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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식물성 기름을 포수제로 사용하였을 때 바텀애쉬 부유선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석탄회 부유선별에

서 유상 포수제로 사용되는 Kerosene의 첨가량 변화에 따른 실험에서 Kerosene을 9 kg/ton의 비율로 첨가하였을 때, 미연탄소 회수

율이 80%,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함량이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선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물성 기름인 콩유를 포수제

로 사용한 실험에서는 콩유를 9 kg/ton의 비율로 첨가하였을 때, 미연탄소 회수율과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함량이 각각 95%, 68%

로 증가하였다. 콩유보다 이중결합이 있는 폴리 형태의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홍화씨유를 9 kg/ton의 비율로 첨가하였을 때,

미연탄소 회수율 99%,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함량은 78%로 나타났다.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발열량은 5,803 cal/g으로 나타나 화

력발전소 에너지 연료로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식물성 기름을 포수제로 사용하였을 때 광물성 기름인 Kerosene

보다 미연탄소 회수율과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물성 기름 중 이중 결합이 2개 이상인 폴리

형태의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기름일수록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함량이 높아 미연탄소에 대한 흡착성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바텀애쉬, 부유선별, 식물성 기름, 홍화씨유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n bottom ash flotation using vegetable oils as a collector. The experiment

of changing the kerosene dosage as a collector for the flotation of coal ashes, the recovery of unburned carbon and unburned

carbon content were 80% and 63%, respectively, when the dosage of kerosene was 9 kg/ton. The experiment of using soybean

oil as a collector to improve flotation efficiency, the recovery of unburned carbon and unburned carbon content increased to 95%

and 68%, respectively, when the dosage of soybean oil was 9 kg/ton. The recovery of unburned carbon and unburned carbon

content were 99% and 78%, respectively, when safflower oil containing more poly unsaturated fats with double bonds than soy-

bean oil was 9 kg/ton. The calorific value of the unburned carbon was 5,803 cal/g, confirming that it was possible to be used

as a fuel for thermal power plants. Lastly, using vegetable oil as a collector it showed higher recovery of unburned carbon and

higher unburned carbon than kerosene, which was mineral oil. Moreover, oil containing a large amount of poly unsaturated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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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wo or more double bonds was found to have higher unburned carbon than other vegetable oils; thus showing excellent

adsorbability for unburned carbon.

Key words : Bottom ash, Flotation, Vegetable oil, Safflower oil

1. 서 론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회에서 미연탄소를 선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Kerosene(등유)을 유상포수

제로 사용하여 부유선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하

지만 Kerosene은 광물성 기름으로서 부유선별 효율이

낮고, 자연적으로 분해가 어려워 수 처리 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화력발전소 석탄회의 미

연탄소 선별을 위한 부유선별에서 Kerosene보다 부유선

별 효율이 우수하며, 친환경적인 포수제를 연구하는 것

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선행 연구들에서는 산화된 석탄의 부유선별에

서 유상포수제로 기름을 사용하였으며2-4) 석탄회의 미연

탄소 선별을 위한 부유선별에서 각 종 기름을 포수제로

사용하는 연구가 수행돼 왔다5-7). B. Denby 등4)의 연

구에 의하면 각 종 지방산들을 Kerosene과 함께 석탄

부유선별에 사용하였을 때 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

되어졌다. 지방산은 결합 방식에 따라 포화 지방산과 불

포화 지방산으로 구별되는데, HIKMET SIS 등8)은 석

탄회 부유선별에서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된 기름을 포

수제로 사용하였을 때 부유선별 효율이 가장 우수한 것

으로 보고하였다. 불포화 지방산은 포화 지방산과 달리

불포화 결합으로 다른 이온과 결합하기 쉬운 성질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

성 기름을 포수제로 사용하였을 때 Kerosene보다 친환

경적이며 성능이 우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식물성 기름을 포수제로 사용한 바텀애쉬 부

유선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부유선별에서 기름을 유상 포수제로 사용 시 유용광

물의 친유성 표면에 흡착하여 친기성의 피막을 형성함

으로서 기포에 흡착되어 부유되는데 기름 내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의 탄화수소 수와 이중결합 수에 따라 포수

력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유지 화학에서는 기름의 성상 및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점성도 및 요오드 값 측정법이 있다. 식물성

기름의 점성도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이 카놀라유 >

콩유, 해바라기유 > 홍화씨유 순으로 홍화씨유의 점성

도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9). 

기름의 점성도와 포수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점성

도가 큰 기름을 포수제로 사용할 경우, 유용광물의 표

면에 두꺼운 친유성의 피막을 형성하고, 두꺼운 피막에

의해 선택성이 감소하며 피막에 불순물을 포함한 여러

이온들이 흡착되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반대로 점

성도가 낮은 기름을 포수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유용광

물 표면에 얇은 친유성 피막을 형성하여 피막이 안정적

이며 유용광물에 대한 선택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또한 기름의 점성도는 부유선별에서 유용광물

에 피막을 형성하는 확산 속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Yingwei Wang 등2) 연구에 의하면 기

름의 점성도가 높을수록 확산속도는 낮기 때문에, 점성

도가 낮은 기름일수록 부유선별 효율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어졌다2). 

기름의 성상을 나타내는 요오드 값은 기름 내 이중결

합의 함유량을 의미하며, 기름의 요오드 값이 높을수록

기름 내 이중결합 함유량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동물

성 기름의 요오드 값은 50 ~ 60으로 비교적으로 작지만

식물성 기름의 요오드 값은 평균 90 이상으로 식물성

기름에는 이중결합의 함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9). 

Raghav M. Dube 등11) 연구와 Alonso. M 등12) 연

구에 따르면 산화된 석탄의 부유선별에서 이중결합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 일수록 광액의 표면

장력을 최소화 하여 유용광물에 대한 흡착성을 높여 부

유선별 공정에서 효율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보

고되어졌다11,12).

Table 1. Viscosity of vegetable oils9)

Vegetable oils
Viscosity (25oC)

(unit : centistoke (CS))

Canola oil 71 ~ 73

Soybean oil 54 ~ 56

Sunflower oil 54 ~ 57

Safflower oil 52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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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바텀애쉬 부유선별에서 이중결

합이 있는 식물성 기름을 포수제로 사용하였을 때 미연

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 함량 변화 등 부유선별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대상 시료 및 실험 방법

3.1. 대상 재료

본 연구는 경남 하동 화력발전소의 석탄 연소 후 발

생하는 바텀애쉬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바텀

애쉬의 입도분석 및 입도별 탄소함량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바텀애쉬의 입도 분석 결과, 30 mesh 이상의 입자가

50% 존재하고 있었다. 바텀애쉬의 미연탄소 함량 분석

을 위해 Calorimeter(IKA C2000 basic)를 이용한 중

량감소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약 15%의 미연탄소가 존

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도별 미연탄소 함량을

살펴보면 30 mesh 이상의 입자에서는 미연탄소가 존재

하고 있지 않았으며 30 mesh 이하의 입자에서 미연탄

소가 약 20%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바텀애쉬의 미

연탄소 부유선별을 위해 30 mesh 이하의 입자를 대상

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바텀애쉬의 화학 조성 분석을 위해 XRF 분석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SiO2가 약 58%, Al2O3가 18%,

Fe2O3는 약 11% 존재하고 있었다. 

바텀애쉬 부유선별의 효율 향상을 위해 Fe2O3과 같

은 불순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미연탄소를 농축하는 방

안으로 30 mesh 이하의 바텀애쉬를 대상으로 자력선별

을 실시하였다. 2단계의 자력선별(강자성-1,000 Gauss,

약자성-2,000 Gauss)을 통해 얻어진 비자성 산물의 분

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력선별을 실시한 결과, Fe2O3 함량이 85%인 강자

성 산물과 Fe2O3 함량이 16.1%인 약자성 산물을 선별

할 수 있었으며 비자성의 Fe2O3 함량은 약 4.8%로 나

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유하고자 하는 미연탄소는

비자성에 38%로 농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부유선별 대상 시료는 30 mesh 이하의 비자

성 바텀애쉬를 대상으로 부유선별을 실시하였다.

3.2. 실험 방법

바텀애쉬의 부유선별을 위해, Mesto 社의 Denver

sub-A형 부유선별기를 사용하였다. 포수제로는 Kerosene

외 각 종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였으며, 포수제 첨가량,

기포제 첨가량에 따른 실험을 통해 미연탄소 회수율과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함량을 비교하여 식물성 기름을

포수제로 이용한 바텀애쉬 부유선별의 효과에 대해 알

아보았다. 본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로 수행된 플라이애

쉬 부유선별13)에서 pH는 중성영역에서 미연탄소 회수

율이 우수하였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도 pH를 7로 고정

하였으며, Ananthpadmanabhan 등14) 연구에 따르면 불

포화 지방산을 가진 기름들은 중성역역(pH 7 ~ 8)에서

유용광물에 대한 흡착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졌다11,14). 교반속도의 경우, 사전 연구13)를 참고로 하여

일반 광물과 달리 가벼운 바텀애쉬 입자가 강한 교반에

의한 광액 내 와류로 인해 침강하지 못한 채 기포와

Table 2. Particle size analysis of Bottom ash

Bottom ash Wt. (%)
Calorific value 

(cal/g)

Unburned 

carbon (%)

Raw Bottom ash 979 15

+4 mesh 3.57 - 0

4×16 mesh 27.58 - 0

16×20 mesh 13.25 - 0.2

20×30 mesh 6.05 - 0.4

30×50 mesh 10.27 1315 20.4

50×100 mesh 21.36 2643 37.7

100×170 mesh 8.45 1948 29.9

170×200 mesh 1.89 1271 21.2

200×325 mesh 2.88 782 14.4

-325 mesh 4.70 - 0.4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Bottom ash unit : %

SiO2 Fe2O3 Al2O3 CaO TiO2 SO3 V2O5 WO3

58.16 11.80 18.76 5.51 1.44 1.95 0.02 0.18

ZnO ZrO2 K2O BaO MnO PbO SrO CuO

0.01 0.05 1.14 0.10 0.08 0.01 0.14 0.02

Table 4. The result of Magnetic separator 

Wt 

(%)

Content of Fe2O3 

(%)

Unburned carbon 

(%)

Ferromagnetic 2.58 85.3 -

Weak magnetic 28.68 16.1 -

Non-magnetic 68.73 4.8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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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부유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교반속도인

900 rpm으로 고정하였다. 또한 낮은 교반속도 대비 공

기를 추가 주입하여 부유 산물을 회수하였으며, 공기주

입량은 에어컴프레셔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부유선별

기의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조작하였다. 부유선별

을 통해 회수된 미연탄소의 발열량(cal/g)과 함량(%) 분

석은 Calorimeter(IKA C2000 basic) 장비를 이용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Kerosene(등유) 첨가량 변화에 따른 영향

먼저 석탄회 부유선별에서 포수제로 많이 사용되는

Kerosene에 대한 부유선별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Kerosene을 1 kg ~ 11 kg/ton의 비율로 변화를 주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기포제는 M.I.B.C를 500 g/ton 비율

로 사용하였으며, pH 7, 광액의 농도는 10%로 고정하

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공기주입량은 사전 연구의 공기

주입량 변화에 따른 실험에서 회수율이 가장 우수했던

16 L/min의 공기를 주입하였다. Kerosene 첨가량에 따

른 미연탄소 회수율은 Fig. 1과 같다. 

Kerosene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회수율은 증가하였으

며, 9 kg/ton의 Kerosene을 첨가하였을 때 미연탄소 회

수율이 80%,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함량은 63%로 가

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연탄소 회수율과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함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식물성 기

름을 포수제로 사용하여 첨가량에 변화에 따른 실험을

실시하였다.

4.2. 식물성 기름을 이용한 부유선별

4.2.1. 콩유 첨가량 변화에 따른 영향

식물성 기름 중 하나로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되

는 콩유를 포수제로 사용하였을 때 부유선별 효율을 알

아보기 위해 콩유를 1 kg ~ 9 kg/ton의 비율로 변화를

주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기포제는 M.I.B.C를 500 g/

ton 비율로 사용하였으며, pH 7, 교반속도 900 rpm, 공

기주입량 16 L/min, 광액의 농도를 10%로 고정하여 실

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동일한 조건에서 포수제로 콩유

와 Kerosene을 9 kg/ton 사용하였을 때 미연탄소 회수

율과 함량을 비교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포수제로 Kerosene을 사용하였을 때 미연탄소 회수

율이 80%,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함량은 63%로 나타

났었다. 그러나 포수제로 콩유를 사용한 실험에서, 미연

탄소 회수율이 95%로 약 15%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미연탄소 함량은 68%로 나타났다. 따라서 광

물성 기름인 Kerosene보다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한 콩

유를 포수제로 사용하였을 때 미연탄소 회수율과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함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콩유 첨가량에 따른 미연탄소 회수율은 Fig. 3과 같다.

Fig. 1. Recovery of unburned carbon according to the

Kerosene dasage.

Fig. 2. Comparison of recovery of unburned carbon at

Kerosene and Soybean oil.

Fig. 3. Recovery of unburned carbon according to the

Soybean oil do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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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과 같이 콩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미연탄소

회수율은 증가하였으며 7 kg/t의 콩유를 첨가하였을 때

회수율이 98%로 가장 높았다.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함량은 콩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조금씩 증가하였으며,

콩유 첨가량이 7 kg/ton 일 때 70%로 나타났지만

9 kg/ton 첨가하였을 때 미연탄소 함량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발열량을 살펴보

면 Fig. 4와 같다.

콩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발

열량은 점차 증가하다가 콩유를 9 kg/ton 첨가하였을 때

미연탄소 발열량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 콩유를 9 kg/ton 이상 첨

가할 때 미연탄소 외 맥석 입자인 Bottom ash도 함께

부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Fig. 5와 같이 콩유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침강물의 미연탄소 함량은 감소하였

으며, 9 kg/ton 첨가하였을 때 침강물의 미연탄소 함량

이 1.5%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2.2. 식물성 기름 종류에 따른 영향

앞선 실험에서 포수제로 콩유를 사용했을 때,

Kerosene보다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 함량이 우수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식물성 기름 종류에 따라

지방산 함량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Table 5와 같이 식물성 기름 종류에 따라 불포화 지방

산 함량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콩유 외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는 식물

성 기름 종류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고자 식물성 기름

종류에 따른 부유선별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때, 식물성 기름은 7 kg/ton, 기포제는 M.I.B.C

500 g/ton 비율로 사용하였으며, pH 7, 광액의 농도

10%, 교반속도 900 rpm, 공기주입 16 L/min으로 고정

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식물성 기름 종류에 따른 미

연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 함량은 Fig. 6과 같다.

Fig 6과 같이 포수제로 사용한 식물성 기름 모두 다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함량은 약 68%(5,078 cal/g) 이

상, 미연탄소 회수율은 85% 이상으로 나타나 광물성

Fig. 4. Calorific value of Unburned carbon according to the

Soybean oil dosage.

Fig. 5. Unburned carbon of sink according to the Soybean oil

dosage.

Table 5. Fatty acid compositions of vegetable oils15)

Oil
Unsat

/Sat ratio

Saturated fat

Mono 

unsaturated 

fat

Poly unsaturated fat

Capric 

acid

Lauric 

acid

Myristic 

acid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

Linolenic 

acid

Canola oil 15.7 - - - 4 2 62 22 10

Safflower oil 10.1 - - - 7 2 13 78 -

Soybean oil 5.7 - - - 11 4 24 54 7

Sunflower oil 7.3 - - - 7 5 19 6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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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인 Kerosene 보다 미연탄소 회수율과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함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중결

합이 2개 이상인 폴리 형태의 불포화 지방산을 가장 많

이 함유한 홍화씨유를 포수제로 사용하였을 때 미연탄

소 회수율과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함량이 각각 98%,

75.8%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중

결합이 2개 이상인 폴리 형태의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는 식물성 기름 일수록 미연탄소에 대한 흡착성

이 우수하여 다른 식물성 기름보다 부유 산물의 미연탄

소 함량과 미연탄소 회수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중결합이 2개 이상인 불포화 지방산 외 식물성 기름

에 함유된 지방산들이 부유선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다.

4.2.3. 홍화씨유 첨가량에 따른 영향

앞선 실험에서 식물성 기름 중 이중결합이 2개 이상

인 폴리 형태의 불포화 지방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홍화씨유를 포수제로 사용하였을 때, 미연탄소 회

수율과 미연탄소 함량이 가장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홍화씨유 첨가량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홍

화씨유 첨가량을 1 kg ~ 9 kg/ton 변화에 따른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 함량을 살펴보았다. 

이 때, 기포제 M.I.B.C는 500 g/ton 비율로 사용하였

으며, pH 7, 교반속도 900 rpm, 광액의 농도 10%, 공

기 주입량 16 L/min 으로 고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홍화씨유 첨가량에 변화에 따른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

연탄소 함량은 Fig. 7과 같다. 

홍화씨유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미연탄소 회수율과 부

유 산물의 미연탄소 함량은 증가하였으며, 홍화씨유를

9 kg/ton 첨가하였을 때, 미연탄소 회수율과 미연탄소 함

량이 각각 99%, 78%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제된 바텀애쉬 내 미연탄소 함량은 Fig. 8과

같이 9 kg/ton 일 때 0.76%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하

여 잔골재(KS 기준: 바텀애쉬 내 미연탄소 5% 이내)로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Kerosene과 콩유, 홍화씨유를 포수제로

Fig. 6. Recovery of unburned carbon according to the

vegetable oils.
Fig. 7. Recovery of unburned carbon according to the

Safflower oil dosage.

Fig. 8. Unburned caron of sink according to the Safflower oil

dosage.

Fig. 9. Comparison of Calorific value at collector do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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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을 때,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발열량을 비교해

본 결과 Fig. 9와 같다.

Fig. 9와 같이, 포수제로 홍화씨유를 사용했을 때, 콩

유를 사용한 실험보다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함량이 높

은 것을 보아 이중결합이 2개 이상인 폴리 형태의 불포

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는 식물성 기름 일수록 미연탄

소에 대한 흡착성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홍화씨

유를 9 kg/ton 첨가하였을 때,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발

열량이 5,803 cal/g으로 화력발전소 에너지 연료(발전소

수입 석탄 발열량 기준: 4,800 ~ 5,500 cal/g)로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4.3. M.I.B.C 첨가량에 따른 영향

기포제인 M.I.B.C의 첨가량 400 ~ 900 g/ton의 변화

에 따른 선별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때, 포수제로 홍화씨유 9 kg/ton, pH 7, 교반속도

900 rpm, 광액의 농도 10%, 공기주입량 16 L/min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M.I.B.C 첨가량 변화에

따른 미연탄소 회수율과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발열량

은 Fig. 10과 같다.

기포제인 M.I.B.C 첨가량이 증가하여도 미연탄소 회

수율은 99%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부유 산물의 미연탄

소 발열량을 살펴보면, M.I.B.C 첨가량이 500 g/ton 초

과하였을 때, 미연탄소 발열량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포제인 M.I.B.C가 일정량 이상 첨가될

경우, 맥석입자인 바텀애쉬가 동반 부유됨으로서 부유

산물의 무게비는 높아지고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발열

량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어졌다. 실제 부유 산물의

무게비를 살펴보면, M.I.B.C를 500 g/ton 비율로 첨가한

실험보다 700 g/ton 비율로 첨가한 실험의 부유 산물의

무게비가 약 5%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M.I.B.C를

500 g/ton 첨가하였을 때 미연탄소 회수율은 98%로 나

타났으며,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함량이 78%로 나타나

고품위를 통해 화력발전소 에너지 연료로 활용이 가능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침강물의 미연탄소 함량이

0.7%(바텀애쉬 내 미연탄소 함량 KS 기준: 5%)로 잔

골재로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식물성 기름을 포수제로 사용한 바텀애쉬 부유선별의

특성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Kerosene의 첨가량 변화에 따른 실험에서 Kerosene

을 9 kg/ton의 비율로 첨가하였을 때, 미연탄소 회수율

이 80%,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함량이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식물성 기름인 콩유를 포수제로 사용하여 9 kg/ton

의 비율로 첨가하였을 때, 미연탄소 회수율과 부유 산

물의 미연탄소 함량이 각각 95%, 68%로 증가하였다. 

3. 식물성기름의 종류에 따른 부유선별 실험에서 이

중결합이 2개 이상인 폴리 형태의 불포화 지방산을 많

이 함유한 홍화씨유를 포수제로 사용하였을 때, 미연탄

소 회수율이 98%,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함량이 75%

인 것으로 나타나 콩유를 포수제로 사용했을 때보다 미

연탄소에 대한 흡착성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4. 홍화씨유의 첨가량 변화에 따른 실험에서는 홍화

씨유를 9 kg/ton의 비율로 첨가하였을 때, 미연탄소 회

수율이 99%,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함량이 78%로 나

타났다.

5. M.I.B.C를 기포제로 사용하여 첨가량 변화에 따른

실험을 실시하였을 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미연탄소

회수율을 일정하였으나, 부유 산물의 미연탄소 발열량

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0 g/ton의 비율

로 첨가하였을 때, 미연탄소 회수율과 부유 산물의 미

연탄소 함량이 각각 99%, 78%로 나타났다.

6. 홍화씨유를 포수제로 사용한 바텀애쉬 부유선별 실

험을 통해 부유된 미연탄소의 발열량은 5,803 cal/g으로

화력발전소 에너지 연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정제된 바

텀애쉬는 미연탄소 함량이 0.7%로 잔골재 사용이 가능

한 것을 확인하였다.

7. 최종적으로 광물성기름인 Kerosene보다 식물성기

름을 사용하였을 때, 미연탄소 회수율과 부유 산물의 미

연탄소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물성 기

Fig. 10. Recovery of unburned carbon according to the

M.I.B.C do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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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중 이중 결합이 2개 이상인 폴리 형태의 불포화 지

방산을 많이 함유한 식물성 기름일수록 부유 산물의 미

연탄소 함량이 높아 미연탄소에 대한 흡착성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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