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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정 보

전 세계의 광산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

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운영을 간소화하고 자동화 

및 제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뉴 골드(New Gold Inc.)의 피크 골드 광산(Peak Gold 

Mine)은 금과 구리를 채굴하는 광산으로 호주 중서부 

뉴사우스 웨일스 주의 코바 골드 필드에 위치하고 있다. 

광산에서 생산되는 금은 합금인 금 도레는 호주의 퍼스 

조폐국에 판매되고, 동정광(Copper concentrate)은 아

로크웰오토메이션코리아㈜

-  뉴 골드(New Gold Inc.)는 고급 프로세스 제어 및 최적화 솔루션으로 
생산량을 2% 향상시킬 수 있어

광산업체의 생산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최적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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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시장에 판매된다.

현장은 5곳의 광산과 1곳의 구리-금 가공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크 골드 광산은 안전, 생산성 및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고 최신 기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가공 공장을 최적화하여 생산성, 가공 제어를 향상하

고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환경적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피크 골드는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광산 가공 솔루

션 공급업체인 만타 컨트롤즈(Manta Controls)에게 도

움을 청했다.

와인더의 드라이브 및 

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

가공 공장에 대한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로크웰 오

토메이션의 시스템 및 솔루션 비즈니스팀은 피크 골드 

광산에서 사용하는 와인더의 드라이브 및 제어시스템

을 업그레이드하였다.

작업자와 자재 이동에 사용되는 814kW급 와인더는 

안전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솔루션 컨설턴트인 마이클 그

레이브스(Michael Graves)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입

증된 광산 와인더용 안전, 제어 및 드라이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다 며, 피크 골드

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된 솔루션은 뉴사우스 웨일즈의 

레인 코브에 위치한 로크웰의 현지 드라이브 시스템 엔

지니어링 및 생산 시설에서 단계적으로 완성되었다 고 

말한다.

업그레이드는 와인더가 최신 안전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통 제어 및 통신 플랫폼을 사용하여 손쉽

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프로

젝트의 다음 단계는 피크 골드 가공 공장을 최적화하여 

광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SAG 공장 제어

반자동 연마(SAG ; Semi-Autogenous Grinding) 분

쇄장은 광물 가공 운영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동시에 제

어하기가 어려운 공정이다. 공정에는 다수의 변수가 작

용을 하지만, 주된 목표는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피크 골드 분쇄장의 관리자인 비비안비핸(Vivian 

Beehan)은 생산율과 프로세스 제어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공 공장의 최적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광산업체의 생산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최적화 기술

피크 골드 1
(피크 골드 현장에 있는 환원물 농축기에 

스마트 드라이버가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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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퍼시버런스 및 뉴옥시덴틀에서 채굴된 광석은 

지하에서 파쇄된 후 지상으로 옮겨져 비축되었다가 최

종적으로 SAG 공장의 피드 컨베이어로 이동된다. 뉴코

바와 체스니에서 채굴된 광석은 피크로 수송되어 별도

의 용기를 이용해 SAG 분쇄장의 피드 컨베이어에 주입

된다.

표준 상용 제어시스템으로는 가공 공장의 생산량과 

제어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없었다 고 로크웰 오

토메이션의 NSW 지역 영업관리자인 숀 스미스(Sean 

Smith)는 말한다.

제공된 솔루션은 만타 컨트롤(Manta Controls®)의 고

급 제어시스템 만타 큐브(Manta Cube®)가 통합된 로크

웰 오토메이션 ControlLogix®의 고급 제어 및 프로그

래밍 기능을 활용한다.

만타 큐브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는 18년 이상이 소

요되었다. 그러나 이제 스마트한 제어시스템은 Control 

Logix 플랫폼의 고급 프로세스 제어 기능을 사용하여 프

로세스 제어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올려놓는다고 만

타 컨트롤즈의 총괄 책임자 존 카라죠고스(John 

Karageorgos)는 설명한다.

피크 골드 SAG 큐브
(피크 골드의 Sag Cube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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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제어 및 프로세스 최적화 솔루션 덕분에, 피크 

골드는 생산량을 2%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연

간 18,000톤에 해당하는 양으로, 금을 연간 2,000온스

를 더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분쇄장 피복 시스템의 수명이 연장되어 분쇄장

에서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분쇄기 재피

복 작업을 일년에 4번이 아니라 3번으로 단축하여 대

폭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시안화물 사용 감소

SAG 분쇄장을 통과한 광석은 선광기의 비중 순환기

를 사용해 금과 은으로 회수되고, 다시 침출 리액터를 

거치며 한층 더 농축된다. 그리고 전해 추출물과 슬러

지는 가스 용광로에서 녹여져 금 도레 바로 만들어진

다. 금과 은을 회수하는 다른 방법은 시안화물이 담긴 

침출 순환 탱크를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생성된 슬

러지를 녹여 금 도레 바를 만든다.

환경적 결과를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만

타의 시안화물 침출 규브를 ControlLogix 시스템에 통

합함으로써 침출 순환기에 있는 시안화물 시스템의 제

어를 최적화하였다. 이로 인해 침출 순환기의 고급 프

로세스 제어가 가능해지고, 시안화물의 사용이 획기적

으로 절감되었다.

비핸은 톤당 시안화물 1.8kg를 사용하던 것이 2013

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톤당 약 1.45kg으로 줄었다

며, 시안화물 1톤 비용이 $4,000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용이 절감된 것이다. 또한 시안화물 소비가 

감소해서 침출 순환기에서 추가적으로 금을 1,800온스 

더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한다.

지속 가능한 생산

피크 골드 광산의 금, 은, 구리는 또한 전통적인 부유 

선별기를 이용해 동정광의 형태로 회수된다. 부유 동정

광은 농축 및 수분 제거된 후 비축되었다가 용광로로 

이송된다. 침전율, 제동 토크, 하층 밀도를 개선하여 궁

극적으로 침전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

원물 농축기에 스마트 다이버를 갖춘 만타 씨크너규브

(Manta Thickener Cube)가 구현되었다.

비핸은 환원물 농축기의 제어가 향상되었고 결과물

의 밀도가 높아졌다며, 스마트 다이버를 갖춘 만타 씨

크너 규브를 설치하기 전에는 환원물 농축기를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다른 

작업에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또 다른 혜택이다. 

또한 환원물 시스템의 밀도가 향상되어 우리 광산의 환

경 보호 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비핸은 이 프로젝트는 생산, 비용 절감, 환경 등 모

든 측면에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큰 다

운타임도 필요하지 않았고, 가공작업에도 지장을 거의 

주지 않았다 는 말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