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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자원고갈에 따른 철광석의 자원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Fe함량이 각각 64%(A광석)와

57%(B광석)인 Fe품위를 갖는 2종의 철광석 시료를 대상으로, 광석의 파쇄거동 특성 및 조직학적 측면에서 비교분석을 통하여 광종

별 품위향상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SEM 분석결과, 철광석 A의 경우 철산화물과 맥석이 분리된 형태로 분포되어 있으며, B

광석의 경우는 철산화물과 맥석이 혼재되어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B광석에 비해 A광석이 분쇄에 의한 단체분리가 보다 용이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A광석은 적절한 입도로 분쇄 후 자력선별 등에 의한 품위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B광석은 단체분

리를 위하여 A광석보다 미립으로 분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열처리 전 62 ~ 68% Fe조성이 열처리 후 약 81%로 증가하는 경

향을 보여, 열처리를 적용한 품위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저품위 철광석, 단체분리, 광물학적 특성, 열처리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beneficiation of low grade iron ore. Iron ore A might be upgraded

by the mineral liberation effect, while iron ore B was expected to be difficult to upgrade. However, the Fe contents of iron ore

B were increased from 68% to 81% by the heat treatment process. Iron ore A was found to possibly enrich the Fe components

through the physical separation process, such as magnetic separation, floatation and gravity concentration. In the case of iron

ore B, it was possible to concentrate the Fe components through the heat treat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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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은 제철, 제강의 주원료로 산소, 규소, 알루미늄 다

음인 4번째로 풍부한 지각구성원소로서 지각의 약 5%

를 구성하고 있다. 채굴시 보통 산화물로 산출되며 주

요 광물로는 적철광, 자철광, 갈철광, 침철광 및 티탄철

광 등이 있다. 또한 철은 인류문명이 근대산업사회로 변

천해 오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원소로서 현재

사용되는 금속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기

계, 조선, 자동차공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USGS(미국지질조사소)는 세계 철광석 매장량을 약

1,700억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철광석의 주요 부존국가

는 러시아, 브라질, 중국, 호주 등으로 세계 매장량의

약 2/3가 이들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1). 한국의 철광석

생산량은 1968년 82만 9,581톤을 정점으로 점차 그 생

산이 감소하여 2003년에는 17만 4,009톤에 불과했고,

이 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현재는 대부분을 수

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2).

철강,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IT) 등 국내 주력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광물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부존

자원은 부족하여 생산이 늘어날수록 수입의존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2000

년 84.3%였던 광물자원 수입의존도가 2005년에는

90.7%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90%대를 넘어섰다3).

2010년 기준 한국의 철광석 매장량은 확정량이 약

1,100만톤, 추정량이 약 3,900만톤이다. 주요 부존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매장량도 문제이지만 평균 품위가

41.3%대로 내수량 기준 품위인 56 ~ 65%에 비해 턱없

이 부족한 저품위 광석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대

책이 필요한 실정이다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가치가 낮은 저품위 철

광석의 자원화 가능성에 대하여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광물의 표면성질의 차이를 이용한 체질, 분

급, 비중선광, 자력선광과 부유선광 등 광물의 단체분리

(Mineral liberation)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전처리 공

정에 초점을 맞추어 점하중강도, 파쇄율 및 분급도 측

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분쇄 효율을 규명하고자 파쇄

율에 중점을 두고 실험을 진행하였다5-7). 또한 광석의

조직학적 특성 파악을 위하여 XRD와 SEM 분석 시험

도 병행하였다.

2. 시료 및 실험 방법

2.1. 시료의 특성

본 연구에서 일련의 실험들을 통한 철광석의 품위 향

상 가능성에 대한 단순한 경향을 확인하고, 광석에 대

한 정보가 전무한 괴광 형태인 2종의 호주산 적철광A

와 호주산 갈철광 B를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열

처리와 점하중 강도 측정에는 원광 상태 그대로인 괴광

형태의 광석을 사용하였고 이 외의 모든 실험에는

±5 mm입도로 조분쇄한 광석과 이 조분쇄된 것을 다시

–500 μm으로 미분쇄한 광석이 사용되었다.

X선 회절분석(X-ray diffraction)을 위해 본 연구에

사용된 기기는 Rigaku사의 D/max 2500으로 −500 μm

입도의 철광석 A 및 B의 원광과 열처리한 시료의

XRD분석을 각각 행하였다. 분석 조건은 Cu target,

K
α
=1.54059 Å, 전압 40 kV, 전류 300 mA, scan speed

0.06o/sec, divergence and scattering slit 1o로 θ-2θ

scan방식으로 θ는 5 ~ 45o범위로 산란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EOL社의 JSM-840A를 이용하여

주사전자현미경(SEM)분석을 행하였다. jaw crusher

(150 mm × 200 mm, SW0J01)에서 ±5 mm입도로 파쇄된

철광석 A 및 B의 파면을 관찰 면으로 하고 백금 코팅

후 SEM분석을 행하였으며, 원광 상태와 열처리 후의

상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급속가열 시험

본 연구에서는 철광석 원광을 열처리한 후 급속냉각

시켜 철광석을 구성하는 철산화물과 맥석 구성 광물간

의 열팽창률 차이에 따른 균열을 야기 시켜 이에 따른

파쇄거동 특성을 알아보고자 2종의 철광석 A와 B를 대

상으로 실험하였다. 열처리 실험조건은 700oC로 가열된

상태의 전기로(Front door Box Type, 10 kw)내에 철

광석 A와 B를 신속히 장입하고 1시간동안 가열한 후

다시 신속히 꺼내어 대기중에서 급랭 하였다.

2.2.2. Point load strength test

열처리가 광석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

자 열처리 전(원광)과 후로 나누어 점하중강도 값을 비

교 측정하였다. 우선 점하중강도 측정을 위하여 시험편

의 가공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가공을 거

치지 않고 50 mm에 근접한 lump형태의 광석을 선정하

여, 점하중강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준비된 시험편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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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W(너비)및 D(두께)를 측정한 후 시험편을 장착하고,

장착한 시험편이 10 ~ 60초 사이에 파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서서히 하중을 가하여, 시험편이 파괴되는 순간

의 최대 하중 값(kgf/cm2)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다음의

점하중 강도 계산식에 대입하여 값을 산출하였다8).

2.2.3. Breakage rate 및 입도분포

철광석 A와 B를 jaw crusher(150 mm × 200 mm,

SW0J01)를 이용하여 5 mm 이하로 조분쇄하고 plane-

tary ball mill(fritsch, pulverisette 5) 250 ml의 용기내

에 30 mm tempered steel ball 10개와 앞서 조분쇄한

5 mm 이하의 철광석 시료 A와 B를 각각 150 g씩 장

입한 후 350 rpm 조건에서 30초, 60초 및 90초로 분

쇄하였다. 각각의 시간대 별로 분쇄된 시료의 breakage

rate와 입도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Sieve shaker

(haver&boecker, EML 200 digital plus T)에 500, 400,

300, 200, 100 및 53μm의 sieve(haver & boecker社,

DIN ISO 3310-1 standard sieve)를 장착하고 진폭

(amplitude)3.0으로 3분간 체질하였다.

2.2.4. 비표면적 측정

본 연구에서는 흡착에 의한 표면적 측정 방법으로 분

체 입자의 표면적뿐만 아니라, 입자 내부의 기공 부피

까지 측정 가능한 BET 측정을 하였다. BELSORP社의

BELSORP-mini 모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먼저

시료용기와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고 시료장입 후 이미

흡착되어있는 수분이나 다른 가스에 의한 측정 불확도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처리 과정에 해당하는 시료의

탈가스화를 300oC 온도에서 6시간동안 실시하였다. 이

후 시료를 장치에 고정하고 액체질소 온도인 77 K로

분석을 행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광물학적 특성

두 광석 시험편의 성분분석을 위해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분석을 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두 광석의 Fe 함량은 각각

64.74%와 57.23%로 두 광석 모두 내수 기준 품위인

56 ~ 65% Fe에 적합한 광석임을 알 수 있다. 맥석은

두 광석 모두 높은 함유율을 보이진 않으며, B광석의

불순물이 A광석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MgO는

A광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X-선

회절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A광석에는 마그네사이트가

소량 함유 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1과 Fig. 2에 나타낸 XRD 분석결과를 살펴보

I
s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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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45

P

4WD

π
------------
⎝ ⎠
⎛ ⎞

---------------------=

Fig. 1. Weight loss of Iron ore A and B after heating.

Fig. 2. Moisture content of Iron Ore A and B.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iron ore A and B(Unit : wt%)

Ore Fe SiO2 Al2O3 CaO MgO C S

A 64.74 2.10 0.16 0.11 2.19 0.32 0.007

B 57.23 5.08 2.30 0.17 0.18 -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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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원광 상태의 철광석 A는 magnetite와 hematite가

혼재되어 분포된 형태의 광석으로 맥석은 마그네사이트

형태로 존재하고, B광석은 (OH)기가 함유된 goethite를

주성분으로 하는 광석으로 소량의 적철석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열처리 전 A광석에서 관찰되었던 마

그네사이트와 B광석에서 관찰되었던 침철석은 열처리

후에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열처리에 의해 마그네사

이트는 약 650oC에서 MgO와 CO2로 열분해가 이루어

지고 침철석은 약 250oC부근에서 (OH)가 탈락되어

goethite상이 hematite상으로 바뀐 결과로 판단되며 열처

리 후 A 및 B광석의 중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판단된다9,10). 또한 B광석의 XRD 측정 결과를 보

면 열처리에 의한 (OH)기의 탈리가 균열을 야기한 원

인이 되어 열처리 후 B광석의 점하중 강도가 큰 폭으

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과 Fig. 4는 철광석 시료 A와 B에 대한

SEM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밝은 부분이 철산화

물이 집중된 영역으로 보이며 어두운 부분이 맥석이 집

중된 영역으로 판단된다. B광석의 가열 후의 SEM사진

에 원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가열 전에는 관찰할 수

없었던 다수의 기공들이 관찰되는데 이는 가열을 통하

여 (OH)기가 탈리되어 생긴 결과로 판단된다. 상술한

SEM 분석 결과와 같이 A광석은 철산화물과 맥석이 비

교적 독립적으로 분리된 형태의 상으로써 광석의 미립

화에 의한 단체분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에 따라 자력선별, 부유선별 및 비중선별 등의 광석

처리 공정을 통한 품위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B광석은 철산화물과 Si 및 Al산화물 등의 맥석이

혼재되어 균일하게 분산된 조직을 갖고 있어 단체분리

를 위하여 A광석보다 미립으로 분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열처리 후의 SEM-EDAX결과를 보면 Fe성분

조성이 열처리 전인 62 ~ 68%에서 약 81%로 크게 증

가하는 경향을 보여 열처리를 적용한 광석의 품위향상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광석의 파쇄거동 특성

Fig. 5는 철광석 A 및 B에 대한 열처리 전과 후의

중량변화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실험오차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각 광석마다 3회씩 열처리를 행하였으며, 그

결과 A광석의 평균 중량 감소율이 1.64%, B광석의 평

균 중량 감소율이 12.7%로 B광석의 평균 중량 감소율

이 A광석의 평균 중량 감소율에 비해 약 7배가량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열처리가 광석의 중량 감소에 미

치는 다양한 인자들 중 수분함량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해 보고자 수행한 수분함량 분석 결과를 Fig. 6에 나타

내었다.

Fig. 7은 철광석 A와 B의 열처리 전과 후의 점하중

강도 시험 결과이다. 열처리 전 A광석의 점하중 강도는

7.61 Mpa, B광석은 1.44 Mpa로 A광석이 B광석보다 높
Fig. 3. Point load strength of Iron ore A and B.

Fig. 4. BET Analysis of Iron ore A. Fig. 5. BET Analysis of Iron or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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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강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처리 후의 강도는

A광석이 4.81 Mpa, B광석이 0.11 Mpa로 두 광석 모두

열처리 후의 점하중 강도 값이 열처리 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Fig. 8과 Fig. 9는 BET측정 결과로, 입도가 −500μm

인 A와 B 광석의 원광 시료를 측정한 것이다. 이를 살

펴보면 A광석의 비표면적은 1.7511 m2g−1, B광석은

59.566 m2g−1로 B광석이 A광석에 비해 약 30배 이상의

월등히 높은 비표면적 값을 나타내었다. 총 기공의 부피

는 A광석이 0.0034961 cm3g−1, B광석이 0.067387 cm3g−1

로 역시 B광석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기공의 직경은

A광석이 7.986 nm, B광석이 4.5252 nm의 값을 나타냈

다. 이는 A광석에 비해 B광석이 직경은 작지만 더 많

Fig. 6. Breakage rates of Iron ore A and B.

Fig. 7.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iron ore A.

Fig. 8.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iron ore B.

Fig. 9. Particle size distribution under 200 µm of iron or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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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의 기공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B광

석이 A광석에 비해 월등히 큰 비표면적 값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열처리 전 B광석의 점하중

강도가 A광석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열처리 후 A광석은 형태에 거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B광석은 수많은 크랙이 형성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광석의 기공내부에 갇혀있던 기체와 수

분 등의 물질들이 열처리에 의하여 팽창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Fig. 10은 Breakage rate 측정 결과로 분쇄 후 S0입

도에 해당하며, Table 2에 분립한 각 입도별 크기를 나

타내었다. 분쇄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분쇄되는 입자가

작아지는 반면 큰 입자의 분율 또한 작게 되어 기울기

가 음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서 기울기는 다음에 나

타내는 식에서 Si에 해당하는 인자로 Breakage rate를

나타낸다11).

열처리 전 A광석이 −0.04, B광석이 −0.05로 B광석

이 A광석 보다 큰 수치를 나타냈다. 열처리 후에는 A

광석이 −0.03으로 열처리 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며, B광석이 −0.06으로 가장 큰 수치를 보였다. 이는

열처리 후 B광석의 분쇄가 A광석 보다 용이함을 의미

하며 점하중 강도 시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A광

석의 경우 열처리 전과 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

지 않으며, 이는 열처리가 A광석의 분쇄율에는 큰 영향

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입도분포와 연계하여 분석해보

면 다음과 같다. Fig. 11과 Fig. 12는 열처리 전과 후

의 A 및 B광석을 30초, 60초 및 90초로 분쇄 후 입

도분포를 비교한 것으로 열처리 전 A광석은 분쇄 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S4입자의 양은 감소한 반면에 가장

입도가 작은 S6입자의 양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열처리 후에는 분쇄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S4입자의 양

이 열처리 전과는 달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S6입자의 양도 증가는 하였으나 열처리 전에 비해

상승 폭은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전술한 Breakage

rate 및 BET측정 결과에 나타낸 바와 같이 A광석이 B

광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표면적이 작고 기공의 직경

은 A광석이 B광석보다 크기 때문에 열처리에 의해 크

랙을 유발하는 요인이 감소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B광석은 열처리 전 S6입자에 분포되는 양이

크게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S4 및 S5입자의 양

이 분쇄 시간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열처리 후에는 S6입자가 약간 감소하였지만 S4

및 S5입자의 양은 열처리 전 보다 증가하여 비슷한 양

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3은 B광석

의 열처리 전과 후의 입도분포에서 –200 μm, 즉

S4 ~ S6입자에 분포하는 입자의 양의 전체 총량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분쇄 시간 30초에서는 열처리 전

ω
1

t( )
ω

1
0( )

-------------ln S
i
t–=

Fig. 10. XRD Patterns of Iron ore A. 

Table 2. Particle size group

Particle group Size

S0 +500 μm

S1 500~400 μm

S2 400~300 μm

S3 300~200 μm

S4 200~100 μm

S5 100~53 μm

S6 -53 μm

Fig. 11. XRD Patterns of Iron or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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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열처리 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지만

이후 분쇄 시간이 증가할수록 열처리 후 −200 μm의

미분의 양이 열처리 전에 비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B광석이 열처리 후 분쇄율이 증가하였음

을 나타내는 것으로 점하중 강도 및 Breakage rate 결

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원고갈에 따른 저품위 철광석의 자

원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XRD분석 결과, A철광석 내에 Fe는 자철석과 적

철석이 혼재된 형태로 존재하고, B철광석은 침철석과

적철석형태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열처리 후 A광석

내에 마그네사이트는 650oC부근에서 MgO와 CO3로 열

분해 되었으며, B광석 내에 침철석은 250oC부근에서

(OH)기가 탈락되어 hematite화 함을 알 수 있었다.

2) BET측정 결과, B광석이 A광석에 비해 약 30배

이상 높은 비표면적을 나타내었다. 또한 평균 직경은 작

지만 더 많은 수의 기공들이 상대적으로 B광석 내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점하중 강도,

Fig. 12. SEM Analysis of Iron ore A.



철광석의 역학적 특성 평가에 관한 연구 19

자원리싸이클링 제 23권 제 4호 , 2014

Breakage rate 및 입도분포 측정을 통하여 기공이 더

많은 B광석의 분쇄가 A광석 보다 양호한 것을 확인하

였다.

3) 열처리 후 B광석의 SEM결과를 보면, 가열 전에

는 발견되지 않았던 다수의 기공들이 관찰되는데, 이는

열처리 과정에서 FeO(OH)의 (OH)기가 250oC부근에서

탈리된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이 균열을 야기하여 열처

리 후 B광석의 분쇄율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점하

중 강도, Breakage rate 및 입도분포 측정을 통하여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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