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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유형의 석회석 원 을 상으로 이들의 소성 특성을 규제하

는 원 의 응용 물학  향 요인들을 밝힘으로써, 생석회 제조 과정에서 원  선택의 

요성을 고취시키고자 하 다. 이를 해서 재 국내 생석회 제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회석(풍 층, 갑산층, 흥층, 정선층)을 상으로 하여 이들의 조성  조직  특성을 면

히 찰하여 계량하 다. 한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가열된 소성 산물들의 특성을 체계

으로 분석  계측하 고 그 결과를 원 의 물 특성과 연계하여 비교․검토 하 다. 

  연구에 사용된 석회석 원 은 모두 방해석 함량이 98 wt%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품

를 보이지만 석에 따라 불순 물의 내용  함량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특

히, 갑산층 석회석에는 탄질물과 침철석의 불순 물이 다량 수반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

은 물 조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조직과 련된 결정도, 입도 분포 양상, 결정 형상, 경계 

빈도수  합 정도 등에 있어서도 석별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동일한 소성 조건 하에서 합성된 생석회의 품질 특성은 석에 따라 격한 차이를 보

인다. 원암을 이루는 결정들의 형상이 불규칙하고 경계 빈도수가 높은 석들이 다른 석

에 비해서 소성율, 생석회 결정 크기, 공극률  반응성 등의 모든 품질 특성에서 상 으

로 양호한 소성 특성을 보인다. 한 불규칙한 결정 형상을 나타내고 치 한 결합 양상을 

보이는 석은 평탄한 결정 윤곽을 보이고 등립상 조직을 보이는 석에 비해 상 으로 

우수한 분화율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원 의 조직  사항 이외에도 불순 물 

특히, 황철석  침철석과 같은 함철 물의 함량이 많은 갑산층 석에서 보다 격한 소

결  응축 상이 찰되고 낮은 백색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생석회의 특성을 규제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원 의 물 특성과 연계하여 비교․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형성된 생석회의 품질 특성은 주로 원암의 조직

 사항에 의해 규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입자 형상과 입자 경계의 발달 정도는 열

의  통로 역할을 하여 소성율 뿐만 아니라 생석회의 결정 크기, 공극률  반응성 등의 모

든 품질 특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한 원 에 함유된 철 성분은 생석회의 

백색도를 규제할 뿐만 아니라 소결  응축 정도에 향을 미쳐 공극률과 반응성에 있어서 

부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수 으로 원 의 치 한 입간 조직은 소성 후의 

생석회 강성에 향을 미쳐 분화율을 규제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생석회의 품 와 품질은 기본 으로 원 의 물 조성뿐만 아니라 결정 입도, 형상  

결합 양상 등과 련된 조직  사항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규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

히 결정의 입도가 작고 결정 형상이 불규칙하여, 가열처리 과정에서 열의 통로가 되는 입간 

취약 가 잘 발달하는 석을 선정하는 것이 생석회 제조 공정에서 생산 효율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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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단된다. 한 생석회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석회석

은 소결 상을 유발 시키는 불순 물의 함량이 고 치 한 조직  특성을 보이는 석이 

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생석회의 품   품질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우선 으로 

그 원료가 되는 석회석의 조성  조직  특성을 악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