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of Korean Inst. of Resources Recycling

Vol. 25, No. 1, 2016, 40-47

≫ 기술보문 ≪

40

http://dx.doi.org/10.7844/kirr.2016.25.1.40

pISSN : 1225-8326 eISSN : 2287-4380

뉴칼레도니아산 니켈라테라이트광의 분급 연구

서주범 · 김기석 · 배인국 · 이재영* · 김형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원 POSNEP연구단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Limonite and Saprolite from Nickel Laterite Ores

Joobeom Seo, Kee-seok Kim, In-kook Bae, Jae-young Lee* and Hyung-seok Kim

Mineral Resources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

요 약

니켈 산화광인 라테라이트광은 건식제련 원료인 사프로라이트광과 습식제련 원료인 리모나이트광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프로라

이트광이 혼재된 리모나이트광을 습식제련용으로 사용할 경우 무기산 소모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하여 공

정비용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니켈 리모나이트광은 Si + Mg함량  10% 이하, Fe 함량 40% 이상이어야 습

식제련 원료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뉴칼레도니아산 니켈 라테라이트광을 대상으로 습식제련 원료인 리모나이트광을

분리선별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뉴칼레도니아산 니켈라테라이트광의 입도에 따른 광물성분 및 화학성분 변화를 규명하여 분급에

의한 사프로라이트 및 리모나이트의 광물간 분리선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뉴칼레도니아산 니켈 라테라이트 원광(함수율 23.0%)

및 니켈 라테라이트 건조광(함수율 9.1%)을 핀밀을 이용 해쇄한 후 건식분급한 결과, 니켈 라테라이트광을 함수율 9% 수준으로 건

조할 경우 분급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니켈, 리모나이트, 사프로라이트, 라테라이트, 분리선별, 건식분급

Abstract

Nickel laterite ore is classified into two principal ore types: saprolite (silicate ore) and limonite (oxide ore). Saprolite-type ore

characterized by high magnesia and silica contents is treated by pyrometallurgy process. On the other hand, limonite-type ore

is subjected to hydrometallurgy process to produce nickel products. Hydrometallurgy process requires that a raw material to meet

the demands that Si+Mg contents lower than 10% and Fe content over than 40%. It is therefore required that separation of sap-

rilite-type ore to use nickel laterite ore as a raw material for hydrometallurgy process. In this study, separation of sparolite-type

ore and limonite-type ore from nickel laterite ore from New Caledonia has been tried by dry classification. The results show

that –5 mm size fraction and +5 mm size fraction of the nickel laterite ore contains mainly limonite-type ore and saprolite-type

ore, respectively. To understand the moisture content of the raw ore on the dry classification, nickel laterite ore with different

moisture contents of 23.0% and 9.1% were subjected to the dry classification. The results show that drying of the ore makes

the separation more efficient as the amount of the fine product, that can be subjected to hydrometallurgy process without further

separation or drying operations, wa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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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니켈은 은백색의 금속으로 스텐인레스강 제조원료 및

특수합금강, 도금, 내식 및 내열재의 원료 등으로 사용

된다.1) 니켈광은 크게 황화광(nickel sulfide ore)과 산

화광인 라테라이트광(nickeliferous laterite ore)으로 구

분된다. 니켈황화광은 다단계분쇄(stage-grinding), 비중

선별(gravity separation) 및 부유선별(flotation) 등 선광

공정으로 쉽게 니켈 품위를 향상시킬 수 있어,2) 2011년

전세계 니켈생산량의 60%를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되었

다.3) 하지만 오랜 자원개발로 인해 경제적으로 채굴 가

능한 니켈황화광은 고갈되고 있으며,4) 이로 인해 니켈

전체 매장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니켈 라테라이트

광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5)

니켈 산화광인 라테라이트(laterite)광은 니켈을 많이

함유한 감람석이 지표에서 풍화되고 니켈 함유 용액이

지표 하부로 분리, 침출되어 형성된다.6) 라테라이트광

은 풍화과정 중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유기물질이

부패하면서 빗물의 작용으로 형성된 산성 지표수의 작

용에 의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람석이 분해되는데,

풍화과정에서 마그네시아, 실리카 및 니켈 등이 용해되

어 지표하부로 내려가 여러 지역에서 농축되고 다양한

심도에서 침전된다. 이러한 이유로 니켈 라테라이트광

은 철이 주성분인 리모나이트(limonite)광과 규산염광물

인 사프로라이트(saprolite)광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모

나이트광은 지표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심하게 풍화되어

있으며 주구성광물은 침철석[goethite, FeO(OH)]이고 품

위는 Ni 1.5% 미만이다. 반면 하부에서 형성되어 결정

질이 발달한 사프로라이트광은 사문석[serpentine, (Mg,

Fe)2Si2O5(OH)4], 활석[Talc, Mg3Si4O10(OH)2], 해포석

[sepiolite, Mg4Si6O15(OH)2·6H2O], 녹니석[chlorite, (Mg,Fe)3

(Si,Al)4O10(OH)2·(Mg,Fe)3(OH)6] 등 니켈-마그네슘 함

수 규산염광물(Ni-Mg-hydrosilicates)의 혼합물인 가니어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품위는 Ni 1.5 ~ 2.5%이다.6,7)

니켈 라테라이트광은 품위가 균일하고 굳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지표 가까이 부존되어 노천개발이 쉬운 장점

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가니어라이트 광상

은 뉴칼레도니아에서 발견되는데 19,000 km2인 섬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심도는 20 m이다.6) 

니켈 라테라이트광은 니켈성분이 광물에 치환되어 존

재하기 때문에 함니켈 광물을 단체분리 시키기 어려워

라테라이트 원광을 직접 건식 또는 습식 제련 원료로 사

용하여 페로니켈(ferronickel, Fe-Ni)을 생산하고 있다.8)

니켈 품위 2% 이상의 사프로라이트광은 건식제련 원료

로 활용되고 있으며, 니켈 품위 1.5% 이하의 리모나이

트광은 건식제련 원료로 사용될 경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어 습식제련으로 페로니켈을 생산하는 용도로 활

용되고 있다. 습식제련 원료인 리모나이트광에 사프로

라이트광이 혼입되면 사프로라이트광과 무기산이 반응

하여 무기산 소모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불순물인

실리카 성분에 의해 최종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하여 공

정비용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발생한다.9) 이러한 이유로

니켈 리모나이트광은 Si + Mg함량 10% 이하, Fe 함량

40% 이상이어야 습식제련 원료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니어라이트 광상

이 분포하고 있는 뉴칼레도니아산 니켈라테라이트광을

대상으로 습식제련 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리모나이

트광을 얻기 위해, 뉴칼레도니아산 니켈라테라이트광의

광물학적 특성 및 화학성분을 분석한 후 그 특성을 바

탕으로 해쇄 및 건식분급 방법으로 리모나이트광을 분

리 선별하고자 하였다.

2. 시료 및 실험방법

2.1. 시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니켈 라테라이트광은 현재 P사

에서 습식제련 방법으로 Fe-Ni를 생산하는 원광으로,

NMC (Nickel Mining Company)사의 뉴칼레도니아

Nakety광산에서 수입된 시료이다. 

2.2. 실험방법

니켈 라테라이트 원광 (−5 mm 입도분, 함수율 23.0%)

및 이를 105oC에서 24시간 건조한 니켈 라테라이트 건

조광(−5 mm 입도분, 함수율 9.1%)을 대상으로 리모나

이트광을 분리선별하기 위한 건식분급 연구를 수행하였

다(Fig. 1). 5 mm 이하 입도를 갖는 니켈 라테라이트광

을 충격식 분쇄기인 핀밀로 분쇄하였다. 니켈 라테라이

트 원광은 높은 함수율로 인해 3 mm 이하로 분쇄하였

으며 니켈 라테라이트 건조광은 1 mm 이하로 분쇄하였

다. 이후 건식 사이클론(HEYNAU, HTRIEB)을 이용하

여 1차로 건식분급한 후 조립산물(under flow)을 회수하

였다. 1차 건식분급에서 얻어진 미립산물(over flow)은

건식 사이클론 운전조건을 변화시켜 재분급(2차 건식분

급)한 후 미립산물(under flow)과 초미립산물(over flow)로

회수하였다. 분급기에 주입된 원시료(니켈 라테라이트

원광, 니켈 라테라이트 건조광)와 분급산물(조립산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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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산물, 초미립산물)의 입도별 화학성분 및 함수율을 분

석하여 건식분급에 의한 광물간 분리선별 효율 및 건조

효과를 규명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니켈 라테라이트 원광 특성분석

Table 1은 뉴칼레도니아산 니켈 라테라이트광의 입도

분포를 보여준다. 지름 25 mm 이상 입도분이 전체함량

의 17 ~ 18 mass%를 차지한다. 지름 25 mm 이상 입도

분은 대부분 조암광물로서 습식공정에 투입될 경우 최

종 슬러지 발생량을 증가시켜 단위공정 비용을 증가시

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름 25 mm 이하 입도분

을 대상으로 입도에 따른 광물조성 및 화학성분을 각각

PXRD, ICP 및 XRF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2에 입도에 따른 분말 X-ray 회절 패턴을 나타내

었다. 13 ~ 25 mm 입도분에서 사프로라이트의 주구성광

물인 리자다이트가 확인되었다. 지름 5 mm 이하 입도

분에서는 리모나이트의 주구성광물인 침철석이 확인되

었다. 서론에서 전술하였듯 리모나이트광은 지표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풍화된 미립자로 존재하고 사프로라이트

광은 하부에서 비교적 큰 결정질 입자로 존재한다. 뉴

칼레도니아산 니켈 라테라이트 원광의 경우 지름 5 mm

이상 입도분에서는 사프로라이트형 광석이 5 mm 이하

입도분에서는 리모나이트형 광석이 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2에 입도별 화학성분을 요약하였다.

5 mm 이상 입도분의 Mg + Si 함량은 평균 17.68%로

5 mm 이하 입도분 평균인 7.20%에 비해 높다. 이는

5 mm 이상 입도분에는 Si 및 Mg 성분이 높은 사프로

라이트형 광석이 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5 mm 이하 입도분을 대상으로 습식제련 원료로 사용가

능한 리모나이트광을 분리선별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3.2. 니켈 라테라이트 원광 분급

뉴칼레도니아산 니켈 라테라이트 원광(−5 mm)을 핀

밀로 −3 mm이하로 분쇄하였다. 니켈 라테라이트 원광

을 핀밀 분쇄시 3 mm 체를 도입한 이유는 원광의 높

은 함수율로 인해 체눈이 작은 체를 도입하면 뭉침 현

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핀밀로 분쇄한 니켈 라테라이

트 원광의 함수율과 ICP 및 XRF로 분석한 화학조성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니켈 라테라이트 원광의 함수율

은 23% 이며 니켈 품위는 1.24%이다. 

핀밀로 분쇄한 니켈 라테라이트 원광을 건식분급기의

선속도를 3000 rpm하여 1차 분급하였다. 1차 분급을

통해 하향흐름산물(under flow product)인 조립분(coarse)

Fig. 1. Flowchart of nickel laterite ore classification.

Table 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nickel laterite ore from

New Caledonia

Particle size (mm) 500~50 50~25 25~5 −5

Yield (mass%) 15 2~3 15~20 62~68

Fig. 2. Powder X-ray diffraction (PXRD) patterns of nickel

laterite ore according to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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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수하였고 상향흐름(over flow)된 미립산물은 건식

분급기의 선속도를 4000 rpm으로 향상시켜 재분급하였

다. 재분급에서 하향흐름된 미립산물(fine)과 상향흐름된

초미립산물(ultra fine)을 각각 회수하였다. 건식분급으로

회수한 산물의 입도분포 및 입도에 따른 화학성분, 함

수율을 분석하였다(Table 4). 

조립산물은 투입된 전체시료 대비 5.8% 산출되었다.

조립산물의 품위는 Ni 0.81%이며 함수율은 13.4%인데,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nickel limonite ore according to particle size by dry sieving

Particle size

(mm)

Yield

(mass%)

Chemical compositions (mass%)
Moisture

content (mass%)
ICP XRF

Si+Mg
Ni Co Total Fe Mg SiO2

25.0~13.0 15.2 1.26 0.02 19.01 18.42 25.04 34.35 18.56

13.0~9.0 9.2 1.37 0.12 40.20 3.95 12.05 11.62 21.92

9.0~5.0 13.5 1.30 0.19 42.67 1.81 8.26 7.07 25.48

5.0~3.0 10.0 1.37 0.18 42.46 2.58 9.11 8.38 26.96

3.0~2.0 7.1 1.33 0.20 43.56 1.85 7.81 6.82 26.57

2.0~1.0 13.7 1.40 0.20 43.57 1.77 7.96 6.84 27.31

1.0~0.6

31.4

1.45 0.26 43.61 1.61 7.75 6.54 27.65

0.6~0.3 1.49 0.28 42.78 1.87 8.09 7.02 27.36

0.3~0.15 1.50 0.21 42.63 1.59 9.41 7.58 26.42

-0.15 1.46 0.12 43.35 1.50 8.97 7.21 25.31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nickel laterite ore

Chemical compositions (mass%)
Moisture

content (mass%)
ICP XRF

Si+Mg
Ni Co Total Fe Mg SiO2

1.24 0.26 42.16 1.78 8.33 7.08 23.0

Table 4. Chemical compositions and moisture contents of the dry classification products obtained from nickel laterite ore

Product type
Particle size

(mm)

Yield

(mass%) 

Chemical compositions (mass%)
Moisture

content 

(mass%)

ICP XRF
Si+Mg

Ni Co Total Fe Mg SiO2

Coarse 　 5.8 0.81 0.19 43.8 3.21 8.21 8.43 13.4

Fine

3-1 0.2 1.40 0.29 31.2 5.98 18.38  17.68 16.5

1-0.6 3.8 1.43 0.44 39.1 3.45 10.63  10.21 20.0

0.6-0.3 11.6 1.48 0.47 41.0 2.59 8.63  8.08 20.4

0.3-0.15

31.0

1.56 0.35 41.6 2.05 8.98  7.76 20.2

0.15-0.074 1.48 0.18 43.5 1.69 8.18  6.90 19.6

0.074-0.043 1.47 0.09 44.5 1.24 7.19  5.82 18.7

Ultra fine

0.6-0.3 0.9 1.46 0.10 43.6 1.21 8.01  6.31 6.3

0.3-0.15

46.8

1.56 0.24 42.0 1.67 9.41  7.66 6.4

0.15-0.074 1.48 0.29 38.3 2.06 10.37  8.66 6.7

0.074-0.043 1.46 0.13 44.3 1.32 7.99  6.40 7.2

-0.043 1.45 0.07 44.1 0.90 6.98  5.34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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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니켈 품위 및 함수율은 조립산물에 조암광물이 많

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미립산물은 전체시료 대비 46.5% 산출되었다. 미립

산물의 평균 품위는 Ni 1.47%이며 원광의 품위 Ni

1.24%에 비해 향상되었다. 미립산물의 함수율은 19.2%

로 원광의 23.0%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이는 건식 분급

기내 기류로 인한 건조효과에 의한 것이라 사료된다. 습

식제련공정에 투입되는 니켈 산화광은 침출에 앞서 건

조 및 예비환원 배소공정을 거치게 된다. 건식분급기 내

기류로 인해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분급산물의 건조효과

는 습식제련 공정비용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2차 건식분급 공정에서 상향흐름된 산물로 얻어지는

초미립산물은 대부분 0.3 mm 이하 입도를 가진다. 초미

립산물의 니켈품위는 1.48%로 미립산물과 비슷한 수준

이지만 함수율은 평균 6.7% 수준으로 원광의 23.0%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재분급에 의한 추가건조와

낮은 입도에 의해 건조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니켈 라테라이트 원광의 분급산물을 분말 X-선 회절

분석하여 분급산물의 입도에 따른 광물학적 특성을 규

명하였다(Fig. 3). 분석결과 비교적 큰 입도를 갖는 미

립산물(0.3 ~ 1.0 mm)에서 사프로라이트광 구성광물인

리자다이트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낮은 입

도의 미립산물에는 리모나이트광 구성광물인 침철석이

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리자다이트는 확

인되지 않았다. 이는 화학성분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것

으로 마그네시아 및 실리카 성분이 높은 사프로라이트

광이 포함된 0.3 ~ 1.0 mm 입도를 갖는 미립산물의

Mg + Si 함량은 0.3 mm 이하 입도의  Mg+Si 함량에 비

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미립산물은 입도에 관계

없이 주로 침철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니켈 라테라이트 원광을 건식분급한 결과 0.3 mm 이

하의 미립산물 및 초미립산물은 습식제련공정 비용을

증가시키는 사프로라이트광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였으

며, 분급에 의해 고품위 습식제련 원료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3. 니켈 라테라이트 건조광 분급

전술한 바와 같이 뉴칼레도니아산 니켈 라테라이트

원광을 105oC에서 24시간 건조하여 함수율을 9.1%로

낮춘 후 건조에 따른 분급효율 변화를 관찰하였다. 니

켈 라테라이트 건조광(−5 mm)을 핀밀로 1 mm 이하로

분쇄한 후 ICP 및 XRF로 화학성분을 분석하였다

(Table 5). 

Fig. 3. Powder X-ray differaction patterns of (a) coarse, fine and (b) ultrafine products obtained from dry classification of nickel

laterite ore (W, willemseite; L, Lizadite; G, Goethite; Q, Quartz).

Table 5. Chemical composition of dried nickel laterite ore

Chemical compositions (mass%)
Moisture

content (mass%)
ICP XRF

Si+Mg
Ni Co Total Fe Mg SiO2

1.18 0.24 40.76 1.33 8.78 6.92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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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라테라이트 건조광을 원광과 동일하게 건식분급

기 선속도를 3000 rpm으로 건식분급하여 하향흐름되는

조립산물(coarse)을 회수하였으며 상향흐름되는 미립산

물은 건식분급기 선속을 4000 rpm으로 재분급하여 미

립산물(fine)과 초미립산물(ultra fine)을 회수하였다.

미립산물은 전체시료 대비 18.4% 산출되었으며 초미

립산물은 81.5% 산출되었다(Table 6). 니켈 라테라이트

건조광의 경우 초미립산물의 산출양이 높은 이유는 낮

은 함수율 (9.1%)로 인해 핀밀에서 원광에 비해 미분쇄

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되며, 이를 반영하듯 전체 투입시료

의 75.1%가 0.3 mm 이하의 초미립산물로 산출되었다. 미

립산물과 초미립산물의 함수율은 약 2.5% 수준이다. 미립

산물과 초미립산물의 품위는 각각 Ni 1.29% 및 Ni

1.37%로서 원광의 품위 Ni 1.18% 대비 향상되었다. 

니켈 라테라이트 건조광의 건식분급 산물을 분말

X-선 회절분석하였다(Fig. 4). 비교적 입도가 큰 0.15 ~

Table 6. Chemical compositions and moisture contents of the dry classification products obtained from dried nickel laterite ore

Product

type

Particle size

(mm)

Yield

(mass%) 

Chemical compositions (mass%)
Moisture

content 

(mass%)

ICP XRF
Si+Mg

Ni Co Total Fe Mg SiO2

Coarse 　 0.1 0.51 0.22 44.4 0.51 4.70 3.50 1.9

Fine

1-0.6 0.4 1.10 0.38 34.7 1.10 13.86 9.92 2.1

0.6-0.3 6.4 1.25 0.61 35.2 1.25 10.34 7.83 2.7

0.3-0.15

11.6

1.37 0.50 35.1 1.37 10.65 8.15 2.2

0.15-0.074 1.25 0.27 36.3 1.25 9.02 6.99 2.5

0.074-0.043 1.39 0.16 42.2 1.39 8.25 6.64 3.1

−0.043 1.38 0.09 43.2 1.38 7.40 6.09 2.4

Ultra fine

1-0.6 1.2 1.32 0.09 42.4 1.32 7.38 6.02 3.3

0.6-0.3 5.3 1.40 0.14 43.2 1.40 7.76 6.34 3.0

0.3-0.15

75.1

1.44 0.22 40.2 1.44 8.64 6.94 2.9

0.15-0.074 1.42 0.28 37.8 1.42 9.81 7.66 2.7

0.074-0.043 1.32 0.09 41.3 1.32 7.61 6.16 2.6

−0.043 1.34 0.07 42.3 1.34 6.96 5.77 2.7

Fig. 4. Powder X-ray differaction patterns of (a) coarse, fine and (b) ultrafine products obtained from dry classification of dried

nickel laterite ore (W, willemseite; L, Lizadite; G, Goethite; Q, Qu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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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m 미립산물에서 사프로라이트광에 해당하는 리자

다이트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0.15 mm 이

하의 미립산물은 주로 리모나이트광에 해당하는 침철석

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초미립산물의 경우 입도

에 관계없이 주로 침철석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니켈 라테라이트 건조광을 건식분급하여 얻은 초미립

산물은 낮은 Si+Mg 함량 및 함수율로 인해 추가공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습식제련 원료로 투입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된다. 특히 전체 투입시료의 81.5%가 초미립

산물로 얻어지는바 니켈 라테라이트광으로부터 고품위

습식제련원료를 분리선별하기 위해서는 원광을 건조한

후 건식 분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뉴칼레도니아산 니켈 라테라이트광을

대상으로 습식제련 원료인 리모나이트광을 해쇄 및 건

식분급 방법으로 분리선별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뉴칼레도니아산 니켈 라테라이트광의 +5 mm 입도

분은 주로 사프로라이트광으로, −5 mm 입도분은 리모

나이트광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습식제련 원료인 리모

나이트광 회수를 위해 5 mm 이하 입도분을 대상으로

건식 분급연구를 수행하였다. 

2. 함수율 23.0%의 니켈 라테라이트 원광(−5 mm)을 대

상으로 해쇄 및 건식분급을 적용하여 조립산물과 미립

산물 및 초미립산물을 회수하였다. 전체 투입시료의

48.6%가 미립산물로 회수되었다. +0.3 mm 미립산물에

는 사프로라이트광 구성광물인 리자다이트가 포함된 것

을 확인하였으며, −0.3 mm 미립산물은 리모나이트광 구

성광물인 침철석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전

체투입시료의 47.7%가 회수된 초미립산물은 리모나이

트광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3. 니켈 라테라이트 원광(−5 mm)을 함수율 9.1% 수

준으로 건조한 후 해쇄 및 건식분급을 적용하였다. 전

체 투입시료의 81.6%가 주로 리모나이트광으로 구성된

초미립산물로 회수되었다.  건식분급기 내 기류로 인해

초미립산물은 약 3% 함수율을 가지며, 추가공정 없이

습식제련공정에 투입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전

체 투입시료의 18.4%가 회수된 미립산물의 경우

+0.074 mm에서 사프로라이트광 성분이 혼재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니켈 라테라이트 원광과 건조광의 분급결과를 비

교분석한 결과 니켈 라테라이트광을 건조할 경우 직접

습식제련원료로 사용가능한 초미립산물의 산출량이 높

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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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희유자원융

합연구센터 센터장

 

 

 

김 기 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희유자원

융합연구센터 선광연구실

이 재 영

•현재 포항산업과학연구원 PosNEP연구단 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