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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산 저품위 동광을 부유선별하여 정광으로 회수하고자 할 때, 최적의 부유선별 조건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저품위 동광의 파분쇄 및 분급에 의해 선별에 적절한 입자크기의 시료를 얻은 다음, 이를 대상으로 부유선별 시 포

수제, 활성제, 억제제의 첨가량 및 광액의 pH 변화가 부선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품위가 향상된 정광을 얻고자 하였

다. 본 연구실험결과 얻은 최적의 부유선별 조건은 광액산도 pH9.0, 활성제 500 g/t CuSO4·5H2O, 포수제 500 g/t K.E.X, 억제제

1500 g/t Na2SO3, 광액농도는 25 wt.% 이었다. 최적조건하에서 얻은 정광중의 동 품위 및 회수율은 각각 4 wt.%와 65 wt.% 정도이

었고 대부분 철 성분을 함유한 광물 이었다.

주제어 : 저품위 동광, 부유선별, 황동석, 정광, 회수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an optimum condition of the concentrate by floatation using Australian low grade copper

ore of suitable particle size by crushing, grinding and sizing. The effect of the dosage of collector, activator, depressant and

change of acidity on the floatation was investigated. The floatation conditions comprising of pH 9.0 acidity, 500g/t CuSO4·5H2O

activator, 500g/t K.E.X. collector, 1500g/t Na2SO3 depressant and 25wt.% plup density were optimized. Grade and recovery of

copper in the concentrate obtained by froth floatation under optimum conditions were 4wt.% and 65wt.% respectively.

Key words : Low grade copper ore, Froth Floatation, Chalcopyrite, Concentrate, Recovery

 

 

1. 서  론

급격한 산업발달로 매년 구리금속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동금속의 수급이 요구되고 있으나, 전 세

계적으로 고품위 동광의 고갈로 저품위 동광의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

 저품위 동광 중에 다량의 불순물 성분이 함유되어 있

어 고품위 동광을 얻을 수 있는 선광기술 개발이 용이

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로 말미암아 저품위 동광을 효

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도의 선별기술 개발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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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그러므로 저품위 동광을 개략적으로 선별처

리 한 다음 얻어진 중간정광을 건식 혹은 습식제련 처

리하여 경제적으로 동 금속을 회수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선별기술

의 개발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저품위 동광을 고품위화 하는 선별방법은 여러 가지

가 있으나 불순물 성분이 다량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

부분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유선별에 의

한 고품위화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기초연구자료 확보

가 필요하다2,3).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호주산 저품위

동광의 파 분쇄 및 분급에 의해 선별에 적절한 입자크

기의 시료를 얻은 다음, 이를 대상으로 부유선별의 중

요한 요소인 포수제, 활성제, 억제제 및 기포제의 선정

과 첨가량을 결정함으로써 고품위화가 가능한 적절한

부유선별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4).

2. 시료 및 실험방법

2.1. 시료

본 실험에서 선별처리에 사용한 호주산 저품위 동광

(Radio Hill, Karratha)의 X-ray Fluorescence (Shimadzu,

Japan)분석결과 조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성분은 Si, Fe, Ca,

Mg 및 Al 이고, 유가금속인 Cu와 Ni 성분의 함량은

1.14% 및 0.48%로서 매우 적은량이 함유된 저품위 동

광이었다.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의 광물학적인 특성파

악을 위한 X-ray Diffraction(X’Pert MPD, PHILIPS)

분석결과는 Fig. 1과 같다.

Fig. 1에서 보는바와 같이 XRD 분석결과, 대부분

Augite, Magnesiohornblende 및 Albite 광물이 보였고,

Chalcopyrite peak는 매우 약하게 나타났으며 Nickel

Sulfide 함유광물은 확실하지 않았으나, 시료의 조성으

로 볼 때 철성분과 니켈성분이 함께 포함된 Pentlandite

[(Fe, Ni)S] 광물인 것으로 생각된다.

2.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 호주산 저품위 동광의 부유선별 실험은

65/200 mesh 입자크기로 분쇄된 원광시료를 Denver

Sub-A 부선기에 일정 광액농도비로 가하고 교반한 다

음, 여기에 일정양의 산도 조절제, 활성제, 포수제, 억제

제 및 기포제(Aerofloat 65, SOLVAY) 순으로 첨가하

여 5분 동안 조건부여 하였다. 조건 부여된 광액에 부

유선별 시 pH, 활성제 첨가량, 포수제 첨가량, 억제제

첨가량 및 광액농도 변화가 부유선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low grade copper ore

from the Australia             (Unit : wt. %)

Elements Contents Elements Contents

Si 27.5 Ti 0.55

Fe 21.9 Ni 0.48

Ca 12.2 Mn 0.28

Mg 9.45 K 0.24

Al 3.76 Cr 0.11

Cu 1.14 Co 0.09

Na 0.70

Fig. 1. XRD analysis of low grade copper ore from the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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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및 고찰

3.1. 포수제 첨가량의 변화가 선별에 미치는 영향 5)

Fig. 2는 티올(Thiol)계 음이온 포수제인 Potassium

Ethyl Xanthate (K.E.X.)의 첨가량 변화에 따른 부선정

광의 품위와 회수율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부선조건은 급광입도 65/200 mesh, 광액농도

25 wt.%, 광액 pH 9.0, 활성제인 CuSO4·5H2O 500 g/t,

억제제 Na2SO3 1500 g/t 그리고 기포제인 Aerofloat

65 500g/t 이었다. Fig. 2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과 니

켈성분의 회수율이 K.E.X. 포수제 농도가 증가됨에 따

라 약간 증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품위는 오히려 약

간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정광의 품위 및 회수율을 고려하여 볼 때 선

별회수 된 정광 중 동성분이 함유된 Chalcopyrite광물

의 선별특성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선별된 광물의 품

위중 동성분이 4.0 wt.% 정도이고 니켈성분이 1.0 wt.%

내외로 낮다. 그러나 본 실험의 조건하에서 적절한 포

수제 첨가량은 K.E.X. 500 g/t 정도로 판단되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호주산 저품위 동광중의 동 및 니켈 성분

이 낮고 불순물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부유선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3.2. 활성제 첨가량의 변화가 선별에 미치는 영향 6)

전술한 포수제 첨가량 변화의 부유선별 실험과 동일

한 조건에서 선별할 때, 다만 활성제인 CuSO4·5H2O의

첨가량만을 변화시켰을 때 얻어진 결과를 Fig. 3에 나

타내었다. Fig. 3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과 니켈광의 회

수율은 활성제의 첨가량이 증가됨에 따라 약간 높아지

는 경향을 보이나, 회수율 향상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

다. 그러나 적절한 활성제 첨가량은 CuSO4·5H2O

500 g/t 정도 이었다.

그리고 전술한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Chalcopyrite

가 Pentlandite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Chalcopyrite가 Pentlandite보다 원광중의 함유량이 높고,

또한 Chalcopyrite가 활성작용에 의한 포수제 효과가

좋은 것에 기인할 것이다.

3.3. 광액의 pH 변화가 선별에 미치는 영향

전술한 부유선별방법에 따라 일정한 실험조건(광물입

자크기 65/200 mesh size, 포수제 K.E.X. 500 g/t, 활

성제 CuSO4·5H2O 500 g/t, 억제제 Na2SO3 1500 g/t,

기포제 Aerofloat 65 500 g/t, 광액농도 25 wt.%) 하에서

선별할 때, 광액의 pH 변화가 호주산 저품위 동광의

부유선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Fig. 4에 나타내었

다. Fig. 4에서 보는바와 같이 광액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동과 니켈광의 회수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크나큰 회수율 향상 효과는 없었다.7) 그리고 일반적으

로 회수율이 증가하며 품위가 낮아지는 현상은 대부분

의 부유선별 실험결과와 유사하였다.

다만 동성분이 함유된 Chalcopyrite가 니켈성분이 함

유된 Pentlandite보다 양호한 선별효과를 보였으나, 저

품위 광의 처리에서 기대하는 월등한 회수율 향상효과

는 없었다. 그러나 본 부유선별 실험의 적절한 pH는 9

Fig. 2. Effect of the dosage of K.E.X. collector on

floatation for low grade copper ore from the

Fig. 3. Effect of the activator on floatation for low grade

copper ore from the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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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파악된다.

3.4. 광액의 농도변화가 선별에 미치는 영향

전술한 부유선별과 동일한 조건 (광물입자크기 65/

200 mesh size, 활성제 CuSO4·5H2O 500 g/t, 포수제

K.E.X. 500 g/t, 억제제 Na2SO3 1500 g/t, 기포제 Aero-

float 65 500 g/t, pH 9.0) 하에서 부유선별 할 때, 광

액의 농도만 변화시켜 얻은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과 니켈성분의 품위와

회수율이 광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약간씩 증가하

다가, 25 wt.% 이상에서는 오히려 감소하거나 큰 변화

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절한 광액농도는 25 wt.%인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니켈성분이 함유된 광물에 비해 동성분이 함유

된 광물의 선별특성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

은 경향은 전술한 부유선별결과와 거의 비슷하였다.

3.5. 억제제 첨가량의 변화가 선별에 미치는 영향8,9)

전술한 부유선별과 동일 조건 (광물입자크기 65/

200 mesh size, 활성제 CuSO4·5H2O 500 g/t, 포수제

K.E.X. 500 g/t, 기포제 Aerofloat 65 500 g/t, 광액농도

25wt.%, pH 9.0) 하에서 선별할 때, 억제제의 농도를

변화시켜 얻은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과 니켈광의 회수율이 억제제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Chalcopyrite의 경우 회수율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였다.

또한 Pentlandite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

나, 억제재의 효과가 동광의 경우보다 적은 것으로 보

인다. 이와 같은 본 실험의 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억

제제 첨가량의 증가는 회수율 향상에는 도움을 주지만,

오히려 정광의 품위를 떨어뜨리므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야여야 한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추가적인 연구 실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목

적광물인 Chalcopyrite 및 Pentlandite는 부유선별 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동시에 회수가 가능하였다.

다만 낮은 회수율의 조건하에서 높은 품위의 목적광

물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맥석 및 목적광물에 대한 적

절한 억제효과가 동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500 g/t

Na2SO3 정도의 억제제 첨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Fig. 4. Effect of the pH on floatation for low grade copper

ore from the Australia.

Fig. 5. Effect of pulp density on floatation for low grade

copper ore from the Australia.

Fig. 6. Effect of the depressant on floatation for low grade

copper ore from the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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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상의 연구실험결과 얻은 호주산 저품위 동광의 최

적의 부유선별 조건은 회수율을 고려할 때, 활성제 첨

가량 CuSO4·5H2O 500 g/t, 포수제 첨가량 K.E.X.

500 g/t, 기포제 농도 Aerofloat 65 500 g/t, 광액 pH

9.0, 광액의 농도 25 wt.%, 억제제 첨가량 Na2SO3

1500 g/t이 각각의 조건하에서 효과적이었으나, 전체적

인 선광효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부유선별 조

건을 결정하여야한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부유선별의 결

과를 검토하여 보았을 때, 부유선별 실험에서는 당초 예

상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좀 더 체계적인 연구조

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술한 부유선별의 기초연구조사결과를 활용

하여 황산화 배소에 의한 선택적 동성분의 침출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품위가 향상된 많은 양의 정광을 얻기

위해 부유선별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산물중의 동 및

니켈 성분은 높고 회수율은 낮아 경제성 확보에는 문제

가 있었지만, 분해침출공정을 통한 동 성분의 회수를 위

한 황산화 배소용 시료 확보는 가능하였다.

3.6. 부유선별 실험결과 얻은 황산화 배소용 광물의

조성 및 특성

호주산 저품위 동광의 적절한 부유선별 조건 (광물입

자크기 65/200 mesh size, 활성제 CuSO4·5H2O 500 g/t,

포수제 K.E.X. 500 g/t, 억제제 Na2SO3 500 g/t, 기포

제 Aerofloat 65 500 g/t, pH 9.0, 광액농도 25 wt.%)

하에서 얻은 회수율은 낮지만 품위가 향상된 정광의 주

요한 금속성분의 X-ray Fluorescence (Axios Minerals,

PANalytical)분석결과 조성은 Table 2와 같고, X-ray

Diffraction (X’Pert PRO, PANalyticl) 분석결과는

Fig. 7과 같은 peak값을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 보는바와 같이 부선정광중의 금속성분은

선별에 사용한 시료의 조성을 고려하고, 선별 회수하고

자 하는 광물이 Chalcopyrite 및 Pentlandite라는 사실

에 비추어볼 때, Fe 및 Si성분 다음으로 Cu성분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하였다. 기타 성분들은 대부분

Mg, Ca 및 Ni성분으로서 소량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되

었다.

그리고 Fig. 7의 XRD 분석결과에 의하면 주 peak

가 Augite이었고, Chalcopyrite 와 Pyrrhotite peak도

분명히 나타났으며, 함량이 적은 Pentlandite peak는 보

였으나 분명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부

유선별에 의한 목적광물의 농축은 분명하였지만, 맥석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concentrate of low

grade copper ore by mineral  processing

(Unit : wt. %)

Elements Contents Elements Contents

Fe 30.0 Na 0.40

Mg 3.87 Cr 0.13

Ca 3.32 Co 0.07

Cu 6.49 Mn 0.09

Al 0.22 K 0.11

Ni 1.43 Zn 0.03

Ti 0.21 Mo 0.01

Fig. 7. XRD analysis of up-grade mineral of Australian low-grade copper ore by miner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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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인 Augite 및 Pyrrhotite의 제거는 효과적이지 못하

였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호주산 저품위 동광의 부유선별 실험결과 얻은 결론

은 다음과 같다.

1) 본 실험 하에서 사용한 호주산 저품위 동광의 광

물학적인 특성은 대부분 맥석광물인 Augite, Magne-

siohornblende 및 Albite 광물이었고, Chalcopyrite의

함량은 매우 적었으며 Pentlandite의 함유여부는 확실하

지 않았다.

2) 본 연구의 부유선별 실험결과 얻은 최적의 조건은

회수율을 고려할 때, 광액산도는 pH9.0 이었고, 광액농

도는 25wt.% 이었으며, Na2SO3 억제제는 1500g/t의

농도가 적절하였다.

3) 본 연구의 부유선별 실험결과 얻은 최적의 포수제

농도는 K.E.X. 500g/t 이었으며, 목적광물의 포수작용을

활성화시키는 CuSO4·5H2O 활성제는 500g/t 농도가 적

절하였다.

4) 본 연구의 부유선별결과 얻은 품위가 향상된 목적

광물은 대부분 철 성분을 함유한 광물이었고,

Chalcopyrite 함유량이 많았으며 니켈황화광물인

Pentlandite가 일부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본 연구실험의 최적의 부유선별 조건하에서 얻은

목적광물인 Chalcopyrite의 동 성분 품위 및 회수율은

4 wt.% 와 65% 정도이었고, 니켈황화광 형태인

Pentlandite의 니켈성분 품위 및 회수율은 1 wt.%와

32% 정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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