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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話 serpentines occuring in Korea as fertilizer,
In order to investigate t 二：、：?小船血也如 after heat treatment of the serpentines, 

Magnesia 气1 Si icat： con en 况由;对时而伊 at 700°C for 30 min. was the best 
It was found 胃厲二 球 on calcining has also been discussed
sepentmes as fertilizer, me wc B

the dissolving rates of
I, have been studied, 

condition for utilization of 
from the chemic효 1 point of

view.

1. 畫

最近 外國에서는 珪酸과 하그네슘이 副要素肥料로 認 

定되어 珪酸分 및 마■그네슘올 含有하고 있는 肥料의 需 

要가 增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珪酸質肥料가 補 

給되어 이의 必要性이 切實하게 되었다. 珪酸質肥料로 

서는 珪酸石灰肥料,' 珪酸苦土石灰肥料, 珪酸苦土肥料 

로서 알려지고 있다. _ 宀 _,
珪酸質冃啪의 製造方法으로는 金屬工業에서 副生하 

는 鎮滓롤 利用하는 方法⑴，低品位炭에。泪를 加하 

고 高温에서 處理하는 方法⑵等이 있다. 本硏究者들 

은 珪酸과 마그■네슘을 含有하고 있는 鑛石인 蛇紋石을 

利用하는 것으로 最近에 이르기 까지 蛇紋石은 主로 

惓成苦土燐肥＜3十5＞ ,蛇紋石過燐酸石灰®，耐火物⑺， 

마그네슘의 化合物 製造 ®8也＞에 널리 利用되 어온 것 

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껏 利用되지 않고 있는 여1石

이 다.
本硏究는 蛇紋石을 利用하여 珪酸質肥料（珪酸苦土肥 

料）률 만들고저 蛇紋石을 加熱處理하여 苦土分과 珪酸 

分올 有効한 可溶性分으로 만드는 工業的인 基礎賣料 

를 얻고자 焙燒温度，悟焼時間, 熟天秤에 依한 加熟減 

it을 檢討하고, 蛇紋石에 對하여 化學的인 方法으로 肥 

効를 檢討한 것을 報告한다

2.跋  料

實驗에 使用한 蛇紋石온 京畿道 加平 및 忠南 洪城 

地方에서 産出되는 것올 擇하였다.

試料［..........加平産蛇紋石

，，I，.......洪城産 “
上記 試料들의 化學成分表는 다음 丁訪后 I 과 같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erpentine samples.

Sample Ignition I 
Loss(%)l

Fe^Og 
(%)

•시 2°3 
(%)

CaU 
(%)

I 15.08 41.46 30.09 7.25 0.75 0.71

I 12.90 39.14 33.35 10.50 2.50 0.72

1 13.17 35.35 33.90 13.20 0.65

本實執에 使用한 試料의 粒度는 40~60mesh 의 것이 

다.

3. 試驗方法 및 分析法（肥効檢討法）

（1） 試•方法 : 原戳料믈汾碎하여 40~60mesh 의 試 

料률 選擇한다. 試金用 도가니에 約 5g 률 넣고 電気 

마풀斌에서 試驗焙燒時間（15分, 30 分, 45 分, 60 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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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試驗焙鏡温度（550〜900。0로 分別焙燒하였다. 温

度上昇은 60分에 200°C, 焙燒한 試料는 全部가 io。 

mesh 를 通過하도록 粉碎하여 化學分析（肥効檢討）을 

하였다.

（2） 分析方法（肥効檢討法） : （i） 可溶性 珪酸의 定 

量法 焙燒한 試料 lg 를 250ml 容量플라스크에 取하 

고 25~30°C 의 수 H이 150 ml 를 加하여 1 分間 30〜40 

回 回轉하는 振遢器로 한時間 振逢한 다음 標練까지 물 

로 加하여 잘 混合하고 乾燥濾紙로 濾過하여 試驗液으 

을 한다.

試驗溶液 一定量을 蒸發접시에 取하여 温浴上에서 蒸 

發乾固한 後 이깃에 鹽酸（1：1）을 加하여 蒸發乾固를

Fig 1. Effect of calcining temperature 
on the yield of soluble M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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返複하고 110〜 120°C 의 空氣浴에 넣어 充分히 乾燥脫 

水하여 放冷한다.

다음에 鹽酸（1：1） 約 50ml 를 加하고 加熱 溶解한 것 

을 爐過하고, 沈澱物을 温鹽酸（1：10）으로 2 回 씻고, 

다음에 熱水로 充分히 洗滌한다. 沈澱物은 乾燥 強熱 

하여 SiOj 로서 重量을 求한다.

（ii） 可溶性 （有効） 苦土의 定量法——（i） 의 實驗에서 

珪酸分을 除去한 爐液을 250ml 容量 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加하여 標線까지 채운다음 이溶液 一定量을 取하 

여 EBT 를 指示藥으로 하여 EDTA로 滴定 定量하여 

可溶性 苦土分을 計算한다.

4. 實驗結果 및 考察

（1） 培燒温度에 따른 SiO2 및 MgO 의 可溶率檢討 : 

各試料 蛇紋石을 試驗温度 550〜900。（：의 範圍에서 

30 分間 加熱焙燒하여 珪酸分 및 苦土分의 可溶率을 檢 

討하였 다. 이 들의 試驗結果는 다음 Fig 1 및 Fig 2와 

같다.

蛇紋石은 加熱함에 따라 結晶水를 喪失하는데 이의 

加熱分解機構（7・8T2.13> 는 잘 알려진 것으로 700°C 附 

近에서 結晶水를 喪失하여 非結晶質狀態로 되고 温度 

가 上昇함에 따라 800°~900°C 附近에서는 다시 安定 

한 結晶格子를 形成하는 것 이 다. 이 變化의 反應을 表 

示하면 아래와 같다.

2〔3MgO • 2SiO2-2H2O] 一>SiO2+3Mg2SiO4+4H2O
3Mg2SiO,+Si。?—>2Mg2SiO<+2MgSiC）3
MgO 의 可溶率을 나타낸 Fig. 1을'보면 各各의 試 

料가 모두 700°C 에서 最高의 可溶率을 나타내 나 産地 

에 따라 可溶率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試料 I 은 94 

%, 試料][ 는 89%, 試料更은 88%란 可溶率을 나타내 

는데 이것은 産地에 따라 結晶의 特性에 關係되는 것 

으로 生覺된다.

SiQ 의 可溶率을 나타낸 Fig 2 를 보면 各 試料의 可 

溶率은 다르나 最高의 可溶率을 나타내는 温度인 700OC 

는 同一하다. 即 試料 I 온 63%, 試料 H 는 43%, 試料 

H 은 39%를 나타낸다. 試料 I ][ ]| 을 比較하여 보면 

試料 I 이 다른 試料에 比하여 MgO 및 SiOj 可溶率이 

가장 높온 것이다. 700°C 以下의 低温에서 可溶率이 

적은 것은 蛇紋石의 一部가 非晶質狀이고 나머지 一部 

는 結晶狀態를 維持하고 있기 때문이 라 生覺듸 며 700°C 
에서 最高의 可溶率을 나타내는 것온 結晶狀의 蛇紋石 

이 거의 完全히 非晶質狀으로 되어 可溶率이 좋은 것 

이고 700°C 以上의 温度에서 可溶率이 低下하는 것은 

700°C 附近에서 非晶質狀態로 되 었던 것이 温度가 上 

昇함에 따라 다시 安定한 結晶格子를 形成하기 때문이 

라 生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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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焙燒時間에 따른 Mg。및 Si6 의 可溶率 : 蛇紋 

石의 伊燎헤 對한 時間의 影響을 檢討하고저 焙燒温度 
HoMc 로 一定히 하고信燒時間을 】5分，3。分, 45分, 

，分으로 變更시키면서 焙燒試驗한바 다음 3 및 Fig 

4와 같은 結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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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SiC)2 의 可溶率을 보면 試料 [ 은 30 分에서 最高의 可 

溶率 63%로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60分에서는 硏% 

로 減少하고 있으며 試料 L도 역시 30分에서 最高의 

可溶率 43%로 時間延長과 더불어 60分에서专 41%. 
로 減少하고 있으며 試料直도 역시 30에서 最高의 可 

溶率 39%로 부터 時間延長과 더 불어 60 分에서는 36% 

까지 減少하고 있다. ° 뉴皿尊
(3) 熟天秤에 依한 加熱減員曲線 : 蛇紋石을 焙燒하 

여서 일어나는 温度變化에 따른 加熱減量과 可溶性의 

MgO 및 SiOj間에 어떠한 關係가 있는가를 檢討하기 

爲하여 熟天秤을 使用하여 加熱減量曲線을 作成한 바 

加熟減量曲線은 Fig5 와 같다.

蛇紋石의 焙燒時에 생기는 加熱減量은 結晶水 放出 

에 依한 것으로 500°C 를 前後해서 結晶水 放出이 始 

作하여 700°C 附近에서는 結晶水 放出이 急激하여 大 

部分의 結晶水를 放出하고 900°C 以上의 温度에서는 

結晶水 放出이 끝난 것으로 生覺된다.

TW (新;时

Fig 4. E任ect of calcinating on the yield of 

soluble MgO*

Fig 3 및 Fig. 4 에 依하면 30 分間 焙廃할 때 ”g° 

및 Si6 가 最高의 ■可溶率을 나타내고 이 以上의 時間 

이 經過함에 따라 MgO 와 Si。? 의 可溶率은 潮次로 減 

少하는 傾向올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30分間에서 蛇 

紋石이 脫水되어 非晶質狀態로 되었던 것이 時間이 經 

過함에 따라 非晶質狀態로 부터 部分的으로 再結晶이 

進行되어 可溶率이 低下하는 것으로, 30分 以上의 時 

間으로 焙燒하는 ■것온 非晶質의 것을 再結晶化하게 돕 

는것 밖에 되지 않는다. :N러므로 焙燒時間을 延長하 

는 것은 再結晶化만 돕지, 可溶率을 增加시키지는 못

2 /r /

一V窟匕嚅 600 嗣成

Temp (°C)

Fig 5 Weight decrease curves on heating.

Fig 5 를 보면 試料 I 은 500°C 에서 3% 減畳이 생기 

기 始作하여 700°C 에서 10%의 急激한 減量올 나타내 

고 있으며 900°C 附近에서부터는 一定値를 나타내고 

있다. 試料 ][ 는 500°C 에서 1.8%의 诚量이 始作하여 

700°C 에서 7%의 急激한 減量을 나타내고 850°C 附近 

부터 는 漸次 一定値를 나타내고 있 다• 試料 页은 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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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1.5% 減量이 始作하여 7009에서 5%의 急 

激한 減量을 나타내고 900°C 附近에서부터 漸次 一 

定値를 나타내고 있다. 試料 I I I을 綜合的으로 보면 

모두 700°C 附近에서 急激한 減量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1)의 結果에서 얻은 焙燒混度 700P 와 比帔 

하여 보면 加熟減量率이 急激한 温度 7(M)OC 附近이 

MgO 와 SiOj 의 可溶率을 最高로 하는 温度라 볼 수 

있다.

5.特  tt

蛇紋石에 對한 肥効를 化學的인 方法으로 考察한 것 

으로, 蛇枚石을 500〜900°C 의 温度에서 焙燒하여 可 

溶性의 MgO 및 SiOj 와 焙燒温度와의 關係, 可溶性 

MgO 및 SiQz 와 焙燒時間과의 關係, 加熟減貴과 MgO 
및 Si。? 의 可溶率과의 關係를 試驗한 바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① 蛇紋石을 700°C 의 温度에서 30分間 加熟焙燒함 

으로서 可溶性의 MgO 및 SiQz 를 含有하는 珪酸質肥 

料 및 珪酸苦土肥料로 使用할 수 있다.

② 蛇紋石을 焙燒하여 MgO 및 SiQj 의 可溶率을 最 

高로 함에는 700°C 의 温度로 焙燒함이 適當하다.

③ 蛇紋石을 700°C 의 温度에서 30 分間의 焙燒가 適 

當하며 焙燒時間 延長은 可溶率을 低下시킨다.

④ 加熱減量과 MgO 및 Si。? 의 可溶率과는 密接한 

關係를 가지 는 것으로 加熱減量率이 높은 煞 附近의 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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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가 蛇紋石의 焙驍時 MgO 및 Si6 의 可溶宰이 最高 

로 나타난다.

⑤ 蛇紋石의 焙燒温度 決定은 加熱減量曲線으로부터 

加熟減量率이 높온 煞의 温度 附近으로 擇하는 것이 좋 

으리라 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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