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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력선별장비는 일반적으로 광산업 및 재활용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자력선별장비

는 비철재료로부터 철 스크랩 분리를 위한 조립자용 선별장비와 3 mm 이하 미립 강자성체를 농축하기 위한 미립자용 선별장비로

구분된다. 또한 미립자용 선별장비는 저자력 선별장비와 고자력 선별장비로 세분된다. 저자력 선별장비는 강자성체나 높은 자화율

의 상자성체를 분리하는데 사용되고, 고자력선별장비는 낮은 자화율의 상자성체를 분리하는데 사용된다. 저자력 및 고자력 선별장

비 모두 습식과 건식으로 활용된다. 최근 0.7 Tesla미만 영역에서 활용되는 전자석 고구배자력선별장비는 1980년대 이후 상용화된

희토류 영구자석으로 제조된 자력선별장비로 점진적으로 대체되는 추세이며, 환경분야와 생물분야에서 합성자성물질과 관련된 나노

기술의 확대는 향 후 자력선별기술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자력선별기, 마이크로비드, 강자성, 고구배자력

Abstract

Magnetic separators has been used in the mining and the recycling fields in general, and is still applied in wide variety of

fields. It is classified into the equipments for separating coarse ferrous scrap from non-ferrous materials and the equipments for

concentrating fine ferromagnetic particles below 3mm. Magnetic separation equipments for concentrating fine materials also falls

into two categories of low intensity and high intensity magnetic separators. The former is used for ferromagnetic materials but

also paramagnetic materials of high magnetic susceptibility, and the latter for paramagnetic materials of lower magnetic sus-

ceptibility. Both low and high intensity magnetic separators could be utilized either dry and wet. Recently, the High gradient

magnetic separators(HGMS) used in the range of less than 0.7 tesla has been gradually replaced by the magnetic separator made

of rare earth permanent magnets commercialized in the 1980s.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nanotechnology in terms of synthetic

magnetic materials in the environmental and biological fields is expected to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development of magnetic

separ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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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력선별에 의한 자성입자를 분리하는 기술은 단순하

면서도 효과적인 분리기술중의 하나로 오늘날 가장 보

편적인 선별기술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자력선별기술은

광산에서 철의 분리 혹은 농축 등에 오래전부터 사용되

었다1). 재활용분야에서 자력선별기는 제련슬래그에서 철

의 농축2,3)이나 폐건전지나 폐전자제품 재활용시 철분

의 회수4,5),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품위향상6), 고철

집하장에서 철스크랩의 분리,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비료나 퇴비 재활용시 철스크랩의 분리 등 부산물의 불

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자성물질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기장내에서 입자는 입

자물질의 고유특성에 따라 자석과의 인력 혹은 척력이

작용한다. 입자물질은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자화된다.

외부 자기장에 의해 물질이 자화되는 정도를 자화세기

(Intensity of magnetization)라고 하며 J로 표시한다.

자화세기의 단위는 Wb/m2 (= Tesla, T)로 단위면적에서

1 V의 기전력을 1초 동안 발생시키는 자속의 변화량이

다. 외부 자기장 세기(Magnetic field strength)는 H로

표시하고 단위는 A/m이다. J=kH의 관계식을 가지며, k

는 자화율(magnetic susceptibility)이다. Fig. 1에서 보

는 것처럼 자화율(k)은 물질별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7).

자화율에 따라 강자성, 상자성 및 반자성체를 구분할

수 있다. 자화율이 매우 작은 수치(보통 1이하)로 음의

값을 보이면 반자성(diamagnetic)체이다. 

자화율이 양의 값으로 자기장 세기에 상관없이 상수

처럼 일정한 값(보통 10−6~10−1)을 나타내는 물질은 상

자성(paramagnetic)체이다. 상자성체는 자석과의 인력이

작용하는 특성을 가지며, 자화세기가 반자성체의 절대

치보다 수~수십 배정도 큰 값을 보인다. 또한 외부자

기장이 사라지면 즉시 자성이 사라지는 특성을 보인다8).

금속류로는 크롬, 망간, 백금, 알루미늄 등이 있고 광물

류로는 적철석, 철감람석, 각섬석, 휘석, 감람석, 석류석,

흑운모 등이 있다. 

자기장 세기가 커질수록 자화율 값이 변하며, 매우

큰 자화세기를 보여주는 물질은 강자성(Ferromagnetic)

체이다. 강자성 금속으로는 철, 니켈, 코발트, 희토류(가

돌리늄, 네오디뮴 등 란탄족) 등이 있으며, 광물류로는

자철석, 이트륨-철 석류석, 그레이자이트(greigite) 등이

있다. 산업적으로 응용되는 강자성 물체들은 천연보다

는 합성물질이 많이 활용된다. 특히 비정질의 강자성물

질의 자기투과율 특성을 이용한 센서들로는 비파괴검사

에 활용되는 자기 임피던서 센서, 인공위성 등 자세제

제어용 자기토커 센서, 체지방측정에 활용되는 바이오

센서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9). 또한 기존의

페라이트 자석에 비해 자성이 강한 희토자석의 출현과

나노기술의 발전은 자성물질의 활용분야를 더욱 넓혀가

고 있다. 자성유체를 이용한 마그네틱유체 씰(magnetic

fluid seal)기술이나 악성종양에만 항암제를 투여하는

drug targeting분야 등은 다양한 활용 예이다10-13). 환경

분야에서도 미립 floc의 급속침강의 방법으로 가중응집

침강법(ballasted flocculation)도 주목받고 있다. 이 때

사용되는 가중물질로 magnetic bead가 사용될 수 있으

며, magnetic bead 농축장비로 자력선별장비의 활용성

도 기대되는 등 현대사회는 자철석 입자 등 자성물질과

자석물질을 이용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전

개되고 있다14,15).

한편 4차 산업혁명에 힘입어 미립화, 나노화되는 자

성물질이 센서부품으로서의 활용성이 대규모로 확대되

는 것에 비해 이들이 폐기되어 분리 선별해야하는 선별

장비에 대한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자력선별

장비는 흔히 저자력(Low intensity magnetic) 선별장비

와 고자력(High intensity magnetic) 선별장비로 대별된

다. 저자력 선별기는 자철석과 같은 강자성체나 자철석

의중액(dense medium)을 회수하는데 사용되며, 회전

Drum 형태의 영구자석이 장비에 주로 사용된다. 고자

력 선별기는 1980년대까지 전자석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30년 동안 Nd계열의 희토영구자석의 성능이 개선

되고 저렴화 됨에 따라 전자석 고구배자력선별기형태에

서 희토류 영구자석 선별기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추

Fig. 1. Typical Magnetisation curves of Ferromagnetic

(magnetite), Paramagnetic (hematite) and Diamag-

netic (Quartz) materials (redrawn from Lawver and

Hopstock,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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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다. 하지만 습식 고자력 선별기는 자기장세기가

1~2 Tesla 범위에서 작동이 필요한 분야로 특화되어 있

어 여전히 전자석이 사용된다. 생물분야 drug targeting

이나 환경분야 자성비드(magnetic bead)의 활용 등 자

성물질이 자력선별기를 통해 쉽게 선별이 된다는 특징

때문에 다양한 분양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관련된 선별장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따

라서 본지에서는 물질의 자성특성과 기존의 자력선별기

술에 적용되는 원리와 활용특성에 대해 선행적으로 살

펴보고 자력선별장비의 활용전망을 살펴보았다.

2. 자성입자의 자력선별 기작

Fig. 2에 도시된 것과 같이 자철석이 함유된 자성 입

자가 비균질 자기장(non-homogeneous magnetic field)

내에 존재하면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식 (1)과 같

다16,17).

(1)

여기서 μ0는 진공에서의 투자율(magnetic permeability),

V는 자성입자의 부피, M은 자속밀도, 는 자속밀

도구배이다. 강자성체의 자화율은 자속밀도와 자기장의

곱이므로 자성물질이 구형(직경=d)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구형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다음 식 (2)와 같이 표

현된다.

(2) 

Fig. 1에서와 같이 자화율은 magnetization 곡선에서

기울기로 표현되므로, 강자성체의 관계식은 경험적으로

식 (3)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3)

자기장의 세기(H)가 커질수록 M은 MS에 수렴

(saturation)하기 때문에 식 (3)에서 보듯 자기장의 세기

와 자철석의 자화율은 반비례의 경향성을 보인다. 따라

서 자기장의 세기가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반

하여 자화율이 감소하므로 자기력도 일정 크기이상 커

지지 않는다. 입자 자기력의 크기는 입자내 자철석의 함

량과 직접적으로 비례관계에 있다. 하지만 이는 고품질

의 자철석과 같은 강자성체라고 가정할 때 맞는 식이이

므로, 실제로는 분리하고자 하는 입자내 강자성체의 존

재함량이 적을수록 입자의 강자성체 질량상당 크기

(magnetite mass equivalent size, dm)가 작은 효과를

가지므로 자기력의 크기도 강자성체 함량에 해당하는

크기로 가정할 수 있다. 

반면 dm보다 큰 강자성체외 상자성체와 반자성체 성

분이 포함된 실제 입자의 크기(real particle size, dp)가

자기력과 경쟁하는 힘인 중력과 유체의 흐름(dynamic

drag)영향에 반영되므로, 물과 같은 밀도가 큰 유체의

흐름상태(습식)에서는 유체의 흐름영향(척력)이 상대적

으로 크게 나타나므로 현상학적으로는 자석과의 인력인

자기력이 약한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Fig. 2). 따라

서 같은 강도의 자기장 상태라면 습식상태에서는 자성

입자내 강자성체의 존재함량이 적어질수록 비자성입자

와 같은 거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므로 결과적으로 자력

선별효율은 감소하게 된다.

3. 조립자용 자력선별장비

자력선별기는 철을 재료로 사용하는 각종 산업에서

조립 철 스크랩을 분리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또 철 스

크랩이 제품의 불순물로 작용하여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철 스크랩나 철부품이 장비고장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자력선별기가 사용된다. 

3.1. 건식 선별장비

전자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철 스크랩용 자력선별기

는 상향식(suspended) 자력선별기이다(Fig. 3). 이 유형

은 전자석을 크레인 등에 매달아 두고 전자석 하부로

컨베이어벨트를 통과시켜 철 스크랩들을 분리한다. 상

향식 자력선별기를 연속식 형태로 만들기 위해 횡형 전

자석의 형태로 개량하기도 한다. 횡형 전자석은 전자석

양쪽으로 풀리를 고정하고 컨베이어벨트를 횡형으로 연

결함으로써 철 스크랩이 풀리부분에서 분리되게 하는

형태이다. 이때 자석을 감싸는 컨베이어벨트로 인해 자

Fm = μ
0
VM∇H

∇H

Fm = μ
0

π

6
---d

3
M∇H = μ

0

π

6
---d

3
kH∇H

M = Ms e
gH–

 − 1[ ] = kH

Fig. 2. Concept of forces acted on particle contained

ferromagnetic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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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 세기는 약해지는 단점이 있지만 반연속식으로

전자석을 움직여야 하는 이동식 전자석에 비해 전자석

을 안정되게 고정하고 연속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철스크랩의 함량이 전체 공정물질 stream에서

적은 양을 차지한다면 이동식 전자석 자력선별기가 적

합하고, 철스크랩 함량이 공정물질 stream에서 많은 양

을 차지하고 골고루 분포한다면 횡형 전자석 자력선별

기가 적합하다. 

상향식 자력선별기에서 철스크랩의 자기력은 자석과

철스크랩과의 간격에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자석과 분

리하고자하는 철스크랩과의 간격은 5~8 cm 정도 유지

하는 것이 좋으며, 공정물질 stream의 두께는 13~22

cm, 공정물질 stream에 작용하는 자기장은 600-800

Gauss 이상 되어야 적절하게 철 스크랩을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상향식 자력선별기는 공정

물질 stream에 작용하는 자기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공정물질의 쌓인 깊이의 일정함과 자성물질의 균

질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력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3.2. 습식 선별장비

철 스크랩용 자력선별기는 영구자석을 사용하기도 하

고 전자석을 사용하기도 한다. 영구자석 자력선별기에

서 영구자석은 고정되어 있고 물질들이 유체와 함께 영

구자석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방식은 영

구자석을 통과하는 물질내 철 스크랩함량(농도)이 낮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며, 형태에 따라 Fig. 4와 같이 판

형(plate), 석쇠형(grate), 트랩형(Trap)이 있다. 이 방식

에서 사용되는 영구자석은 주로 스테인레스 스틸로 둘

러 쌓여있으며, 자석을 하우징부분으로부터 분리하여 자

석에 붙은 철 스크랩들을 떼어내는 반연속식 공정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영구자석을 사용하는 습식타입의 자

력선별기중 전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모델들

이다. 

4. 미립자용 자력선별장비

자력선별장비가 처음으로 상용적으로 사용된 광업분

야에서 미립자는 보통 파쇄공정과 롯드밀을 거친 이후

의 입자들로 최대크기(Top size)는 보통 모래크기인

2~3 mm 이하이다. 따라서 미립자용 자력선별장비에 투

입되는 입자의 크기는 3 mm(8 mesh) 이하를 기준으

로 한다. 자력선별장비는 저자력 선별장비와 고자력 선

별장비로 구분된다. 저자력 선별장비는 주로 강자성체

를 상자성체나 비자성체로부터 분리하는데 사용하는 장

비로 보통 형성되는 자기장 강도가 0.25 tesla 이하이

다19). 본지에서 고자력 선별장비는 저자력 선별장비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고자력 선별장비는 자화

율이 다른 상자성체들을 분리하는데 사용하거나 정전기

력 등 주변 외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작은 크기의 강

Fig. 4. Types of permanent magnetic separator for tramp metal collection.

Fig. 3. Suspended electromagnetic separators for tramp metal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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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체 분말을 분리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영구자석의

자기장 세기를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자력

선별장비는 전자석을 이용하여 주로 제작한다. 미국

Eriez사에서 제공하는 전자석 자력선별장비의 자기장의

세기는 보통 0.5~1.7 tesla 정도이다. 

4.1. 저자력 선별장비

 1980년대까지 저자력 선별장비의 특징은 비희토류

영구자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석주변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세기가 비교적 낮으며, 자석의 형태가 드럼

(drum)형으로 되어 있다. 습식형과 건식형에 따라 자력

선별기 하우징의 형태가 달라진다. 

① 건식 선별장비

자석 드럼을 이용한 건식 자력선별기는 1855년

Nonteponi가 처음으로 제안하였고, 자석 드럼에 벨트를

활용하여 성능이 어느 정도 담보된 연속식 형태의 자력

선별기는 1884년 이후 Ball과 Norton이 미국, 캐나다에

특허를 내면서 보편화 되었다20). N극과 S극의 극성을

교대로 하는 자석의 사용은 Ball-Norton 자력선별기의

기본 원리이며, 이 기계의 용량과 효율은 이전 장비와

비교하여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Fig. 5와 같은 현대의

드럼형 자력선별기는 대부분 Ball-Norton 자력선별기의

형태를 원형으로 하여 제작되고 있다. 건식 저자력선별

기는 주로 철광석광산에서 자철석을 대량으로 빠르게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철광석 65%의 정광수준으로

품위를 높이는데 자력선별을 이용한 방식이 1890년대

부터 본격화되었다. 

초창기 Ball-Norton 자력선별기의 자성드럼은 8~10개

의 극성을 교대로 설치하였으며 볼트나 너트와 같은 큰

크기의 철스크랩을 위한 자성드럼(0.8m 직경 기준) 속

도는 0.8 m/s 이하였다. 25 mm 이하 자성입자를 분리

하는데 교대로 설치하는 극성은 10~15개(8~10 cm 폭)

정도이고 드럼속도(0.9m 기준)는 2.5 m/s 정도이다. 6

mm 이하 자성입자를 분리하는데 교대로 설치하는 극성

은 20여개(5~8 cm 폭) 정도이고 드럼속도(0.9m 기준)

는 5.0 m/s 정도이다. 0.15 mm 이하 자성입자를 분리

하는데 교대로 설치하는 극성은 30~40개(2~4 cm 폭)

정도이고 드럼속도(0.9m 기준)는 7.6 m/s 정도이다18).

건식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드럼 선별장치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74 μm 이하의 비자성 입자가 정전기력의

영향을 받아 벨트에 계속 부착됨으로서 선별효율을 감

소시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호퍼

의 위치를 드럼자석 직상부에 위치시켜 비자성입자와

벨트와의 접촉시간을 줄임으로서 정전기력을 최소화하

는 방법이 제시되었다21). 

② 습식 선별장비

습식 드럼 자력선별선별기는 드럼의 회전방향과 물의

흐름방향에 따라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류방향

Fig. 5. Dry low intensity drum magnetic separator.

Fig. 6. Wet low intensity drum magnetic separators (redrawn from David & Michae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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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rrent)방식, 역류방향(countercurrent)방식, 역회전

(counterrotation)방식으로 대별된다. 정류방향 방식은 물

의 흐름방향과 드럼의 회전방향이 같은 것으로 자성입

자는 드럼에 붙어 더 길게 이동하고 드럼에 붙지 않은

물과 비자성입자는 드럼하우징 아래로 낙하되는 원리이

다. 역류방향 및 역회전 방식은 물의 흐름방향과 드럼

의 회전방향이 반대인 선별방식이다. Eriz Magnetics사

등 일부 자력선별기 장비업체들은 자기장의 세기범위와

형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역류방향 방식과 역회전 방

식을 구분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역류방향방식과 역회

전 방식은 역류방향방식으로 통칭하여 구분없이 사용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2). Fig. 7에서 보면 역류방향방식

은 정류방향방식보다 드럼 하우징 통과 길이가 보통 약

30% 정도 더 길기 때문에, 자성드럼과 자성입자 펄프

와의 접촉 면적도 더 넓어 분리 효율이 상대적으로 우

수한 편이다. 자성드럼과 자성드럼 하부 하우징과의 거

리는 보통 5 cm 정도 유지한다. 따라서 유체에 작용하

는 유효 자기장 세기는 자성드럼으로부터 5 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된 수치가 된다. 하지만 실제 드

럼자석은 자석 끝단부분은 자기장세기가 낮고 자석 중

앙부로 갈수록 자기장세기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

서 실제 자력선별 작업시에는 자성드럼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자기장세기와 자성드럼의 위치에 따른 자기상세기

의 구배(gradient)를 파악하는 것이 단순 유효 자기장

세기 변수로 자력선별기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

적이다. Fig. 7에서 자성입자는 주로 “Pick up”구간에

서 드럼자석에 부착되고, “Transport”구간을 드럼자석에

부착한 상태로 통과한다. 드럼자석에 부착된 자성입자

주위의 표면수는 Pick up, Transport, Dewater 구간

전역에서 중력에 의해 낙하하게 되고 Dewater구간을 끝

으로 자성입자는 드럼자석으로부터 이탈된다. Dewater

구간은 표면수와 더불어 간극수도 서서히 배출되기 시

작하는 구간이다. 정류방향방식은 Feed로부터 유입되는

펄프가 하우징 하부의 비자성 물질 수집용 배출구로 배

출되기 때문에 일정 수위를 유지하기 어렵고 자성드럼

이 펄프내로 침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Pick up 구간

은 드럼자석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하우징 하부 비자성

입자 펄프 배출구까지의 구간이 된다. 

역류방향방식에서는 Feed펄프가 하우징에 고이기 때

문에 드럼자석이 약간 침적된다. Pick up 구간은 펄프

의 수위경계와 드럼자석 표면의 법선이 만나는 곳 까지

가 된다.

4.2. 고자력 선별장비

① 건식 선별장비

건식형 선별기로는 Fig. 8과 같이 전자석 크로스벨트

원리로 작동되는 웨더릴 로완드(Wetherill-Rowand) 자

력선별기가 19세기 초부터 자성이 약한 광물을 회수하

는데 사용되었다23). 상부 전자석의 magnetic pole의 끝

은 뾰족한 형태로 되어있고 하부 전자석의 magnetic

pole의 끝은 평평한 형상으로 만들어 줌으로서 상부극

과 하부극 틈새(gap)에서 강력한 자기장 구배를 형성시

킨다. 상부극 아래 크로스벨트에 부착된 약자성입자들

은 주 벨트 바깥까지 이동되어 포집기에 포집된다. 발

생가능한 자기장세기는 최대 2T까지이다. 이 선별장비

는 3 mm 이하 크기의 자성입자의 선별에 사용되며,

20 mesh 정도가 최적 선별크기이다. 주석에서 철망간중

석 분리, 섬아연석에서 능철석의 분리, 홍아연석에서 프

랑클리나이트의 분리, 모나자이트, 컬럼바이트, 주석, 텅

스텐 등과 같은 고가이면서 약자성인 광물의 분리 등에

Fig. 7. Movements of particles in wet drum magnetic sepa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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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비가 주로 사용된다. 

또 다른 건식형 선별기로 Fig. 9와 같이 전자석을

활용하는 감응롤 자력선별기(Induced roll magnetic

separator)가 있다. 감응롤은 전자석에 의해 감응되어 2

차 자석이 되고 자성분리가 발생한다. 감응롤은 유도자

기 형성시 100~200 rpm 정도로 회전하며 강자성물질

을 별도로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극(Auxilary pole)

과 감응롤을 추가로 설치하여 약한 자기장세기를 발생

시킬 수 있다. 이 장비는 주로 세립질(8-200 mesh) 자

성물질의 분리에 적합하며, 주로 상자성물질인 철망간

중석, 모나자이트, 주석석의 농축이나 산업광물인 실리

카샌드 및 장석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운모, 이산

화망간, 석류석 등의 세정용도로 사용된다. 

② 습식 선별장치

대부분의 습식 선별장치는 전자석을 이용한 자력선별

장비로 WHIMS (wet high intensity magnetic separator)

혹은 HGMS (High gradient magnetic separator)로

쓰인다. WHIMS는 슬러리의 흐름방향이 자속선(line of

magnetic flux)에 수직으로 작동하는 경우이고 평행하게

작동하는 경우는 HGMS로 구분한다. 하지만 실제적으

로 이 둘의 구분은 제작사에서 언급하지 않으면 외형만

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편의상 canister 타입의 배치

식 선별기를 HGMS라 하고 Carousel 타입의 연속식

선별기를 WHIMS라 하기도 하지만 제작사들마다 혼용

하고 있다. 고구배자력선별기(HGMS) 전자석을 사용하

고 자성입자를 포집할 수 있는 매트릭스(matrix)로 구성

되어 있다. 매트릭스는 높은 자기구배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페로자성 물질인 철 재질로 되어 있다. Fig. 10

과 11은 배치타입 습식 HGMS와 연속타입 습식

HGMS의 모식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습식 HGMS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자석에 의해 매트릭스가 자기화

된 상태에서 슬러리를 흘려주면 강자성 입자는 매트릭

Fig. 8. Concept of Wetherill-Rowand (or Cross belt) magnetic separator.

Fig. 9. Concept of Induced roll magnetic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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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부착하고 약자성/비자성 입자는 매트릭스를 통과

하여 하부로 낙하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자석에 전

류를 끊어 매트릭스가 탈자기화가 된 상태에서 세척수

를 흘려주어 매트릭스에 부착된 자성 입자들을 포집한

다. 이 방법을 순차적으로 수행한 것이 Fig. 10의 배치

식 HGMS이고, 전자석을 고정시킨 채 그 사이의 매트

릭스를 수평 컨베이어벨트처럼 전자석과 직각으로 움직

이게 만든 방식이 Fig. 11의 연속식 고자력선별장비이다.

HGMS는 전기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변경시킴으로서

자기장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강자성체 함

량이 적은 미립자나 다양한 상자성체 물질들을 분리하

고자 할 때 폭넓게 사용된다. HGMS는 환경분야와 의

학분야에서 특히 많이 사용된다. 

의학분야에서는 적혈구와 같이 철성분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을 분리하는 방법에 습식 HGMS를 1970년대부

터 활용하였다24,25). 세포분리기술의 방법으로 형광표지

세포분류기(fluorescence activated cell sorter, FACS)는

세포생물학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 FACS는 분리하고

자 하는 세포에 해당 세포와 반응하는 항체를 형광물질

로 표지한 후 유세포 분석기(flow cytometry)에서 형광

물질과 반응하는 특정 파장의 빛을 조사하여 세포 분석

을 수행하고, 세포 분류기(Cell sorter)로 형광된 세포를

분리한다. 여기서 세포 분류기는 자력선별 원리가 활용

된다. 형광물질은 FITC(fluorescein isothiocyanate)를

활용하는데 제조방법은 합성 자철석 나노입자에 TEOS

를 이용하여 실리카를 코팅하고 형광물질인 FITC와 항

체 단백질을 코팅하는 방법으로 제조한다. 이렇게 제조

된 형광표지물질은 자성을 가지면서 100 nm 미만의 크

기를 가진다26). 형광표지물질은 코팅된 특정 항체와 반

응하는 세포와 결합하여 형광색깔을 내면서 약한 자성

을 가지게 되므로 자력선별기인 세포 분류기를 통해 분

리된다. 분리 원리는 Fig. 10과 같은 배치식 HGMS와

유사하다27). 이 외에도 진단시약용 미세유체장비나

Targeting drug 시장에서 나노입자 자철석 기반의 물질

을 코팅하여 자력선별을 수행해야 하는 분야에도

HGMS의 활용성이 기대된다28,29).

환경분야에서도 HGMS는 사용된다. Martin은 호소

및 해양에서 서식하는 미세조류를 회수하기 위해 실리

카 코팅된 자철석 미세입자를 미세조류와 응집시키고

HGMS를 이용하여 미세조류를 여과하였다30). 폐수내 비

소 등 중금속 흡착재로 사용되는 페리하이드라이트를

최종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자력선별기를 사용하기도 하

였다31). 초창기 가중응집 방법은 자철석 입자를 핵으로

하여 황산알루미늄과 질산칼륨으로 인산염을 침전시키

고 자력선별하는 방법으로 연구되었다32). 이 방법은 자

철석 입자를 인위적으로 실리카 코팅기술이 적용되어

제조되기 시작하면서 제지폐수에서 부유물질 및 유기염

료를 제거하는 등 가중 응집기술이란 명칭으로 활용 용

Fig. 10. Batch wet high gradient magnetic separator.

Fig. 11. Continuous wet high intensity magnetic separator.

Fig. 1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Vortex Magnetic

Separator (V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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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넓혀지고 있다15,33,34). 

산업체에서 사용가능한 연속식 WHIMS는 1937년

Frantz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제작된 수평형 SALA 선별

기가 1960년대 제작되어 상용화되었다35,36). 하지만 연

속식 WHIMS 장비는 규모가 커서 넓은 면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낮은 효율과 잦은 막힘 문제 등으로 전세

계적으로 활발히 보급되지는 못했다. 이후 1980년대

Fig. 12와 같이 수평형 매트릭스 카고벨트 대신 수직형

매트릭스 휠 형태의 Vortex magnetic separation(VMS)

HGMS가 성공적으로 상용화되고, 이를 개량하여 중국

Slon장비가 1990년대 제작되어 이전 장비보다 저렴하게

판매됨에 따라 HGMS가 확산되었다37,38). Slon장비는

기존 WHIMS에 비해 차지하는 면적이 작고 매트릭스

가 쇠못(shaft) 형태로 되어 있어 막힘현상이 많이 감소

하였다(Fig. 13 참조). 

5. 자력선별장치의 발전 전망

영구자석의 자속밀도는 1970년대 희토류를 포함한 사

마리움-코발트(Sm-Co)자석의 등장으로 급격히 높아졌으

며, 1980년대 네오디뮴-철-붕소(Nd-Fe-B) 자석이 등장

한 이후 2000년대 들어 기존 ferrite자석의 10배 정도

되는 자속밀도의 영구자석이 보편화되었다39). 2016년

기준으로 Nd-Fe-B자석의 가격은 영구자석 물질들중 가

장 비싼 168$/kg이며, 전세계 영구자석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가격이 가장 저렴한 페라이트 자석은

11.5$/kg이며 32%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이 두

개의 자석물질이 전세계 영구자석 시장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39). 

Nd-Fe-B자석을 이용한 회전드럼형 자력선별기는 상

업적으로 약 0.7 Tesla까지의 자기장 세기 구배를 구현

할 수 있으며, 이 구배에서도 많은 상자성 물질들을 자

화시킬 수 있다. Nd-Fe-B자석 드럼 자력선별기는 Fig.

14에서 보는 것처럼 관리비가 적게 소요되는 드럼 자력

선별기와 같은 형태로 쉽게 제작할 수 있다. 따라서 기

존 전자석 고자력 선별기에 비해 크기가 많이 감소하므

로 제작비용이 현격히 줄어들고 적은 공간의 사용, 자

기장 형성을 위한 전기사용이 불필요하므로 운영비용이

적고, 선별효율이 높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빠르고 다양

한 영역에서 기존의 감응롤형 자력선별기나 크로스벨트

형 자력선별기를 대체해 나가고 있다. 

최근 자력선별의 응용성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환경 및 생물학분야 drug targeting 등 응용 분

야에서 자성나노입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의료나 환경에서 사용되는 합성자성입자는 천연 강자성

물질과 다르게, 실리카나 플라스틱 코어에 나노 자철석

을 코팅하고 유기물을 코팅한 후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

해 추가적인 관능기(funtional group)나 단백질 등을 코

팅하는 인위적 미립자들이다. 이들 인공 미립자들은 강

자성체보다는 상자성 특징을 가지면서 입도도 1 μm 이

하이다. 이런 인위적 미립자들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자력선별장비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이

와 관련하여 자력선별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서 분리하고자 하는 자성 입자의 크기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100 nm 이하의 나노크기의 페로자성의

자철석이 포함된 입자의 자화율은 상자성 물질의 자성

Fig. 13. Metal matrix types held in WHIMS and SLON HGMS.

Fig. 14. Concept of Rare earth drum magnetic 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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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일 수도 있고 강자성의 거동을 보일수도 있다. 현

재로서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입자에 작용하는 경

쟁되는 힘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커져 자성입자의

분리효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자기장의 세기를 더 높임으로서 미립자의

자기력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전자석을 활용하

는 자력선별은 운영단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초전도 자력선별장비가 제시되기

도 하였지만 극저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현되는 특성

으로 인해 저렴한 극저온 냉각기술의 발전과 고온 초전

도체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급화까지는

아직은 요원하다40). 

현재까지 실용적으로 고자력 선별 운영단가를 낮추기

위한 기술로는 희토자석 드럼 선별기가 대안이 될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ND-Fe-B 자석으로 제작된 드럼은

최대 1 Tesla까지 자기장 세기가 표면에서 나타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소재기술의 발달은 더 높은 자

속밀도를 가진 희토류 자성소재의 개발가능성을 높이고

있다41). 따라서 앞으로도 희토류 자석의 특성에 따라

더 자성입자의 분리효율을 높이면서 더 높은 자기장의

세기를 발현시킬 드럼형 자력선별기의 발전이 전망된다.

6. 결 론

드럼형 영구자석과 풀리를 활용한 저자력 선별기의

원형 디자인은 거의 150여년 전부터 기원을 두고 있으

며, 아직까지도 큰 변화없이 이 형태의 자력선별기가 사

용되는 것을 보면 그 디자인이 매우 직관적이고 단순하

면서도 효율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상자

성물질의 분리에 많이 사용되는 HGMS는 전자석을 이

용하기 때문에 장비의 크기가 크고 무거우며, 전자석 작

동시 전력소모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1970년대

Sm-Co 및 1980년대 Nd-Fe-B 희토자석의 개발된 이후

0.7 Tesla 미만 영역에서 활용되는 HGMS는 희토류 영

구자석으로 제작된 자력선별장비로 점진적으로 대체되

고 있다. 최근 환경분야와 생물분야에서 합성자성물질

과 관련된 나노기술의 확대는 향 후 희토류 자석활용

및 고구배자력선별기술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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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광고게재 안내

격월로 년간 6회 발간되는 한국자원리싸이클링 학회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의 학회지

가 될 수 있도록 특별회원사 및 관련기업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게재 비

용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 및 광고게재에 관해서는 학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칼라인쇄

(1회)

흑백인쇄

(1회)

1년 6회 게재 기준

칼라 인쇄 흑백 인쇄

일 반 특별회원사 일 반 특별회원사

앞표지 안 쪽 50 만원 30 만원 180 만원 140 만원 130 만원 100 만원

뒷표지 안 쪽 50 만원 30 만원 180 만원 140 만원 130 만원 100 만원

뒷표지 바깥쪽 60 만원 40 만원 20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120 만원

학회지 안(내지) 30 만원 20 만원 100 만원  80 만원  80 만원   50 만원

※Film을 주시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