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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y means of aqueous oxidation in ammonia solution, metallic zinc and sulfur in marmatite were 

leached.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concentration of ammonia was extremely influenced on the oxid

ation ratio of Zn and S, and the more the leaching temperature was low, the more their leaching ratio 
was decreased.

The maximum leaching ratio to the contents in marmatite was obtained at the following conditions.
Particle size 270mesh above, NH3 cone, 25%,
Press. 4.2kg/cm2, Temp. 60°C, Time 20hrs.

Leaching ratio; Zn 55% and S 5。%.

要 約

암모니아 溶液中에서의 濕式酸化에 의하여 亞鉛鑛으로부터 亞鉛 및 黃을 抽出하였다. 암모니아의 濃度 

는 酸化率에 미치는 影響이 至大하며 反應溫度 및 濃度가 낮을 때는 亞鉛이 黃보다 浸出率이 低下함을:알 

았다

그 含有量에 대 하여 最高 Zn 은 55%, S 는 50% 浸出이 可能하였고 이 때의 條件은 다음과 같다.

加壓壓力；4. 2kg/cm2；溫度；60° C,溶媒濃度；25%NH3-aq-sol,粒度；270mesh,時間；20hr.

s스 의 選擇液相의 組成, 酸化劑의 種類, 反應系의 條件 등
L 緖 网 多角的인 實驗과 理論的 考察에 대해서 F. A. Forward

濕式 製鍊法에서 有價金屬을 効率的으로 浸出, 分離 ⑴〜⑸를 비롯한 많은 報文⑹기아）이 발표된 바 있다. 그

하는 手段으로서 黃化鑛의 液相酸化에 관하여 는 原鑛 中에 서 도 Canada 의 Sherritt Gordon Mines Ltd（19）~ 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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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Nickel, Cobalt, Copper 의 製鍊方法은 상당히 

注目할만한것으로서 加壓水素還元미)~例에 의해서 

粉末狀 金屬을 생산하는 粉末治金에도 기여한 바 큰 것 

이 다.

이들이 취 한 方法은 주로 黃化鑛을 NH3 로 처리하는 

法인데 이 NH3 에 의 한 黃化鑛의 處理法은 金屬의 浸 

出 分離뿐만 아니라 黄을 酸化시켜서 硫安으로 副產物 

을 얻을 수 있는 利點도 있다.

著者는 이들이 취한 方法을 國產亞鉛鑛에 대하여 應 

用可能 與否를 檢討해 보았다.

H.實驗方法

(1) 試料; 試料로서 慶北 奉化郡 蓮花鑛山產 浮選한 

Marmatite 精鑛, 平均粒度 約 80〜 100me$h 程度의 것 

을 擇하였다. 그 成分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Marmatite

(2) 裝置 및 操作

Zn(%) $(%) Fe(%) Mn(%) Cu(%) SiO2 
(%)

As 
(%)

48. 27 30. 82 13. 80 1.36 0.15 2-12 0.35

(a) 常溫 常壓下에서의 實驗裝置는 圖示한 바와 같

Fig. 1—(1) Aeration apparatus 
A:Reacti6n tower 
C:Washing bottle 
E:Gas flow meter 
K:Cockes

B:Flask sampling 
D:Three necked Hask
F:FiIter disc 

다. Fig. 1-(1) 에 圖示한 바와 같이 試料를 硝子球가 

充塡된 反應管 (A)內에 넣고 溶媒인 물 또는 암모니 아 

水를 上部로부터 가한 후 (C)에서 洗滌된 空氣를 反應 

管을 통해서 反應管 內容物과 接觸시킨 다음 (D)를 거 

쳐 흡인 배출토록 하고 一定時間 空氣酸化된 抽出液을 

콕크 Ki, K2, Ks 를 調節하여 濾過板(F)을 거 쳐 서 플라스 

크(B)로 내리게하고 그 一定量을 취하여 浸出成分을 

定量하였다.

(b) 加壓 加溫下에서 實驗裝置는 Fig. 1—(2) 에 圖示 

한바와 같은 stainless steel 製 反應器를 사용하였다. 一 

定量의 試料를 一定量의 물 또는 암모니 아水와 함께 裝 

入하고 攪拌하면서 일정한 溫度와 壓力下에 一定時間 

反應시킨 後 內容物을 꺼내서 分析하였다. 발브 (B)로 

부터 壓縮酸素를 넣고 接觸시킨 후 발브 (D)를 통해 

서 일정한 流速으로 流速計 (F)를 거쳐서 나가는 가스 

는 암모니아를 隨伴하므로 吸收瓶에서 回收토록 하였 

고 反應時間에 따라 反應物의 암모니아 濃度의 減少를 

考慮해 야할 境遇에 는 適當한 時間間隔으로 암모니 아 봄 

브를 連結하여 吸收시킴으로써 補充하였다.

(3) 浸出物 分析方法; 本 實驗에서 浸出物中에 함유 

하고 있는 亞鉛과 黃의 化學的 形態가 如何튼 전체적 

으로 浸出하여 液相에 존재하는 總亞鉛과 黃의 量을 分 

析하여 試料中에 함유되고 있는 成分量에 대한 浸出量 

을 浸出率로 하였다. 分析方法은 久松, 增子昇卩＞의 方 

法을 參考로 하였다.

(i) Zn ; 浸出溶液中에서 一定量을 分取하여 蟻酸酸 

性으로 한뒤 黃化水素를 통하여 黃化亞鉛으로 沈澱分 

離시킨 다음 沈澱을 묽은 鹽酸에 용해시 키고 다시 암모 

니아水로 中和시켰다. 여기에 암모니아 緩衝溶液과 

EBT 를 指示藥으로 가하고 KCN 및 Formalin 등으로 

妨害이온을 제거한 후 EDTA 滴定法으로 定量하였다.

ii) S ； 王水 및 强한 酸化劑를 가하여 蒸發乾固시켜 

복잡한 黃化物의 酸化形態를 黃酸이온으로 酸化시키고 

黃酸바륨으로 沈澱分離하여 重量法에 의해서 黃의 浸 

出量을 定量하였다.

皿. 實驗結果 및 考察

(1) 水中에서의 酸化 : 豫備實驗으로 먼저 基本溶媒 

인 물에 試料를 懸濁시켜서 Fig. 1—(1)의 裝置에서 時 

間과 溫度를 일정히 하고 常壓에서 空氣酸化시킴으로 

써 空氣의 流速과 浸出率과의 關係를 實驗한 結果는 

Fig. 2 와 같다.

일반적으로 接觸空氣量에 따라 酸化抽出率이 증가했 

으나 Zn 의 酸化가 S 의 酸化 보다 顯著하게 빠른 것 

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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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⑵

A:React이一, Stainless, B：VaIve, C：Heater, Electric, F:Gas flow meter, G:Gauget Pressure
H:Heater controller, M:Agitator,「Thermometer. ' '

(2) 암모니아水溶液中에서의 酸化 ; Fig. 1—(1)의 裝 

置에서 虹一(1)에서와 同一條件으로 암모니아水溶液中 

에 懸濁시 켜 서 實驗한 結果는 Fig. 3과 같다.

암모니아 溶液에 있어서는 水溶液에 懸濁시켰을 때 

보다 약 3倍의 抽出率을 나타내 며 空氣接觸量의 增加 

에 따라 抽出率도 上昇되 였으나 Zn 과 S 의 酸化抽出 

速度는 거의 同率로서 上昇되고 있음이 特徵이였다.

(흐) 酸素歴力에 따르는 浸出率이 影響 ; Fi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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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加壓反應器內에 一定量의 試料를 一定量의 암모니 

아水에 懸濁시키고 密閉後 酸素봄브로부터 一定壓의 酸 

素를 吹入하고 排出된 가스速度를 일정하게 발브(D) 
로 調節하며 일정한 時間 酸化한 結果는 Fig. 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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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pressure on the rate of lea
ching a marmatite with ammonia 
solution.

反應系에 吹入하는 酸素壓力에 따라서 浸出率은 漸 

增하고 常壓 보다 顯著한 數値를 나타내 며 그上昇率은 

壓力의 增加率에 비해서 落後되고 있는 것은 排出가스 

는 암모니아 濃度가 漸次 低下하는 까닭이 아닌가 推 

察된다.

(4)反應時間에 따르는 浸出率의 影響 ; m一(3)의 

實驗과 同一한 條件中에서 酸素의 壓力을 일정히 하고 

反應時間을 變化시켜서 抽出程度를 實驗한 結果는 Fig. 

5 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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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reaction time on the rate of 

leaching a marmatite with ammonia 
solution.

反應時間의 延長에 따라서 抽出率이 繼續 增加하였으 

나 20時間이 초과되 면 反應系의 水分도 감소되 여 半 

固形狀態가 되므로서 繼續反應은 不可能하게 되 였으므 

로 反應時間은 20時間에 서 끊었다.

(5) 反應温度에 따르는 浸岀率의 影響 ； 反應系의 壓 

力과 時間을 1-(3), 皿一(4) 實驗에서의 好條件을 택 

하여 일정히 하고 反應溫度의 影響을 同一條件下에서 

實驗한 結果는 Fig.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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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應溫度에 따라서 抽出率이 중가하고 있었으나 溫 

度上昇과 함께 암모니 아 및 水分의 揮發速度가 빨라서 

浸出率의 增加比는 不良한 것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후 溫度는 60°C 程度로 고정하기로 하였다.

(6) 암모니아의 濃度에 따르는 浸出率의 影響 ； 앞의 

實驗에서 推察한 條件中에서도 가장 本實驗에 중요한 

因子라고 생각되는 암모니아의 濃度에 따르는 影響에 

關하여 反應時間을 20hr, 壓力 4・2kg/cm2 溫度; 60°C 
의 好條件을 택하고 每時間마다 암모니아를 흡수시켜 

보충하므로서 일정한 濃度로 維持하며 實驗한 結果는 

Fig. 7 과 같다.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암모니 아濃度가 浸出率 

에 큰 影響을 주는 것을 觀察할 수 있었으며 濃度의 增 

加는 浸出率을 倍加할 수 있었다. 그러나 25%의 암모 

니아 濃度의 維持는 溫度關係로 水溶液中에서는 곤난 

하므로 더 진행하지 않았다.

(7) 試料粒子의 ■크기에 따르는 浸出率의 影響 ; 皿一 

(6)의 實驗條件에서 더욱 收率을 올리기 위하여 粒子 

의 크기 를 달리 한 浸出率을 實驗한 結果는 Fig.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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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Particle size on the rate of 
leaching a marmatite with NH3 elution

常例에 따라서 粒子는 작을수록 酸化가 促進되여 浸 

出率이 上昇하였으며 270mesh 程度에서 約 60%의 浸 

出이 能可함을 알았다.

V.結 論

암모니아에 의한 濕式酸化方法을 黃化亞鉛鑛에 적용 

하여 金屬亞鉛과 黃을 浸出 分離하는 實驗을 행하였다

i) Zn과 S의 浸出率은 水中에서의 酸化보다는 암모 

니아 溶液中에서의 酸化가 越等하게 좋았다•

ii) 일반적으로 加壓壓力, 反應時間, 反應溫度, 암모 

니아濃度, 試料粒子. 微細度 等이 增加할수록 특히 암 

모니아濃度가 클수록 그 浸出率이 增大하였다.

iii) 다음의 條件이 가장 좋았는데 이 때의 最高浸出 

率은 亞鉛 55.0%(對原鑛含有量) S 50%(對原鑛含有 

量)이 였다. 壓力 4. 6kg/cm2, 溫度 ； 60。C 암모니 아의 

濃度 ； 25% NH3, 粒子의 크기 ； 270meshf 反應時間 ； 
20hr.

iv) Zn 의 浸出率이 S 의 浸出率 보다 일반적 으로 높 

았다.

V)그러나 反應溫度가 낮거나 암모니아濃度가 작을 

때는 S 의 浸出率이 Zn 의 浸出率 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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