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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니켈 산화광인 라테라이트광은 크게 두 종류 광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사프로라이트는 건식제련용 원료로 그리고 리모나이트는

습식제련용 원료로 사용하여 니켈을 각각 회수하고 있다. 사프로라이트 및 리모나이트가 혼재하는 원료물질을 사용할 경우 건식 및

습식제련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광물 간 분리 선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리모나이트와 사프로라이트의

분쇄성 차이를 이용하여 분쇄한 후 건식분급으로 두 광물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리모나이트에 사프로라이트가 30%이하로 혼입되

면 Mg+Si 성분의 함유량이 10%이하인 리모나이트질 라테라이트광을 얻을 수 있어 습식제련용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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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Nickel oxide ores are composed of two kinds of minerals; one is saprolite that is processed by smelting to obtain nickel prod-

ucts, and the other is limonite that is used in hydrometallugical processes. It is not efficient economically to process the mixture

of limonite and saprolite, so the processes to saparate the ore mixture should be developed. In the present study, the mixture was

separated by dry-classification after liberationg using grindability difference between limonite and saprolite. Consequently, it is

possible to obtain the limonite with less than 10% of Mg+Si contents, which could be treated by hydrometallurgical processes,

when the limonite contain less than 30% of sapr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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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부품·소재산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자재인 광물자원의 안정

적 확보를 위한 기반마련이 시급해 지고 있다. 특히 브

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Brazil, Russia, India, China,

BRIC)등 신흥국들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계 광물자원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글로벌 메이져 광업기업들이 광

물자원을 독과점하고 있고, 일부 자원 부국에서는 광물

자원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양질의 광물자원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해

외 현지 지질조사를 비롯한 탐사, 선광 및 제련기술 개

발을 통해 해외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되고 있다.

광물자원 중 니켈은 은백색의 금속으로 주로 페로니

켈의 형태로 생산되어 대부분 스테인리스강 제조 원료

로 쓰이며 특수합금강, 도금, 내식 및 내열재의 원료 등

으로 사용되기도 한다.1) 세계적으로 니켈은 약 8,000만

톤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국가에

편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 ~ 2007년에는 미

국에서 주로 수입하였으나, 2008년 이후 부터는 뉴칼레

도니아로부터 수입하기 시작하여 2012년도에는 니켈광

석 수입량의 97%이상을 뉴칼레도니아산 니켈 라테라이

트광을 사용하고 있다.2) 

니켈광은 크게 황화광(sulfide ore)과 산화광으로 구분

되는데, 황화광은 펜틀란다이트(pentlandite, (Fe, Ni)9S8)

가 주 함니켈 광물로 부유선별(flotation)로 쉽게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산화광인 니켈 라테라이트광은 흡착수

를 함유한 침철석(goethite, FeO(OH))과 레피도크로사이

트[lepidocrocite, γ-FeO(OH)]로 구성된 리모나이트(limonite,

FeO·OH·nH2O) 및 함수규산염광물인 가니어라이트

(garnierite, H2(Ni,Mg)SiO2·nH2O)와 리자다이트(lizardite,

Mg3Si2O5(OH)4)로 구성된 사프로라이트(saprolite, Ni-Mg-

hydrosilicates)에 니켈성분이 치환되어 존재한다. 따라서

니켈 라테라이트광으로부터 니켈성분만을 함유한 광물

을 단체분리시키기 어려워 전통적인 물리적 선광방법으

로는 니켈 정광의 품위가 향상되지 않기 때문에 원광을

직접 건식 및 습식제련용 원료로 사용하여 니켈을 생산

하고 있다. 즉, 니켈의 성분이 2%이상 함유된 사프로라

이트광은 건식제련을 통해 FeNi 형태로 니켈을 회수하

고 있으며 니켈 함유량이 0.8 ~ 1.5% 수준인 리모나이

트광은 건식제련방법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곤란하

기 때문에 다양한 습식제련방법으로 니켈을 회수하고

있다.1) 이러한 습식제련법은 원료물질에 함유된 니켈을

산으로 침출시키는 과정에서 강산 및 고압에 견딜 수

있는 고가의 설비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설비의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로 리모나이트질

라테라이트광은 거의 대부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리모나이트 광물로부터 니

켈 성분을 회수하는 새로운 습식제련에 대한 연구가

demo pilot plant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리모나이트

에 사프로라이트가 다량 혼입될 경우에는 경제성을 확

보하기 곤란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프로라이트는 주

로 감람석과 풍화산물인 사문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마

그네슘 및 실리카 성분이 높고 철성분이 낮아 산으로

침출 시 염기성 물질인 마그네시아 성분으로 인해 무기

산의 사용량이 증가되고, 실리카 성분이 함유된 공정 슬

러지의 발생량이 증가되어 후처리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니켈 라테라이트광을 건식 및

습식제련에 적합한 원료로 활용하고자 채광 시 리모나

이트질 라테라이트 및 사프로라이트질 라테라이트가 혼

재된 원광을 충격식 분쇄기로 분쇄한 후 건식 분급으로

리모나이트질 라테라이트를 선별하고자 하였다.

2. 시료 및 실험방법 

2.1. 시료

시료는 뉴칼레도니아의 니켈 라테라이트 광산에서 채

취한 리모나이트질 라테라이트광과 사프로라이트질 라

테라이트광을 사용하였다. 리모나이트질 라테라이트광

(이하 리모나이트로 칭함)은 주로 침철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색 혹은 적갈색의 토상 또는 분말상으로 존재

하였다. 사프로라이트질 라테라이트광(이하 사프로라이

트로 칭함)은 주로 적갈색 혹은 녹색빛을 띠는 규산염

광물로 암석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Table 1은 리모나이트 시료를 해쇄한 후 습식으로 체

질하여 입도별 성분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리모나

이트시료의 경우 침철석이 주성분이므로 철성분이 40%

를 상회하였으며, 입도가 작아질수록 철 함유량은 높아

지고 실리카 및 마그네슘 성분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

다. 그러나 14 mesh이상의 입단에서 니켈, 코발트, 철의

함유량이 낮고 마그네슘 및 실리카의 함유량이 높아지

는데 이것은 Fig. 1의 XRD 분석결과와 같이 14 mesh

이상 입도의 시료에 리자다이트(lizardite, MgSi2O5(OH)4)

및 석영(quartz, SiO2)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Table 2는 리모나이트를 습식으로 체질한 결과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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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기 위해 리모나이트 시료를 건조한 후 건식체질로

분립한 후 입도별 성분을 분석한 결과이다. 100oC이상

에서 24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 mesh 이상 물질의 산출량이 습식체질 산물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철성분 함유량이 높고 마그네슘 및

실리카의 함유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

을 보인 것은 큰 입단에서도 리모나이트와 사프로라이

트가 단체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건식

체질방법으로는 습식제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양을 증가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limonite ore according to the particle size by wet sieving

Mesh
Chemical composition (wt.%)

Yield (wt.%)
Ni Co Mg Total. Fe SiO2 Mg+Si

+14 1.53 0.09 7.02 26.20 35.50 23.6 19.12

−14 +50 1.68 0.22 2.96 39.10 16.90 10.9 14.54

−50 +100 1.74 0.24 2.41 41.80 12.90 8.4 11.02

−100 +200 1.90 0.21 2.68 41.10 13.30 8.9 11.05

−200 +325 1.88 0.16 2.32 43.40 11.90 7.9 10.29

−325 1.91 0.09 1.37 48.40 8.49 5.3 33.98

Raw ore 1.78 0.15 3.04 40.75 16.25 10.6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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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h
Chemical composition (wt.%)

Yield (wt.%)
Ni Co Mg Total. Fe SiO2 Mg+Si

+14 1.85 0.12 3.66 38.10 18.70 12.4 40.37

−14 +50 1.79 0.17 2.31 43.10 11.80 7.8 35.21

−50 +100 1.94 0.20 2.36 44.40 11.00 7.5 10.43

−100 +200 1.93 0.17 2.10 45.70 10.00 6.8 7.89

−200 +325 1.83 0.13 1.66 46.20 10.20 6.4 5.14

−325 1.82 0.11 1.33 43.00 12.50 7.2 0.97

Raw ore 1.78 0.15 3.04 40.75 16.25 10.6 100.00

Fig. 1. XRD patterns of limonite ores according to particle

size.
Fig. 2. XRD patterns of saprolite ores according to particle

size after cru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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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사프로라이트를 죠크러셔, 콘크러셔 및 핀

밀로 순차적으로 분쇄한 1 mm이하의 산물을 습식체질

한 입도별 성분분석 결과이다. 사프로라이트는 니켈을

함유한 암석이 지표에서 풍화되고 니켈을 함유한 용액

이 산성 지표수와의 작용으로 지표하부로 분리되면서

침출되는 광상학적 특징에 기인하여1) 형성되기 때문에

리모나이트에 비하여 마그네슘과 실리카의 함량이 높고

철분의 함량이 낮게 나타났다. 습식으로 체질한 결과,

리모나이트와 마찬가지로 입도가 작아질수록 철성분이

증가하고 실리카 및 마그네슘 성분은 감소하였으며, 니

켈함유량은 리모나이트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리모나이트와 사프로라이트가 혼재하는 라테라

이트광의 경우, 일반적으로 리모나이트는 풍화된 미립

자로 존재하고 사프로라이트는 비교적 큰 결정질 입자

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구성광물의 피분쇄 특성의 차

이를 이용하여 리모나이트와 사프로라이트를 분쇄한 후

각각 건식방법으로 분립하게 되면 건식 및 습식제련용

원료에 적합한 원료물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2. 실험방법

전술한 바와 같이 리모나이트는 주로 침철석으로 존

재하기 때문에 니켈 및 철분을 전부 산으로 침출시켜

니켈을 회수하는 습식제련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

나 사프로라이트는 리모나이트보다 니켈함량이 높지만

염기성물질인 리자다이트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그네시

아의 함유량이 높아 산의 소모량이 증대되어 건식제련

용 원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니켈 라테라이

트광을 채광할 때 두 광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니켈의

품위가 낮아져 건식제련용 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

하며 습식제련용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함마그네슘

광물의 함유량이 높아져 무기산의 소모량이 많아지고,

실리카성분이 함유된 슬러지의 발생량 또한 증가되어

경제성이 낮아질 수 있다.

Table 1의 실험결과와 같이 습식으로 리모나이트를

분립한 경우 체질만으로도 혼재되어 있는 사프로라이트

를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Table 2의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건

식으로 체질하는 경우 시료의 응집현상이 심하기 때문

에 리모나이트의 산출량이 적어졌다. 그러나 리모나이

트를 습식 제련용 원료로 이용할 경우 원료를 건조한

후 예비환원 배소공정을 거쳐 습식제련 공정에 투입하

기 때문에 리모나이트를 습식으로 분급할 경우, 탈수 및

건조 비용이 증가되므로 리모나이트와 사프로라이트를

별도의 건식 선별방법으로 선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Table 3. Chemical compositions of saprolite ore according to the particle size after crushing

Mesh
Chemical composition (wt.%)

Yield (wt.%)
Ni Co Mg Total. Fe SiO2 Mg+Si

+50 2.50 0.09 17.73 11.09 37.85 35.4 10.14

−50+100 2.81 0.14 16.95 13.81 33.84 32.8 19.72

−100+200 2.80 0.16 15.61 15.44 33.60 31.3 19.08

−200+325 2.66 0.18 14.36 17.95 32.12 29.4 13.84

−325 2.70 0.17 10.87 26.42 24.97 22.5 37.21

Raw ore 2.71 0.16 14.15 19.11 30.66 28.5 100.00

Fig. 3. Flowchart of nickel lateritic or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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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니켈 라테라이트광을 죠크러셔

및 콘크러셔로 5 mm이하로 1차 분쇄한 후 분쇄산물을

105oC에서 4시간동안 건조하였다. 그리고 리모나이트와

사프로라이트의 단체분리도를 높이기 위해 5 mm 이하

로 조분쇄된 시료를 다시 충격식 분쇄기인 핀밀로 1 mm

이하로 분쇄한 후 제트밀의 분쇄조건을 변화시켜 재분

쇄하여 건식 사이클론(HEYNAU, HTRIEB)으로 분급하

였다. 이때 얻어진 미립산물(over flow) 및 조립산물

(under flow)의 입도를 분석(Malvern, mastersizer 2000)

하고 화학성분을 ICP 및 XRF로 분석하여 리모나이트

및 사프로라이트 상호간의 분리특성을 조사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리모나이트계 라테라이트광의 분급

전술한 바와 같이 리모나이트에 사프로라이트가 혼합

된 원료를 습식제련 공정에 투입하면 공정비용이 증가

하기 때문에 국내의 니켈 습식제련 업체에서는 경제성

을 고려하여 리모나이트 원료의 Mg + Si 성분 함량을

1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Table 1 및

Fig.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쇄 후 습식으로 체

질하게 되면 손쉽게 리모나이트와 사프로라이트를 분리

할 수 있다 그러나 습식으로 분급된 산물을 습식제련용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전처리 공정에서 예비환원을 해

야 하고, 건식 제련용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다시 탈

수 및 건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아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리모나이트와 사프로라이

트가 혼합된 니켈 라테라이트광을 건식선별방법으로 분

리하여 Mg+Si 성분 함량이 낮은 리모나이트를 분리하

고자 하였다. 전술한 실험방법과 같이 조 크러셔와 콘

크러셔를 거쳐 시료를 –5 mm로 만든 후 건조하여 이들

광물에 함유된 부착수를 탈수 시킨 후 충격식 분쇄기인

핀밀로 –1 mm까지 시료의 입도를 작게 만들고 사프로

라이트 입자에 엉겨 붙어 있는 리모나이트를 제트밀로

다시 분쇄하여 건식 사이클론 분급기의 선속도를

3000 ~ 5000 rpm까지 변화시켜 두 광물을 선별하였다. 

핀밀로만 분쇄한 산물을 건식분급기의 선속도를

3000 ~ 5000 rpm 까지 증가시켜 분급한 결과, Fig. 4 및

5와 같이 over flow된 미립산물의 D0.9(누적부피 90%

에 해당하는 입자)입도는 60.6 µm에서 22.3 µm까지 감

소하였으며 산출량은 68.1%에서 55.3%까지 감소하였다.

under flow된 조립산물의 경우는 D0.1(누적부피 10%에

해당하는 입자)입도가 39.1 µm에서 36.6 µm로 다소 작

아졌다. 따라서 리모나이트의 산출량을 고려하여 본 실

험에서는 이후에 진행되는 분급실험은 분급기의 선속도

를 3,000 rpm으로 고정하여 진행하였다.

핀밀로 1 mm이하로 분쇄한 산물을 3000 rpm에서 분

급한 결과, 리모나이트광물이 미세한 입자로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over flow 되는 미립산물의 산출량이 68.1%

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리모나이트와 사프

로라이트가 단체분리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리모나이트와 사프로라이트 혼합 광물을 단체분리

시키기 위해 핀밀로 분쇄한 산물을 다시 제트밀로 분쇄

한 후 건식 분급기로 분립한 미립 및 조립산물의 입도

분석 결과를 Fig. 6 및 7에 그리고 화학분석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제트밀의 분쇄압력을 0.2 bar (20㎩)에서 0.4 bar (40㎩)

로 증가시켜 3000 rpm에서 분급한 결과, Fig. 6 및 7과

Fig. 4. Limonite classification result of fine products accor-

ding to classifier rpm.
Fig. 5. Limonite classification result of coarse product

accoding to classifier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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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리모나이트의 산출량이 78.9%에서 87.5%로 증가

되어 조립산물의 산출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트밀로 분쇄하지 않고 핀밀로만 분쇄한 경우

(0.0bar 일 때) 미립산물의 D(0.9)가 60.6 µm인 것이 제

트밀 압력 0.4bar로 분쇄하여 분급한 경우 9.5 µm까지

작아지고, 조립산물의 D(0.9)가 422.1 µm에서 321.7 µm

로 작아졌다. 이와 같이 미립산물의 양이 증가하는 것

은 조립자에 엉겨 붙어 있던 리모나이트 미립자들이 해

쇄되어 단체분리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트밀

로 분쇄 후 건식분급한 산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보인 Table 4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미립산물은 조립

산물에 비해 실리카 및 마그네슘 성분은 낮게 함유되고

니켈 및 철 성분이 높게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주 구성광물이 침철석이며 토상으로 존재하는 리모

나이트는 미립산물로 포집되고 리자다이트가 주 구성광

물이며 암석상으로 존재하는 사프로라이트는 조립산물

로 분립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학성분 분석

결과로 분급산물의 Mg + Si함량 값을 계산한 결과, 핀

밀로만 분쇄하여 분급한 미립산물의 Mg + Si값이 4.03

으로 나타났지만, 제트밀의 분쇄압력을 0.2 bar에서 0.4 bar

로 증가시켜 분쇄한 후 분급한 미립산물의 Mg + Si값은

5.8 ~ 7.4범위로 10미만이며 산출량이 87.5%까지 증가되

어 분급된 over flow 및 under folw 산물을 습식 및 건

식 제련용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품질의 원료 물질을

얻을 수 있었다. 

3.2. 사프로라이트계 라테라이트광의 분급

사프로라이트는 건식제련용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니

켈산화물 성분을 페로니켈 혹은 니켈매트의 형태로 환

원시켜 회수하기 때문에 니켈원광의 조건 중 가장 중요

한 것은 니켈의 품위이며, 리모나이트에 비해 Mg+Si 값

이나 total Fe값은 크게 중요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6. Limonite classification result of fine products

according to jet mill conditions. 

Fig. 7. Limonite classification result of coarse products

according to jet mill conditions.

Table 4. Chemical compositions of limonite after classification

jet mill pres. classification
Chemical composition (wt.%)

Yield (wt.%)
SiO2 Al2O3 Fe2O3 MgO NiO Co2O3 Ig.loss Mg+Si

0.0

bar

fine 6.15 2.30 70.79 1.92 1.31 0.33 12.61 4.03 68.10

coarse 26.67 2.21 55.38 5.89 1.52 0.45 10.04 16.02 31.90

0.2

bar

fine 8.44 2.20 67.35 3.07 1.37 0.37 12.49 5.77 78.91

coarse 28.41 2.39 40.71 8.11 1.36 0.47 7.56 18.09 21.09

0.3

bar

fine 9.36 2.22 66.01 3.59 1.38 0.38 12.22 6.50 85.94

coarse 31.75 2.85 37.61 6.32 0.93 0.37 6.23 18.59 14.06

0.4

bar

fine 10.25 2.12 64.04 4.35 1.36 0.37 12.72 7.37 87.47

coarse 34.28 2.89 38.39 4.21 0.78 0.27 5.281 18.5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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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나이트의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핀밀로 분쇄한 산

물과 이들 분쇄산물을 다시 제트밀의 분쇄압력을 변화시

켜 분쇄한 후 건식 사이클론으로 분립하였다. Fig. 9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립산물의 입도가 사이클론의 분급

기 선속도 3000 ~ 5000 rpm조건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ig. 8의 미립산물의 경우에서는

3000 rpm 조건이 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리

모나이트와 사프로라이트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판단되어 이후 실험은 분급기 선속도를 3000 rpm

으로 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프로라이트를 핀밀로 분쇄 후 제트밀 분쇄압력을

0.2 bar에서 0.4 bar까지 변화시켜 분쇄한 후 건식으로

분립한 결과, Fig. 10 및 11과 같이 미립산물의 D(0.9)

는 54.8 µm에서 25.6 µm으로 작아지고 산출량은 22.9%

에서 77.9%까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U/F되는 조

립산물의 경우도 D(0.1)은 69.8 µm에서 58.1 µm로 다

소 작아졌으나 산출량은 77.1%에서 22.1%로 감소하였

다. 이와 같이 사프로라이트의 경우 리모나이트에 비해

미립 및 조립산물의 입도가 전반적으로 큰 것은 사프로

라이트가 모암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괴상으로 존재

하기 때문에 주어진 제트밀의 분쇄조건에서는 리모나이

트보다 분쇄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분쇄조건에 따른 분급시료의 미립산물과 조립산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모든 실험조건에

서 미립산물과 조립산물의 Mg + Si성분이 22.6% 이상

이었으며, 미립산물의 철 함유량은 낮아지고 마그네슘

함유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제트밀의 분쇄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사프로라이트도 분쇄되어 분쇄산

물이 미립산물 쪽으로 포집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사프로라이트층에서 채광한 산물에서 리모나이

트를 분리선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건식제련용 원

료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Fig. 8. Saprolite classification result of fine product according to

classifier rpm.

Fig. 9. Saprilite classification result of coarse products

according to classifier rpm.

Fig. 10. Saprolite classification result of fine products
according to jet mill conditions.

Fig. 11. Saprolite classification result of coarse products
according to jet mil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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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리모나이트 및 사프로라이트 혼합라테라이트광의

분급

본 실험에서는 리모나이트와 사프로라이트 혼합광의

선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인위적으로 리모나이트와

사프로라이트를 7:3, 5:5, 3:7의 비율로 혼합한 후 분급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Fig. 12 및 13과 같이 사프로라이트의 혼

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립산물의 D (0.9)가 60.2 µm에

서 25.6 µm까지 작아졌으며 산출량은 87.5%에서 77.9%

까지 감소하였으나 조립산물은 D (0.1)이 2.0 µm에서

58.1 µm까지 증가되고, 산출율은 12.5%에서 22.1%정도

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6의 분급산물의 화

학성분을 분석한 결과, 사프로라이트 혼입량이 증가함

에 따라 미립산물과 조립산물 모두 Mg + Si 값이 증가

하였으며, 리모나이트:사프로라이트의 혼입비율이 7 : 3

인 조건에서 Mg + Si값이 11.9인 것으로 계산되어 습식

제련원료에 적합한 Si+Mg 값인 10에 근접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보인 것은 사프로라이트는 암석

상태로 존재하고 리모나이트는 풍화된 미립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피분쇄성이 큰 사프로라이트가 분쇄되

는 양이 많아져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니켈

라테라이트광에 사프로라이트질 라테라이트 광물이 30%

이하로 혼입되면 분급 시 over flow되는 미립산물은 습

식제련원료로, under flow되는 조립산물은 건식제련용

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프로

라이트가 30% 이상 혼입되면 사프로라이트가 과분쇄

되어 건식분급 시 미립산물로 산출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채광 후 괴상의 사프로라이트를 니켈라테라이트

에서 30%이하의 수준으로 사전에 제거하는 방법을 강

구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 주로 수입해서 사용하고

Table 5. Chemical compositions of saprolite after classification

jet mill

pres.
classification

Chemical composition (wt.%)
Yield (wt.%)

SiO2 Al2O3 Fe2O3 MgO NiO Co2O3 Ig.loss Mg+Si

0.0

bar

fine 24.97 0.72 37.77 18.34 3.34 1.07 12.46 22.55 37.21

coarse 34.35 0.55 20.84 27.26 3.23 1.59 10.77 32.22 62.79

0.2

bar

fine 26.93 0.67 33.42 21.11 3.49 0.99 12.20 25.11 41.65

coarse 34.15 0.57 22.08 26.38 3.01 1.97 10.36 31.60 58.35

0.3

bar

fine 27.46 0.66 31.79 21.93 3.46 1.03 12.49 25.84 62.38

coarse 36.98 0.63 20.38 26.13 2.93 2.60 9.19 32.78 37.62

0.4

bar

fine 28.39 0.66 29.99 23.11 3.42 1.11 12.12 26.97 77.88

coarse 41.32 0.68 17.60 25.94 2.28 3.53 7.45 34.70 22.12

Fig. 12. Mixture classification result of fine products. Fig. 13. Mixture classification result of coars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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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뉴칼레도니아산 니켈 산화광을 대상으로 선택적

파분쇄와 건식분급으로 리모나이트와 사프로라이트를

분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리모나이트를 핀밀을 사용해 1 mm이하로 분쇄한 후

제트밀의 분쇄압력을 0.2 ~ 0.4 bar로 증가시켜 다시 분쇄

한 산물을 분급한 결과, over flow된 미립산물의 산출량

은 68.1%에서 87.5%까지 증가하였고 미립산물의 D(0.9)

는 60.6 µm에서 9.5 µm로 감소되었고 under flow된 조립

산물의 D(0.9)는 422.1 µm에서 321.7 µm까지 감소하였

다. 이때 O/F된 미립산물의 Mg + Si 함유량을 10%이하

로 유지하면서 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습식제련에

적합한 리모나이트질 라테라이트광을 회수할 수 있다. 

2. 사프로라이트 라테라이트광을 리모나이트질 라테

라이트광과 동일한 실험조건으로 파분쇄한 후 건식으로

분립한 결과, 제트밀의 분쇄압력이 0.0bar ~ 0.4bar로 증

가됨에 따라 미립산물의 산출량은 22.9%에서 77.9%로

증가하고, 미립산물의 D(0.9)가 54.8 µm에서 25.6 µm으

로 작아졌다. 그러나 모든 분급산물의 Mg+Si 함유량이

모두 22.5% 이상으로 나타나 사프로라이트질 라테라이

트광에서 리모나이트질 라테라이트광을 회수하는 것은

효과가 없었다.

3. 리모나이트질 라테라이트광과 사프로라이트질 라

테라이트광의 혼합물을 파·분쇄한 후 건식 분급한 결과,

사프로라이트질 라테라이트광의 혼합량이 30%에서 70%

로 증가함에 따라 미립산물의 D(0.9)는 55.2 µm에서

36.2 µm까지 작아졌으며, 조립산물의 D(0.1)은 41.3 µm

에서 38.0 µm까지 다소 감소되었으며 미립산물로의 산

출률이 84.8%에서 82.0%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사프로

라이트질 라테라이트의 혼입률이 30%이하가 되면 미립

산물의 Mg + Si값이 10%이하로 되어 건식제련에 적합

한 사프로라이트질 라테라이트광과 습식제련에 적합한

리모나이트질 라테라이트광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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