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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석탄화력 발전시 석탄은 석탄회로 발생하게 되는데 비회(fly ash)가 80%, 저회(bottom ash)가 20% 비율로 발생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장에 전량 폐기되고 있고, 비회 및 저희를 매립하는 매립장이 포화될 경우 새로운 대

체 매립장을 건설하지 못하는 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회를 

재활용하여 자원화하기 위해 습식 부유선별기술(부선과정)을 이용하여 비회 내 유용성분{미연탄소(unburned carbon, UC), 

뮬라이트(ceramic microsphere, CM), 실리카(cleaned ash, CA)}을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유용성분들의 특성분석으로 산업

소재로 재활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비회로부터 회수된 유용성분의 회수율은 UC 92.10%, CM 75.75%, CA 69.71%로 부

선과정을 통하여 UC가 다른 성분보다 회수율이 16 ~ 22%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UC의 연소가능성분(combustible 

component, CC)은 52.54wt%, 발열량도 4,232 kcal kg
-1
로 높아서 석탄 기준 C의 함량 100%일 경우 8,100 kcal kg

-1
로 감안할 

때 산업용 연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CM과 CA의 분리는 pH의 영향으로 UC 보다는 화학적 분리가 효과적이

었으며, 회수된 CA의 SiO2 함량은 78.66wt%, CM의 SiO2 함량은 53.55wt%로 나타나 산업용 소재로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석탄회, 비회, 습식부유선별, 미연탄소

Abstract : Upon the combustion of coal particles in a coal-fired power plant, fly ash (80%) and bottom ash (20%) are 

unavoidably produced. Most of the ashes are, however, just dumped onto a landfill site. When the landfill site that takes the fly 

ash and bottom ash is saturated, further operation of the coal-fired power plant might be discontinued unless a new alternative 

landfill site is prepared. In this study, wet flotation separation system (floating process) was employed in order to recover 

unburned carbon (UC), ceramic microsphere (CM) and cleaned ash (CA), all of which serving as useful components within fly 

ash. The average recovered fractions of UC, CM, and CA from fly ash were 92.10, 75.75, and 69.71, respectively, while the 

recovered fractions of UC were higher than those of CM and CA by 16% and 22%, respectively. The combustible component 

(CC) within the recovered UC possessed a weight percentage as high as 52.54wt%, whereas the burning heat of UC was 

estimated to be 4,232 kcal kg
-1

. As more carbon-containing UC is recovered from fly ash, UC is expected to be used successfully 

as an industrial fuel. Owing to the effects of pH, more efficient chemical separations of CM and CA, rather than UC,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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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대부분이 미분탄 연소방식을 채택

하고 있고, 발전연료는 주로 호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역청탄, 아역청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미국, 캐나다 산

의 역청탄을 사용하고 있다. 석탄화력 발전시 석탄에 함유된 

회분은 석탄회로 발생하게 되는데 비회(fly ash)가 80%, 저회

(bottom ash)가 20% 비율로 발생된다[1,2]. 국내 10개의 화력

발전소에서는 연간 850만톤의 석탄회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300만톤의 석탄회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장에 폐기되

고 있는 실정이다[3]. 현재 석탄 화력발전소에서는 부산물인 

석탄회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

는 환경문제, 발전소의 회처리장 건설비 과대소요 및 매립지 

부족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의 석탄회 재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철강 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라 총 15개 항목으

로만 재활용 되고 있고, 최근 석탄회 재활용 관련 규정이 강

화되어, 전체 석탄회 재활용율이 75%를 상회하고 있으나 수

요가 지속적이지 않은 토목공사 매립재, 채움재 등에 일시적

으로 사용되고 있어 재활용률이 감소할 것이다. 더구나 정부

에서는 강화된 자원순환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석탄회 매립장

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있어 향후 석탄회 매립장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석탄회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며[4-9], 석탄회를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으

로 인식전환하고 석탄회에 포함되어 있는 유용성분을 회수하

여 고부가가치 산업용 소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여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석탄회를 재활용하는 상용화된 국내 기술은 다양하지 

않는 실정이며, 호주에서는 석탄회에서 마그네슘을 추출하는 

기술이 상용화 되었고, 미국, 일본, 유럽은 석탄회(fly ash)를 

일부 사용한 SM(저강도 고유동재료), structural fills, back fill, 

mine fill 개발 등을 상용화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환

경적인 측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석탄회를 콘크

리트재, 광해방지용과 제방 및 구조물로 재활용함으로써 석

탄회의 상업적 가치를 상당히 인정받고 있으며, 자원으로 여

겨지고 있다[4,5]. 영국의 락트론사는 원료의 70%는 매립장

에서 습식선별, 30%는 발전소에서 슬러리화(농도 20%)하여 

별도의 슬러리 저장탱크 없이 세노스피어 탱크에 펌프로 이

송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미연탄소 제거 설비는 비회가 매우 

미세함으로 덴버 Cell 타입이 아닌 독자적인 컬럼 Cell 형식을 

채택하여 미연탄소를 선별하고 있다. 석탄회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은 총 5종으로 미연탄소, 세노스피어, 자철석, 알파(Alpha), 

델타(Delta)를 생산 중에 있으며, 생산된 제품의 활용은 미연

탄소는 활성탄 및 연료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세노스피어는 

우주선 내화재, 세라믹 제조, 자철석 마그네틱 필터, 전도성 

폴리머 필러, 알파(Alpha)는 시멘트 혼합재(100% 레미콘사에 

판매), 델타(Delta)는 경량블록, 프리케스트 콘크리트의 용도

로 사용하고 있다.

석탄회 중에서 비회는 입자가 미세하고 또한 포졸란

(pozzolan)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시멘트 대체재로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으며, 저회는 입자크기가 다양하여 분쇄, 채분리 

공정을 거쳐 토목재, 농업용, 조경분야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석탄회의 80%가 비회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비회를 재활

용하여 자원화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면서 경제적이다. 따

라서 이를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석탄회로부터 재이용 가능한 

성분을 효율적으로 분리회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석탄

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회는 연소조건, 보일러 형태, 연소

율, 집진장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특성이 결정되기 때

문에 동일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비회 일지라도 석탄의 산지

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재활용의 목적으

로 분리 회수하는 석탄회의 경우 품질에 대한 균일화 확보가 

필요하며, 경제성이 있는 성분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재활

용 기술과 제품의 상용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회로부터 유용성분을 회수하기 위

하여 습식 부유선별기술을 이용하였다. 습식 부유선별은 습

식 선별법의 일종으로 광석을 잘게 분쇄하여, 그 현탁액 속에 

포수제(collector), 기포제(frother) 등의 첨가제를 혼합하고 그 

안에 다량의 공기를 불어넣을 때 어떤 종류의 광석 입자는 

기포에 부착되어 표면에 떠오르고 돌 입자는 물 속에 남게 

되며, 부유한 기포를 모아 정광을 얻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비금속 광물의 선별에 넓게 적용되며, 정광 혼합물의 분별에 

주로 이용되고 있고[10,11], 비회로부터 미연탄소(UC)를 회

수하기 위하여 적용하기도 하였다[12-15]. 본 연구에서는 이

런 부유선별 기술을 활용하여 미립의 비회가 현탁 되어 있는 

슬러리에 미세한 기포를 발생시키면 소수성 표면을 가진 입

자는 기포에 부착되어 수면위로 부유되고, 친수성 표면을 가

진 입자는 부유되지 못하고 슬러리에 남게 되어 비회로부터 

유용성분(UC, CM, CA)을 분리하게 된다. 고순도의 유용성분

을 가장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부유선별 운전조건을 최

적화하고, 회수된 유용성분의 특성분석을 통하여 각종 산업

용 소재로 재활용가능성을 알아보았다. 

2. 실험방법 

2.1. 재료 및 실험장치 

본 실험에 원료로 사용된 비회는 영흥화력발전소 비회(fly 

ash)를 사용하였고, 실험장치는 Figure 1과 같이 구성하였다. 

obtained. The average SiO2 contents within the separated CM and CA had a value of 53.55wt% and 78.66wt%, respectively, 

which is indicative of their plausible future application as industrial materials in many fields. 

Keywords : coal ash, fly ash, wet flotation separation, unburned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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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선별기는 Denver sub NO.6 (6# Cell)를 참고로 자체 제작

한 부선기로서, 전체 공정을 자동화하여 습식부선을 이루도

록 하였다. UC 회수를 위한 1차 및 2차 부선과정의 기포제는 

AF-#65를 포수제는 kerosene을 사용하였고, CM 및 CA 회수

를 위한 3차 부선과정의 포수제는 Aromoflote-#18을 pH 조절

제는 H2SO4를 사용하였다. 

2.2. 실험조건 및 방법

본 실험에서는 UC 분리를 위하여 2회 부선과정을 거치며, 

CM과 CA 분리를 위해 1회, 총 3차례의 부선과정을 수행하였

다. 1, 2차 부선시약은 보관, 유통, 구매가 용이한 kerosene을 

포수제(collector)로 사용하였고 UC 입자의 부착력과 부유력

을 높이기 위한 기포제(frother)로 AF-#65를 사용하여 회수율

을 증가시켰다. 각 부선단계에 따른 최적의 운전조건을 알아

보기 위하여 각 부선별 포수제, 기포제, 약품혼합탱크 교반시

간, pH, 슬러리 농도 및 부선기 cell당 체류시간 등을 변화시

켜 유용성분의 회수율을 조사하였다.

1차 부선조건은 포수제로 kerosene 7 ~ 12 mL min-1, 기포제

로 AF-#65 6 ~ 10 mL min-1 투입하였으며, 약품혼합탱크의 교

반시간은 13 ~ 20 min, pH는 8.5 ~ 11.5범위로 조절하고 슬러

리 농도는 23 ~ 30%, cell 당 체류시간은 4 ~ 6 min 으로 하여 

비회로부터 UC를 분리한 후 2차 부선을 하였다. 2차 부선조

건은 포수제 kerosene 2 ~ 3 mL min-1, 기포제 AF-#65 2 ~ 3 mL 

min-1 투입하였으며, 부선상태에 따라서 투입하지 않은 경우

도 있었다. 또한 1차, 2차 부선과정을 포함한 총 12 cell을 사

용하여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때 UC가 정제 석탄회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3차 부선조건은 포수제로 Armoflote-#18 (3 ~ 5 mL min-1), 

pH 조절제로 H2SO4 (18 ~ 23 mL min-1)을 투입하여 pH는 1.9

~ 2.5 범위로 조절하였고 약품혼합탱크의 교반시간은 90 ~

100 min으로 하였다. Armoflote-#18는 포수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기포제의 기본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포제는 투입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슬러리 액상 조절을 위

해 H2SO4를 pH 조절제로 사용하여 산성 조건하에 실험을 진

행하였다. 

2.3. 유용성분의 회수율 및 특성분석

유용성분 회수율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위치는 Figure 1에 

표시된 ①, ③, ④이며, 유용성분 분석을 위한 시료는 ②, ④, 

⑤에서 채취하였다. 부선과정을 거쳐 얻어진 유용성분(UC, 

CM, CA)의 회수율은 화학적 조성비율과 각 유용성분의 건조

시료 무게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유용성

분의 회수율을 도출하였다. UC의 회수율은 Equation (1), CA

의 회수율은 Equation (2), CM의 회수율은 Equation (3)을 적

용하였고, CM은 화학적 조성의 3Al2O3:2SiO2의 분자량 비

(2.5:1)를 계산하여 회수율을 산출하였다. UC의 회수율 산정 

시 ②번의 시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②번의 시료에는 포수

제로 사용된 kerosene이 전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

(2)

(3)

유용성분의 회수율 산정에 필요한 화학적 조성비율은 XRF 

(MXF-2400, Shimadzu, Japan)로 분석하였고, 발전 연소과정

에서 연소하고 남아있는 연소가능성분(combustible component, 

CC)의 함량은 강열감량법으로 측정하였다. 

비회 및 유용성분 입자들의 표면 형상은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JSM-7001F (Jeol, Japan)

으로 분석하였고 입도분포 특성은 Mastersizer 2000 (Malvern)

을 사용하여 시료를 용액에 분산시켜서 레이져 빔의 광축을 

통과시켜서 측정하는 습식측정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광물

학적 결정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X선 회절(X-ray diffraction, 

XRD)분석은 D/Max 2200 (Rigaku)를 사용하였고 화학적 성분 

분석을 위한 X선 형광(X-ray fluorescence , XRF)은 MXF-2100 

(Shimadzu)를 사용하였다. UC의 발열량은 calorimeter (AC600, 

Leco, USA)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부유선별의 최적 운전 조건 

각 부선단계에 따른 최적의 운전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부선별 포수제, 기포제, 약품혼합탱크 교반시간, pH, 슬러

리 농도, Cell당 체류시간 등을 변화시켜 최적의 부선 효율을 

Figure 1. Experiment process of wet flotation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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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으며, 각 부선단계별 최적의 운전조건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1차 및 2차 부선 전에 약품 혼합탱크에서 원료물

질인 비회와 포수제, 기포제 및 물과의 최적 교반시간은 15 

min으로 충분하였고 1차 부선에서 포수제의 주입량은 10 mL 

min-1, 기포제 주입량은 8 mL min-1일 때 가장 UC의 회수율이 

좋았으며, 2차 부선에서 UC를 회수하고 난 뒤의 침전물과 포

수제 및 pH 조절제를 혼합하는 3차 부선전의 약품 혼합탱크

의 최적 교반시간은 100 min으로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1차 및 2차 부선을 위한 약품에는 3차 부선에서 사용하지 않

는 기포제가 포함됨으로써 약품이 좀 더 빠르고 균일하게 혼

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3차 부선에서 포수제의 최적 주입

량은 4 mL min-1으로 조사되었고 pH 조절제로 황산(H2SO4)

의 주입량은 20 mL min-1으로 할 때 CA와 CM의 회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차 및 2차 부선단계에서 UC를 회수할 때 pH 11의 약 알카

리조건에서 더욱 효율이 좋게 나타났으며, 3차 부선단계에서 

CM과 CA를 회수할 때는 강산성 조건인 pH 2에 회수율이 높

게 나타났다. 이것은 CM과 CA의 화학적인 분리가 산성 조건

에서 더 잘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1차 및 2차 

부선에서 슬러리의 농도는 25%일 때 3차 부선에서는 20%일 

때 부선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비회(fly ash)의 특성분석

일반적으로 국내무연탄은 30 ~ 40% 정도 그리고 유연탄은 

5 ~ 15% 정도 불연성 회분이 함유되어 있어 석탄 연소 시 석

탄회가 발생되며, 발전 보일러의 연소온도, 탄종, 분쇄입도, 

체류시간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인 성질로 변화된

다. 석탄회는 다공성 구형 입자와 단단한 구형입자로 이루어

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1 µm에서 100 µm정도의 크기로 이루

어져 있다. 다공성 구형 입자와 단단한 구형 입자의 발생 비

율은 집진장치, 석탄의 종류 그리고 연소효율에 따라 다소 차

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5:95 정도로 단단한 구형입자의 발

생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의 실험 원료는 영흥화력발

전소에서 화력발전 후 대부분 폐기되는 폐석탄회 중 비회(fly 

ash)를 사용하였다. 

Figure 2는 원료로 사용된 비회의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사진이다. 입자의 크기는 상이하

며, 거의 대부분의 입자들이 구형으로 이루어졌다. 밝은 빛

의 구형입자는 미네랄 광물인 CM (뮬라이트), CA (실리카)

Table 1. Optimum operating conditions of wet flotation separation system

Items 1st flotation separator 2nd flotation separator 3rd flotation separator

Chemical stirring time 15 min 15 min 100 min

Collector
Kerosene :

10 mL min-1

Kerosene :

3 mL min-1

Armoflote-#18

4 mL min-1

Frother
AF-#65 :

8 mL min-1

AF-#65 :

3 mL min-1 -

pH 11 11 2

Slurry concentration 25% 25% 20%

Residence time per cell 5 min 5 min 5 min

(a)

(b)

(c)

Figure 2. SEM images of fly ash as raw material; (a) × 100, (b) × 

1000, (c)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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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되고, 반면 검은색 입자들은 연소되지 않은 미연탄

소(unburned carbon)와 철화합물로서 미연탄소의 입자형태

는 불규칙적이며 다공성의 입자형태를 나타낸다. 다공성 입

자의 구멍에는 5 µm 이하 입자들이 다수 흡착된 형태가 관찰

되었다. 

비회의 입도구성은 주로 1 ~ 100 µm 범위로 나타나 있으

나, 정확한 비회 시료의 입도분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Mastersizer 2000 (Malvern)을 사용하여 습식측정법으로 측정

한 결과 비회 시료의 입도분포는 5 µm 이하가 평균 24.1%로 

다른 크기((5 ~ 10 µm, 10 ~ 25 µm, 25 ~ 45 µm, 90 µm 이상)

에 비해 가장 분포비율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90 µm 이상 

입자는 평균 10.7%로 조사되어 비회는 90 µm 이하의 미립자

가 약 90%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회의 결정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X선 회절(X-ray 

diffraction, XRD)분석을 하여 Figure 3에 나타내었다. 2-theta 

값이 27 °, 21 °에서 각각 Tridymite (SiO2) 피크, Quartz (SiO2) 

피크가 크게 나타났고 17 °, 26 °에서 Mullite (Al6Si2O13) 피크

가 주로 관찰되었으며, Gypsum (CaSO4･2H2O)의 피크도 미

량 확인되었다. 각 피크의 면적을 계산하여 정량화 하였으며, 

Tridymite가 평균 84.95wt%로 함량비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Mullite 9.15wt%, Quartz 5wt% 순으로 조사되었다. 

비회의 화학적 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선 형광(X-Ray 

Fluorescence, XRF)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SiO2와 Al2O3 성분의 합이 69.61 ~ 70.11wt%이고, CaO와 

MgO성분이 각각 5.31 ~ 5.53wt%, 1.86 ~ 1.87wt%이며, 특히 

Fe성분이 6.18 ~ 6.48wt% 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비회

를 800 ℃정도의 고온으로 감량이 될 때까지 강열시키면 

결정수를 제외한 미연탄소분(C, CO)이나 황(S)과 같은 성

분이 제거되어 중량의 감량이 생기는데, 이를 원시료에 대

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강열감량이라 한다. 비회의 경우 

강열감량의 대부분이 발전 연소 과정에서 연소되고 남아 

있는 연소가능성분(CC)의 함량이며, 5.2%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비회 중 연소가능성분은 주로 탄소성분으로 연소 환

경 특히, 공기공급량이 부족하면 많이 생성되는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다공질이며, 비결정의 활성탄과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

3.3. 미연탄소(UC)의 회수 및 특성분석

UC는 화력발전소의 보일러실 내부의 온도를 서서히 가열

시킬 때, fly ash 집진 과정에서 원탄이 타지 않고 남아 있는 

부정형의 입자들이다. 최적의 운전조건에서 1차 및 2차 부선

과정에 의해 비회로부터 UC를 회수하였는데, UC의 회수율

은 3회의 실험결과를 평균하여 산출하였고 평균회수율은 

92.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Table 3). 부유선별에 의해 비

회로부터 UC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

나 포수제로서 kerosene만 사용한 경우 미연탄소의 부유제거 

능력이 크기 않았다[13,1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kerosene과 

함께 기포제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부유성과 흡착력이 향상되

어 UC의 회수율을 증가 시킬 수 있었다. 

회수된 UC의 화학적 성분은 XRF로 분석하여 Table 4에 나

타내었다. 연소가능성분(CC)의 함량이 평균 52.54wt%로 높

게 나타났고 Al2O3와 SiO2는 각각 20.42wt%와 11.05wt%로 

나타났다. CC의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은 포수제로 사용된 

kerosene의 탄소성분이 전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Al2O3와 SiO2의 함량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미연탄소 입자 

내 공극사이에 실리카와 알루미나가 혼재된 작은 입자들이 포

획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연탄소의 X선 회절분석

(XRD)결과 Tridymite (SiO2), Quartz (SiO2), Mullite (Al6Si2O13)

Figure 3. XRD of fly ash.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fly ash as raw material

Composition
Content (wt%) Average content 

(wt%)1st test 2nd test 3rd test

CC 4.70 5.29 5.61 5.20

SiO2 47.45 47.48 47.12 47.35

Al2O3 22.36 22.63 22.49 22.49

Fe 6.48 6.33 6.18 6.33

CaO 5.53 5.52 5.31 5.45

MgO 1.88 1.88 1.86 1.87

K2O 1.12 1.14 1.14 1.13

Na2O 1.35 1.45 1.30 1.37

TiO2 1.17 1.15 1.15 1.16

MnO 0.10 0.10 0.10 0.10

P2O5 1.17 1.19 1.12 1.16

Table 3. The results of UC recovery rate

Test 

No.
Sample 

Dry weight

(kg)

Content of CC

(wt%)

Recovery 
rate
(%)

Average 

(%)

1
st

① 13.67 4.70
92.63

92.10

③ 5.45 0.87

2nd
① 7.52 5.29

92.83
③ 2.13 1.34

3rd
① 13.66 5.61

90.83
③ 5.45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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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크가 주로 관찰되었고(Figure 4), Tridymite가 평균 90.4wt%

로 함량비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Mullite 6.9wt%, Quartz 2.7wt% 

순으로 조사되었다.

분리 회수된 UC의 SEM 이미지는 Figure 5와 같다. 대부분

은 괴상 입자들과 구형 입자들이 일정부분 분포하고 있고 

2000배로 확대한 사진에서는 큰 괴상 입자에 많은 기공이 있

고 그 안에 수 µm의 구형 입자들이 기공에 포획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UC의 입도분포 분석결과(Figure 6) 5 µm 이

하의 입자는 평균 11.6%, 5 ~ 10 µm 8.4%, 10 ~ 25 µm 17.2%, 

25 ~ 45 µm 14.8%, 45 ~ 90 µm 26.5%, 90 µm 이상은 21.5% 

비율로 조사되었다. 25 µm 이하의 입자는 UC 입자의 기공에 

포획되어 있는 뮬라이트 및 실리카 입자로 판단된다. 그리고 

UC의 발열량은 최저 3,876.6 kcal kg-1, 최고 4,547.5 kcal kg-1

로 측정되었으며, 평균 4,232.0 kcal kg-1로 나타났다. 석탄 기

준 C의 함량 100%일 경우 8,100 kcal kg-1로 감안할 때 폐기물

연료로 인정받아 산업용 연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3.4. 실리카(CA)의 회수 및 특성분석

실리카는 천연에서 석영, 수정형의 결정형과 마노, 화타석, 

옥수 등의 비정형, 그리고 불순한 것은 규석, 규사 등으로 산 출된다. 용융된 것을 냉각하여도 원래의 결정 상태로는 되돌

Figure 4. XRD of recovered UC.
(a)

(b)

(c)

Figure 5. SEM images of recovered UC; (a) × 100, (b) × 1000, (c) 

× 2000.

Figure 6.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recovered UC.

Table 4. Chemical composition of recovered UC

Composition
Content (wt%) Average content

(wt%)1st test 2nd test 3rd test

CC 55.86 52.01 49.76 52.54

SiO2 19.78 20.10 21.39 20.42

Al2O3 10.29 11.09 11.76 11.05

Fe2O3 2.10 2.03 2.03 2.05

CaO 2.36 2.48 2.63 2.49

MgO 1.26 1.34 1.45 1.35

K2O 0.49 0.48 0.51 0.49

Na2O 0.49 0.58 0.62 0.56

TiO2 0.61 0.59 0.62 0.61

MnO 0.05 0.05 0.05 0.05

P2O5 0.55 0.59 0.63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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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지 않고, 석영 유리가 된다. 실리카는 그 결정형의 차이

에서 석영, 수정, 수정유리, 실리카겔로 나누어진다. 

습식 부유선별 공정에 의해 비회로부터 CA는 평균 69% 

이상의 회수율을 보였다(Table 5). 이는 UC의 회수율에 비해

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XRF 분석결과 화학성분으로 SiO2 

함량이 평균 78.66wt%로 가장 높고, Al2O3 함량이 14.61wt%로 

대부분 SiO2와 Al2O3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6). 

회수된 CA의 입도분포 분석결과 5 µm 이하의 입자는 평균 

29.6%, 5 ~ 10 µm 19.9%, 10 ~ 25 µm 29.8%, 25 ~ 45 µm 

9.9%, 45 ~ 90 µm 6.3%, 90 µm 이상은 4.4% 비율로 조사되었

다(Figure 7). 90 µm 이상 입자는 평균 4.4%로 조사되어 실리

카는 90 µm 이하의 미립자가 약 96wt% 존재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CA를 입도별로 XRD를 분석한 결과는 Figure 8에 나

타내었다. 25 µm 이하, 25 ~ 90 µm, 90 µm 이상에 대한 세 

가지 시료의 광물조성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입자크기 25 

µm 이하의 경우 25 ~ 90 µm와 90 µm 이상의 입자크기에 비

해 XRD 피크의 intensity가 높게 나타났다. 입자크기 25 µm 

이하의 경우 Mullite 광물의 intensity가 25 ~ 90 µm, 90 µm 이

상의 입자크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회수된 CA는 입도선별하여 25 µm 이하, 25 ~ 90 µm, 90 

µm 이상 입자로 나누어 표면형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SEM 

사진을 분석하였다(Figure 9). 25 µm 이하 SEM 사진은 뮬라

이트의 특징인 구형 입자가 다수 관찰되었으며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서로 뭉쳐져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25 ~ 90 µm 

SEM 사진은 비구형의 CA로 추정되는 입자가 다수 관찰되었

고, 90 µm 이상 SEM 사진은 비구형의 입자가 다수 관찰되었

으나, 표면에 미세한 입자들이 달라붙어 있는 특징이 관찰되

었다.

회수된 CA는 단열재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전도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입자의 크기별 SiO2의 함량 

변화 때문에 입자크기별 열전도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

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단열재의 열전도도 표준물질 인증절

차에 명시되어 있는 열전도도 1 W mK-1 이하로 조사되었고, 

입자크기 25 µm 이하 CA의 경우 열전도도 0.06 W mK-1으로 

가장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3.5. 뮬라이트(CM) 회수 및 특성분석

뮬라이트는 실리카･알루미나계의 내화물로서, 3Al2O3･

2SiO2의 조성을 지니며[16], 1800 ℃ 이상의 온도에 견디므

로, 전기로의 내화재료로서 뛰어나다. 천연으로도 산출되지

만, 실리마나이트를 전융합성해서 제조하는 일도 많다. 3:2 

(3Al2O3･2SiO2) 조성에서 2:1 (2Al2O3･SiO2)조성 사이에 존재

하기 때문에 3/2 또는 2/1 뮬라이트라 하며, 고온용 내화물, 

석기와 자기 내의 강도를 증가시켜 주는 것으로서 사용된다.

습식 부유선별에 의한 CM의 회수율은 평균 75.75%로 CA

보다 높은 회수율을 나타냈다(Table 7). CM의 입도분포 분석

결과는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입도분포 특성을 보면 5 µm 

Table 5. The results of CA recovery rate

Test Sample 
Dry weight

(kg)

Content (wt%) Recovery rate

(%)

Average 

(%)SiO2 Al2O3

1
st

③ 4.97 60.06 21.09
64.58

69.71

④ 2.20 52.79 28.70

2nd
③ 3.96 79.03 11.39

76.42
④ 1.57 54.31 25.07

3rd
③ 4.97 70.28 14.69

68.13
④ 2.34 53.55 24.89

Figure 7.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recovered CA.

Table 6. Chemical composition of recovered CA

Composition
Content (wt%) Average content

(wt%)1st test 2nd test 3rd test

SiO2 78.38 78.83 78.77 78.66 

Al2O3 14.56 14.88 14.40 14.61 

Fe2O3 1.55 1.66 1.63 1.61 

CaO 0.93 0.88 0.92 0.91 

MgO 0.61 0.58 0.58 0.59 

K2O 0.95 0.94 0.93 0.94 

Na2O 0.45 0.41 0.45 0.44 

TiO2 0.66 0.67 0.65 0.66 

MnO 0.03 0.03 0.03 0.03 

P2O5 0.10 0.07 0.09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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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입자는 평균 29.1%, 5 ~ 10 µm 13.2%, 10 ~ 25 µm 

19.2%, 25 ~ 45 µm 11.4%, 45 ~ 90 µm 16.0%, 90 µm 이상은 

11.2% 비율로 조사되었다.

회수된 CM의 XRF 분석결과(Table 8) SiO2 함량이 평균 

53.55wt%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Al2O3 함량이 26.22wt%

로 습식분리로 인하여 Al2O3의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리카와 달리 Fe2O3, CaO 조성도 각각 평균 

4.64, 3.90wt%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CM의 XRD 분석결과는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2-theta 값이 

Tridymite (SiO2) 피크, Quartz (SiO2) 피크, Mullite (Al6Si2O13) 

피크가 주로 관찰되었으며, Corundum (Al2O3) 피크가 미량 조사되었고, Tridymite가 평균 79.35wt%로 함량비가 높게 조

(a)

(b)

(c)

Figure 8. XRD of CA with various particle size; (a) Below 25 µm, 

(b) 25 ~ 90 µm (c) Above 90 µm.

(a)

(b)

(c)

Figure 9. SEM images of CA with various particle size; (a) Below 

25 µm, (b) 25 ~ 90 µm, (c) Above 90 µm. 

Figure 10.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recovered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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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으며, Mullite 11.35wt%, Quartz 7.15wt% 순으로 조사

되었다. 

회수된 CM의 SEM 사진은 입도 선별하여 25 µm 이하, 25

~ 90 µm, 90 µm 이상 입자크기로 나누어 나타내었다(Figure 

12). 25µm 이하 SEM 사진은 CM의 특징인 구형 입자가 다수 

관찰되었으며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서로 뭉쳐져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고, 25 ~ 90 µm SEM 사진은 비구형의 입자가 다

수 관찰되었다. 90 µm 이상 SEM 사진은 입자가 불규칙하고 

표면이 울퉁불퉁한 형태로 관찰되었다. 

CM의 입자는 CA보다 작은 구형입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

며, 입자가 큰 비구형의 형태도 소량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

다. SEM 분석결과 부선 효과로 CA와 CM의 분리가 잘 이루

어진 것으로 사료되며, CM에 가까울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

고, 구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습식 부유선별기술을 이용하여 비회 내 유

용성분(미연탄소, 뮬라이트, 실리카)을 분리 및 회수하였고, 

회수된 유용성분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비

회로부터 회수된 유용성분의 회수율은 UC 92.10%, CM 

75.75%, CA 69.71%로 부선과정을 통하여 UC가 다른 성분보

Table 7. The results of CM recovery rate

Test Sample 

Dry 

weight

(kg)

Content (wt%) Recovery 

rate

(%)

Average 

(%)SiO2 Al2O3

1
st

③ 4.97 60.06 21.09
60.23

75.75

④ 2.20 52.79 28.70

2nd
③ 3.96 79.03 11.39

87.16
④ 1.57 54.31 25.07

3
rd

③ 4.97 70.28 14.69
79.86

④ 2.34 53.55 24.89

Table 8. Chemical composition of recovered CM

Composition
Content (wt%) Average content

(wt%)1st test 2nd test 3rd test

SiO2 52.79 54.31 53.55 53.55 

Al2O3 28.70 25.07 24.89 26.22 

Fe2O3 4.63 4.73 4.54 4.64 

CaO 3.01 4.05 4.65 3.90 

MgO 1.28 1.53 1.60 1.47 

K2O 1.29 1.25 1.24 1.26 

Na2O 1.12 1.38 1.49 1.33 

TiO2 1.39 1.36 1.28 1.34 

MnO 0.06 0.07 0.07 0.07 

P2O5 0.70 0.89 1.12 0.90 

Figure 11. XRD of recovered CM.

 

(a)

(b)

(c)

Figure 12. SEM images of CM with various particle size; (a) 

Below 25 µm, (b) 25 ~ 90 µm, (c) Above 9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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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수율이 16 ~ 22%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유

선별 과정에서 포수제인 kerosene과 기포제인 AF-#65을 첨가

함으로써 물 위에 부유되는 UC가 가장 효과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판단되며, XRF 분석결과 연소가능성분(combustible 

component, CC)의 함량도 52.54wt%로 4,232.0 kcal kg-1의 발

열량이 분석되었다. 석탄 기준 C의 함량 100%일 경우 8,100 

kcal kg-1로 감안할 때 폐기물연료로 인정받아 산업용 연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CM와 CA의 분리는 pH의 

영향으로 UC보다는 화학적 분리가 더욱 효과적이었으며, 

CA는 69% 이상, CM은 75.75%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CM

의 회수율이 CA의 회수율에 비해 우수한 것은 pH의 영향도 

있지만 포수제인 Armoflote-#18의 첨가로 부유된 CM의 회수

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XRF 분석결과 습식 분리를 

통하여 CA의 SiO2 함량 78.66wt%, CM의 SiO2 함량 53.55wt%

로 SiO2 함량이 25% 낮아졌으며, CA의 Al2O3 함량이 14.61wt%, 

CM의 Al2O3 함량이 26.22wt%로 12% 증가함에 따라 두 유용

성분이 잘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EM 분석결과 UC는 대부분 괴상 입자로 기공과 작은 구

형 입자들이 일정부분 분포하고 있었다. 1000배, 2000배로 확

대한 사진에서는 큰 괴상 입자에 많은 기공이 있고 그 안에 

3 ~ 25 µm의 구형 입자들이 기공에 포획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습식 부선과정에서 25 µm 이하의 입자

는 부유되어 UC 입자의 기공에 포획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작은 입자들은 XRF 분석결과 Al2O3와 SiO2의 합이 31.47wt%

로 CM 및 CA 입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CA의 SEM 

분석결과는 비정형입자가 대부분이며, 조밀한 구형의 입자는 

비어 있는 곳에 흡착되어 있는 형태로 관찰되었다. CM의 경

우 작고 매끄러운 구형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습식 분리기

술을 통하여 CA와 CM이 잘 분리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CA의 확대 SEM 사진의 경우 CM의 SEM 사진처럼 

작고 매끄러운 구형이 다수 관찰됨에 따라 입도 분리에 통한 

CA와 CM의 분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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