은 70μm이하에서 89.5%인 반면 여과집

진기에서 포집된 분진의 90.0%가 20μm이하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3] TB업체의 분진 입도분포

4.2.2 SD업체

SD업체의 분진 채취위치를 [그림 4]에 나타내었

으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료의 채취는 모두

4개 지점에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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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D업체 선탄장 시설 배치도 및 시료채취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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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채취위치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입도를 [표

3]에 나타내었고, 이들 분포를 [그림 5]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표 3] SD업체 발생분진의 입도현황(%)

Size [µm] J/C B/C V/S 여과

0.1이하 0 0 2.16 2.05

0.1~0.5 0.36 0.42 0.32 0.57

0.5~1.0 0.9 1.13 1.11 1.9

1.0~5.0 9.41 13.56 14.92 26.54

5.0~10 9.01 12.37 13.65 31.58

10~20 13.89 17.76 22.76 26.81

20~30 13.61 13.54 18.44 6.78

30~50 23.31 21.82 19.43 3.13

50~100 21.62 18.85 7.17 0.64

100이상 7.89 0.55 0.04 0

SD업체의 선탄장 장치들로부터 발생되는 분진 및

집진기에 포집된 분진은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1μm이하의 미세입자와 100μm이상의 조대입자는 전

체 발생분진의 입도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

한 반면, 특히 5μm∼70μm사이에 분포되는 분진들이

89.6%로 나타나 발생분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 여과집진기에 포집된 분

진의 입도는 30μm이하에서 96.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SD업체의 분진 입도분포

4. 공정별 발생분진의 입도특성

4.1 파쇄 및 이송공정에서의 입도분포 특성

파쇄공정에는 Hammer Crusher가 사용되고 있으

며, 이송공정에는 대부분 Belt Conveyor가 사용된다.

[표 4] 업체별 파쇄 및 이송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입도분포

업체

입도

파쇄공정 이송공정

T B S D T B S D

0.1이하 0.00 0.00 0.27 2.16

0.1~0.5 0.30 0.36 0.27 0.32

0.5~1.0 0.87 0.90 0.58 1.11

1.0~5.0 9.35 9.41 6.02 14.92

5.0~10 10.73 9.01 6.42 13.65

10~20 14.11 13.89 11.41 22.76

20~30 12.78 13.61 12.27 18.44

30~50 23.42 23.31 23.91 19.43

50~100 24.28 21.62 32.90 7.17

100이상 4.16 7.89 5.95 0.04

[그림 6] 파쇄공정 입도분포 그래프

[그림 7] 이송공정 입도분포 그래프

파쇄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92.76%가 1㎛이상

에서부터 100㎛ 사이에서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으

며, 이들 중 장기간에 걸쳐 부유하는 입자상물질의

크기인 10um이하 분진은 평균 20.47%를 나타내었

다. 또한 대기 흐름에 따라 운동하는 1um∼20um 사

이의 분진은 평균 33.25%로 나타났고 침전속도가 빨라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은 20um이상의 분진은 65.53%

였다. 상대적으로 20um이하 분진은 34.47% 이다.

이송공정의 Belt Conveyor전환점에서 발생하는 분

진의 94.65%가 1㎛이상에서부터 100㎛ 사이에서 대

부분이 분포하고 있으며, 10um이하 분진은 평균

22.86%를 나타내었다. 또한 1um∼20um 사이의 분

진은 평균 37.59%로 나타났고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은 20um이상의 분진은 60.06% 였다. 상대적으로

20um이하 분진은 39.94% 이다.

4.3 입도분리공정 및 집진기의 입도분포 특성

Vibration Screen을 사용한 입도분리공정과 집진

기(원심, 여과)에서 채취한 분진의 입도특성은 입도

분리공정의 Vib. Screen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99.16%

가 1㎛이상에서부터 100㎛ 사이에서 대부분이 분포

하고 있으며, 이들 중 10um이하 분진은 평균 25.88%

를 나타내었고, 1um∼20um 사이의 분진은 평균

42.53%로 나타났다. 20um이상의 분진은 55.53% 였

다. 상대적으로 20um이하 분진은 44.4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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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업체별 입도분리공정 및 집진기(원심, 여과)에서 발생하는
먼지 입도분포

업체

입도

입도분리공정 집진기

T B S D
T B S D

원심 여과 여과

0.1이하 1.21 0.00 1.38 0.13 2.05

0.1~0.5 0.27 0.42 0.22 1.67 0.57

0.5~1.0 0.84 1.13 0.73 3.07 1.90

1.0~5.0 10.23 13.56 7.94 42.56 26.54

5.0~10 11.73 12.37 12.18 28.85 31.58

10~20 19.42 17.76 20.09 13.74 26.81

20~30 16.33 13.54 14.50 2.63 6.78

30~50 22.17 21.82 20.31 5.67 3.13

50~100 16.66 18.85 20.26 1.68 0.64

100이상 1.14 0.55 2.39 0.00 0.00

[그림 8] 입도분리공정 입도분포 그래프

[그림 9] 집진기(원심, 여과) 입도분포 그래프

TB업체의 원심집진기에 포집된 분진의 97.61%가

1㎛이상에서부터 100㎛ 사이에서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중 10um이하 분진은 22.45%, 1um∼

20um 사이의 분진은 40.21%로 나타났다. 또한

20um이상의 분진은 57.46%이며, 상대적으로 20um

이하 분진은 42.54%이였다.

여과집진기에 포집된 분진은 1㎛이상에서부터 100

㎛ 사이의 분진은 평균 95.31%로 분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10um이하 분진은 평균69.46%, 그리고

1um∼20um 사이의 분진은 평균 85.04%였다. 20um

이상 분진은 평균 10.27%이였으며, 상대적으로

20um이하 분진은 89.73%로 나타났다.

5. 결 론

업체별 선탄장 장치들로부터 발생되는 분진의 입

도분포특성을 조사한 결과 TB업체 및 SD업체 공히

1μm이하의 미세입자와 100μm이상의 조대입자는 전

체 발생분진에서 미약한 분포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

악 된 반면 TB업체의 선탄장 장치들로부터 발생되

는 분진의 89.2%가 5μm∼80μm 사이에 대부분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심집진기에서 70μm이하

(89.5%)의 분진이, 여과집진기에서는 20μm이하

(90.0%)의 분진이 포집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D업체에서는 발생되는 분진의 89.6%가 5μ

m∼70μm 사이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으며, 여과집진

기에 포집된 분진 중 96.2%가 30μm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어 SD업체 집진시설의 주요 포집 대상 입도가

30μm이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공정별로 발생하는 분진에 대한 분석결과는 파

쇄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92.76%(이하 %는 평균

값임)가 1um∼100um 사이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침전속도가 빨라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

은 부유특성을 갖는 20um이상의 분진은 65.53%, 상

대적으로 20um이하 분진은 34.47%로 나타났다. 또

한 이송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대부분 1um∼

100um사이에 94.65%가 분포하며, 20um이상의 분진

은 60.06%, 20um이하 분진은 39.94%로 분석되었다.

입도분리공정에서는 발생분진 중 1um∼100um사이

에서 99.16%를 나타내었고, 20um이상이 55.53%,

20um이하가 44.47%로 파악되었다. 원심집진기에 포

집된 분진은 97.61%가 1㎛∼100㎛ 사이에서 대부분

분포하고 있으며, 20um이상의 분진은 57.46%이며,

상대적으로 20um이하 분진은 42.54%였다. 여과집진

기 또한 1㎛∼100㎛사이에 포집분진의 대부분인

95.31%가 분포하고 있으며, 20um이상 분진은 평균

10.27%이고 20um이하 분진은 89.73%로 나타났다.

집진시설의 설계에 있어 적정한 분진의 입도를 제

시하는 것은 설계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대기 환경적으로나 인체 피해 측면

에서 20um이하의 먼지를 포집하는 것이 포집 효율

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인체에

가장 유해한 0.5um∼5um사이의 호흡성 분진만 포집

할 것인지, 아니면 작업공간인 선탄장의 근로환경

(시각적 혐오)을 염두에 둔 조대(粗大)입자까지 포집

하는 설계를 할 것인지는 각 광산의 선탄장을 운영

하는 업체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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