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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rro-Nickel slag is one of the by-products in Ferro-Nickel manufacturing process. The slag is composed of SiO2, MgO, Fe2O3 and
others. But the slag has been buried at landfill despite having valuable elements. This study tried to extract Mg ion and fabricate Mg
compound from ferro-nickel slag using hydrochloric acid solution. Mg ion was extracted with Si, Fe and other ions in HCl solution.
So reprocess was needed for gaining high purity Mg ion. It was thought that Si ion or SiO2 precipitated in HCl solution and removed
from solution in filtering process. Fe ion converted into Fe(OH)3 after reacted with NH4OH and precipitated in HCl solution. After
these process, the filtrate was composed of high purity Mg ion. MgCl2·NH4Cl·6H2O was obtained through drying of filtrate and this
product was changed into MgO by burning process (600

o
C-30 min). That is, 1st material or solution for manufacturing 2nd product

was fabricated using acid dissolution method and other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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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테인레스 스틸의 주원료인 페로니켈은 전기로 또는

로터리 킬른에서 제련하여 생성되며, 이때 페로니켈 슬래

그가 필수적으로 부산된다. 보통 니켈 1톤당 약 30톤의

슬래그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부산 발

생량은 년간 약 100 만 톤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

지 부산 슬래그의 재활용은 미미한 수준으로 단순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에서는 페로니켈 슬래그를

노반재나 비료 원료 및 콘크리트용 잔골재로 이용하기도

한다. 특히 enstatite (MgO·SiO2) 및 forsterite (2MgO·

SiO2) 등이 주결정인 부산물과 퇴적물을 산 용액에서 분

해하여, Mg 이온을 얻기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

다.
1-3)

 이는 Mg 이온이 Mg 금속제조 및 MgCl2 혹은

MgSO4 등의 Mg 화합물을 제조하기 위한 기본 원료로 사

용될 수 있으며, 상기의 금속 및 화합물 등은 페로니켈

슬래그를 고부가가치화 한 제품이기도 하다. 또한 P. G.

Caceres 등은 백운석 (MgCO3·CaCO3)으로부터 열분해와

수화방법을 통해 CaO 및 MgO를 얻기 위한 연구를 진행

하기도 하였다.
4,5)

 하지만 상기의 연구들은 아직까지 순

도 높은 Mg 이온 및 Mg 화합물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

어, 고순도 Mg 이온 또는 화합물을 얻기 위한 다양한 연

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ric H. Oelkers는 forsterite 구조가 마그네슘 팔면체에

의해 실리카 사면체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산용액에서 Si-O 결합보다 Mg-O 결합이 좀 더 쉽게 끊

어진다고 하였다. Mg-O의 팔면체 결합은 수소이온에 의

해 분해가 촉진될 수 있고, 이러한 분해에 의해 최종적으

로 결정이 분해된다고도 하였다. 즉 Mg-O의 분해를 기초

하여 forsterite 결정으로부터 Mg 이온과 Si 이온 및 SiO2

가 용출된다고 하였다.
6)

Pokrovsky 등도 forsterite를 산에 용해할 경우, Mg 이온

과 Si 이온 등 다양한 이온이 동시에 용출된다는 것을 증

명하기도 하였다.
7)

 따라서 Mg 이온 또는 Si 이온을 각각

얻기 위해서는 용해 후 다양한 처리방안이 도출되어야 한

다. 그러나 아직까지 페로니켈 슬래그를 사용하여 Mg 이

온만을 혹은 Si 이온만을 독자적 화합물로 제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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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즉 고부가가치의 Mg

금속 및 Mg 화합물을 제조하기 위한 전처리 방법이 해

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산 용액

에서 페로니켈 슬래그의 주성분 중 하나인 Mg 이온 등

을 용출하고, 용출된 이온들 중 Mg 이온만을 분리하여

화합물로 제조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페로니켈 슬래그의 화학성분은 Table 1

과 같으며, SiO2 함량은 51.3% 및 MgO 함량은 34.0%이

었다. 즉 사용 슬래그의 주성분은 SiO2와 MgO이며, 이외

에도 Fe2O3 7.83% 및 Al2O3 3.91% 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페로니켈 슬래그는 진동밀 (WTBM-01, 웅비기계, 한국)

을 사용하여 미분쇄 하였다. 미분쇄된 페로니켈 슬래그의

분말도는 KS L 5106-2009의 Blaine 실험법에 따라 실험

하였으며, 분쇄된 페로니켈 슬래그의 분말도는 3,500 cm
2
/g

이었다. 

미분말 페로니켈 슬래그는 염산 (35%, 삼전화학(주), 한

국) 용액에서 용출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때 페로니켈 슬

래그 100 g과 0.5 M HCl 500 mL를 비이커에서 교반 ·용출

하였다. 용출시간과 온도는 다양하게 변화 (시간 : 30분,

60분, 90분, 온도 : 0
o
C, 50

o
C, 70

o
C 등)시켰으며, 용출이 종

료된 후 5B 여과지를 사용하여 1차 여과하였다. 여과지에

잔류하는 슬러지는 항량 건조한 후 성분분석을 위한 습식

분석과 XRD (D5005D, 지멘스사, 독일) 분석을 통해 특성

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과액은 ICP (DV5300, PerkinElmer

사, 미국)를 사용하여 여과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 및

양 등을 분석하였다. 1차 여과된 용액에 Fe 이온을 제거

하기 위해 암모니아수 (NH3 28%, 순정화학(주), 일본)를

첨가하였으며, 이때 침전된 Fe(OH)3는 2차 여과를 통하여

제거하였다. 이후 여과액은 100
o
C에서 완전 증발시켜 Mg

화합물을 얻었으며 (Fig. 2 참조), 건조된 Mg 화합물은 하

소하여 MgO 성분으로 변환시키고자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용출 시간별 특성

페로니켈 슬래그 미분말을 0.5 M 염산 용액 (30±2
o
C)에

서 30분, 60분 및 90분간 용출시킨 후, 추출 용액 내에 존

재하는 이온의 종류 및 함량을 분석하였다. Fig. 3에서와

같이 용출시간에 따른 이온 용출량은 Mg 이온이 가장 높

았으며, 이후 Si, Fe 성분 등이 높게 검출되었다. 초기 30

분 용출조건에서는 Mg 이온의 용출량은 0.56 wt%이었으

며, 이는 Si 이온의 용출량 0.54 wt%와 유사한 수준이었

다. Mg 이온의 용출량은 용출시간이 60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용출량도 0.59 wt%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90분에서

는 0.58 wt%로 60분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Si 및 Fe 이온 등은 용출시간이 증가할수록 용출량이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Si : 0.54→0.49→0.34 wt%, Fe

: 0.2→0.21→0.13 wt%) Sebastian Teir 등도 주요 광물이

Mg3(Si2-x·O5)(OH)4-4x 및 Fe3O4 등으로 구성된 사문암에서

용출실험을 진행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특성을 도출하였

다. 이들은 염산 용액 등을 사용하여 용출실험을 진행할

경우, Mg 뿐만 아니라 Si 및 Fe 성분 등이 동시에 용출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Si 용출량은 ‘3.2 용액 온도별 특

성’에서와 같이 용출액의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0

분 이후 용출량이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Sebastian

Teir 등은 이러한 현상은 용출액 여과 시, SiO2 성분이 여

과지 위에 겔 상태로 침전하여 Si 농도를 낮추기 때문이

라고 설명하였다.
8)

 본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용출된

SiO2 성분이 용액 내에서 쉽게 가라앉아 여과 과정에서

잔류물로 걸러진다. 주요 원인은 용출시간이 길어짐에 따

Fig. 1. The atomic scale of forsterite looking along the a axis. A

projection of the unit cell is shown by the black

rectangle.
6)

Table 1. Chemical Analysis of Ferro-Nickel Slag

Comp. SiO2 Al2O3 CaO MgO Fe2O3 K2O Na2O SO3

Content 

(wt%)
51.3 3.91 0.49 34.0 7.83 0.07 0.36 0.03

Fig. 2. Product after drying of 0.5M HC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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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MgO 보다 분자량이 큰 SiO2 및 Fe2O3 성분 등이 용

해 후 더 많이 재침전하는 것으로, 추후 상기 현상에 대

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3.2. 용액 온도별 특성

용출시간을 30분으로 고정하고, 페로니켈 슬래그 미분

말을 0.5 M 염산 용액을 사용하여 용출실험을 진행하였

다. 이때 용액의 온도는 30
o
C, 50

o
C 및 70

o
C로 변화시킨

후 각각의 이온 용출특성을 검토하였다. 

Mg 및 Si 이온의 용출량은 Table 2에서와 같이 온도 변

화에 따라 0.55±0.05 wt% 수준으로 유사하였으며, 이외

Ca, Fe 및 Al 등도 미량 검출되었다. 페로니켈 슬래그의

주성분은 Table 1과 같이 MgO 및 SiO2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는 이온 용출량 (Mg 및 Si 이온의 용출량이 Ca,

Al, Fe 이온보다 많음)과도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최초 페로니켈 슬래그에 존재하는 주요 성분 함량

은 SiO2 성분이 MgO 성분보다 많으므로, 함량에 따른 용

출량은 SiO2가 더 많아야 될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나, 산

에서 쉽게 녹는 MgO가 산에 녹기 어려운 SiO2 보다 상

대적으로 많은 용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9)

각 이온의 용출량은 용액의 온도에 따라 큰 차이를 관

찰할 수는 없었으나, Mg 이온 용출량은 소폭 증가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Si 이온 및 Ca, Fe, Al 이온 등

은 용액의 온도 변화에 따라 용출량 변화가 관찰되지 않

았다. Eric H. Oelkers 등은 용액의 온도 변화에 따라 Mg

및 Si 이온의 용출량이 증가하나, Mg 용출량이 온도에 좀

더 민감하다고 보고하였다.
6)

 본 연구에서도 Si 이온보다

는 Mg 이온의 용출량이 온도 변화와 관련성이 있었으나,

Eric H. Oelkers 등의 연구보다는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3.3. 잔류물 및 생성물 분석

페로니켈 슬래그를 30
o
C, 0.5M HCl 용액에서 30분 동

안 용출실험을 진행하였다. 용출이 종료된 후 5B 여과지

를 사용하여 침전물을 여과하였다. 이때 얻어진 여과 잔

류물은 XRD 분석과 화학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여과

액에 암모니아수를 5 mL 첨가하여, Fe 이온을 제거하였

다. 염산 용해 후 잔류물의 화학분석 결과를 Table 3에,

XRD patten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에서와 같이 최

초 MgO·SiO2 결정으로 구성된 페로니켈 슬래그가 염산

용해 후 비정질 형태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결정 내에 존재하는 Mg 및 Si 등의 이온 용출 후

결정이 붕괴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

단되었다. 잔류물을 화학 분석한 결과, 최초 슬래그와 잔

류물 성분의 종류 및 함량 등이 유사하였다. 이는 Fig. 2

및 Table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슬래그 내 성분들이

용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초 슬래그보다 잔류물의

MgO 함량은 2.7% 감소, SiO2는 2.0% 증가하였다. 

Fe(OH)3 제거 후 (식 (1) 참조) 여과액을 100
o
C 건조기

Fig. 3. Extraction of each ions in 0.5 M HCl solution(5 mL).

Table 2. Extraction of Each Ions in HCl Solution with Solution

Temperatures

(Unit : wt% (5 mL)

Ion Mg Ca Fe Al Si

Temp.

30 0.56 0.01 0.20 0.03 0.54

50 0.58 0.01 0.21 0.02 0.55

70 0.60 0.01 0.21 0.03 0.51 Fig. 4. Residue after filtering of 0.5 M HCl solution.

Table 3. Chemical Analysis of Residue Material

(Uint : wt%)

Comp. SiO2 Al2O3 CaO MgO Fe2O3 K2O Na2O SO3

FN Slag* 51.3 3.91 0.49 34.0 7.83 0.07 0.36 0.03

Residue 53.3 3.96 0.27 31.3 8.36 0.10 0.27 0.11

* Ferro-Nickel S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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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건조 후 얻어진 생성물

(Fig. 2 참조)은 흰색의 덩어리 상태였으며, 생성물의 화

학분석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와 같이

생성물은 MgO 26.21%, SiO2 0.04% 및 강열감량 74.49%

등이며, 강열감량은 염산용액으로부터 혼입된 염소이온과

Fe 이온 제거시 투입된 암모니아가 잔류 ·반응하여 발생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e2O3 + 6NH4OH→2Fe(OH)3 (침전) + 3H2O + 6NH3 (1)

따라서 강열감량을 제외할 경우 MgO 함량은 약 97.7%

로 환산되며, 이외 CaO 2.09%, Fe2O3 1.49% 등으로 계산

되었다. 건조 생성물을 미분쇄한 후 XRD를 측정 ·분석한

결과 (Fig. 5 및 식 (2) 참조), 생성물의 주요 결정은

MgCl2 ·NH4Cl·6H2O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건조 생성물을 600에서 30분간 하소하여, Fig. 6와 같은

MgO 생성물 (Periclase 결정)을 얻을 수 있었다. 즉 페로

니켈 슬래그를 염산 용액에서 용해 ·하소할 경우, 95% 이

상의 MgO를 함유한 생성물을 제조할 수 있었으며, 이때

얻어진 MgO는 20.5 g이었다. 이는 최초 사용된 페로니켈

슬래그 100 g 중에 존재하는 MgO 함량이 34.0 g이므로,

최종적으로 얻어진 순수 MgO의 수율은 60.3% ((20.5 g/

34.0 g)×100)로 계산될 수 있다. 

MgO + NH4OH + 3HCl + 4H2O→MgCl2·NH4Cl·6H2O (2)

4. 결 론

 페로니켈 슬래그는 용도의 한계와 경제성 문제로 대부

분 단순 매립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용도 개발이 필요하며, 고부가가치 제품화가 필수적인 상

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슬래그 내에 존재하는 MgO

성분을 용출하여 Mg 금속원 등으로 사용가능한 Mg 이

온 및 화합물로 제조하고자 하였다. 산 용해 시 슬래그의

Mg 이온은 유일하게 용출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성분들

과 동시에 용출되어 Mg 이온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해야

함을, 또한 Mg 이온의 용출 조건은 30분-30
o
C에서도 충

분한 효과가 발현됨을 확인하였다. 여과액에 Mg 이온과

더불어 존재하는 Si 및 Fe 이온 등은 여과 과정과 암모

니아수의 첨가에 의해 대부분 제거될 수 있었다. 최종 여

과액을 건조시키면 MgCl2 ·NH4Cl·6H2O 화합물을 생성시

킬 수 있었으며, 건조 생성물을 600
o
C에서 30분간 하소

할 경우 MgO 결정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하소 후 생

성물은 MgO 함량이 95% 이상의 높은 값으로 환산되었

다. 즉 Mg 금속 등으로의 활용을 위한 산 용해 분해법으

로 Mg 이온 또는 소재로의 제조가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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