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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형 정전선별에서 ASR 입자의 궤적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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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jectory Simulation of ASR Particles in Induction Electrostatic Separation

Beom-uk Kim and §Chul-hyun Park

Department of Energy & Resources Engineering, Chosun University, Gwangju 61452, Korea

요 약

폐자동차파쇄잔재물(Automobile Shredder Residue, ASR)은 폐차 재활용시 발생되는 최종 폐기물로써 파분쇄, 공기분급, 자력선

별 및 정전선별법과 같은 자원처리 공정을 이용하여 선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도형 정전선별기를 이용하여 ASR의 선별효

율 향상 및 예측을 위한 전도체(구리) 및 비전도체(유리)의 궤적분석이 수행되었다. 전도체의 궤적분석 결과, 0.5와 0.25 mm 조립

자 구리선의 모사궤적은 실제궤적과 거의 일치하였다. 반면 0.06 mm 구리선의 관찰궤적은 () 전극으로 편향되었다. 이는 입자특

성 및 상대습도에 의한 전하량의 영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비전도체의 경우 절연체 유리의 관찰궤적이 전도성 입자들의 궤적과 유

사한 특징을 보이면서 () 전극으로 편향되었다. 현미경, SEM & EDS 분석결과 유리표면에서 미립의 철과 전도성 유기물과 같은

이물질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이물질이 부착된 유리는 ASR 재활용을 위한 정전선별시 비철금속의 선별효율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 유리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를 위한 전처리 기술개발 및 개선된 궤적모사 연구가 요구된다.

주제어 : 유도형 정전선별, ASR, 궤적모사

Abstract

Automobile shredder residue (ASR) is the final waste produced when end-of-life vehicles (ELVs) are shredded. ASR can be

separated using mineral-processing operations such as comminution, air classification, magnetic separation, and/or electrostatic

separation. In this work, trajectory analyses of conductors (copper) and non-conductors (glass) in the ASR have been carried out

using induction electrostatic separator for predicting or improving the ASR-separation efficiency. From results of trajectory ana-

lysis for conductors, the trajectories of copper wire by observation versus simulation for coarse particles of 0.5 and 0.25 mm

showed consistent congruity. The observed 0.06 mm fine-particles trajectory was deflected toward the () attractive electrode

owing to the charge-density effects due to the particle characteristics and relative humidity. In the case of non–conductors, the

actual trajectory of dielectric glass deflected toward the () electrode, showing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ose of conductive par-

ticles. The analyses of stereoscopic microscope and SEM & EDS found heterologous materials (fine ferrous particles and con-

ductive organics) on the glass surface. This demonstrates the glass decreasing separation efficiency for non–ferrous metals during

electrostatic separation for the recycling of ASR. Future work will require a pretreatment process for eliminating impurities from

the glass and advanced trajectory-simulatio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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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폐 자동차의 재활용 시 최종단계에서 발생되는 폐자

동차파쇄잔재물(Automobile Shredder Residue, ASR)은

재활용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자동차 산

업의 발전에 따라 ASR의 배출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나 대부분 매립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1-3). 정책

적 측면에서 국내 자원순환법과 유럽의 European

Directive 2000/53/EC 등이 전체 폐 자동차의 재활용률

을 95% 이상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경적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

요한 실정이다4-8). 

ASR은 파분쇄, 공기분급, 자력선별 및 정전선별법등

의 자원처리 연속공정에 의해 선별될 수 있다. ASR내

비철금속의 경우, 정전선별에 의해 회수될 수 있으나 현

재까지 실제 기술적용 및 공정연구는 시도되지 않고 있

다. 정전선별법은 전통적인 광물산업뿐 만 아니라 PCB,

폐전선, 플라스틱과 같은 다양한 폐전기·전자장치의 재

활용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9-12). 정전선별과 관련

된 종래의 연구들은 주로 장치 개발, 공정 연구 및 선

별조건 실험연구 등이 주를 이루어 왔다. 

최근에 Dascalescu 그룹은 입자 거동에 관한 전극

형상, 선별기 종류, 전기장세기 및 입자 크기의 영향 연

구를 수학적 모델링에 기반으로 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롤타입 코로나방전 정전선별기를 이용한 전도성 입자의

궤적모사가 실제궤적과 유사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13-21).

Vlad 등은 경사판 정전선별기에서 유도전극 표면의 전

기장세기를 조절하여 인위적 시료인 폴리아미드(PA) 볼

과 쇠구슬의 입자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링

연구를 수행하였다14-17). Richards 등은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극 형상에 따른 폐전선 내의 구리입자(직경

0.8 ~ 1.6 mm, 길이 2 ~ 5 mm)의 궤적분석을 수행하고

전극의 성능을 평가하였다14-17). Xu 등은 코로나방전정

전선별에서 입자의 형상에 따른 궤적모사를 평가하였고

이외 연구에서 전도체(PCB)의 하전량과 항력에 따른 궤

적모델을 개발하였다20-21).

이와 같이 최근 연구는 PCB, 폐전선 및 플라스틱

폐기물과 인위적인 전도체와 비전도체 시료를 이용하여

코로나방전선별기 장치 유형과 그에 따른 주요 변수별

궤적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ASR 시료를 이용한

유도형 정전선별기 타입과 궤적모사에 대한 연구는 시

도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규모의 유도

형 정전선별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기장세기, 입자크기

및 물리적 특성과 같은 주요변수를 평가하고 전도성 및

비전도성 입자의 모사 및 관찰궤적분석을 통해 ASR의

선별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2. 궤적모사

2.1. 이론

정전선별에서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Fig.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도전극을

떠난 전도성 입자는 중력(Fg), 정전기력(Fe) 공기저항(Fd)

의 상호 작용에 따라 편향 전극을 향해 이동한다. 이

때, 입자가 받는 각 힘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

(2)

(3)

여기서, Q는 입자의 전하량(Surface charge of the

particle), E는 전기장 세기(Electric field strength)이며,

m은 입자의 질량(Mass of the particle), g는 중력가속

도(Acceleration due to gravity), η는 공기의 점성계수

(Viscosity of air, 1.85 × 105 Ns/m), r은 물체의 반경

(Radius), 그리고 V는 속도(Velocity)이다.

입자의 전하량은 입자 형상에 영향을 받게 되고 입자

의 표면적에 따라 포화전위(Saturation charge, Qs)가

결정된다. 원기둥 모양의 입자 포화전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13,26).

(4)

이 때 rp는 입자 반경(Radius of the particle), lp는

입자 길이(Length of the particle), ε0은 진공상태의 유

전율(Permittivity of the vacuum, 8.85 × 1012 F/m)이

고, εa는 공기의 상대 유전율(Relative permittivity of

the air, 1.00059)이다. 

Fe = QE

Fg = mg

Fd = 6rV

Qs = 2rplp0a

Fig. 1. Forces acting on particles in electrostatic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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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전극에 놓인 입자가 받는 정전기력은 유도전극의

영향을 받아 식 (5)와 같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입

자와 전극 사이의 거리가 입자 반경의 5배 이상 떨어지

게 되면 전극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식 (6)과

같이 포화 전하량과 전기장의 곱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식 (5)는 입자가 유도판에 정전유도될 때 그

리고 식 (6)은 유도판의 끝에서 낙하 혹은 편향될 때의

정전기력을 의미한다.

(5)

(6)

2.2. 전기장세기

기존 정전선별 장치의 전기장세기는 주로 롤형 전극

(Cylindrical electrode)을 기반하여 모사되었다18,22-25).

본 연구에서는 판형 전극을 롤형 전극과 같은 형상으로

변환하여 전기장 모사 및 궤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롤

형 전극의 크기는 각 판형 전극의 마주보는 단면의 길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극 형상을 변환하였다.

(7)

(8)

rg는 롤형 유도전극의 반경(Radius of the induction

cylindrical electrode)이고, re는 롤형 편향전극의 반경

(Radius of the attractive cylindrical electrode)이다. lg

는 판형 유도전극 단면의 길이(Sectional length of the

induction plate electrode)이고, le는 판형 편향전극 단

면의 길이(Sectional length of the attractive plate

electrode)이다. 

롤형 전극 사이의 전기장 모델링 방법은 1983년

Angelov에 의해 제안된 바 있으며, Li등은 이로부터 롤

형 정전선별에서 유도전극과 편향전극 사이의 전기장

모델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22,27).

(9)

(10)

(11)

Ex는 수평 성분의 전기장 세기(Horizontal electronic

field strength), Ey는 수직 성분의 전기장 세기(Vertical

electronic field strength), E는 방향 성분이 없는 전기

장 세기(Scalar value of the electronic field strength),

U는 적용전압의 세기(Applied Voltage)이다.

(12)

(13)

(14)

(15)

(16)

(17)

이 때 L은 두 전극의 중심축 사이의 거리(Distance

between the axes of two electrodes), 는 두 전극의

중심축을 이은 선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the angle

between line of two axis and horizontal line)이다.

2.3. 궤적계산

본 연구에서 수행한 입자궤적 모사는 다음과 같은 가

정하에 수행되었다. 

· 궤적 분석 시 두 전극을 롤형으로 변환하여 전기장을

모사한다. 

· 입자의 형상은 일정한 크기 및 무게의 완벽한 원기둥

혹은 구이다.

· 전도성 입자들은 정전유도판에 투입된 후 곧바로 포

화 전위까지 하전된다.

· 포화 전위는 입자 형상에 따라 Félici의 전하량 공식

이 적용된다26).

· 각 입자 사이의 간격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

로 떨어져 있다.

· 유도전극에 놓인 입자의 정전기력은 식 (5)가, 그리고

낙하하는 동안은 식 (6)이 적용된다. 

· 입자와 입자 혹은 입자와 전극 사이의 마찰하전 효과

는 무시한다.

식 (1) ~ (3) 및 (18)로부터 각 방향 성분별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식 (19) ~ (2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입자의 수직방향과 수평방향 성분의 가속도는 식 (21)

~ (2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18)

Fe = 0.715QsE

Fe QsE

rg = l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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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21)

(22)

입자궤적은 입자의 연속된 움직임 즉, 매 순간 이동

한 입자의 위치를 누적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

서 시간 변화에 따른 입자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20,22). 

(23)

(24)

또한, 식 (23) ~ (24)의 입자속도는 식 (25) ~ (26)과

같이 (V(xi, yi))는 시간 변화에 따른 가속도변화를 누

적하여 나타낼 수 있고, 가속도 (a(xi, yi))는 식 (21) ~

(22)로부터 식 (27) ~ (2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5)

(26)

(27)

(28)

최종적으로 입자의 궤적모사는 먼저 조건 입력, 전극

형상변환, 전기장 계산, 식 (23) ~ (28) 적용 및 궤적

도시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3. 시료 및 실험방법

3.1. 시료

본 연구에 이용된 시료는 포항 ㈜경한으로부터 입수

하한 ASR로 공기분급과 자력선별을 거친 비자성 산물

(이하 ASR시료)이다. Fig.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

의 구성을 사진으로 나타낸 것으로써 (a) ASR 시료,

(b) 유리 및 (c) 구리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도성

물질인 구리가 약 10% 그리고 비전도성 물질인 유리,

플라스틱 및 기타 물질이 약 90%이었다. 여기서, 전도

성 입자와 비전도성 입자의 대표물질은 각각 구리와 유

리로써 이들을 이용하여 수학적 모델링 및 궤적분석이

수행되었다.

3.2. 실험

Fig. 3은 실험실 규모의 유도형 정전선별 시스템의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선별과정은 먼저 구리와 유리 입

자가 접지된 (+)전극판에 투입되면 양으로 유도된 구리

입자가 두 전극 사이의 전기장을 경유하여 ()전극판으

로 편향되고 유리입자의 경우 정전기적 영향 없이 유도

판의 끝에서 자유낙하하게 된다. 따라서 전도성 입자와

비전도성 입자가 분리대에서 선별된다. 

(+)전극의 상판은 카본과 고무의 혼합물로 그리고

()전극판은 원형메쉬 형태의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

었다. 전원공급장치(KSA-C)는 최대 ±40 kV의 직류전

압공급원이 그리고 상대습도는 제습기(SDH-LX200,

Shinil Corp.)를 이용하여 30 ~ 40%로 제어되었다. 또한

입자의 궤적은 초고속카메라(Mach-F340)를 이용하여 관

찰되었다. 유도형 정전선별에서 전도체와 비전도체의 입

Fx = Fe Fd–

Fy = Fe Fd Fg–+

ax = 
QEx 6rVx–

m
-------------------------------

ay = 
QEy 6rVy+

m
------------------------------- g–

xi 1+
 = xi + Vx xi, yi dt + 0.5ax xi, yi dt

2

yi 1+
 = yi + Vy xi, yi dt + 0.5ay xi, yi dt

2

Vx xi, yi  = Vx xi 1–
, yi 1–

  + ax xi 1–
, yi 1–

 dt

Vy xi, yi  = Vy xi 1–
, yi 1–

  + ay xi 1–
, yi 1–

 dt

ax xi, yi  = 
QEx xi 1–

, yi 1–
  6rVx xi 1–

, yi 1–
 –

m
-------------------------------------------------------------------------------

ay xi, yi  = 
QEy xi 1–

, yi 1–
  6rVy xi 1–

, yi 1–
 –

m
------------------------------------------------------------------------------- g–

Fig. 2. ASR samples used in this study: (A) ASR, (B)

Glass, (C) Copper wire.

Fig. 3. Lab-scale induction electrostatic separator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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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궤적은 2장 궤적모사방법과 Table 1과 같은 변수와

조건들에 따라 모사 및 관찰되었다. 

4. 실험결과 및 토의

4.1. 정전기력 

정전선별의 궤적모사시 전도체와 비전도체 입자의 궤

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힘은 정전기력이

며, 전기장세기와 전하량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Fig. 4는 적용전압과 수평거리의 변화에 따른 전기장세

기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써 전압이 증가할수록 최대 전

기장 세기도 증가하고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전기장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5는 수평거리의

변화에 따라 전도성 입자에 작용하는 각 힘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써 입자의 중력(Fg)은 수평거리의 변화와

무관하게 가장 크고 일정하고 공기저항(Fd)은 상대적으

로 두 힘에 비해 매우 작아 입자 궤적에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정전기력(Fe)의 경우, Fig. 4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수평거리가 증가할수록 전기장세기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정전기력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Fig. 6은

수평거리의 변화에 따라 입자에 작용하는 방향 성분별

힘과 합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수평방향 힘은 주

로 정전기력의 영향을 받고 수직방향 힘은 정전기력과

중력의 영향을 받으므로 수평거리가 멀어질수록 수평방

향 힘(Fx) 은 급속히 감소하게 된다. 반면 수직방향 힘

(Fy)은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두 힘 사이의 합력(Fy)은

수직방향 힘에 지배된다. 따라서 유도전극 끝에서 입자

Table 1. Conditions and variables of experiment and simu-

lation in particle trajectory

Feed rate (g/min) 50

Temperature (°C) 29

Humidity (%) 35 ~ 45

Initial Speed (m/s) 0.13

High Voltage (kV) 5, 10, 15, 20

Distance between Two Electrodes (m) 0.6

Particle 

Size

Copper
Diameter (m) 0.00012, 0.0005, 0.001

Length (m) 0.01

Glass Diameter (m) 0.00014

Fig. 4. Variation of electric field strength as function of

distance at the applied voltages.

Fig. 5. Magnitude of forces acting on a conductive particle

as horizontal distance. (Radius of copper wire (rp):

0.00025 m, length of copper wire (lp): 0.01 m, and

applied voltage (U): 20 kV).

Fig. 6. Magnitude of forces (Fx, Fy, Ft) acting on a conduc-

tive particle as horizontal distance. (Radius of cop-

per wire (rp): 0.00025 m, length of copper wire (lp):

0.01 m, and applied voltage (U): 20 kV).



유도형 정전선별에서 ASR 입자의 궤적모사 101

자원리싸이클링 제 28 권 제 6 호, 2019

는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게 된다. 

4.2. 궤적모사

Fig. 7은 구리선과 유리의 궤적모사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모사조건은 적용전압(U): 20 kV, 입자의 초기

운동속도(V0): 0.13 m/s, 전극사이의 거리(L): 0.6 m

이었다. 입자크기가 0.5 mm에서 0.06 mm로 감소할수

록 구리선의 이동거리는 증가하였다. 이는 입자의 정전

기력(입자의 전하량)이 입자의 표면적에 비례함에 따라

구리 입자의 전하량이 증가하여 편향전극 쪽으로 멀리

이동되기 때문이다. 유리의 경우 절연체로써 유도하전

및 잔류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극에 편향하지 않고

자유낙하 하였다. 한편 유리 입자가 작고 초기 속도

(V0)가 빠를수록 입자의 낙하거리가 증가하는데 이는 유

리 궤적에 입자크기와 이동속도가 낙하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Fig. 8은 적용전압에 따른 궤적모사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모사조건은 입자반경(rp):

0.00025 m, 입자길이(lp): 0.01 m, 입자의 초기 운동속도

(V0): 0.13 m/s 및 전극사이의 거리(L): 0.6 m 이었다.

모사결과, 적용전압이 증가할수록 구리선의 수평 이동

거리가 증가하고 낙하궤적이 완만한 경향을 보였다. 이

는 10 kV ~ 30 kV까지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전도성

구리에 대한 전기장과 전하량이 증가하여 이들의 정전

기력과 이동궤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4.3. 궤적분석

Fig. 9는 Table 1의 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구리선과

유리의 실제 이동거리와 모사의 이동거리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써 궤적 관찰은 길이(lp): 0.01 m이고 반

경이 각각 0.06, 0.25, 0.5 mm인 구리 입자와 반지름

(rp): 0.78 mm인 유리 입자에 대하여 전압을 변화해가

며 궤적을 관찰하였다. 전압 변화에 따른 구리와 유리

입자의 세부 궤적은 각각 Fig. 10과 11에 보다 상세히

모사 및 논의되었다. 

Fig. 10은 구리선의 관찰궤적과 모사궤적을 도시하여

나타낸 것이다. 실험조건은 구리선 길이(lp): 0.01 m, 초

기속도(v0): 0.13 m/s, 상대습도: 35 ~ 40%, 온도: 29oC,

그리고 전극간의 거리(L): 0.6 m이었다. Fig. 9에서 보

는 바와 같이 0.5와 0.25 mm의 조립자 구리는 관찰과

모사궤적이 꽤 유사하였다. 이에 반해 0.06 mm의 구리

선의 경우 모사궤적에 비해 실험궤적에서 보다 많이 편

향되었다. 이는 모사된 롤형 전극과 실제 전극의 차이

때문으로 실험에 의한 실제궤적이 ()전극 하부 수식부

분을 향해 편향되었다. 또한 입자의 질량 대비 하전량

은 입자의 비표면적과 비례하므로, 미립자는 조립자에

비해 전기장세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Fig. 11은 유리입자의 관찰궤적과 모사궤적을 도시하

여 나타낸 것이다. 실험조건은 각각 반지름(rp): 0.00007

m, 초기속도(v0): 0.13 m/s, 상대습도: 35 ~ 40%, 온도:

29oC, 그리고 전극간의 거리(L): 0.6 m이었다. 실험결과,

실험을 통한 관찰궤적의 곡선은 모사궤적과 비교하여

적용전압이 5 kV ~ 20 kV까지 증가함에 따라 오른쪽

방향으로 상당량 이동되는데 절연체 유리가 실제 실험

조건에서 수직 전극판을 향해 편향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유리입자들이 전도성 입자와 유사하게 거동하는

Fig. 7. Trajectory simulation by particle size for copper

wires and glass. (Applied voltage (U): 20 kV initial

speed (V0): 0.13 m/s, distance between two electro-

des (L): 0.6 m.) 

Fig. 8. Trajectory simulations as applied voltage. (Radius of

copper wire (rp): 0.00025 m, length of copper wire

(lp): 0.01 m, initial speed (V0): 0.13 m/s, distance

between two electrodes (L): 0.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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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도성 물질의 회

수대 안으로 상당량의 유리 입자가 혼입되어 구리산물

의 품위를 저하시킬 수 있다.

4.4. 현미경, SEM & EDS 분석

Fig. 12는 현미경과 SEM & EDS 이용하여 유리표

면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12 (a)의

Fig. 9. Particle trajectory by observation vs simulation.

Fig. 10. Comparison of conductive particle trajectory by

observation vs simulation. (Applied voltage (U): 20

kV, initial speed (V0): 0.13 m/s, distance between

two electrodes (L): 0.6 m.)

Fig. 11. Comparison of non-conductive particle trajectory

by observation vs simulation. (Applied voltage (U):

20 kV, initial speed (V0): 0.13 m/s, distance bet-

ween two electrodes (L): 0.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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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분석은 유리표면 위로 이종의 물질들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12 (b)의 SEM &

EDS 분석결과에서는 이종의 C, O, 및 Fe 원소들이 발

견됨으로써 이들이 전도성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원인은 ASR의 파분쇄 과정에서 만들어진

미립의 철 입자와 전도성 유기물이 기계적으로 유리입

자에 부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ASR 재활

용을 위한 정전선별시 오염된 이들 유리입자가 비철금

속의 선별효율을 감소시킨다는 의미한다. 향후 연구에

서 유리입자의 표면에서 발견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

는 전처리 연구와 이를 통한 ASR의 선별효율 향상 그

리고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궤적모사의 개선을 도

모할 예정이다.

5. 결 론

유도형 정전선별장치를 이용하여 ASR의 선별효율 향

상을 위한 궤적분석이 수행되었다. 전도성 구리입자와

비전도성 유리입자의 궤적분석결과, 구리의 모사궤적은

실제궤적과 잘 일치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리의 모사

궤적은 일치하지 않았다. 구리입자 크기에 따른 궤적분

석에서 조립자(0.5 ~ 0.25 mm) 구리는 입자크기와 전기

장세기에 의존하면서 관찰궤적과 모사궤적이 일치 하였

다. 미립자(0.06 mm)의 경우 관찰궤적이 모사궤적보다

편향전극으로 보다 멀리 이동되는데 이는 질량 대비 비

표면적의 증가로 전하량이 증가 때문으로 판단된다. 비

전도체의 경우 절연체 유리의 관찰궤적이 전도성 입자

들의 궤적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면서 편향전극 방향으

로 보다 더 멀리 이동되었다. 현미경과 SEM & EDS

를 이용한 유리의 표면조사 결과, 이종의 C, O, 및 Fe

원소들을 함유한 철 및 전도성 물질이 확인되었다. 이

들은 ASR의 파분쇄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유리입자에

부착된 것으로 판단되며 정전선별시 비철금속의 선별효

율의 감소를 이끌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불순물 제

거연구 및 선별효율 향상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Nomenclature

E : Electric field strength (V/m)

Ex : Horizontal Electric field strength (V/m)

Ey : Vertical Electric field strength (V/m)

Fd : Air drag force (N)

Fig. 12. (a) Stereoscopic microscope of glass from ASR, (b) SEM and EDS of glass from A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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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 Electric force (N)

Fg : Gravity force (N)

Ft : Resultant force (N)

g : Acceleration due to gravitation (m/s2)

L : The distance between two electrodes (m)

le : Length of section of attractive cylindrical electrode

(m)

lg : Length of section of grounded electrode (m)

lp : Length of the particle (m)

m : Mass of the particle (kg)

Q : Quantity of electricity (C)

re : Radius of cylindrical attractive cylindrical electrode

(m)

rg : Radius of cylindrical grounded roll electrode (m)

rp : Radius of the particle (m)

U : Applied high voltage (V)

V : Velocity of particle (m/s)

V0 : Initial velocity of the particle (m/s) 

Greek letters

 : Included angle of horizontal line and electrodes

shortest line (o)

a : Relative dielectric constant of air (1.00059)

0 : Dielectric constant of vacuum (F/m)

 : Air drag coefficient (Ns/m2)

 : Mass density of the particle (k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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