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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플라이애시의 부유선별 과정에서 교반속도와 공기주입량과 같은 기계적 요소 변화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연탄소 함량이 약 3.4 ~ 3.7% 수준인 화력발전소 플라이애시를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부유선별의 선별 요소

인 pH, 교반속도, 포수제 첨가량, 기포제 첨가량 변화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Safflower oil을 포수제로 사용하여 첨가량을

800 g/ton, pH 7, 교반속도 1,200 rpm, 기포제 첨가량이 400 g/ton였을 때,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 함량이 각각 63%, 34%로

나타났다. 이 때 부상물 SEM/EDS 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구형의 플라이애시 미립자가 미연탄소 내에 고용되거나, 광액 내에 가

라앉지 못하고 기포와 함께 부유함으로써 미연탄소의 함량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반속도와 공기주입량과 같은 기계적 요소

를 변화시킨 실험에서는 공기주입량 8L/min, 교반 속도 900 rpm에서 미연탄소 회수율 74%, 미연탄소 함량 67%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낮은 교반속도와 추가 공기주입으로 인하여 광액 내 와류의 강도가 낮아져, 미립의 플라이애시 입자가 미연탄소와 함께

부유되는 현상을 방지됨으로써,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 함량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반속도와 공기주입량을 각각

800 rpm, 6 L/min으로 설정하였을 때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 탄소함량이 각각 80%, 70%로 향상되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주제어 : 플라이애시, Denver Sub-A, 부유선별, 교반속도, 공기주입량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echanical factors such as agitation speed and air rate in fly ash flotation. Spe-

cifically, we used thermal power plant fly ash with unburned carbon content of 3.4 to 3.7%. The effect of pH, agitation speed,

collector dosage, and frother dosage - the key factors of froth flotation - showed unburned carbon recovery and unburned carbon

content of 63% and 34%, respectively, when the dosage of safflower oil used as collector was 800 g/ton, pH was 7, agitation

speed was 1,200 rpm, and frother dosage was 400 g/ton. The SEM/EDS analysis of fly ash in that case indicated that the spher-

ical fly ash particles lowered the unburned carbon content as they floated with the air bubbles without being dissolved in the

unburned carbon or settled in the ore solution. The other experiment of changing the mechanical factors such as agitation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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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ir rate resulted in unburned carbon recovery and unburned carbon content of 74% and 67%, respectively, at air rate of 8

L/min and agitation speed of 900 rpm. The recovery and unburned carbon content increased as the low agitation speed and addi-

tional air injection decreased the strength of the eddy current in the ore solution and consequently prevented the floating of fine

fly ash particles with unburned carbon. In addition, the recovery rate and unburned carbon increased further to 80% and 70%,

respectively, showing the best performance when the agitation speed and air rate were lowered to 800 rpm and 6 L/min, respec-

tively.

Key words : Fly ash, Denver Sub-A, Froth flotation, Agitation speed, Air rate

1. 서 론

부유선별 공정에서 입자의 크기는 선별에 많은 영향

을 주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과거 광산에서부터 현

재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3-10).

부유선별은 대상 입자가 미립일 경우에는 부유선별

시약의 소비량이 많아지며, 입자가 기포에 흡착하는 작

용을 감소시켜 정광의 품위와 부유선별 실수율이 저하

된다고 알려져 왔다5,11,12). B. Shahbazi 등3), D.A.

Deglon 등11)의 연구에 결과에 의하면 미립의 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유선별 연구에서는 화학적 선별 요인

보다 물리적이나 기계적 선별 요인이 선별에 많은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13).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

는 플라이애시의 경우 혼화재로 활용하기 위해 미연탄

소 정제가 필요하지만, 플라이애시는 광물보다 비중이

가볍고 입자가 작아 부유선별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산업체에서 부유선별을 통해 플

라이애시 미연탄소를 정제할 때 시약의 사용량이 많아

경제성이 떨어져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플라이애시 정제를 위한 부유선별의 선행연구

로 포수제의 영향, 화학적 선별요소14,15,18,20) 및 칼럼

부유 선별기를 이용한 선별14,16,17,19) 등 다양하게 이루

어져 왔지만 Denver Sub-A형 부유 선별기를 이용한

기계적 선별 요소 변화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소 플라이애시의 미연

탄소 부유선별 과정에서 교반속도와 공기주입량과 같은

기계적 요소 변화에 따른 미연탄소 회수율(Recovery)과

미연탄소 함량(%)을 비교하여, Denver Sub-A형 부유선

별기의 플라이애시 정제 시에 따르는 기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대상 시료 및 실험 방법

2.1. 대상 재료

본 연구는 경남 하동 화력발전소의 석탄 연소 후 발

생하는 플라이애시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Micro track 사의 습식 입도 분석기(S3500)를 이용한

플라이애시 입도 분석 결과는 Fig. 1과 같다. 

플라이애시의 입도 분석 결과, 평균 입도(d50)는 약

13 µm로 분석되었으며, 2 µm 이하의 입자가 약 10%

존재하였다.

플라이애시 내의 미연탄소 함량을 알아보기 위해

Calorimeter(IKA C2000)를 이용한 중량감소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약 3.4~3.7%의 미연탄소가 존재하고 있는

Fig. 1. Particle size analysis of fly 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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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이애시의 화학 조성 분석을 위해 XRF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SiO2가 약 73%, Al2O3가

14%, Fe2O3는 약 5% 존재하고 있었다. 

광물 조성 분석을 위한 XRD 분석결과는 Fig. 2와

같다. 뮬라이트와 석영, 적철석이 주요 광물로 존재하고

있었다.

2.2. 실험 방법

플라이애시에서 미연탄소를 회수하기 위하여, Mesto

사의 Denver sub-A형 부유선별기를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부유선별의 선별 요소인 포수제 종류와 첨

가량, 광액의 pH 변화, 교반속도, 기포제 첨가량에 따

른 미연탄소 회수율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미연탄

소 회수율은 식 (1)의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Recovery(%) = ×100 (1)

기계적 요소 변화로는 Denver sub-A형 부유선별기의

최저 교반속도보다 더 낮은 교반속도로 조절하기 위하

여 스라이닥스 전압조정기(HCS-2SD20)를 사용하였다.

또한, 에어컴프레셔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공기량을 조

절할 수 있도록 조작한 후, 공기 주입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았다.

부유선별을 통해 회수된 미연탄소의 발열량(cal/g)과

함량(%) 분석은 Calorimeter(IKA C2000 basic) 장비

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일반 광물 부유선별 설계 요소 변화에 따른 영향

플라이애시 내 미연탄소를 회수하기 위하여 먼저, 부

유선별의 선별 요소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3.1.1. 포수제 종류에 따른 영향

포수제를 선정을 위하여, 석탄 부유선별에 가장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Kerosene과 Soybean oil, Safflower

oil을 사용하여 각 포수제에 따른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

연탄소 함량을 살펴보았다. 

이 때, 포수제는 500 g/ton, 기포제는 AF65를 300 g/

ton 비율로 사용하였으며, pH는 자연 pH인 10, 교반속

도는 1,200 rpm, 광액의 농도를 10%로 고정하여 실험

을 실시하였다. 포수제 종류에 따른 미연탄소 회수율과

함량은 Fig. 3과 같다. 

포수제로 Safflower oil을 사용하였을 때 미연탄소 회

수율이 41%, 미연탄소 함량이 28.1%로, Kerosene과

Soybean oil에 비하여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수제로 사용한 oil의 지방 조성표는 Table 2와 같다.

Kerosene은 포화 지방으로 100% 이루어져 있는 것

float weight float carbon×

feed weight feed carbon×
---------------------------------------------------------------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fly ash unit : %

SiO2 Fe2O3 Al2O3 CaO TiO2 SO3 V2O5 WO3

73.8 5.53 14.33 3.21 1.1 0.61 0.04 0.02

ZnO ZrO2 K2O BaO MnO PbO SrO CuO

0.02 0.05 1.15 0.02 0.03 0.01 0.06 0.01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 of fly ash.

Fig. 3. Recovery of unburned carbon according to the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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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 Soybean oil은 포화 지방이 7~19%,

불포화지방은 이중 결합이 1개인 Oleic acid가 20~35%,

이중 결합이 2개인 Linoleic acid가 약 50~57%로 구

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연

탄소 함량이 가장 우수하였던 Safflower oil은 포화 지

방이 5~12%, 불포화 지방으로는 이중 결합이 1개인

Oleic acid가 8~25%, 이중 결합이 2개인 Linoleic

acid가 약 60~80%로 구성되어, Kerosene과 Soybean

oil 비해 Linoleic acid 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16). 

부유선별 포수제는 탄화수소의 체인 길이 차이와 이

중 결합 수에 따라서 포수력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따라서 Safflower oil은 이중 결합이 2개

이상인 Linoleic acid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높은 포수

력으로 Kerosene과 Soybean oil에 비해 미연탄소 회수

율과 미연탄소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결과는 Seung-Woo Yoo 등17)의 미연 탄소 회수

를 위한 부유선별 연구에서 Kerosene과 Soybean oil,

Canola oil을 유상포수제로 사용한 실험에서 Kerosene

에 비하여 Soybean oil과 Canola oil이 실수율과 미연

탄소 함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

한다.

3.1.2. pH 변화에 따른 영향

pH 변화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pH를 5~11

까지 변화에 따른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 함량을

살펴보았다. 

이 때, 포수제 Safflower oil을 500 g/ton, 기포제는

AF65 300 g/ton 비율로 사용하였으며, 교반속도는

1,200 rpm, 광액의 농도를 10%로 고정하여 실험을 실

시하였다. pH에 따른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 함량

은 Fig. 4와 같다. 

그 결과 pH 7에서 미연탄소 회수율이 51%로 가장

우수하였으며, 염기성으로 갈수록 미연탄소 회수율이 조

금씩 감소하였다. 회수된 미연탄소의 함량은 pH 변화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때 알칼리 영역에서 부상물의 무게비가 5%로 중

성 영역의 무게비보다 약 2~3% 감소하여, 염기성으로

갈수록 미연탄소 회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aO가 존재하는 플라이애시를 부유선별 할 때,

광액으로 용출된 Ca2+이온이 OH-와 만나 Ca(OH)+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석영 등 회분 입자와 유상 포

수제와 쌍방의 가교 작용을 함으로써 미연탄소에만 흡

착해야 할 포수제가 화분 입자와도 흡착되어 소비됨으

로써, 상대적으로 미연탄소 입자에 대한 선택성을 방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연탄소 입자와 유상포수제

와의 친화성은 중성이나 알칼리 영역에서 큰 차이는 없

지만, 무기질 입자와 유상포수제의 친화성은 중성 영역

보다 알칼리 영역에서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3.1.3. 교반속도 변화에 따른 영향

플라이애시 부유선별의 최적 교반속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교반속도 900 rpm~1,500 rpm까지의 변화에 따른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 함량을 살펴보았다. 

이 때, 포수제 Safflower oil을 500 g/ton, 기포제는

Table 2. Fatty acid compositions of collector16) unit : %

Saturated fat

(이중 결합 無)

Unsaturated fat

Oleic acid

- 이중 결합 1개

Linoleic acid C18H32O2 

- 이중 결합 2개

Kerosene 100 - -

Soybean oil 7~19 20~35 50~57

Safflower oil 5~12 8~25 60~80

Fig. 4. Recovery of unburned carbon according to the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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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65 300 g/ton 비율로 사용하였으며, pH 7, 광액의 농

도를 10%로 고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교반속도 변

화에 따른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 함량은 Fig. 5

와 같다.

Fig. 5를 살펴보면 900 rpm에서 교반속도가 증가할수

록 미연탄소 회수율이 증가하였으며, 1,200 rpm에서

미연탄소 회수율이 61%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교반속도가 1,200 rpm 이상의 조건에서는 미연탄소 회

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교반속도별 부

유선별의 부상물 무게비를 살펴보면 900 rpm~1,200 rpm

의 교반 조건에서는 부상물의 무게비가 7%였으나,

1,200 rpm 이상에서는 부상물의 무게비가 10%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00 rpm 이상의 교반속도에서는

광액 내에 강한 와류가 형성되어, 작고 가벼운 플라이

애시 입자가 침강하지 못한 채 기포와 함께 부유하여

회수됨으로써, 부상물의 무게비는 증가하고, 부유된 미연

탄소의 함량이 낮아져, 미연탄소 회수율 또한 낮아졌다.

따라서, 플라이애시 부유선별 과정에서는 미연탄소 회

수율과 함량이 광액 교반 속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을 알 수 있다.

3.1.4. AF65 첨가량 변화에 따른 영향

기포제 AF65의 첨가량 200 g~600 g/ton의 변화에 따

른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 함량을 살펴보았다.

이 때, 포수제 Safflower oil을 500 g/ton 비율로 사

용하였으며, pH 7, 교반속도 1,200 rpm, 광액의 농도

10%로 고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기포제 AF65 첨

가량에 변화에 따른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 함량

은 Fig. 6과 같다. 

기포제 AF65 첨가량이 400 g/ton일 때, 미연탄소 회

수율이 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0 g/ton

이상에서는 미연탄소 회수율이 57%로 감소하였으며,

400 g/ton일 때 34%였던 미연탄소 함량이 27%로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5. Safflower oil 첨가량에 따른 영향

Safflower oil의 첨가량 300 g~1,000 g/ton의 변화에

따른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 함량을 살펴보았다.

이 때, pH 7, 교반속도 1,200 rpm, 광액의 농도

10%, 기포제 AF65의 첨가량을 400 g/ton 비율로 설정

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Safflower oil 첨가량에 따른

미연탄소 회수율과 함량은 Fig. 7과 같다. 

800 g/ton의 비율로 첨가하였을 때 미연탄소 회수율이

6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첨가량 변화에 따

른 미연탄소 회수율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기포제와 포수제 첨가량 변화에 따른 실험에

서는 미연탄소 부유선별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 Recovery of unburned carbon according to the

agitation speed.

Fig. 6. Recovery of unburned carbon according to the AF65

dosage.

Fig. 7. Recovery of unburned carbon according to the

Safflower oil do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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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부유선별 부상물 SEM/EDS 분석

위의 실험을 토대로, 플라이애시의 부유선별 선별 요

소를 Safflower oil의 첨가량 800 g/ton, pH 7, 교반속

도 1,200 rpm, 기포제 첨가량을 400 g/ton으로 설정하였

을 때,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 함량이 각각 63%,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플라이애시 부유선별 과정에서 미연탄소 회수

율과 미연탄소의 함량이 낮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수된 미연 탄소의 SEM/EDS 분석결과는 Fig. 8과

같다.

Fig. 8을 살펴보면, 일부 미립의 플라이애시가 미연탄

소 내에 고용된 상태로 존재하는 입자를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플라이애시 내 미연탄소는 고온에 의

한 석탄 연소 후, 식는 과정에서 표면에 수많은 공극이

생성되며, 포집 과정에서 공극 내로 미립 구형의 플라

이애시가 고용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12). 

따라서 이러한 입자가 부유선별 시 미연탄소와 함께

부유됨으로써, 미연탄소의 회수율과 미연탄소 함량이 낮

아지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부유선별에서 회수된 부상물을 전자현미

경으로 촬영한 결과는 Fig. 9와 같다. Fig. 9를 살펴보

면 구형의 미립 플라이애시와 미연탄소가 함께 부유된

입자가 관찰되었다. 미연탄소와 함께 부유된 미립의 플

라이애시는 광액 내 교반에 의한 와류 생성으로 침강되

Fig. 8. SEM microphotographs and EDS pattern of unburned carbon.



플라이애시 부유선별 과정에서 교반속도와 공기주입량 변화에 따른 영향 연구 51

자원리싸이클링 제 27권 제 1호, 2018

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기포와 함께 부유되어 미연탄

소 회수율이 낮아졌다. 따라서 구형의 플라이애시 입자

들이 부유하지 않도록 조건을 조절하면, 회수되는 미연

탄소의 함량도 일정 부분 향상 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부유선별 공정에서, 기

계적 선별요소로 생각되는 광액 교반속도와 공기 주입

량에 변화 주었고, 각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미연탄소 회

수율과 미연탄소 함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3.2. Denver Sub-A형 부유선별기의 기계적 조건 변화

3.2.1. 8 L/min의 공기 주입에 따른 선별 영향

B. Shahbazi 등3)의 미립자 부유선별 선행연구 결과

에 따르면, 부유선별의 교반속도 및 주입되는 공기량의

변화에 따라 기포와 입자 간의 접촉각, 흡착 횟수 등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

Fig. 9. SEM microphotographs of floated sample.

Fig. 10. Effect of air rate with agitation speed on Denver Sub-A type fl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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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Denver Sub-A형 부유 선별기의 설계 요소를

확인하고, 교반속도에 따라 주입되는 공기량을 살펴본

결과는 Fig. 10과 같다. 

Denver Sub-A형 부유선별기는 임펠러의 크기에 따라,

동일한 교반속도 대비 주입되는 공기량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최적 교반속도였던 1,200 rpm은 외경

9.6 cm의 임펠러를 사용한 것으로, 이 때 8 L/min 공기

가 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어컴프레셔를 이

용하여 공기주입량을 8 L/min로 고정하고, 교반속도를

900 rpm으로 설정하여 광액 내 와류의 세기를 낮추고,

공기 주입에 따른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 함량을

알아보았다. 

이 때, 포수제 Safflower oil을 800 g/ton, 기포제

AF65 400 g/ton 비율로 사용하였고, pH 7, 광액의 농

도는 10%, 8 L/min의 공기를 주입하고, 교반속도를

900 rpm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교반속도를 1,200 rpm를 설정하였던 실험과

비교한 결과는 Fig. 11과 같다.

앞서 본 연구의 최적 교반속도 실험에서 1,200 rpm

이었을 때, 미연탄소 회수율이 61%, 미연탄소 함량은

32%인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교반속도를 900 rpm

으로 조절하고, 8 L/min의 공기를 주입한 실험에서, 미

연탄소 회수율이 74%로 약 13%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미연탄소 함량 또한 67%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반속도를 낮추어 광액 내 와류를 줄임으로써, 미립

의 플라이애시가 미연탄소와 함께 부유되는 현상을 방

지하고, 부유선별기의 설계 조건보다 공기를 추가 공급

함으로써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 함량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3.2.2. 교반속도 900 rpm에서 공기 주입 변화에 따른

영향

공기 주입량 변화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

기주입량을 4 L~12 L/min의 비율로 조절하였을 때, 미

연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 함량을 살펴보았다. 

실험의 조건은 위의 실험과 같으며, 교반속도가 900

rpm일 때 공기 주입 변화에 따른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 함량은 Fig. 12와 같다. 

실험 결과 공기 주입량이 6 L/min일 때, 미연탄소 회

수율이 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3. 교반속도 800 rpm에서 공기주입량 변화에 따른

영향

추가적으로 스라이닥스를 이용하여 부유선별기의 최

저 교반속도보다 더 낮은 교반속도인 800 rpm으로 조

절하고, 공기주입량 변화에 따른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Fig. 13과 같다. 

공기 주입량이 6 L/min일 때 회수율이 80%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6 L/min 이상으로 공기를 주

Fig. 11. Comparison of recovery at air rate 8L/min and

agitation speed 900 rpm.

Fig. 12. Recovery of unburned carbon according to the air

rate at agitation speed 900 rpm.

Fig. 13. Recovery of unburned carbon according to the air

rate at agitation speed 800 rpm.



플라이애시 부유선별 과정에서 교반속도와 공기주입량 변화에 따른 영향 연구 53

자원리싸이클링 제 27권 제 1호, 2018

입했을 때는 미연탄소 회수율이 낮아졌다. 이는 교반속

도 대비 높은 공기주입 때문에 플라이애시가 기포에 함

께 부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Denver Sub-A형 부유 선별기의 최저 교

반속도를 800 rpm으로 조절하고 공기를 6 L/min 주입

함으로써 약 80%의 높은 미연탄소 회수율을 얻을 수

있었다. 회수된 미연탄소의 발열량은 4,800 cal/g으로,

발전소 에너지 연료(발전소 기준: 4,800~5,500 cal/g)로

써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 실용화 단계에서, 회수된 미연탄소의 에너지 연

료로 활용한다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회수율

과 회수된 미연탄소의 발열량을 높여 효율적인 경제성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플라이애시의 부유선별 과정에서 교반속도와 공기 주

입량 변화에 따른 영향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유선별의 선별 요소인 pH, 교반속도, 포수제 첨

가량, 기포제 첨가량 변화에 따른 실험 결과, Safflower

oil을 포수제로 사용하여 첨가량이 800 g/ton, pH 7, 교

반속도 1,200 rpm, 기포제 첨가량이 400 g/ton였을 때,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 함량이 각각 63%, 34%로

나타났다.

2. 이 때 부상물 SEM/EDS 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

과, 구형의 플라이애시 미립자가 미연탄소 내에 고용되

거나 광액 내에 가라앉지 못하고 기포와 함께 부유되어,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의 함량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반속도와 공기주입량과 같은 기계적 요소를 변

화시킨 실험에서는 공기주입량 8 L/min, 교반 속도 900

rpm에서 미연탄소 회수율 74%, 미연탄소 함량이 67%

로 나타났다. 

4. 공기주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에서는 6 L/min의 공기를 주입할 경우 미연탄소 회수율

이 77%, 미연탄소 함량이 약 69%로 증가하였다.

5. 교반속도와 공기주입량을 각각 800 rpm, 6 L/min

으로 설정하였을 때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 함량

이 각각 80%, 70%로 향상되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된 미연탄소 발열량은 약 4,800 cal/g으로

발전소 에너지 연료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러

한 결과는 실용화 측면에서 일부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플라이애시와 같은 미립의 입자를 대상으로 부유선별

시, 부유선별기의 교반속도를 조절하고, 공기를 추가적

으로 주입하였을 때 높은 미연탄소의 회수율과 미연탄

소 함량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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