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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석탄의 용매추출법은 청정석탄제조기술 중의 하나로, 특정 용매를 이

용하여 석탄의 유기성분을 추출하는 기술이다. 최근까지 몇몇 연구자에 

의해 용매 내 석탄의 추출 특성 및 추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거 연구 내용을 기본으로 다양한 조건

에서의 추출 실험을 수행하여 석탄 추출의 영향인자를 규명하고, 석탄의 

추출률(석탄의 유기성분이 추출된 정도)에 대한 경험적 산출식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또한 석탄의 특성 혹은 용매의 특성 중 한 가지 특성만을 

고려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석탄과 용매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함으로

써 석탄 용매추출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인 용매추출 실험은 15종의 다양한 석탄과 기존 연구를 통해 추

출률이 양호하다고 판단된 8종의 용매를 이용하였고, 석탄과 용매의 순

수한 상호작용만을 고려하기 위해 온순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석탄의 기

본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원소분석, 공업분석, 마세랄 분석을, 화학구조

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FTIR, 13C-NMR 분광분석을 이용하였다. 용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해도 파라미터와 함께 기존 연구에서 추출률

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된 전자 공여-수여능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석탄의 추출률은 등급이 낮을수록 높았는데, 이는 H/C 원

자비와 추출률, 휘발분 함유량과 추출률의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하였다. 

용매 특성의 경우에는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전자 공여-수여능과 

추출률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여능에서 수여능을 뺀 값인 

DN-AN 값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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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다양한 추출 영향인자와 추출률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석탄의 추출률에 대한 산출식을 도출하였다. 

산출식을 통해 석탄의 휘발분(또는 H/C원자비)과 용매의 극성력, 그리고 

DN-AN이 +영향을, 석탄의 Ca, Mg 함유량과 용매의 분산력, 그리고 수

소결합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산출식에 의해 계

산된 값은 최대 6%의 편차를 보이며 실험값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용매 추출공정 적용 시 적절한 석탄 및 용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석탄, 용매추출, 추출률, 영향인자, 회귀분석

학  번 : 2007-2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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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석탄의 소비 현황과 수요 전망

  BP(The British Petroleum Co.)의 2013년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의하

면 세계 석탄 매장량은 약 8,609억 톤으로 원유와 천연가스액(natural 

gas liquids), 그리고 가스콘덴세이트(gas condensate)를 합친 값의 네 배 

정도에 해당되며(Table 1-1), 전체 화석연료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Franco, 2009). 최근 호주에서 약 2,330억 배럴 규모의 셰일유전이 발견

되는 등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전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

럼에도 석탄이 가장 풍부한 화석연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어느 한 자원의 가채연수(R/P ratio)는 확인 매장량을 연간 생산량으

로 나누어 산출하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 세계의 가채

연수를 살펴보면 석탄이 109년, 석유가 53년, 그리고 천연가스가 56년을 

나타내고 있다(Table 1-2). 석탄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 추산치인 

150-200년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럼에도 석탄의 가채연수는 석유

와 천연가스의 두 배 정도에 해당된다.

  또한 Table 1-1에서도 나타나듯이 석탄은 석유, 천연가스와는 다르게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북미와 유럽, 아시아에 균등히 분포

되어 있어 장래에 자원이 고갈되어 감에도 독점에 의한 가격 폭등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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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Coal
(Thousand
million
tonnes)

Oil
*

(Thousand
million
tonnes)

Natural gas
(Trillion
cubic

meters)

North America 2,451 338 10.8

Central and South America 125 509 7.6

Europe, Eurasia 3,046 190 58.4

Middle East 12 1,093 80.5

Africa 317 173 14.5

Asia, Oceania 2,658 55 15.5

Total 8,609 2,358 187.3

* crude oil, natural gas liquids (NGLs), gas condensate

Table 1-1. Resources and proved reserves as of 2012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3).

Region Coal Oil
*

Natural gas

North America 244 38.7 12.1

Central and South America 129 >500 42.8

Europe, Eurasia 238 22.4 56.4

Middle East >500 78.1 >500

Africa 124 37.7 67.1

Asia, Oceania 51 13.6 31.5

Total 109 52.9 55.7

* crude oil, natural gas liquids (NGLs), gas condensate

Table 1-2. R/P ratio of resources as of 2012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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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의 소비량은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여전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Table 1-3과 Fig. 1-1은 지난 10년 동안

의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표와 그래프이다(BP, 2013). 자료

를 통해 석탄의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

량 자체만 보면 석탄의 소비량이 석유의 소비량에 못 미치지만, 2003년

과 2012년의 소비량을 비교해 보면 석유가 11%, 석탄이 43% 증가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중기 석탄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의 석탄 소비량 급

증으로 인하여 2017년 세계 석탄 소비량이 석유 소비량을 뛰어 넘을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IEA, 2012). 반면 원자력 에너지의 경우, 최근의 후

쿠시마 사고와 독일의 원전폐쇄정책의 영향으로 2011년부터 소비량이 감

소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4와 Fig. 1-2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세계 주요 137개국

의 에너지원별 전기생산량을 나타낸 통계자료이다(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

보시스템, KESIS). 2001년 석탄에 의한 전기생산량은 전체 전기생산량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0년에는 약 47%로 증가하여 거의 절

반에 해당되는 전기를 석탄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의 석탄

에 의한 전기생산량은 2001년 1,151 TWh에서 2010년 3,297 TWh로 급

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국 내 전기생산량의 약 80%에 해당되며, 

전 세계 전기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에 의한 전기생산

량은 200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신

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기생산량은 녹색 성장의 패러다임 안에서 400% 

증가의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겨우 전체 전기생산량의 

3%를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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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Million TOE)

Year Coal Oil Natural
gas

Nuclear
energy

Hydro-
electricity

Renewable
energy

2003 2,610 3,719 2,343 598 597 66

2004 2,795 3,865 2,414 625 635 76

2005 2,923 3,912 2,500 627 662 85

2006 3,075 3,950 2,562 635 688 95

2007 3,200 4,010 2,647 622 701 108

2008 3,256 3,995 2,718 619 728 123

2009 3,239 3,922 2,656 614 738 142

2010 3,464 4,038 2,864 626 782 169

2011 3,629 4,081 2,914 600 795 206

2012 3,730 4,131 2,987 560 831 237

Table 1-3. World energy consumption by source (BP,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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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World energy consumption by source (BP,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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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TWh)

Year Coal Oil Natural
gas

Nuclear
energy

Hydro-
electricity

Renewable
energy

2001 7,136 1,070 2,847 2,646 2,796 264

2002 7,574 1,091 3,024 2,676 2,873 294

2003 8,227 1,099 3,160 2,668 2,885 318

2004 8,645 1,111 3,405 2,779 3,121 358

2005 9,291 1,093 3,586 2,810 3,280 400

2006 10,046 1,018 3,756 2,835 3,422 444

2007 10,881 1,037 4,084 2,771 3,511 504

2008 11,055 983 4,240 2,790 3,721 580

2009 11,100 921 4,291 2,756 3,818 680

2010 11,937 909 4,706 2,824 4,095 840

Table 1-4. World electricity generation by source (K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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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World electricity generation by source (K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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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석탄 소비량 증가와 함께 국내의 석탄 소비량 역시 꾸준히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Table 1-5, Fig. 1-3).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

스템(KESIS)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의 석탄 소비량은 2003

년 5천만 TOE에서 2012년 8천만 TOE로 약 60% 가량 증가하였다. 국

내의 전체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4%에서 30%로 증가하였다. 반면 석유와 원자력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소비량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전체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석유는 49%에서 

38%로, 원자력은 14%에서 11%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친환경 경제발전

과 더불어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의 소비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전

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수력 에너지까지 포함하여 22%에 불과하다.

  석탄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이다. 석탄

에 의한 전력생산은 전체 전력생산의 약 40%에 해당된다. 지난 10년간, 

석탄에 의한 전기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하였는데, 2002년 118 TWh에

서 2011년 200 TWh로 1.7배 증가하였다(Table 1-6, Fig. 1-4). 반면 원

자력의 경우에는 전체 전기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하향세

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잇따른 가동 중단 및 부품 

문제들에 의해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화력발전의 비중을 늘리는 

정책이 제시됨에 따라 석탄에 의한 전기생산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에 보고된 에너지경제원(KEEI, 2013)의 중기 

에너지수요전망에서도 석탄의 소비량은 2017까지 4.7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발전용 석탄의 소비량이 5.5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Table 1-7, Fi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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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Million TOE)

Year Coal Oil Natural
gas

Nuclear
energy

Hydro-
electricity

Renewable
energy

2003 51.1 102.4 24.2 32.4 1.7 3.2

2004 53.1 100.6 28.4 32.7 1.5 4.0

2005 54.8 101.5 30.4 36.7 1.3 4.0

2006 56.7 101.8 32.0 37.2 1.3 4.4

2007 59.7 105.5 34.7 30.7 1.1 4.8

2008 66.1 100.2 35.7 32.5 1.2 5.2

2009 68.6 102.3 33.9 31.8 1.2 5.5

2010 77.1 104.3 43.0 31.9 1.4 6.1

2011 83.6 105.1 46.3 32.3 1.7 6.6

2012 80.9 106.1 50.2 31.7 1.5 7.2

Table 1-5. Korea energy consumption by source (KES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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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Korea energy consumption by source (K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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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TWh)

Year Coal Oil Natural
gas

Nuclear
energy

Hydro-
electricity

Renewable
energy

2002 118.0 25.1 39.0 119.1 5.3 0

2003 120.3 26.5 39.1 129.7 6.9 0

2004 127.2 18.5 56.0 130.7 5.9 0.4

2005 133.7 17.7 58.1 146.8 5.2 0.4

2006 139.2 16.6 68.3 148.7 5.2 0.5

2007 154.7 18.1 78.4 142.9 5.0 0.8

2008 173.5 10.1 75.8 151.0 5.6 1.1

2009 193.2 14.1 65.3 147.8 5.6 1.8

2010 197.4 12.9 96.7 148.6 6.5 4.5

2011 200.1 12.5 101.7 154.7 7.8 7.6

Table 1-6. Korea electricity generation by source (KESIS).

Year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W
h

0

Coa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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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energy
Hydroelectricity
Renewable energy

Fig. 1-4. Korea electricity generation by source (K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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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Million tonnes)

Year Anthracite Flaming
coal Total Power

generation Industry Home/
Commerce

2012 10.4 117.7 128.0 79.7 46.5 1.8

2013 11.0 118.5 129.6 79.8 47.9 1.9

2014 11.5 121.1 132.6 81.0 49.8 1.8

2015 12.0 125.8 137.8 84.4 51.6 1.8

2016 12.4 135.7 148.1 93.0 53.3 1.8

2017 12.6 148.6 161.2 104.4 55.0 1.8

Rate
of

increase
4.0 4.8 4.7 5.5 3.4 -0.6

Table 1-7. Outlook for coal consumption in Korea (KEEI, 2013).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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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Outlook for coal consumption in Korea (KEEI,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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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정석탄기술

  석탄은 다른 화석연료들에 비해 연소시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다. 석탄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미

세먼지(PM10),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은 대

표적인 배기가스 규제 대상물질이다. 1952년 발생했던 런던스모그 사건

은 석탄의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사건이다. 또한 석탄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광물성 불순물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재(Fly ash)는 보일

러 내에 파울링(fouling)과 슬래깅(slagging) 등을 유발시켜 연소 효율과 

에너지 생산 효율을 감소시킨다. 또한 석탄은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함으로써 최근에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간주되고 있다.

  청정석탄기술(Clean Coal Technology, CCT)은 이러한 환경오염물질, 

특히 분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시켜 연소 후 발생되는 공해

물질의 배출을 저감시킬 뿐 아니라, 연소 효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석탄의 

소비량을 줄이고 부가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저감시키는 데 그 목

적을 두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석탄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연료에 비해 비교적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나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원

자력발전은 잇따른 방사능 유출 사고에 의한 불안감에 사용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로는 지금의 에

너지 수요를 감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존

량이 많고 가격이 저렴한 석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청정석탄기술은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를 타개

하여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고 않고 미래에 지속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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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석탄기술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연소 전, 중, 후 처리기술

(Pre, In, Post-combustion)과 석탄전환기술(Coal conversion)이다(Fig. 

1-6). 연소전처리기술은 산처리, 용매추출, 선탄 등과 같이 연소 전 석탄

의 광물성 불순물이나 황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종이다. 이와 같이 처

리된 청정석탄을 연소시키면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할 뿐 아니라 연소 효

율 또한 증가한다. 연소중처리기술은 유동층 연소, low-NOx burner, 

oxy-combustion 등과 같이 연소 공정 자체를 조작함으로써 연소 효율을 

증대시키고 SOx, NOx 등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는 기술이다. 

연소후처리기술은 습식 세정, 선택적 촉매 환원법(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선택적 무촉매 환원법(Selective non catalytic 

reduction, SNCR), 용매흡수 등과 같이 연소가스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후처리 공정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CCS(Carbon capture storage)

도 여기에 속한다.

  석탄전환기술은 석탄 자체의 성질을 변화시킴으로써 석탄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까지도 감소시키는 기술로서 석탄의 구조

를 밝히기 위한 연구로 시작되었으나 석탄이 에너지원으로서 주목을 받

기 시작하면서 청정석탄을 제조하거나 석탄으로부터 가스, 액체연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하여 이제는 석탄화학공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석탄액화기술(Coal-to-liquid, CTL), 석탄가스화기

술(Coal-to-gas, CTG)이 가장 대표적인 석탄전환기술이다. 석탄액화기

술을 통해 제조된 액화연료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 석탄가스

화기술은 석탄을 수소가스와 일산화탄소로 분리시키는 기술로서 석탄가

스화 복합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이 대표적

인 예이다. 연소전처리공정에 의해 처리된 청정석탄을 석탄액화기술이나 

석탄가스화기술에 사용할 경우 전환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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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lassification of clean co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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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전처리기술은 석탄에 존재하는 광물성 불순물을 연소 전 미리 제

거하는 기술로서 분리 방법에 따라 물리적 처리기술과 화학적 처리기술

로 분류된다. 물리적 처리기술은 석탄에서 불순광물들을 물리적 특성차

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기술이며 최근 분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미세

한 입자를 분리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물리적인 한계로 인하여 초

청정석탄을 생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화학적 처리기술은 화학물질

을 이용하여 광물성 회분을 용해, 제거하는 기술이며 주요 방법에는 산

화법, 알칼리 침출법 등이 있다. 화학적 처리방법은 물리적 처리방법으로

는 제거가 불가능한 유기황분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처리

비용이 많이 들며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문제가 있다. 최근 호주와 일본, 

그리고 영국에서 연구 중인 Ultra clean coal(UCC) 프로세스는 이러한 

화학적 처리법을 이용한 초청정석탄 제조기술로서 수산화나트륨을 사용

하거나(이시훈, 2008), 불산/질산을 사용하여(Steel, 2001) 석탄의 회분을 

침출시키는 기술이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 청정석탄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

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석탄의 황철광(pyrite)을 

제거함으로써 80-98%의 pyritic sulfur를 제거할 수 있는 생물학적 탈황

기술을 연구하였고(류희욱, 1992),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불산을 포

함하는 super acid를 이용하여 회분을 석탄으로부터 침출시키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이시훈, 200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UCC 프로

세스와 마찬가지로 수산화나트륨(NaOH)을 이용한 용융가성소다 침출법

을 연구하여 회분을 0.3%까지 제거하였다(이시훈, 1994; 1995; 1997). 그

러나 이들 모두 경제적인 이유로 상용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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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석탄용매추출

  석탄용매추출법은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석탄의 유기성분을 추출하는 

기술이다. 석탄은 유기성분과 광물질로 구성된 무기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석탄을 용매에 넣으면 유기성분은 녹아들고 광물질은 남게 된다. 

고액분리를 통해 이 둘을 분리한 뒤, 회수한 용액을 증발시켜 광물질과 

황성분이 거의 없는 청정석탄을 얻을 수 있다(Fig. 1-7). 정제된 석탄은 

직접 가스터빈에 직접 투입하여 고열효율의 연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석탄 액화, 가스화 공정으로 연계할 경우, 보다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Okuyama, 2004).

Liquid

Coal

Solvent Extraction

DryingEvaporation

Filtration

Mineral matter

-free coal

Mineral matter

-rich coal

Extract Residue

Solid

Solvent

Fig. 1-7. Concept of coal solvent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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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의 용매추출은 Schrotter(1849)와 Marsilly(1862)가 석탄의 구조와 

조성을 연구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석탄을 

Pyridine과 trichloromethane, petroleum, diethyl ether, acetone 등의 용

매에 단계적으로 추출시킴으로써 각각의 용매에 녹는 석탄의 성분을 분

류하여 석탄의 구조를 연구하는데 사용하였다. 1902년 뜨거운 pyridine을 

사용하여 역청탄을 추출하였는데 이후 석탄용매추출에 대한 본격적인 연

구가 시작되었다(Bedson, 1902). 1920년대부터는 석탄용매추출을 고온에

서 시도함으로써 석탄의 열분해작용이 더 많은 추출이 이끌어 낸다는 것

이 밝혀졌고, 점차 청정석탄을 얻기 위한 정제기술 및 수소공여용매를 

이용한 석탄의 액화기술로 발전하였다(Berkowitz, 1994).

  초청정석탄 제조기술로서 석탄용매추출법을 개발하고 생산 공정을 체

계화한 것이 일본의 Hyper-Coal(HPC) 프로세스이다(Okuyama, 2004). 

HPC 프로세스는 일본 신에너지종합개발기구(New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NEDO) 주도하에 CCT(Clean Coal Technology)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고온, 고압의 조건에서 저등급 석탄을 극

성 용매(주로 NMP, n-methyl-2-pyrrolidone)로 추출하여 회분 200 ppm 

미만의 초청정석탄을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Yoshida, 2002; 

2004). 회분 0.3%의 석탄 제조를 목표로 하는 UCC 프로세스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획기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2006년부터 초청정석탄 제조를 

목표로 석탄용매추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이시훈, 2008). 고온, 고

압의 조건에서 다양한 석탄과 용매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 회

분은 최소 100 ppm, 수율은 최대 86%까지 달성하였고, pilot plant를 건

설하여 상용화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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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 목적과 범위

  석탄용매추출법이 청정석탄 제조를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추출률과 회분의 제거율이다. 용매추출을 통한 청정석탄의 생

산이 경제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많은 양이 추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추출률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회분 함량을 등한시

해서는 안 된다. 석탄용매추출은 이론처럼 유기성분만 추출되지 않고 소

량의 회분이 함께 추출되는데, 공정의 목적이 회분이 거의 없는 석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회분의 잔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동안 보고된 연구들에 의하면 추출률 및 추출물의 물성은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하여 복잡하게 결정되는데 주요 범주는 석탄의 종류, 용매의 

종류, 그리고 반응조건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용매로 추출되기 쉬운 석탄

의 성분과 양은 얼마인지, 왜 용매 종류에 따라 추출률이 변하는지, 용매

와 석탄이 어떻게 반응하여 추출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는 아직까지 석탄을 구성하는 거대분자의 구조가 확실히 규명되지 않

았고, 또한 이들 분자들이 어떠한 결합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석탄은 매우 불균질한 물질로서 같

은 탄층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일정하지 않기 때

문에 석탄의 용매추출을 정확히 규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의 용매추출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석탄을 다양한 용매에 침출시킨 뒤, 추출률과 연관이 있

는 석탄과 용매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여 추출률 산출식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석탄의 구조가 용매추출에 미

치는 영향, 추출 전, 후의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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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특성 변화에 의한 추출률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최대한 많

은 종류의 석탄과 용매를 사용하였다. 고온, 고압으로 인한 석탄의 열분

해 작용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석탄과 용매만의 추출 효능을 살펴보기 위

하여 온순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석탄의 불균질한 특성으로 

인하여 같은 조건에서 추출을 반복하더라도 추출률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3회 반복 실험하여 평균 추출률을 분석에 고려

하였다.

  석탄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분석법이 사용되었다. 

원소분석과 공업분석을 통해 석탄의 조성 및 구성요소를 확인하였고, 석

탄의 화학적 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과 함께 13C-NMR(Nuclear Magnetic Resonance)이 사용

되었다. 석탄에 함유되어 있는 회분의 특성은 XRD(X-ray Diffraction)와 

XRF(X-Ray Flourescence Spectrometry)를 통해 관찰하였으며, 석탄의 조

직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마세랄(maceral) 분석과 비트리나이트 

반사율(vitrinite reflectance)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석탄의 특성이나 용매의 특성 중 한 가지 특성만을 고

려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석탄과 용매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석탄용매추출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초청정석탄 제조를 위한 용매추출 공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석

탄 및 용매를 선택하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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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이론 및 연구동향

2.1. 석탄의 화학구조

  석탄의 용매추출법은 화학 반응의 하나로서 용매 분자가 석탄 성분 간

의 화학적 결합을 끊는 반응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추출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석탄의 화학적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석탄의 화학적 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한 채, 

일부 구조들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졌다(Berkowitz, 1994; Mathews, 

2012). Fig. 2-1은 석탄 구조 일부분의 모습이다. 무수히 많은 벤젠고리

들이 서로 연결되어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고, 덩어리들 역시 각종 가교 

구조(bridge structure)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수산기, 카복

실기, 카보닐기, 에테르 등의 활성기가 벤젠고리덩어리 곳곳에 붙어있다. 

  근래에는 고분자 화학의 급속한 진보에 영향을 받아 석탄을 고분자 개

념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석탄은 물리․화학적 

성격이 고분자화합물과 비슷한 점이 많다. 그 예로 고분자화합물은 용매

에 담그면 용매분자가 고분자 구조에 침입하여 화합물이 부풀게 되며 궁

극적으로 용해된다. 석탄의 용매추출 또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며 

석탄성분 중 비교적 간단한 분자들은 용해되고 복잡한 분자구조를 갖는 

높은 분자량의 석탄성분은 용해되지 않고 잔류하며 잔류물은 부풀은 구

조를 갖게 된다(Berkowitz,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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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hemical structure of coal

(Berkowitz, 1994; Mathew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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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은 지하에서 고온, 고압에 의해 자연적으로 탄화 작용을 받게 되

는데, 수분과 함께 석탄의 휘발분이 탄산 가스, 메탄 가스 등으로 방출하

게 되고 고정탄소만이 남게 된다. 따라서 등급에 따른 수소, 산소, 탄소

의 함유량 변화를 살펴보면, Fig. 2-2와 같이 탄화됨에 따라 수소와 산

소의 함유량이 감소하고 탄소의 함유량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White,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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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Chemical composition of coal by rank 

(White,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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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화 작용은 석탄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탄화가 진행됨에 

따라 휘발분이 방출되어 지방족(aliphatic) 구조가 줄어들게 되고, 고정탄

소인 탄화수소가 더욱 cross-linking하여 벤젠고리를 형성시킴으로써 방

향족(aromatic) 구조의 고분자화합물이 늘어나게 된다(Prinz, 2004). 이와 

같이 탄화 작용에 의한 석탄의 화학적 조성 및 구조적 변화는 서로 밀접

한 연관성을 지니며, 석탄의 방향족성(aromaticity)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탄소 함유량에 대한 수소 함유량의 비율(H/C ratio)이 주로 이용되고 있

다(Hayamizu, 1985; Maroto-Valer, 1998). 일반적으로 H/C가 감소할수록 

석탄의 방향족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Fig. 2-3).

Fig. 2-3. Plot of aromaticity versus H/C ratio of coal 

(Maroto-Val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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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족 구조의 고분자화합물이 3차원적인 중합구조를 가지면 용매에 

의한 용해도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석탄 역시 등급이 높은 석탄일수

록 용매 추출률이 감소하게 되며(Iino, 1988), 용매추출을 이용한 청정석

탄 제조기술은 저등급 석탄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화학구조를 분석하는 분광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분광

분석법들이 석탄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주로 활용되는 기

술로는 질량 분광분석(Mass Spectroscopy, MS), 적외선 분광분석

(Infrared Spectroscopy, IR), 핵자기공명(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전자스핀공명(Electron Spin Resonance, ESR) 등이 있다. MS는 

GC(Gas Chromatography) MS와  MALDI-TOF(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ionization time-of-flight) MS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석탄 

내 고분자 화합물의 구조와 크기 및 분포를 관찰하는데 사용된다. IR, 

NMR은 전반적인 구조, 특히 지방족/방향족 구조와 화학 결합 분포의 

경향성을 관찰하는데 사용되며, ESR은 특정한 분자구조의 정성 및 정량 

분석에 이용된다(Kershaw, 1989). 이와 같은 분광 분석들을 조합하여 석

탄의 구조를 밝히려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Mathews, 2012).

  본 연구에서는 석탄의 전반적인 구조의 특징 및 추출 전, 후의 구조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FTIR과 13C-NMR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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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석탄의 회분

  석탄은 유기성 물질과 무기성 물질의 혼합체이다. 이 중 무기성 물질

은 대부분이 광물성 물질이고, 유기 금속 화합물 또는 교환성 양이온과 

같은 유기 물질과 결합된 무기 원소도 미량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석탄

의 무기성 물질들, 특히 광물성 물질들은 연소시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며, 연소효율을 저하시키는 등 여러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석탄청정기술은 이러한 무기성 물질을 저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탄의 무기성 물질의 기원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분류된다. 첫 번째

로 식물체가 석탄으로 형성되기 전에 무기 물질을 생성한 경우를 들 수 

있고, 두 번째로 외부의 광물성 물질이 식물체가 부패되는 과정에서 풍

화작용이나 침식 등을 통해 섞이거나 또는 석탄이 형성된 후에 석탄층의 

갈라진 틈새로 끼어드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석탄의 광물성 물질 분류법은 1952년 Edgecombe와 Manning이 창안한 

것으로 석탄의 광물성 물질을 ‘inherent' 광물질과 ‘adventitious’ 광물질

로 구분하는 방법이다(Mackowsky, 1968). 전자는 식물체에 의해 형성된 

무기 성분으로 석탄 내부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물리적인 방법으

로 쉽게 제거할 수 없는 물질을 말하고, 석탄 형성 후에 외부에서 끼어

든 광물성 물질은 후자에 속한다. Mackowsky는 석탄 형성 과정에서 생

성된 광물성 물질을 ‘syngenetic’ 광물질로, 석탄 형성 후에 형성된 광물

성 물질을 ‘epigenetic’ 광물질로 표현하였다. Mackowsky의 syngenetic 

광물질은 inherent 광물질과, epigenetic 광물질은 adventitious 광물질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Mackowsky,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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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많은 종류의 광물질이 석탄에서 발견되었다(Table 2-1). 가

장 대표적인 광물질은 석영, 점토, 탄산염, 그리고 황화물이다. 이 중 가

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광물질은 석영이다. 석영 광학현미경을 통해 쉽

게 관찰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석탄에서 발견된다. 점토는 석탄 광물질 

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물질로서 Ca2+, Na+, K+와 같은 다양한 양이온을 

함유하는 알루미노규산염(aluminosilicate)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탄에서 

발견되는 가장 대표적인 점토는 일라이트(Illite), 고령석(Kaolinite), 그리

고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이다. 때때로 혼합층 점토가 석탄에

서 발견되기도 하는데 일라이트-몬모릴로나이트 혼합층이 주를 이룬다. 

석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탄산염은 방해석(calcite), 백운석

(dolomite), 철백운석(ankerite), 그리고 능철석(siderite)이다. 그러나 이 

물질들은 고용체(solid solution)를 형성하기 때문에 탄산염은 대부분의 

경우 그 구성이 매우 복잡하다고 한다(O'Gorman, 1971). 황을 함유하고 

있는 석탄 광물성 물질 중 가장 많은 것은 황철광이다. 다른 물질로는 

백철광(marcasite)이 관찰되는데 황철광과 백철광은 같은 화학 조성을 

가지나 서로 다른 결정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방연석(galena), 섬아연석

(sphalerite) 등과 같은 다른 황화물은 극히 소량만이 관찰된다. 일부 황

산염은 주로 풍화된 석탄에서 발견된다(O'Gorman, 1971).

  석탄 내부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무기성 원소들은 대부분 카복

실산, 수산화페놀, 그리고 이미노기 등과 같은 작용기에 연결되어 있다

(Vassilev, 2003). 이러한 원소들은 유기용매에 의해서는 분리되지 않고 

연속적인 산침출을 통해 석탄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지만, 산소나 질소와 

강한 복합체를 이루는 전이금속 또는 석탄 내부에 깊숙이 침전되어 있는 

FeOOH, CrOOH와 같은 수산화물의 경우에는 산침출을 통해서도 제거

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Vassilev,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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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Type Formula

Silica minerals Quartz SiO2

Chlorite (Mg,Al,Fe)12[(Si,Al)8O20](OH)16

Serpentine Mg3[Si2O5](OH)4

Clay minerals Kaolinite group
Illite
Montmorillonite group

Al4[Si4O10](OH)8
K1-1.5Al4[Si6.5-7Al1-1.5O20](OH)4
(½Ca,Na)0.7(Al,Mg,Fe)4-
[(Si,Al)8O20](OH)4․nH2O

Feldspar group Alkali feldspars
Plagiocalse

(K,Na)[AlSi3O8]
Na[AlSi3O8]-Ca[Al2Si2O8]

Sulfates Gypsum
Anhydrite
Hemihydrate
Barytes

CaSO4․2H2O
CaSO4

CaSO4․½H2O
BaSO4

Sulfides Pyrite
Marcasite
Pyrrhotite
Chalcopyrite
Sphalerite

FeS2 (cubic)
FeS2 (orthorhombic)
Fe1-xS
CuFeS2
ZnS

Carbonates Ankerite
Calcite
Aragonite
Magnesite
Rhodochrosite
Siderite
Dolomite
Strontianite
Witherite

Ca(Mg,Fe2+,Mn)(CO3)2
CaCO3 (trigonal)
CaCO3 (orthorhombic)
MgCO3

MnCO3

FeCO3

CaMg(CO3)2
SrCO3

BaCO3

Rutile TiO2

Table 2-1. Minerals in coal (O'Gorman,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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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ng(2008)은 용매추출을 통해 석탄의 유기성분을 추출한 다음, 추출

된 성분을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광도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 

atomic emission spectroscopy, ICP-AES)와 ESR로 분석한 결과, 유기

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무기성 원소들 중 Fe가 가장 많으며 이들은 석탄

이 형성되기 전 식물체에서 만들어진 효소나 단백질의 ferritin, iron 

porphyrin과 같은 생물학적 성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석탄의 회분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Table 2-2). XRD는 광물질의 정성 분석에 가장 뛰어난 방법이다. 지금

까지 석탄의 광물질 분석에 관하여 XRD를 이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

었다(O'Gorman, 1971). FTIR은 주로 물질의 유기 결합 구조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광물질에 대한 정성 분석도 가능하며 XRD보다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다. XRD와 FTIR을 이용한 석탄 광물

질의 정량 분석 방법도 연구되어 왔으나 광물질의 불균질성으로 인하여 

아직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O'Gorman, 1971). 최근에는 ESR과 

XAFS(X-ray adsorption fine structure spectroscopy)이 석탄 회분의 정

성 분석에 사용되고 있다(Huffman, 1989).

Purpose Method  

qualitative analysis  XRD, FTIR, XAFS, ESR

quantitative analysis  XRF, ICP-AES, ICP-MS

optical analysis  Optical microscopy, TEM, SEM-EDS

Table 2-2. Methods for analysis of ash in 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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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광물질의 정량 분석으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XRF이다. 석탄 

회성분의 구성 및 함량을 쉽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석탄을 

태운 뒤 남은 회성분만을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휘발성 무기질에 대한 

측정을 할 수가 없고, 미량으로 존재하는 성분에 대한 분석이 어려우며 

많은 양의 시료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최근에는 ICP-AES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Wang, 2004; 2005). ICP-AES

는 석탄을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원소의 함유량을 ppb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많은 시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 그러나 ICP-AES는 일반적으로 시료를 왕수에 녹여 액상으로 측정

을 수행하게 되는데, 석탄의 경우 왕수에 쉽게 녹지 않기 때문에 

Microwave digestion 전처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Wan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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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용매의 특성

  석탄을 용매추출함에 있어 무엇이 용매의 효능을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Berkowitz, 1994). 1936년 Agde와 Hubertus

는 용매의 효능을 쌍극자모멘트(μ)와 유전율(ε), 그리고 표면장력(σ)으로 

정의하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 하였다. 또한 1940년에는 Kiebler가 용

매의 효능을 내부 압력(Pi)과 연관 지으려 시도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실

패하였다. 1961년에는 Kreveln이 용해도 파라미터(solubility parameter)

를 이용하여 용매의 효능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1979년에는 Marzec이 

용매의 전자 수여-공여 특성(electron donor-acceptor number)을 이용하

여 석탄 구조와 용매의 효능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2.3.1. 용해도 파라미터

  모든 물질은 분자 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져 있다. 고체, 액체, 기체

와 같이 물리적 상태가 달라지는 것도 분자 간 결합력의 차이에 의해 발

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매가 어떤 물질을 녹이기 위해서는 그 물질

의 결합력을 약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용매 분자의 결합력과 용

질 분자의 결합력이 비슷할 때 가장 잘 일어난다. 즉, 용매가 어떤 물질

을 많이 녹이려면 두 분자의 결합력이 서로 비슷해야 한다. 용해도 파라

미터는 용매의 결합력을 수치화시킨 것이다.

  액체에 에너지가 가해지면 그 에너지는 전적으로 액체의 분자들을 분

리시켜 기체로 증발시키는 데에 사용된다. 액체가 증발할 때 필요한 에

너지를 기화열이라고 하는데, 이 기화열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그 액

체의 응집력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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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ΔH -RT
V m

                   여기서 :   c = cohesive energy density

              ΔH = heat of vaporization

            R = gas constant

            T = temperature

                 V m = molar volume

  Hildebrand(1916)는 응집력이 곧 분자간의 결합력이라 하여 응집력에 

제곱근의 씌워 특정 용매의 용해성을 수치로 나타내어 사용하였는데, 이

를 “용해도 파라미터"라고 표현하였다.

   






   





  여기서 δ의 단위는 ㎈㎝  또는 ㎫이 된다. 다음의 Table 2-3

은 여러 용매들의 Hildebrand 용해도 파라미터이다. 이 값은 일종의 일

련번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값이 높다고 해서 용해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이상의 용매를 섞었을 경우에는 섞여 있는 비율을 

각 용매의 Hildebrand 용해도 파라미터 값에 곱한 다음, 그 값을 모두 

더하여 혼합용매의 Hildebrand 용해도 파라미터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Hildebrand 용해도 파라미터가 18.3인 toluene과 19.7인 acetone을 2:1비

율로 섞은 용매의 Hildebrand 용해도 파라미터는 18.3×2/3 + 19.7×1/3 = 

18.7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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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nt   δ (㎫ ) δ (㎈㎝  )
 n-Pentane  7.00 14.4
 n-Hexane 7.24 14.9 
 n-Heptane 7.40 15.3 
 Diethyl ether  7.62 15.4 
 1,1,1 Trichloroethane   8.57 15.8
 Cyclohexane  8.18 16.8 
 Amyl acetate 8.50 17.1 
 Carbon tetrachloride  8.65 18.0 
 Xylene  8.85 18.2
 Ethyl acetate  9.10 18.2
 Toluene  8.91 18.3 
 Tetrahydrofuran  9.52 18.5
 Benzene  9.15 18.7
 Chloroform  9.21 18.7 
 Trichloroethylene  9.28 18.7
 Cellosolve acetate  9.60 19.1
 Methyl ethyl ketone  9.27 19.3
 Acetone  9.77 19.7
 Diacetone alcohol  10.18 20.0
 Ethylene dichloride  9.76 20.2
 Methylene chloride  9.93 20.2
 Butyl Cellosolve 10.24 20.2
 Pyridine  10.61 21.7 
 Cellosolve 11.88 21.9 
 Morpholine 10.52 22.1 
 Dimethylformamide   12.14 24.7
 n-Propyl alcohol   11.97 24.9
 Ethyl alcohol   12.92 26.2
 Dimethyl sulphoxide  12.93 26.4 
 n-Butyl alcohol   11.30 28.7
 Methyl alcohol  14.28 29.7
 Propylene glycol 14.80 30.7 
 Ethylene glycol 16.30 34.9 
 Glycerol 21.10 36.2
 Water 23.50 48.0 

Table 2-3. Hildebrand solubility parameter of solvents

(Barto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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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debrand 용해도 파라미터와 관련하여 용해도 이론에 가장 많이 사

용되는 세 가지의 극성 상호작용은 분산력, 극성력, 그리고 수소결합력이

다(Hansen, 1967). 

  두 분자가 근접하였을 때, 각각의 극성은 또 다른 극성으로 조화를 일

으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한 분자의 전자가 다른 분자의 

핵을 일시적으로 끌어당기게 되는데 이 힘을 "런던 분산력" 또는 "유도

쌍극자-유도쌍극자 인력"이라고 한다.

  극성분자들은 스스로 +에서 -로 배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배열은 

분자간의 인력을 더욱 증가시킨다. 이렇게 증가된 힘을 "Keesom 상호작

용"이라고 한다. 한편, 극성이 아닌 어떤 분자들도 극성 분자 부근에 있

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극성을 띄게 되어 상호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야기되는데 이 힘을 "Debye 상호작용"이라 한다. Keesom 상호작용과 

Debye 상호작용 이 두 가지 상호작용을 합쳐서 "극성 상호작용" 또는 "

극성력"으로 나타낸다.

  수소원자가 산소, 질소, 불소와 같은 극친전자성 원자에 붙어있을 때 

특별히 강한 극성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 경우, 수소의 하나뿐인 전자

가 음전기의 원자로 끌어당겨지면서 상당한 결합력을 발휘하게 되어 두 

분자 간에 양자 연결다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다리는 다른 쌍극자 상

호작용들보다 월등히 강하다. 이것을 "수소결합"이라 한다.

  Hansen(1967)은 이 세 가지 상호작용을 Hildebrand 용해도 파라미터

에 접목시켰고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하였다. 

δ t
2 = δ d

2+ δ p
2+ δ 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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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δ t = Hildebrand parameter

 δ d = dispersion force

 δ p = polar force

 δ h = hydrogen bonding

2.3.2. 전자 공여-수여능

  Gutmann(1978)은 용매의 전자를 주는 능력과 받는 능력을 실험적 방

법을 통하여 수치적으로 정량화하였고 각각 공여능(donor number, DN)

과 수여능(acceptor number, AN)으로 표시하였다. DN은 용매와 

acceptor-halide인 antimony(V) chloride(SbCl5)를 1,2-dichloro-ethane과 

같은 비활성 매체 안에서 1:1로 반응시켰을 때 발생하는 - ΔH를 측정한 

수치이고, AN은 용매에 triethylphosphine oxide를 녹인 뒤, 3P-NMR을 

측정한 수치이다. Table 2-4는 여러 용매들의 DN, AN값을 나열한 표이

다. 이렇게 측정된 용매의 DN, AN 값을 이용하여 1979년부터 본격적으

로 추출률과의 연관성이 연구되었고, 밀접한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를 2.4.2에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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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nt DN Solvent AN
Benzene
SO2Cl2
SOCl2
CH3COCl
Tetrachloroethylene carbonate
C6H5COF
C6H5COCl
Nitromethane
Dichloroethylene carbonate
Nitrobenzene
(CH3CO)2O
POCl3
C6H5CN
SeOCl2
CH3CN(An)
Sulpholane
Dioxane
PDC
C6H5CH2CN
Ethylene sulphite
i-Butyronitile
C3H7CN
Ethylene carbonate
C6H5POF2
CH3COOCH3
n-Butyronitile
Acetone
CH3COOC2H4
Water(gas)
(C2H5)2O
Tetrahydrofuran
(C6H5)2POCl
Trimethylphosphate
Tributylphosphate
Dimethoxyethane
DMF
N-methyl-caprolactame
N-methyl-2-pyrrolidone(NMP)
DMA
DMSO
Diethylformamide
Dierhylacetamide
Water(liquid)
Pyridine
HMPA
Hydrazine
Ethylenediamine
Ethylamine
i-Butylamine
Ammonia
Triethylamine

0.1
0.1
0.4
0.7
0.8
2.3
2.3
2.7
3.2
4.4
10.5
11.7
11.9
12.2
14.1
14.8
14.8
15.1
15.1
15.3
15.4
16.1
16.4
16.4
16.5
16.6
17.0
17.1
18.0
19.2
20.0
22.4
23.0
23.7
24.0
26.6
27.1
27.3
27.8
29.8
30.9
32.2
33.0
33.1
38.8
44.0
55.0
55.5
57.0
59.0
61.0

Hexane
Diethylether
Tetrahydrofuran
Benzen
CCl4
Diglyme
HMPA
Dioxane
Acetone
N-methyl-2-pyrrolidone(NMP)
DMA
Pyridine
Nitrobenzene
Benzonitrite
DMF
Dichloroethylene carbonate
PDC
CH3CN(An)
DMSO
CH2Cl2
Nitromethane
CHCl3
i-Propanol
Ethyl alcohol
Formamide
Methyl alcohol
Acetic acid
Water
SbCl5 in DCE
CF3COOH
CH3SO3H
CF3SO3H

0
3.9
8.0
8.2
8.6
10.2
10.6
10.8
12.5
13.3
13.6
14.2
14.8
15.5
16.0
16.7
18.3
19.3
19.3
20.4
20.5
23.1
33.5
37.1
39.8
41.3
52.9
54.8
100.0
105.3
126.1
129.1

Table 2-4. DN, AN of solvents (Gutmann,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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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추출률과 추출영향인자

2.4.1. 석탄의 특성과 추출률

  석탄은 지질시대의 식물이 땅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변성되어 만들

어졌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조성과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매우 불균

질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석탄이라 할지라도 샘플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석탄의 특성들 중 어느 특성이 추출에 관여하

는지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Iino(1988)는 56종의 

석탄을 용매추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산출된 추출률을 석탄의 여

러 특성들에 대해 각각 선형회귀분석 함으로써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판

단되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Table 2-5에서처럼 석탄의 탄소 함

유율(Fig. 2-4), 그리고 산소와 황 함유율의 합에 대한 휘발분의 비율

(Fig. 2-5)이 추출률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결론지었다.

Parameter
Correlation 

factor
Correlation equation

Extraction yield = aα + b

α r a b

 Carbon 0.72 1.9 -124.2

 Volatile matter (VM) 0.43 -0.80 59.3

 Hydrogen/Carbon 0.31 -59.0 75.5

 VM/Fixed Carbon 0.47 -29.9 48.1

 Primary tar 0.39 1.1 16.1

 VM/Oxygen+Sulfur 0.73 8.2 -2.7

 Primary tar/O+S 0.66 10.7 15.1

Table 2-5. Correlation between compositions of coals and extraction 

yield (Iino,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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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Correlation between extraction yield and 

carbon percentage of coal samples (Iino, 1988).

Fig. 2-5. Correlation between extraction yield and 

VM/(O+S) ratio of the coal samples (Iino,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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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no는 이와 결과를 통해 석탄은 탄소 함유율이 약 85-87%일 때 가장 

높은 추출률을 나타내며 이러한 경향은 석탄의 탄소 함유율이 85-87%일 

때 최소값을 나타내는 ‘crosslinking density(Green, 1982)’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탄소 함유율 75% 미만 및 

90% 이상의 석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고, 회귀분석 결과의 결정계수

가 0.72, 0.73으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보편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

며, VM/(O+S)가 추출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 하였다.

  Kashimura(2006)는 석탄에 존재하는 카복실기가 추출률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였다. Kashimura는 이온 교환을 통해 석탄의 카복실기 함유

량과 Ca2+, Mg2+ 등이 결합된 카복실기(-COOM)의 함유량을 계산하였

고, crude methylnaphthalene oil(CMNO)을 이용하여 용매추출한 다음, 

추출률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Fig. 2-6과 같이 -COOM이 

많을수록 추출률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처리를 통해 

Ca, Mg가 감소할수록 추출률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Fig. 2-7). 이를 통

해 많은 양의 Ca와 Mg가 카복실기에 결합되어 있으면 용매에 의한 추

출을 방해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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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Correlation between extraction yield and the amount 

of -COOM of coal samples (Kashimura, 2006).

Fig. 2-7. Correlation between extraction yield and the amount 

of Ca, Mg of coal sample (Kashimur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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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석탄의 조직학적 특성과 추출률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

도 수행되었다(Niekerk, 2010). 마세랄 성분이 정반대인 두 석탄 

(vitrinite-rich 석탄과 inertinite-rich 석탄)을 용매추출한 뒤, 추출물과 

추출률을 분석하여 연관성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추출 후 마세랄 모양

의 변화는 있으나 조성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았고, Fig. 2-8에서처럼 많

이 추출된 석탄일수록 평균 비트리나이트 반사율(mean random vitrinite 

reflectance, Rm)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원인을 구조, 

원소 조성, 그리고 표면의 변화 등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 관찰되었던 추

출에 의한 변화의 복합 원인으로만 추정할 뿐, 확실한 이유를 밝히지 못 

하였다. 

  그 밖에도 석탄의 점결성(caking property), 코킹성(coking property)이 

추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Shui, 2007; 2010)가 수행되었으나 명확

하게 연관성을 규명하지는 못 하였다. 이처럼 석탄의 특성이 추출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단편적인 

연구에 불과하거나 결과가 명쾌하게 밝혀지지 못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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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Changes in vtrinite reflectance of 

two coal samples (a: vitrinite-rich, b: inertinite-rich) 

after solvent swelling and extraction (Nieker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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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용매의 특성과 추출률

  1970년대 말에 용매의 특성을 중심으로 석탄의 추출률에 대한 조직적

인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공유 결합의 분열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

고 상온에서 추출실험이 수행되었다(Marzec, 1979; Bodzek, 1981). 용매

로는 전자 공여-수여능 이론(Gutmann, 1978)을 통해 DN과 AN이 정량

화된 몇 가지 용매가 사용되었다. 그 결과, Fig. 2-9, Fig. 2-10에서 나타

나듯 추출률과 용매의 DN, 특히 DN에서 AN을 뺀 값 사이에 밀접한 연

관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용매의 친핵성, 작은 범위에서는 친전자성

도 용매추출 능력의 주요 인자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Fig. 2-9. Correlation between extraction yield and 

donor number of solvents (Marzec,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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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 Correlation between extraction yield and DN-AN 

of solvents (Marzec, 1979).

Fig. 2-11. Mechanism of coal solvent extraction 

by Marzec (Marzec, 1979).



- 43 -

 Marzec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Fig. 2-11과 같이 석탄의 용매추출 

메커니즘을 창안하였다. 추출되는 석탄 덩어리는 DNN(전체 석탄 

network의 DN) → ANP(석탄 덩어리(pore molecule)의 AN), DNP(석탄 

덩어리의 DN) → ANN(전체 석탄 network의 AN)의 두 가지 전자 공여

-수여 결합에 의하여 전체 석탄 network와 결합되어 있다. 추출이 진행

되면 용매 분자의 DNS가 ① 석탄 덩어리의 ANP를 끊거나 ② 전체 

nework의 ANN을 끊고, 용매 분자의 ANS가 ③ 석탄 덩어리의 DNP를 

끊거나 ④ 전체 nework의 DNN을 끊는 등 4가지 경로를 통해 석탄 덩어

리와 전체 network이 분리됨으로써 추출이 이루어진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Marzec는 Fig. 2-12, Table 2-6과 같이 DN과 AN의 크기에 따

라 용매를 9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 각 Group의 추출 특성을 파악하였

다. DN이 크고 AN이 작은 Group A는 석탄의 두 가지 전자 공여-수여 

결합을 모두 끊음으로써 가장 높은 추출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높은 추출률을 나타내는 NMP, ethylenediamine, pyridine 등의 용매

들은 모두 Group A에 속한다.

  반면, Group D, Group E와 같이 DN가 AN이 모두 높거나 낮은 용매

는 추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용매의 DN 또는 AN값이 

석탄의 DN, AN 값 사이인 Group F, C, G, H, I에서는 높은 추출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추측하였다. Group B는 Group A와 마찬가지로 이

론적으로는 높은 추출률을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로 AN이 DN보다 높

은 용매는 추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내지를 못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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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Groups of solvent classified by DN and AN 

(Marzec,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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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nt group Extract Yields

Expected Stated

Group A

Diethyl ether, tetrahydrofuran, 

pyridine, dimethylsulfoxide,

dimethylformamide, NMP, 

ethylenediamine

DNS ≧ 19; ANS ＜ 21

High 10-20 wt.%

Group F

Dioxane, acetone

17 ≧ DNS ≧ 15; ANS ＜ 21

Low 1-2 wt.%

Group D

Hexane, benzene, nitromethane, 

acetonitrile

 DNS ≦ 14; ANS ＜ 21

No extract ≦ 0.1 wt.%

Group E

Methanol, water, ethanol, isopropanol, 

formamide

DNS ≧ 19; ANS ≧ 23

No extract ≦ 0.2 wt.%

Table 2-6. Each extraction yield of solvent groups classified by 

DN, AN (Marzec,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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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zek(1981)은 Marzec의 메커니즘을 전자공여 용매분자가 석탄의 전

자공여 성분을 대체한다하여 “치환”이라 표현하였고, 용매의 전자 공여 

능력이 클수록 더 많은 석탄의 전자 공여 성분이 용매 분자에 의해 대체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추출률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용매를 혼합하면 추출률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도 종종 보고되고 있는

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CS2/NMP 혼합용매이다. NMP는 CS2와 1:1로 혼

합될 경우, 상온에서 열분해를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60-70%의 추

출률을 나타낸다. 이에 대하여 Iino는 NMP와 CS2의 혼합에 의한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그는 NMP와 CS2/NMP 1:1 혼합 용매의 점도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1.69 mPa의 높은 점도를 지닌 NMP가 CS2와 1:1로 혼합될 

경우 점도가 0.615 mPa로 감소하면서 더욱 높은 석탄 투과성을 나타내

게 되어 더 많은 추출을 이끌어 낸다고 추정하였다(Iino, 1989). 

  Aida(1996)는 NMP가 CS2와 혼합될 경우, 작은 분자의 CS2가 석탄 내

부의 연결 부위를 끊어 놓음으로써 NMP가 더 많은 석탄을 추출할 수 

있게 한다는 “wedge effect”를 제안하기도 하였고, Dyrkacz(2001)은 용

매의 분자구조를 연관시킴으로써 평평한 방향족 고리 구조를 가진 용매

일수록 더 쉽게 석탄 내부까지 침투하여 높은 추출률을 이끌어 낸다고 

결론지었으나 뚜렷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 하였다.

  Shui(2006)는 NMP와 CS2, 그리고 1:3, 1:1, 3:1 혼합 용매를 각각 

FTIR 분석하였고, 그 결과 NMP와 CS2를 1:1로 혼합할 경우 1508 cm-1

의 wavenumber에서 순수한 NMP와 CS2에서는 물론 1:3, 3:1 혼합 용매

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높은 피크를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NMP가 CS2

와 1:1로 혼합될 경우 특수한 결합이 형성되어 NMP의 점도를 감소시킴

으로써 더욱 많은 추출을 이끌어 낸다고 추정하였다(Fig. 2-13). 그러나 

1508 cm-1의 특수한 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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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FTIR spectra of CS2, NMP mixed solvents 

(Shui, 2006).

그러나 같은 용매라도 석탄의 종류에 따라 각각 상이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들 인자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지지 못하

고 있으며 석탄의 특성과 용매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Iino, 1989; Shu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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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및 실험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먼저 다양한 분석법을 이용하여 

석탄 시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용된 분석은 공업분

석, 원소분석, 그리고 마세랄 분석이다. 각 시료의 구조를 관찰하기 위하

여 FTIR, 그리고 13C-NMR이 사용되었다. 회분의 경우, 전기로를 이용

하여 석탄을 연소시킨 뒤 남은 회분을 XRD, XRF를 통해 정성, 정량 분

석하였다. 석탄 시료는 추출에 앞서 파분쇄하여 200 mesh 미만의 미분

으로 만들었는데 이는 입도를 줄임으로써 표면적을 증가시켜 보다 많은 

추출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용매추출은 Soxhlet 추출기를 이용하였는

데 유기물 추출에 주로 사용되는 추출법이다. 또한 Pack-bed 팽윤시험

(swelling test)을 통해 용매에 대한 석탄의 반응성을 관찰하였다. 각각의 

분석과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3.1. 분석 방법

3.1.1. 공업분석

  공업분석은 가연성 연료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열중량분

석(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의 원리를 이용하여 수분, 휘발분, 

고정탄소와 회분 함유량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는 본 실험실이 

보유하고 있는 LECO社의 TGA-701 모델이 사용되었고, ASTM D-5142 

시험법을 적용하였으며, 각 성분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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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은 석탄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질소와 같은 비활성기체를 주입

하거나 진공상태를 만들어 준 다음, 107 ± 4 ℃에서 1시간 건조시켜 초

기 질량보다 감소한 질량을 측정한다. 

  휘발분(volatile matter, VM)은 950 ± 20 ℃에서 7분간 가열하여 감량

을 측정한다. 수분 측정과 마찬가지로 석탄의 산화 또는 연소를 방지하

기 위해 질소와 같은 비활성기체를 주입하거나 진공상태를 만들어 준다. 

  회분은 석탄을 공기 중에서 725 ± 25 ℃로 완전 연소시킨 후 남아있

는 질량을 측정하고, 고정탄소(fixed carbon, FC)는 100에서 수분, 회분, 

휘발분의 합을 뺌으로써 계산된다.

3.1.2. 원소분석

  원소분석은 유기화합물 또는 유기금속화합물을 포함한 여러 화합물들

을 이루고 있는 다섯 가지 원소(탄소, 수소, 질소, 황, 산소)들을 액체 또

는 고체 상태에서 정량 분석하는 방법이다. 

  탄소, 수소, 질소, 황의 네 가지 원소들은 시료를 1014℃에서 연소시킨 

뒤, 석영관의 구리층을 통과시켜 조성 원소별로 분석에 용이한 기체 분

자(CO2, N2, H2O, SO2)로 전환시킨다. 이 혼합가스는 GC column을 통과

하면서 각각 분리되고 열전도성 검출기(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TCD)에 의해 전기신호로 정량적으로 측정된다. 표준시료를 이용하여 검

량곡선을 작성한 후, 시료의 각 원소별 함유량을 구한다.

  산소의 경우에는 1060℃에서 열분해한 후, 니켈 도금의 탄소층을 통과

시켜 CO로 변환시킨다. CO를 제외한 다른 기체들은 트랩을 통과시켜 

제거시키고 CO 가스는 GC column을 통과하면서 제거되지 않은 다른 

기체들과 분리된 다음, TCD에 의해 검출된다. 다른 원소들과 마찬가지

로 표준시료의 검량곡선을 작성한 후, 시료의 산소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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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Thermo Scientific社의 Flash-EA1112 모델이 사용되었

고, 본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에 분석을 의뢰하여 측정하였다.

3.1.3. 마세랄 분석

  마세랄은 석탄조직학상의 명칭으로 현미경에 의해 구분되는 석탄의 미

세한 유기질 성분을 말하며, 암석학에 있어서 조암광물에 상당하는 것이

지만 특정의 결정구조와 일정한 화학조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 후자와 

다르다. 광물 집합체의 종류에 따라 암석명이 결정되듯이 마세랄의 집합

체의 종류에 의해 육안 조직(lithotype)이 결정되고, 석탄의 조직이 분류

된다. 반사율의 차이, 식물세포의 잔존 여부로 구별하여 잔존할 때는 그 

종류, 형태 등에 따라 구별한다. 마세랄의 종류는 11종이 있으나 비트리

나이트(vitrinite), 립티나이트(liptinite 또는 엑지나이트(exinite)), 이너티

나이트(inertinite)의 3종의 군으로 대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Pearson coal petrography社에 분석을 의뢰하여 

마세랄 성분을 측정하였고, ISO 7404-5 시험법을 통하여 평균 비트리나

이트 반사율을 측정하였다.

3.1.4. FTIR

  적외선 영역은 공유결합 분자에서 결합의 신축(stretching) 및 굽힘

(bending) 진동 주파수의 영역에 해당한다. 한 분자의 두 진동 주파수가 

상호작용하면 새로운 주파수의 진동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결합

의 자연 진동 주파수는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분자에 적외선을 조사하

면 자연 진동 주파수와 일치한 주파수를 흡수하는데 모든 형태의 결합은 

서로 다른 주파수의 적외선을 흡수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분자 간 결합의 상태, 존재하는 작용기 등을 관찰하는 분광법이 I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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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IR은 기존의 적외선 분광법에 Fourier Transform을 적용한 것으로 

컴퓨터 연산을 이용하여 분산 방식 분광기보다 더 빠르게 적외선 스펙트

럼을 얻을 수 있는 적외선 분광법이다. 석탄을 FTIR 분석할 경우, 관찰

할 수 있는 화학 결합을 Table 3-1에 정리하였다(Damin, 2010).

Wavenumber(cm
–1
) Functional group

3700∼3600 -OH, -NH(free)

3400 -OH, -NH(bonding)

2919, 2848, 1380 -CH3, -CH2-

1750∼1600 Carbonyl-bearing group

1600∼1470 Aromatics, poly-and/or 
heteronuclear-aromatics

900∼700 Aromatics,poly-and/or
heteronuclear aromatics

1300∼1000 C-N, C-O, C-C

550∼400 Organic halides,
minerals

Table 3-1. Structural features of the coal sample by FTIR spectrum

(Damin, 2010).

본 연구에서는 본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에 분석을 의뢰하

였고, Thermo Scientific社의 Nicolet 6700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측정조

건은 다음과 같다.

    ․  Wavenumber range(cm-1): 4000-650

    ․  No. of scan: 32
    ․  Resolution: 8



- 52 -

3.1.5. 13C-NMR

  핵자기공명(NMR) 분광학은 적외선 분광학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분광분석법이다. 많은 핵종이 NMR로 다루어지지만 주로 수소

와 탄소를 대상으로 한다. 적외선 분광학이 분자내의 작용기 형태를 보

여주는 반면에, NMR은 조사되는 원소의 개수 정보를 나타낸다. IR과 

NMR 정보를 종합하면 미지 분자의 구조를 완벽하게 결정하기에 충분할 

때가 많다. 

  원자핵은 마치 회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스핀”이라고 한다. 원자핵은 전하를 가진 입자이며 움직이는 어떤 전하

라도 자신의 자장을 생성하기 때문에 원자핵에 외부자장이 걸리면 스핀

상태의 에너지가 변하여 세차 운동을 하게 된다. 핵이 전하를 띄고 있으

므로 세차운동을 하면 같은 주파수의 진동 전기장이 나타난다. 이 주파

수의 라디오파 주파수가 세차운동 중인 양자에 쪼여지면 그 에너지는 흡

수되며 스핀의 변화가 야기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공명”이라 부른다. 

Fig. 3-1은 핵자기 공명의 원리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3-1. Fundamentals of nuclear magnetic reso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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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스펙트럼 NMR 분광학은 동일하지 않은 탄소의 개수를 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분자 내에 존재할 수 있는 탄소의 유형(메틸, 메틸렌, 

방향족, 카보닐 등)을 알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즉 탄소 NMR은 분자

의 탄소 골격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수소 NMR의 몇 가지 

원리는 탄소 NMR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구조 결정은 수소 

NMR보다는 탄소 NMR이 일반적으로 더 쉽다. 보통 두 기법은 미지 화

합물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함께 사용된다. 그러나 석탄의 경우에는 화학

구조가 너무 복잡하여 NMR을 통해 상세한 구조적 특징을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주로 탄소 NMR이 사용되고 있으며 석탄 시료의 

지방족 성분과 방향족 성분의 함량을 비교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교 NICEM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Bruker社의 

Avance 400WB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고체 상태의 시료를 400 MHz의 

자기장에서 13 kHz의 spinning rate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3.1.6. XRD 분석

  일반적으로 파(波)가 장애물에 충돌했을 때 입자의 충돌과는 달리 장

애물의 그늘 부근에도 파가 발생한다. 이것이 파의 회절이다. X-선은 전

파나 빛과 마찬가지로 전자기적인 파이며 물질에 충돌할 때 역시 회절이 

생긴다. 원자가 어떤 규칙에 따라 배열한 집합체 즉, 물질에 X-선을 입

사시키면 각각의 원자로부터의 산란파가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켜 특정

한 방향으로만 회절파(X-선 회절)가 진행한다. 이것이 X-선 회절 현상

이다. X-선 회절의 강도와 진행 방향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배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X-선 회절을 조사

함으로써 물질의 결정 구조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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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본교 NICEM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Bruker社의 D5005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측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  2theta: 3-90
    ․  stepsize: 0.02
    ․  scanspeed: 1 deg/min

    ․  generator: 40 kV, 40 mA

    ․  λ(Radiation): 1.5406

3.1.7. XRF 분석

  XRF는 X-선 관에서 발생된 연속 X-선이 시료에 조사되면 시료에 존

재하는 각 성분은 입사된 X-선에 의하여 궤도전자가 이탈하게 되고 이

탈된 빈 공간은 상위궤도의 전자가 전이하여 채워진다. 궤도간 전자전이

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발산되는데 이것을 2차 형광 X-

선이라 한다. 이 형광 X-선은 성분별로 고유한 것이어서 어떤 파장(또는 

에너지)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하여 특정성분의 유무를 판단, 이를 정성

분석에 활용하고 또 이것의 세기를 측정하여 특정성분의 정량을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himadzu社의 XRF-1700 모델이 사용되었고, 본교 기

초과학공동기기원에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시료를 연소시킨 뒤 남은 회

분을 pellet 형태로 제작하여 측정하였다.



- 55 -

3.2. 실험 방법

3.2.1. 시료 준비

  석탄 시료는 대부분 원탄의 형태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전처리

를 통해 추출 실험을 준비하였다. 먼저 진공오븐에 질소를 주입하여 산

화를 방지한 상태로 110 ℃에서 4시간 동안 시료를 건조시켰다. 그런 다

음, 조크러셔와 디스크밀을 이용하여 원탄을 잘게 부순 뒤, 볼밀을 이용

하여 시료를 분쇄하였다. 200 mesh를 통과한 양은 97%였고, 모든 시료

는 항시 진공포장하여 공기에 의한 산화를 방지하였다.

3.2.2. Soxhlet 추출

  Soxhlet 추출은 일반적인 유기물 추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추출법이

다. 하단의 플라스크에 용매를 넣고 가열하면 용매가 증발하여 이동관을 

통해 환류 냉각기로 올라가게 된다. 기체 상태의 용매는 환류 냉각기에

서 냉각되어 다시 액체 상태로 응축된 뒤, 시료가 담겨진 골무형 필터 

안으로 떨어지게 된다. 필터 안의 시료와 용매가 접촉하게 되면 추출이 

일어나게 되며, 추출된 용매는 필터를 통과하여 추출관에 모인다. 사이펀

의 원리에 의해 용매가 사이펀관의 높이만큼 모이게 되면 다시 용매 플

라스크로 내려가게 된다.

  Soxhlet 추출은 증류된 용매로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추출이 이루어지

고, 자체적으로 여과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온, 고압이 아닌 온순조

건(mild condition)으로 추출되기 때문에 석탄의 열분해를 방지하여 순수

한 석탄과 용매만의 상호작용에 의한 추출을 유도할 수 있다. Fig. 3-2

는 Soxhlet 추출의 구조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제 장비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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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Soxhlet extractor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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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시료 3 g과 용매 200 ml를 주입하여 실험하였고, 충분한 추출을 

위해 72시간 동안 추출을 수행하였다. 골무형 필터는 PEFT/Silica fiber 

재질을 사용하였고, 추출 전 미리 건조시켜 무게를 측정하였다. 가열 설

정 온도는 용매의 끓는점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였는데 너무 낮게 설정하

면 추출이 느리게 진행되고, 너무 높게 설정하면 용매가 추출관에서 역

류하게 된다. 따라서 용매가 가장 빨리 끓으면서도 역류를 일으키지 않

는 최적의 온도를 설정하였는데 시행착오를 통해 찾은 값으로서 각 용매

의 끓는점보다 150 ℃ 높은 온도이다. 일부 용매는 끓는점이 너무 높아 

냉각탑으로 도달하기 전 이동관에서 응축되기 때문에 이동관에 열선을 

감아 원활한 순환을 유지시켰다. 추출이 끝난 직후, 추출기에서 용매를 

분리한 뒤, acetone을 넣어 다시 3시간을 추출함으로써 시료에 잔류한 

용매를 세척하였다. 세척이 끝난 잔류 시료(Residual coal, RC)는 진공오

븐을 이용하여 진공 상태에서 110 ℃에서 48시간 건조시킨 뒤, filter와 

함께 무게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필터의 무게와 추출 전 측정해 둔 필터 

무게의 차이를 계산하여 필터에 끼어 있는 RC의 무게를 합산하였다. 추

출률 산출식은 일반적으로 석탄의 용매추출에 사용되는 식을 사용하였

다. 이 식은 추출된 석탄(Extracted coal, EC)보다 용매의 제거가 확실한 

RC의 무게를 이용하여 계산되어지고, 시료의 회분은 추출이 되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 회분에 대한 무게를 제외시켜 유기성분만의 추출률을 계

산하는 식이다.

       

     
× 

  용매는 증발시켜 EC와 분리시킨 뒤, 진공오븐으로 110 ℃에서 72시간 

건조시켜 잔류 용매를 완전히 증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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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같은 석탄과 용매, 완전히 같은 조건에서 추출 실험을 반복하

여도 추출할 때마다 추출률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3번 추출을 반복하여 평균 추출률을 계산하였다. 

3.2.3. Pack-bed 팽윤시험

  석탄이 유기용매에 접촉하면 부풀어 오르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팽윤

(swelling)이라고 한다. 석탄의 팽윤은 용매에 따라 부풀어 오르는 정도

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용매와의 반응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사

용되고 있다. 또한 석탄을 화학적으로 처리하기 전 미리 팽윤시킴으로써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처리로도 쓰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슷

한 추출률과 팽윤 정도를 나타내는 고분자화합물의 구조로부터 석탄의 

골격구조를 유추하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Niekerk, 2010).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석탄의 팽윤시험법에는 pack-bed 팽윤시험

(Green, 1984)과 single-particle 팽윤시험(Liotta, 1983)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pack-bed 팽윤시험을 수행하였다. 200 mesh 이하로 분쇄된 석탄 

0.03 g을 8 mm 직경의 튜브에 넣고 원심분리기에서 3000 rpm으로 10분 

동안 회전시켜 튜브에 압착시켜 시료의 높이를 측정한다(h1). 튜브를 용

매로 가득 채운 다음 24시간 동안 방치하여 팽윤을 유도하고, 다시 3000 

rpm으로 10분 동안 회전시켜 시료의 높이를 측정한다(h2). 이렇게 측정

된 h1과 h2를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이 팽윤지수(swelling index), Q를 

계산하였다.

Q =  h2/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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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탄 시료와 용매

4.1. 석탄 시료

  본 연구에서는 석탄의 다양한 특성과 추출률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과 업체에서 지원받은 총 15종의 석탄이 사용되었다. 

각각의 이름과 출처, 그리고 원산지를 Table 4-1에 정리하였다.

Sample Abbreviation Source Origin

Anglo AN Boryeong Indonesia

Ant AT power plant Indonesia

Arutmin AR Indonesia

C&A CA Indonesia

Eco EC Indonesia

S.M. SM Indonesia

Berau BE Korea Indonesia

Indomingco IN Electric Power Indonesia

LG LG Research Indonesia

Tanito TA Institute Indonesia

Kideco KI Korea Institute Indonesia

RotoSouth RS of Energy Indonesia

Shenhua SH Research China

Anthracite1 A1 Hyosan Korea

Anthracite2 A2 Dong-jin Korea

Table 4-1. Coal sample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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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성분 및 조성

  공업분석을 통해 각 석탄의 휘발분, 고정탄소, 회분의 함유량을 분석하

여 Table 4-2에 정리하였고, 원소분석을 통해 각 석탄의 주 구성 원소인 

탄소(C), 수소(H), 산소(O), 질소(N), 그리고 황(S)의 조성을 분석하여 

Table 4-3에 정리하였다.

  공업분석 결과(Table 4-2)를 살펴보면 휘발분 함유량은 최대 54%에서 

최소 5%로 큰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Eco가 54%로 가장 많았고, 무연탄

인 Atc1, Atc2의 경우 10% 미만인 6.4%와 5.6%를 각각 나타내었다. 반

면에 고정탄소의 경우 휘발분과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며 최소 41%에

서 최대 79%의 범위를 나타내었는데 무연탄인 Atc1, Atc2의 경우 75% 

이상인 75.9%와 79.2%를 각각 나타내었고, Eco는 41%를 나타내었다. 회

분의 경우, 석탄의 휘발분 함유량이나 고정탄소 함유량에 관계없이 다양

한 함유량을 나타내었는데 회성분이 가장 적은 석탄은 RotoSouth로서 

3.0%였고, 가장 많은 석탄은 Anglo로 19.0%를 나타내었다. 무수무회 베

이스(dry ash free base)를 계산하여 오른쪽에 함께 나열하였다.

  원소분석 결과(Table 4-3), 석탄의 가장 주된 원소인 탄소의 경우 함

유량의 범위가 68%에서 90%를 나타내었고, 두 번째로 많은 원소인 산

소의 경우 7%에서 26%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수소의 경우에는 1%에

서 6% 사이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미량 원소인 질소의 경우 2% 이하의 

범위를, 황의 경우 1% 이하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Fig. 4-1은 탄소 함유

량에 따른 고정탄소(무수무회 베이스)의 함유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완

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공업분석에서 고정탄소의 함유량과 원소분석

에서의 탄소 함유량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R2 = 

0.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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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Proximate analysis(wt%, db) (wt%, daf)
V.M. F.C. Ash V.M. F.C.

 Eco 54.26 41.22 4.52 56.83 43.17
 S.M 51.37 45.45 3.18 53.06 46.94
 RotoSouth 49.93 47.05 3.02 51.48 48.52
 LG 48.29 45.41 6.30 51.54 48.46
 Tanito 44.87 49.86 5.27 47.37 52.63
 Berau 44.14 48.48 7.38 47.66 52.34
 Arutmin 42.21 43.42 14.36 49.29 50.71
 Kideco 35.18 58.76 6.07 37.45 62.55
 Indomingco 38.30 51.21 10.50 42.79 57.21
 Shenhua 32.42 56.83 10.75 36.32 63.68
 Anglo 31.67 49.35 18.98 39.09 60.91
 C&A 30.55 52.04 17.41 36.99 63.01
 Ant 26.73 54.48 18.79 32.91 67.09
 Atc1 6.42 75.88 17.70 7.80 92.20
 Atc2 5.59 79.18 15.23 6.59 93.41

Table 4-2. Proximate analysis of coal samples.

Sample
Ultimate analysis(wt%, daf) Atomic ratio

C H O N S H/C O/C
 Eco 71.60 5.79 21.70 0.88 0.03 0.97 0.23
 S.M 67.94 4.92 26.08 1.05 0.02 0.87 0.29
 RotoSouth 69.50 4.90 24.65 0.92 0.03 0.85 0.27
 LG 69.47 4.85 24.62 1.03 0.02 0.84 0.27
 Tanito 72.36 5.20 20.48 1.58 0.37 0.86 0.21
 Berau 71.29 5.23 20.89 1.63 0.95 0.88 0.22
 Arutmin 75.11 5.82 16.75 1.47 0.85 0.93 0.17
 Kideco 76.69 4.70 17.38 1.01 0.22 0.74 0.17
 Indomingco 80.25 5.84 11.48 1.73 0.70 0.87 0.11
 Shenhua 78.12 4.71 15.90 1.06 0.22 0.72 0.15
 Anglo 80.81 5.44 10.75 1.93 1.08 0.81 0.10
 C&A 81.00 5.41 10.94 2.01 0.64 0.80 0.10
 Ant 80.37 4.31 13.51 1.37 0.43 0.64 0.13
 Atc1 88.95 1.56 8.06 0.86 0.09 0.21 0.06
 Atc2 89.64 1.54 7.55 0.85 0.08 0.21 0.07

Table 4-3. Ultimate analysis of coa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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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분석 결과와 원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석탄의 탄화 정도를 추

측할 수 있었다. 휘발분과 수소, 그리고 산소가 많이 있는 Eco, S.M, 

LG, 그리고 RotoSouth는 다른 석탄들에 비해 비교적 탄화가 덜 진행되

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저등급 석탄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고정탄

소와 탄소 함유량이 높은 두 무연탄은 탄화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이름에

서도 알 수 있듯이 등급이 높은 석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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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Correlation between fixed carbon percentage 

and carbon percentage of coa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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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등급

  Table 4-4는 ASTM D388-84에 의한 석탄의 등급 분류 기준이다. 탄

종은 크게 무연탄, 역청탄, 아역청탄, 그리고 갈탄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의 탄종은 세부적으로 등급이 나누어진다. 무연탄은 메타무연탄, 무연탄, 

반무연탄의 세 등급으로 나뉘고, 역청탄은 저휘발분, 중휘발분, 그리고 

고휘발분 A, B, C의 다섯 등급으로 나뉘며, 아역청탄은 A, B, C의 세 

등급, 갈탄은 A, B의 두 등급으로 나뉨으로써 총 13등급으로 석탄을 분

류할 수 있다. 분류 기준으로는 석탄의 공업분석에 의한 휘발분과 고정

탄소의 함유량, 그리고 열량이 이용된다. 무연탄부터 중휘발분 역청탄까

지는 휘발분과 고정탄소의 함유량으로 나누어지며 고정탄소 기준은 98%

에서부터 69%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휘발분 기준은 2%부터 31%까

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고휘발분 역청탄부터는 열량을 이용하여 분류

되는데 7,778 kcal/kg에서부터 3,500 kcal/kg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ASTM D388-84 기준을 이용하여 각 석탄의 등급을 분류한 뒤, Table 

4-5에 표시하였다. 무연탄은 고정탄소가 가장 많은 Atc1, Atc2 두 석탄

뿐이었다. 열량이 가장 높은 Ant, C&A, Indomingco, Shenhua는 고휘발

분 A 역청탄 등급을 나타내었고, Anglo는 고휘발분 B 등급을, 가장 많

은 고휘발분 C 등급은 Kideco, Arutmin, Tanito, Berau, S.M 그리고 LG 

총 6종의 석탄이 포함되었다. 그 밖에 열량이 가장 낮은 RotoSouth와 

Eco는 각각 아역청탄 A 등급과 B 등급을 나타내었다. 종합해 보면, 무

연탄 2종, 역청탄 11종, 그리고 아역청탄 2종으로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

었으며 그 중에서 역청탄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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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Group

Fixed 
carbon

(wt%, 
dmmf)

Volatile 
matter

(wt%, 
dmmf)

Calorific value

(kcal/kg mmmf)

Agglomerating

character

Anthracite

Meta-anthracite above 98 below 2 -
Non-

agglomerating
Anthracite 92∼98 2∼8 -

Semi-anthracite 86∼92 8∼14 -

Bituminous

Low volatile bituminous 78∼86 14∼22 -

Commonly

agglomerating

Medium volatile  bituminous 69∼78 22∼31 -

High volatile A bituminous below 69 above 31 above 7,778

High volatile B bituminous - - 7,222∼7,778

High volatile C bituminous - - 6,389∼7,222

Subbituminous

Subbituminous A - - 5,833∼6,389
Non-

agglomerating
Subbituminous B - - 5,278∼5,833

Subbituminous C - - 4,611∼5,278

Lignite
Lignite A - - 3,500∼4,611 Non-

agglomeratingLignite B - - below 3,500

Table 4-4. Coal classification (ASTM D3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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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V.M.
(wt%,daf)

F.C.
(wt%,daf)

Calorie
(㎉/㎏,daf) Rank

 Atc1 7.8 92.2 6,800  Anthracite

 Atc2 6.6 93.4 6,900  Anthracite

 Ant 32.9 67.1 8,040  High-volatile A bituminous Coal

 C&A 37.0 63.0 8,643  High-volatile A bituminous Coal

 Indomingco 42.8 57.2 8,192  High-volatile A bituminous Coal

 Shenhua 36.3 63.7 7,857  High-volatile A bituminous Coal

 Anglo 39.1 60.9 7,436  High-volatile B bituminous Coal

 Kideco 37.5 62.6 7,189  High-volatile C bituminous Coal

 Arutmin 49.3 50.7 7,113  High-volatile C bituminous Coal

 Tanito 47.4 52.6 7,050  High-volatile C bituminous Coal

 Berau 47.7 52.3 7,157  High-volatile C bituminous Coal

 S.M 53.1 46.9 7,160  High-volatile C bituminous Coal

 LG 51.5 48.5 6,480  High-volatile C bituminous Coal

 RotoSouth 51.5 48.5 6,270  Subbituminous A Coal

 Eco 56.8 43.2 5,313  Subbituminous B Coal

Table 4-5. Rank of coal samples classified by ASTM D388-84.

석탄은 탄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소와 산소가 빠져나가게 되고 상대적

으로 탄소가 남게 된다. 따라서 석탄의 수소와 산소 함유량은 석탄의 등

급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Fig. 4-2는 석탄 등급에 

따른 탄소에 대한 수소의 원자비(atomic H/C ratio)와 탄소에 대한 산소

의 원자비(atomic O/C ratio)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석탄의 등급을 나

타낸 “Van Krevelen 도표”이다(Krevelen, 1950). 석탄의 H/C는 갈탄에서

부터 등급이 높아짐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다가 무연탄에서 급격히 감소

하게 된다. Fig. 4-3은 앞에서 분석한 원소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15종 

시료의 Van Krevelen 도표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위에서 분류된 등급과 

도표가 어느 정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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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Van Krevelen diagram (Krevelen,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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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Van Krevelen diagram of coal samples.



- 67 -

4.1.3. 마세랄 조성 및 비트리나이트 반사율

  Table 4-6은 8종 석탄의 마세랄 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석탄을 

마세랄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소 직경 3 cm의 원탄이 있어야 한다. 그러

나 아래 8종의 석탄을 제외하고 나머지 7종의 석탄은 미분 형태로 공급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마세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Sample Mean Random 
Vitrinite
Reflectance

Maceral  Composition

Vitrinite(%) Liptinite(%) Inertinite(%)

Indomingco 0.62 76.2 4.0 19.8

Kideco 0.53 52.4 0.4 47.2

Shenhua 0.51 54.2 0.6 45.2

RotoSouth 0.43 87.4 5.2 7.4

LG 0.43 89.0 6.4 4.6

Tanito 0.43 89.0 3.6 7.4

Berau 0.41 90.6 3.0 6.4

Eco 0.40 89.6 5.4 5.0

Table 4-6. Petrographic and reflectance analysis of coal samples.

평균 비트리나이트 반사율 분석 결과를 보면, 0.40에서 0.62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석탄은 Eco가 0.40이었고, 

가장 높은 석탄은 Indomingco으로 0.62를 나타내었다. 

  마세랄 조성은 비트리나이트가 50∼90%의 범위를 나타내며 가장 많았

고, 이너티나이트가 50∼5%의 범위로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립티나이트가 6% 이하로 가장 적었다. 이너티나이트의 경우에

는 Kideco와 Shenhua가 45∼47%로 월등하게 많았고 Indomingco가 

20%를 나타내었으며, 나머지는 8% 미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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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은 탄화가 진행됨에 따라 결정 구조가 변하게 된다. 따라서 석탄

의 비트리나이트 반사율은 등급에 따라 일정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Fig. 

4-4와 같이 탄소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트리나이트 반사율이 지수

함수와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ISO-11760 분류법은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석탄의 등급을 비트리나이트 반사율에 의해 분류하는 

방법이다. ISO-11760 분류법에 의한 석탄의 분류 기준을 Table 4-7에 

정리하였다.

Fig. 4-4. The variation of vitrinite with rank 

(Berkowitz, 1994).

Rank Mean random vitrinite reflectance

Lignite <0.4

Sub-bituminous ≥0.4 <0.5

Bituminous ≥0.5 <2.0

Anthracite ≥2.0 <6.0

Table 4-7. The variation of vitrinite with rank (ISO-1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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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분석한 평균 비트리나이트 반사율 결과(Table 4-6)를 바탕으로 

ISO-11760 분류법을 이용하여 각 석탄 시료의 등급을 분류하였고 그 결

과를 ASTM D388-84에 의한 분류 결과(Table 4-5)와 함께 Table 4-8에 

나열하였다. 비트리나이트 반사율이 0.5 이상, 2.0 미만을 나타낸 

Inodomingco, Kideco, Shenhua는 역청탄 등급을 나타내었고, 비트리나이

트 반사율이 0.4 이상, 0.5 미만을 나타낸 RotoSouth, LG, Tanito, Berau, 

Eco는 아역청탄 등급을 나타내었다. 고정탄소와 휘발분, 그리고 열량을 

이용하여 등급을 분류하는 ASTM D388-84에 의한 분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모두 일치하였으나 LG, Tanito, Berau는 역청탄 등급으로서 

ISO-11760에 의한 등급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오차는 

비트리나이트 반사율보다는 열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4-5에 

정리한 각 시료의 열량은 직접 측정한 자료가 아닌 각 석탄의 출처로부

터 제공받은 자료로서 ASTM D388-84 분류 기준의 무수무광물 베이스

(mineral matter moisture free base)가 맞는지 정확하지 않다.

Sample Mean random Rank

vitrinite

reflectance ISO-11760 ASTM D388-84

Indomingco 0.62 bituminous bituminous

Kideco 0.53 bituminous bituminous

Shenhua 0.51 bituminous bituminous

RotoSouth 0.43 Subbituminous Subbituminous

LG 0.43 Subbituminous bituminous

Tanito 0.43 Subbituminous bituminous

Berau 0.41 Subbituminous bituminous

Eco 0.40 Subbituminous Subbituminous

Table 4-8. Rank of coal samples classified by ISO-1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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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FTIR 스펙트라

  주요 석탄 10종의 FTIR 분석 결과를 Fig. 4-5에 정리하였고, 각각의 

피크가 해당하는 화학 결합을 스펙트럼 위에 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대

부분 비슷한 모양의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700∼800 cm-1의 여러 

작은 피크들은 방향족 C-H 결합을 나타낸다. 1100∼1300 cm-1의 범위는 

C-O, C-N 결합을, 1380 cm-1과 2900 cm-1에서 관찰되는 피크들은 지방

족 C-H 결합을 나타내며, 1600 cm-1의 피크는 방향족 C=C 이중결합을 

나타낸다. 1600 cm-1 피크 옆의 작은 피크는 C=O 이중결합에 해당되는 

피크이고, 일부 석탄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1050 cm-1와 3700 cm-1의 작

은 피크들은 광물질에 의한 피크들이다. 일부 석탄에서 관찰되는 2400 

cm-1의 피크는 시료를 분석하기 위해 펠렛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공기가 유입되어 나타나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각 석탄의 특징을 살펴보면, Indomingco가 눈에 띄게 다른 

석탄들과 많은 부분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1050 cm-1의 강한 피크는 

광물질에 의한 피크로 Indomingco가 다른 탄에 비해 비교적 높은 회분 

함유량을 지니고 있어 나타나는 결과이며 Berau와 Atc1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그 밖에 눈의 띄는 차이점으로는 지방족 구조에 

해당되는 1380 cm-1과 2900 cm-1 피크가 다른 석탄들보다 높은 반면 방

향족 구조에 해당되는 1600 cm-1의 피크가 낮아 다른 석탄들에 비해 지

방족 구조가 많고 방향족 구조가 적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1650 cm-1의 피크가 거의 발견되지 않아 C=O 이중결합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방족 구조는 방향족 구조에 비하여 비교적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Ashida, 2009; Wang, 2010; Niekerk, 2010) Indomingco는 다른 

석탄들에 비해 구조적으로 쉽게 추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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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FTIR spectra of coa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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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Atc1의 경우 다른 석탄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피크가 단조로움

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구조가 비교적 단조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분에 해당하는 1050 cm-1의 피크를 제외하면 그나마 1600 cm-1과 600

∼700 cm-1의 피크가 뚜렷하게 나타남으로써 전반적으로 방향족 구조

를 띄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추출률은 높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4.1.5. 13C-NMR 스펙트라

  Fig. 4-6은 일부 석탄의 13C-NMR 스펙트라이다. 스펙트라에서 볼 수 

있듯이 석탄의 13C-NMR 스펙트라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언덕 모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의 피크 언덕은 10∼50 ppm의 범위로서 지방족 구조

에 해당한다. 반면 왼쪽의 피크 언덕은 100∼150 ppm의 범위로서 방향

족 구조를 나타낸다(이시훈, 1995; Suggate, 2004). 두 개의 피크 언덕은 

대체로 두꺼우며 수많은 피크들에 의해 형성됨으로써 석탄의 복잡한 구

조를 대변하고 있다.

  Indomingco와 LG의 경우 오른쪽의 피크 언덕이 왼쪽의 피크 언덕보

다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Tanito와 Shenhua는 왼쪽의 피크 언덕이 오

른쪽의 피크 언덕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Indomingco와 LG는 다른 석탄들에 비해 비교적 지방족 구조가 방향족 

구조보다 많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Tanito와 Shenhua는 다른 석탄

들에 비해 비교적 방향족 구조가 지방족 구조보다 많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의 FTIR 스펙트라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된다. 

Indomingco, LG의 경우 다른 석탄들에 비해 지방족 구조에 해당하는 피

크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Tanito와 Shenhua는 지방족 구조에 해당

하는 피크들이 약하게 관찰되고 있다.



Fig. 4-6. 13C-NMR spectra of six coal samples 

(IN, LG, BE, KI, TA,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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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matic      aliphatic

 Indomingco                           LG

     Berau                            Kideco            

       Tanito                           Shenhua            



Fig. 4-7. XRD spectra of ash in four coal samples 

(IN, LG, KI,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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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회분의 정성 및 정량 분석

  Indomingco, LG, Kideco, Shenhua 4종의 석탄 시료를 전기로에서 완

전히 연소시킨 뒤, 남은 회분을 XRD와 XRF 분석을 통해 정성, 정량 분

석하였다. Fig. 4-7은 각 석탄 시료의 XRD 스펙트라이다. 4종의 석탄 

회분이 모두 비슷한 피크를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석영에 해당하는 피크

이며, 주 성분이 석영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는 모두 노이즈와 같은 양

상을 나타내고 있어 확인하기가 어렵다.

 Indomingco                            LG

Kideco                             Shen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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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는 8종 석탄 회분의 XRF 분석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석탄

의 회분을 XRF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리비드가 아닌 펠렛 형태로 분

석을 해야 하는데 펠렛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회분이 필요하

다. 그러나 일부 석탄 시료는 지원받은 양이 많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하

게 XRF 분석을 제외하였다. 앞의 XRD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SiO2의 

함유량이 50% 전, 후반으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는 Al이 20∼30% 범위를 나타내며 가장 많았고, 그 밖의 원소들은 석탄

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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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wt%, db)

Formula Eco Shenhua Indomingco Berau LG RotoSouth Tanito Kideco

SiO2 57.32 55.10 52.14 50.29 50.02 49.97 43.87 47.07

Al2O3 21.64 20.48 32.18 22.08 23.31 24.02 20.47 18.72

TiO2 0.55 0.69 0.91 0.87 1.18 1.54 0.51 0.68

Fe2O3 7.49 6.85 8.02 8.01 8.70 9.23 4.35 11.42

MgO 5.11 2.24 1.82 6.43 6.41 5.69 18.29 2.64

CaO 4.25 11.86 1.00 9.64 8.52 7.49 10.76 16.55

Na2O 1.50 0.92 1.28 1.04 0.23 0.42 1.07 1.89

K2O 1.78 1.36 2.38 1.32 1.41 1.41 0.42 0.46

MnO 0.18 0.14 0.03 0.12 0.08 0.12 0.07 0.24

P2O5 0.15 0.33 0.20 0.16 0.09 0.07 0.17 0.27

LOI 0.03 0.03 0.04 0.04 0.05 0.04 0.02 0.06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Table 4-9. XRF data of ash in coa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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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용매

  본 연구에서는 용매의 특성이 추출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

여 다양한 종류의 용매를 사용하였다. 과거의 추출 실험에서 최소 10% 

이상의 추출률을 나타내면서 Hildebrand 용해도 파라미터와 Hansen 파

라미터, 그리고 DN, AN이 알려진 용매를 선정한 결과, N-Methyl-2- 

pyrrolidone(NMP), Dimethylformamide(DMF), Ethylenediamine(EDA), 

Pyridine(PRD), Tetrahydrofuran(THF), Dimethyl sulfoxide(DMS), 6종

의 용매가 선정되었다. 또한 DN, AN과 용해도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과거 연구에서 높은 추출률을 나타내었던 Quinoline(QNL)과 CS2

의 대체 물질로 관심을 받고 있는 N-Methyl-morpholine-N-oxide 

(NMMO)를 NMP와 혼합하여 함께 연구하였다. Fig. 4-8에 각 용매의 

분자 구조를 나타내었다.

NMP EDA PRD THF

DMF DMS QNL NMMO

Fig. 4-8. Molecular structures of solvent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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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일반적 특성

  각 용매의 일반적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Table 4-10에 정리하였다. 

분자량은 QNL이 129로 가장 크고, NMMO가 117로 두 번째이었으며, 

나머지 용매들은 모두 100미만의 분자량을 지닌다. 가장 작은 분자량을 

지닌 용매는 60의 EDA이다. 끓는점은 THF가 66 ℃로 유일하게 물보다 

낮고, 나머지 모든 용매들은 100 ℃를 넘으며, NMP와 QNL은 200 ℃를 

초과한다. 이들 중, 끓는점 150 ℃ 이상의 DMF, DMS, NMP, 그리고 

QNL은 Soxhlet 추출시 증발된 기체가 냉각탑에 도달하지 못 하고 이동

관에서 응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관에 열선을 감아서 온도가 유

지되도록 하였다. 비중의 경우에는 모두 1근처로 비슷한 값을 지니고 있

으나, 점도의 경우에는 0.48 cp에서부터 3.36 cp까지 큰 차이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용매는 극성 용매이다. 일반적으로 극성 용매

는 비극성 용매보다 추출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Yoshida, 2004). 최소 추

출률 10% 이상의 용매를 선정한 결과, 모두 극성인 용매가 선정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Solvent 분자량 끓는점 비중 점도 극성

THF 72.12 66 ℃ 0.88 0.48 cp 극성

DMS 78.13 189 ℃ 1.1 2.47 cp 극성

DMF 73.09 153 ℃ 0.95 0.80 cp 극성

QNL 129.16 237 ℃ 1.09 3.36 cp 극성

PRD 79.1 115.3 ℃ 0.98 0.88 cp 극성

NMP 99.13 202 ℃ 1.03 1.69 cp 극성

EDA 60.1 116 ℃ 0.9 1.70 cp 극성

NMMO 117.15 - - 2.50 cp 극성

Table 4-10. Characteristics of solvent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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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용해도 파라미터

  Table 4-11은 “Handbook of solubility parameters and other cohesion 

parameters(Barton, 1991)”에서 발췌한 각 용매의 Hildebrand 용해도 파

라미터와 Hansen 파라미터를 정리한 표이다. Hildebrand 용해도 파라미

터는 19∼27 사이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Hansen 파라미터의 세 요소는 

제각각 다른 값을 나타내었다. 용해도 파라미터는 어디까지나 용매 분자

간의 결합력을 이용한 일종의 일련번호이며 용해도의 세기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Solvent
Hildebrand
Solubility
Parameter

Hansen Parameter

Dispersion
Force

Polar 
Force

Hydrogen
Bonding

DMS 26.7 18.4 16.4 10.2

EDA 25.3 16.6 8.8 17.0

DMF 24.8 17.4 13.7 11.3

NMP 22.9 18.0 12.3 7.2

RPD 21.8 19.0 8.8 5.9

THF 19.4 16.8 5.7 8.0

Table 4-11. Solubility parameter of solvent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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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전자 공여-수여능

  DN, AN은 용매의 특성 중 지난 과거의 연구에서 추출률과의 연관성

을 가장 밀접하게 나타낸 특성이며, 이론적으로 가장 신빙성이 있는 특

성이다. 각 용매의 DN, AN, 그리고 DN-AN 값을 Table 4-12에 정리하

였다. 

Solvent DN AN DN-AN

NMP 27.3 13.3 14.0

DMS 29.8 19.3 10.5

DMF 26.6 16.0 10.6

EDA 55.0 20.9 34.1

RPD 33.1 14.2 18.9

THF 20.0 8.0 12.0

Table 4-12. DN, AN of solvents used in this study.

DN의 경우, EDA가 55.0으로 다른 용매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반면, 

THF가 20.0으로 가장 낮다. 평균값이 32.0임을 감안하면 EDA가 다른 

용매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할 수 있다. AN의 경우에도 DN과 마찬

가지로 EDA가 가장 높고(20.9), THF가 가장 낮지만(8.0) 그 차이는 DN

만큼 크지는 않았다. 따라서 DN-AN 값을 보면 역시 EDA가 34.1로 가

장 높고 DMS가 10.5로 가장 낮으며, 이 둘의 차이는 무려 23.6이다. 

EDA 다음으로는 PRD와 NMP가 각각 18.9, 14.0으로 다른 용매들에 비

해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EDA, NMP, 그리고 PRD는 지금까지

의 연구에서도 가장 높은 추출률을 나타내는 세 용매이며,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용매의 전자 공여, 수여능이 추출률과 연관이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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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출 실험 결과

5.1. 추출률

5.1.1. 시간에 따른 추출률

  추출 시간에 따라 추출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

간을 다르게 하여 추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24시간까지는 4시간 간격으

로, 24시간부터는 24시간 간격으로 154시간까지 총 11번에 걸쳐 추출 실

험을 수행하였다. 석탄 시료로는 Eco와 Ant를 선정하였는데, 앞의 여러 

분석을 통해 추출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료(Eco)와 적게 일

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료(Ant)를 선정한 것이다. 용매는 과거의 연구

에서 높은 추출률을 나타낸 EDA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를 Table 5-1

과 Fig. 5-1에 정리하였다.

  실험 결과를 보면 두 석탄 모두 추출이 시작됨과 동시에 급격하게 추

출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48시간 이후에는 거의 비슷한 추출률을 나타

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석탄, 같은 용

매일지라도 실험을 반복할 때마다 추출률이 다르게 나타나며 그 편차가 

5%임을 감안하면 48시간 쯤 이미 최대 추출률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대 추출률의 경우에는 Eco가 약 45%, Ant가 약 20%로 Eco가 

Ant보다 두 배 이상 많이 추출되었다. 최대 추출률에 도달하는 시간은 

추출률이 낮은 Ant가 Eco에 비해 더 빠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후 수행될 3회 반복 실험의 추출시간은 충분한 추출을 유도하기 

위해 72시간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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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Extraction Yield(wt%, daf)

Eco Ant

4h 18.9 3.7

8h 34.2 16.4

12h 37.0 16.8

16h 39.4 18.1

20h 39.1 18.1

24h 41.2 18.5

48h 45.0 20.9

72h 44.7 17.2

96h 47.8 19.7

130h 47.5 23.4

154h 44.3 19.7

Table 5-1. Extraction yields of 

Eco and Ant by time with 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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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Extraction yields of Eco and Ant by time with 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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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3회 반복 실험 결과

  보다 정확한 추출률을 얻기 위해 동일한 조건에서 3회 반복 실험하였

고, 평균 추출률을 구하여 Table 5-2에 정리하였다. 가장 높은 추출률은 

50.27%로 Eco를 NMMO, NMP 혼합용매로 추출시켰을 경우에 나타났

고, 가장 낮은 추출률은 Atc1, Atc2 두 무연탄을 THF 용매로 추출시켰

을 때 전혀 추출이 일어나지 않았다. 석탄별 평균 추출률은 Eco가 

31.0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S.M, Indomingco, RotoSouth, LG, 

Berau, Arutmin, Kideco, C&A, Tanito, Shenhua, Anglo, Ant의 순으로 

각각 27.54%, 27.18%, 26.36%, 25.39%, 23.36%, 22.41%, 18.18%, 17.46%, 

16.84, 16.59%, 15.06%, 11.60%를 나타내었다. Atc2와 Atc1의 추출률이 

각각 3.42%, 2.99%로 가장 낮았다. 용매의 경우, 평균 추출률이 33.22%

인 NMMO, NMP 혼합용매가 가장 높은 추출률을 나타내었고, 그 뒤를 

이어 EDA, NMP, PRD, QNL, DMF, DMS의 순으로 각각 29.49%, 

21.64%, 18.39%, 17.42%, 11.19%, 11.01%를 나타내었다. 평균 추출률이 

가장 낮은 용매는 THF(9.87%)로 8종의 용매 중 유일하게 10% 미만을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에서 확연하게 나타난 경향은 추출률이 낮은 경우에는 약간

의 변동을 보였지만 석탄별, 용매별 추출 순위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

다는 것이다. 석탄의 경우, 거의 모든 용매에서 Eco, S.M, Indomingco, 

RotoSouth, LG, Berau, Arutmin, Kideco, C&A, Tanito, Shenhua, 

Anglo, Ant, Atc1, Atc2의 순으로 높은 추출률을 나타내었고, 용매의 경

우에는 거의 모든 석탄에서 NMMO, EDA, NMP, PRD, QNL, DMF, 

DMS, THF의 순으로 높은 추출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추출률의 회귀

분석을 통해 추출 영향인자를 규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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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wt%, daf)

Samples NMMO EDA NMP PRD QNL DMF DMS THF Average

 Eco 50.27 47.01 34.04 28.98 27.06 20.95 20.25 19.72 31.03 

 S.M 46.79 45.31 30.12 23.58 23.07 18.25 16.87 16.35 27.54 

 Indomingco 46.61 37.40 32.40 24.58 25.12 18.62 17.50 15.23 27.18 

 RotoSouth 46.82 42.78 28.34 23.42 22.51 16.37 15.94 14.66 26.36 

 LG 44.76 41.15 27.41 23.04 22.48 15.45 14.87 13.96 25.39 

 Berau 40.14 38.03 25.40 22.71 21.43 12.72 13.92 12.56 23.36 

 Arutmin 39.70 36.01 24.72 22.19 20.24 11.68 13.62 11.09 22.41 

 Kideco 29.89 27.68 21.21 20.01 17.64 10.46 9.58 8.97 18.18 

 C&A 31.08 28.92 20.58 17.56 16.75 8.88 8.88 7.06 17.46 

 Tanito 30.48 26.04 19.24 16.32 16.24 8.85 8.74 8.80 16.84 

 Shenhua 28.17 22.42 19.45 18.49 17.01 9.23 9.83 8.10 16.59 

 Anglo 27.98 20.70 17.49 15.63 15.22 8.23 7.82 7.41 15.06 

 Ant 24.63 18.95 15.80 10.26 9.65 4.52 4.93 4.10 11.60 

 Atc2 5.85 5.14 4.49 4.58 3.72 2.42 1.18 0.00 3.42 

 Atc1 5.07 4.89 3.98 4.43 3.17 1.23 1.17 0.00 2.99 

 Average 33.22 29.49 21.64 18.39 17.42 11.19 11.01 9.87 

Table 5-2. Mean yield of extraction repeated three times for each coal sample and sol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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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팽윤지수와 추출률

5.2.1. Pack-bed 팽윤시험 결과

  팽윤 경향과 추출률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출률이 서로 

다른 Indomingco, LG, Shenhua 세 가지 석탄과 DMF, THF, PRD, 

NMP 네 가지 용매를 이용하여 pack-bed 팽윤시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

과를 Table 5-3에 정리하였다. 24시간 후, 튜브 내 시료의 높이는 전혀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서부터 최대 1.8배까지 증가하였다. Fig. 5-2는 실

제 실험 모습이다. 24시간 후 일부에서 용매의 색이 어두워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는데, 약간이나마 석탄이 추출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향은 

추출률이 높은 석탄과 용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Solvent Indomingco LG Shenhua

DMF h1   2.3  3.2 2.7

h2   2.7  3.4 2.8

Q   1.2  1.1 1.0

THF h1   2.1  2.2 2.5

h2   2.7  2.6 2.5

Q   1.3  1.2 1.0

PRD h1   2.4  2.3 2.7

h2   3.3  3.5 2.9

Q   1.4  1.5 1.1

NMP h1   2.0  2.0 2.2

h2   3.5  3.6 3.1

Q   1.8  1.8 1.4

Table 5-3. Result of pack-bed swell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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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h2

IN LG SH. IN LG SH

DMF

  2.3  3.2 2.7   2.7  3.4 2.8

THF

  2.1  2.2 2.5   2.7  2.6 2.5

PRD

  2.4  2.3 2.7   3.3  3.5 2.9

NMP

  2.0  2.0 2.2   3.5  3.6 3.1

Fig. 5-2. Result of pack-bed swell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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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팽윤지수와 추출률의 관계

  석탄별, 용매별 팽윤지수(Q)와 3회 반복 실험의 평균 추출률을 Table 

5-4에 정리하였고, 그 상관관계를 Fig. 5-3에 나타내었다. 그래프를 통해 

추출률이 높은 경우일수록 높은 팽윤지수를 나타내며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팽윤지수는 추출률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olvent　
Indomingco LG Shenhua

Q
Yield

(wt%, daf)
Q

Yield
(wt%, daf)

Q
Yield

(wt%, daf)

DMF 1.2 18.62 1.1 15.45 1.0 9.23 

THF 1.3 15.23 1.2 13.96 1.0 8.10 

PRD 1.4 24.58 1.5 23.04 1.1 18.49 

NMP 1.8 32.40 1.8 27.41 1.4 19.45 

Table 5-4. Swelling index and extraction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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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Correlation between extraction yield and swelling index

for three coal samples (IN, LG, SH) 

and four solvents (NMP, RPD, DMF, T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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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추출 전, 후 석탄 구조의 변화

  석탄의 구조가 용매추출 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앞

의 5.1.1, 시간에 따른 추출 실험 중 4시간, 8시간, 1일, 3일, 6일 추출 후

의 RC를 FTIR 분석하였다. FTIR은 피크의 변화를 통해 전반적인 구조

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Fig. 5-4, 5-5는 각각 Eco와 Ant의 시간별 

RC의 FTIR 스펙트라를 모두 겹쳐 놓은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Eco

와 Ant 모든 경우에서 어떠한 구조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co의 경우에는 2일 이후 거의 절반이 추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Wavenumber (cm-1)

10001500200025003000350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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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
8h
24h
72h
154h

Fig. 5-4. FTIR spectra of RC (Eco) with different extrac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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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FTIR spectra of RC (Ant) with different extraction time.

Fig. 5-6. FTIR spectra 

of raw coal sample (SLC) 

and EC (SLR) (Dam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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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은 Damin(2010)이 그의 연구에서 석탄 원시료와 EC의 FTIR 

스펙트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통해 EC와 원시료의 스펙트럼

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방족 C-H 결

합에 해당하는 2900 cm-1에서 EC의 피크가 원시료보다 약간 감소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EC가 원시료보다 지방족 구조가 감소하였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족 구조가 많을수록 추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감소한 정도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2900 cm-1의 피크를 제외한 다른 피크들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의 지

방족성, 방향족성 구조의 추출률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향

족성의 정량 분석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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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출 영향인자 분석

6.1. 석탄의 특성과 추출률의 관계

6.1.1. 원소 함유량에 따른 추출률

  앞의 원소분석 결과(Table 4-2)와 3회 반복 평균 추출률(Table 5-2)을 

이용하여 각 석탄의 추출률과 원소 함유량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용

매에 따른 추출률의 순위가 모든 석탄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기 때문

에 이들의 평균 추출률을 이용하였다.

  Fig. 6-1, 6-2는 석탄의 주요 구성원소라 할 수 있는 C, H, O 세 원소 

함유량에 따른 각 석탄의 평균 추출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석탄의 탄소 함유량이 감소할수록, 수소와 산소 함유량이 증가할수

록 추출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탄소 함유량의 경우 선

형 추세를 보이며 0.7237의 결정계수(R2)를 나타내었고(Fig. 6-1), 수소는 

지수함수의 추세를 보이며 0.7366의 결정계수를 나타내었으며(Fig. 6-2), 

산소는 로그함수의 추세로 가장 높은 0.8173의 결정계수를 나타내었다

(Fig. 6-2). 탄소사 감소할수록, 그리고 수소와 산소가 증가할수록 추출

률이 증가하는 경향은 저등급 석탄일수록 추출률이 높다는 사실(Iino, 

1988)과 동일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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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 Correlation between extraction yield 

and carbon percentage of coa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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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 0.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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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 Correlation between extraction yield 

and hydrogen, oxygen percentage of coa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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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와 산소 함유량의 경우, 직접적인 함유량보다 탄소에 대한 원자

비가 석탄의 등급에 더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낸다. Fig. 6-3은 이러한 

H/C, O/C 원자비에 대한 추출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O/C 원자비의 경

우에는 산소 함유량의 연관성(R2 = 0.8173)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

았으나 여전히 0.8 이상의 결정계수를 나타내었고(R2 = 0.8021), H/C 원

자비의 경우에는 결정계수가 0.8926까지 증가하며 추출률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H/C 원자비는 석탄의 방향족성을 간접적으로 나

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석탄의 방향족성과 추출률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석탄의 질소, 황 함유량에서는 추출률과의 어떠한 연관성도 찾을 

수 없었다(Fig.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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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Correlation between extraction yield 

and atomic hydrogen, oxygen ratio of coa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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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 Polt of extraction yield versus nitrogen, 

sulfur percentage of coa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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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공업분석 특성에 따른 추출률

  석탄의 공업분석 성분 역시 원소와 마찬가지로 석탄의 등급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Fig. 6-5는 각 석탄의 휘발분, 고정탄소 함유량에 따른 

추출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석탄의 용매추출 반응은 이론적으로 회분

을 제외한 유기성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휘발분과 고정탄소는 무

수무회 베이스를 이용하였다. 그래프를 보면 휘발분이 증가할수록, 고정

탄소가 감소할수록 추출률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무수무

회 베이스에서는 휘발분과 고정탄소 두 성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정

계수는 동일한 값을 나타내었는데 그 값은 0.8701로 높은 값을 보이며 

추출률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석탄은 

등급이 낮을수록 용매추출시 많은 양이 추출되어지는데 이는 석탄의 휘

발분의 함유량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C, H, O 함유량 및 조성비를 통

해서도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석탄의 휘발분은 고온

에서 메탄, 에탄, 올레핀, 파라핀 등의 탄화수소 가스를 방출하는 성분으

로서 전반적인 석탄에 비하여 많은 수소와 산소를 지니고 또한 방향족보

다는 지방족 구조를 지닌다(Attwood, 1983; Slaghuis, 1991).

  반면, 석탄의 회분 함유량과 Iino(1988)의 연구에서 추출률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 산소, 황 함유량의 합에 대한 휘발분의 비(V/(O+S)%)는 

추출률과의 연관성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Fig. 6-6, Fig.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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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 Correlation between extraction yield and 

volatile matter, fixed carbon percentage of coa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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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 Plot of extraction yield versus ash percentage 

of coa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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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 Plot of extraction yield versus VM/(O+S) ratio 

of coal samples.



- 102 -

6.1.3. 마세랄에 따른 추출률

  마세랄 성분은 종류에 따라서 화학 반응성(직접적으로 추출률과 연관

이 있는 것은 아닌 일반적인 반응성)의 세기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rkowitz, 1994). 비트리나이트는 높은 반응성을, 립티나이트(엑지나이

트)는 중간 정도의 반응성을, 그리고 이너티나이트는 낮은 반응성을 지

닌다. 또한 Niekerk(2010)은 비트리나이트 반사율이 낮을수록 추출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낸 바 있다. 따라서 마세랄 분석 결과(Table 

4-5)를 이용하여 마세랄 조성 및 비트리나이트 반사율과 평균 추출률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Fig. 6-8은 각각 비트리나이트, 립티나이트, 이너티나이트의 함유량에 

따른 추출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Tanito를 제외하였을 

경우 반응성이 가장 강한 비트리나이트와 립티나이트는 추출률과 어느 

정도 비례 관계를 나타내었고(R2 = 0.6897, 0.7568), 반응성이 약한 이너

티나이트는 함유량이 많을수록 추출률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R2 = 0.7158). 따라서 마세랄의 반응성과 추출률의 연관성을 어느 정

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결정계수가 휘발분, 고정탄소에 비하여 높지 않

았고 Tanito의 예외성이 너무 크게 관찰되었다.

  비트리나이트 반사율의 경우(Fig. 6-9), Indomingco와 Tanito를 제외

하면 결정계수가 0.7929를 나타내며 Niekerk(2010)의 연구결과와 마찬가

지로 추출률에 따라 평균 비트리나이트 반사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의 Fig. 4-4와 마찬가지로 석탄의 등급이 감소

할수록 비트리나이트 반사율이 감소하고, 저등급 석탄일수록 추출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예외적인 경우 그 편차가 너

무 크기 때문에 팽윤지수처럼 추출률의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

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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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Correlation between extraction yield and 

maceral composition of coa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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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구조적 특이성과 추출률

  앞의 비트리나이트 반사율과 추출률의 상관관계에서 Indominco와 

Tanito는 일반적인 경향에서 예외성을 나타내었다. Indominco는 일반적

인 경향보다 높은 추출률을 나타낸 반면, Tanito는 일반적인 경향보다 

낮은 추출률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양상은 비트리나이트 반사율뿐만 아

니라 탄소, 산소, 그리고 휘발분 함유량과 추출률의 상관관계(Fig. 6-1, 

6-2, 6-3, 6-5)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10은 Fig. 6-5의 휘발분

에 따른 추출률 그래프에서 Indominco와 Tanito를 제외한 그래프이다. 

R2은 0.8701에서 0.9482까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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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0. Correlation between extraction yield and volatile matter, 

fixed carbon percentage of coal samples except IN, TA.



- 106 -

Indomingco와 Tanito의 예외성은 구조적 특이성을 그 원인으로 추정

할 수 있다. Fig. 6-11은 Indomingco와 Berau, 그리고 Tanito의 FTIR 

스펙트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Indomingco는 평균 추출률이 27%로 세 

번째로 추출률이 높은 석탄이고, Berau는 평균 추출률 23%로 중간 정도

이며, Tanito는 17%로 비교적 낮은 추출률을 나타내고 있다. 광물질에 

의한 피크(1050 cm-1)를 제외하고 세 석탄의 FTIR 스펙트라에서 가장 두

드러지게 관찰되는 차이점은 바로 2800∼3000 cm-1 구간의 피크로 지

방족 C-H 결합에 해당하는 피크이다. 평균 추출률과 피크의 크기가 비

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CH2, CH3 그룹에 해당하는 1300∼

1400 cm-1 구간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Indomingco, 

Berau, Tanito의 순으로 피크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3C-NMR 스펙트라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Fig. 6-12는 

세 석탄의 스펙트라를 추출률의 순으로 나열한 그래프이다. Indomingco

의 경우, 지방족 구조를 나타내는 10∼50 ppm의 피크 언덕이 방향족 구

조를 나타내는 100∼150 ppm의 피크 언덕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

다. 반면에 Berau의 경우에는 두 피크 언덕의 높이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Tanito에서는 지방족 구조의 피크 언덕보다 방향족 구조의 피크 

언덕이 다른 석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분광분석 결과를 통해 Indomingco는 다른 석탄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방족 구조가 더 많을 것으로, Tanito는 방향족 구조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족 구조는 방향족 구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끊어지며, 지방족 구조가 더 많은 석탄의 경우에 더 높은 추출률을 

나타낸 연구 결과가 종종 보고되었다(Ashida, 2009; Wang, 2010; 

Nieker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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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 FTIR spectra of three coal samples (IN, BE,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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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Indomingco, Tanito 두 석탄 시료와 다른 석탄 시료들의 피크 

차이가 크지 않고 전반적으로 모든 석탄 시료들이 비슷한 형태의 스펙트

럼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석탄의 방향족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H/C 원자비를 살펴보았을 때 두 석탄의 H/C 원자비가 다른 석탄들에 

비하여 확연하게 높거나 낮지 않기 때문에 위의 분석 결과만으로 구조적 

특이성과 방향족성을 단정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

라서 석탄의 방향족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었다.

6.1.5. 회분의 Ca, Mg 함유량과 추출률

  2.4.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ashimura(2006)는 Ca와 Mg가 카복실기에 

많이 결합되어 있을수록 추출률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여기서의 Ca와 

Mg는 광물질에 존재하는 Ca, Mg가 아닌 석탄 내부에 유기적으로 결합

되어 있는 Ca2+, Mg2+ 이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석탄 내부

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Ca, Mg의 함유량을 직접 측정하지는 못 

하였으나, 석탄의 회분에 함유되어 있는 Ca, Mg가 추출률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다. Table 6-1은 8종 석탄 시료의 회분을 XRF분석한 결

과(Table 4-9)에서 CaO, MgO 함유량만을 발췌한 표이고, Fig. 6-13은 

CaO와 MgO 함유량의 합과 추출률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

래프를 보면 회분의 Ca, Mg 함유량이 많을수록 추출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광물성 Ca, Mg가 석탄의 형성 또는 용매추출 과

정에서 석탄 내부에 유입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Indomingco의 경우 

CaO, MgO의 함유량이 다른 석탄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반면, Tanito

는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두 석탄 시료의 추출 특이성은 구조적 원인뿐

만 아니라 Ca, Mg 함유량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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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CaO (wt%, db) MgO (wt%, db) CaO+MgO

Eco 4.25 5.11 9.36

Shenhua 11.86 2.24 14.10

Indomingco 1.00 1.82 2.82

Berau 9.64 6.43 16.07

LG 8.52 6.41 14.93

RotoSouth 7.49 5.69 13.18

Tanito 10.76 18.29 29.05

Kideco 16.55 2.64 19.19

Table 6-1. CaO and MgO percentage of ash of eight coal samples 

from XRF anala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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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 Correlation between extraction yield and CaO, MgO 

percentage of ash of coal samples from XR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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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용매의 특성과 추출률의 관계

6.2.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추출률

  먼저 용매의 일반적 특성들과 추출률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일반

적 특성으로는 분자량, 끓는점, 비중, 점도를 고려하였고, 모든 용매에서 

석탄의 추출 순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추출률은 용매별 평

균 추출률을 이용하였다. Fig. 6-14는 용매의 네 가지 특성에 따른 추출

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러나 네 가지 특성 모두에서 추출률과의 어

떠한 연관성도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점도의 경우, shui(2006)의 연구에

서 NMP에 CS2를 첨가하면 점도가 감소하여 추출률이 더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점도와 추출률 사이에는 뚜렷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 대체물질인 NMMO를 첨가하였을 때 점도는 추출률은 1.69에

서 2.50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추출률 또한 21.64에서 33.22로 크게 증

가하였다.



- 112 -

Molecular Weight
40 60 80 100 120 140

Ex
tra

ct
io

n 
Yi

el
d 

(w
t%

, d
af

)

5

10

15

20

25

30

35
EDA

NMP
PRD QNL

DMF
DMS

THF

Boiling Point (℃)
40 60 80 100120140160180200220240260

Ex
tra

ct
io

n 
Yi

el
d 

(w
t%

, d
af

)
5

10

15

20

25

30

35
EDA

NMP
PRD QNL

DMSDMFTHF

Specific Gravity (g/㎤)
0.85 0.90 0.95 1.00 1.05 1.10 1.15

Ex
tra

ct
io

n 
Yi

el
d 

(w
t%

, d
af

)

5

10

15

20

25

30

35
EDA

NMP
PRD QNL

DMF DMSTHF

Viscosity (cp)
0.0 0.5 1.0 1.5 2.0 2.5 3.0 3.5 4.0

Ex
tra

ct
io

n 
Yi

el
d 

(w
t%

, d
af

)

5

10

15

20

25

30

35
EDA

NMP
PRD QNL

DMSDMF

THF

NMMO

Fig. 6-14. Plot of extraction yield versus general properties

(molecular weight, boiling point, specific gravity, viscosity)

of solvent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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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용해도 파라미터에 따른 추출률

  Hildebrand 용해도 파라미터는 용매 분자의 응집력을 이용하여 용해도

를 나타낸 수치로서 세기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지만 파라미터에 따른 

추출률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출률과의 상관관계를 Fig. 6-15에 

나타내었다. 그래프를 보면 두 가지 경우로 연관성을 해석할 수 있다. 첫

째로 DMF와 DMS를 제외하면 나머지 네 용매의 용해도 파라미터에 비

례하여 추출률이 거의 직선으로 증가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EDA를 제외

하면 파라미터 23에서 가장 높은 추출률을 나타내며(NMP) 23을 기준으

로 파라미터가 커지거나 작아질수록 추출률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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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5. Plot of extraction yield versus Hildebrand solubility 

parameter of solvent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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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Hansen 파라미터에 따른 추출률

  Hildebrand 용해도 파라미터는 Hansen 파라미터는 분산력, 극성력, 그

리고 수소결합력의 세 요소로 나누어지며 이들 각각의 제곱의 합은 

Hildebrand 용해도 파라미터의 제곱의 합과 동일하다. 각각의 세 요소에 

따른 추출률을 Fig. 6-16에 나타내었다. 그러나 Hildebrand 용해도 파라

미터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극성력의 경

우, Hildebrand 용해도 파라미터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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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6. Plot of extraction yield versus Hansen parameter 

of solvent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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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Teas 삼각 그래프

  Hansen 파라미터는 세 요소의 전체 합에 대한 각 요소의 비를 이용하

여 삼각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을 ‘Teas 삼각 그래프’라고 한

다(Barton, 1991). 

    


     


    



여기서, δd : dispersion force

        δp : polar force

        δh : hydrogen bonding force

  여섯 용매의 Teas 파라미터를 Table 6-2에 정리하였고, 삼각 그래프

에서의 각 용매의 위치를 Fig. 6-17에 나타내었다. 이들 용매의 추출률

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도와 같은 등고선을 이용하여 추출률의 높낮이

를 나타냄으로써 Hansen 파라미터 세 요소와 추출률의 상관관계를 관찰

하였다. 그 결과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NMP를 중심으로 하는 추출률

의 등고선이 그려진 반면, EDA는 예외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Hildebrand 용해도 파라미터의 두 번째 가정과 비슷한 경향이며, EDA의 

예외성은 수소결합력 다른 용매들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나타

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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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nt fd fp fh

EDA 0.3915 0.2075 0.4009

NMP 0.4800 0.3280 0.1920

PRD 0.5638 0.2611 0.1751

DMF 0.4104 0.3231 0.2665

DMS 0.4089 0.3644 0.2267

THF 0.5508 0.1869 0.2623

Table 6-2. Teas parameter of six solvent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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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7. Teas triangular graph of solvents used in this study 

with contour line of extraction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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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DN, AN에 따른 추출률

  DN, AN은 용매의 특성 중 추출률에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

로 추정되는 특성이다. 이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섯 용매의 

DA, AN 그리고 DN-AN 값에 따른 평균 추출률을 Fig. 6-18, 6-19에 

나타내었다. 그래프를 통해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든 AN(Fig. 6-18)과는 

달리 DN과 DN-AN(Fig. 6-19)은 그 값이 증가할수록 추출률이 증가하

는 비례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R2은 DN이 0.7199, DN-AN이 

0.7964로 DN-AN이 DN보다 추출률과 더욱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었

다. NMP의 경우 약간의 편차를 나타내었으나 Hildebrand 용해도 파라

미터에서의 EDA와 같이 예외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었다. DN-AN과 추

출률의 이와 같은 상관관계는 Marzec(197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함으

로써 용매의 특성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추출 인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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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8. Plot of extraction yield versus 

acceptor number of solvent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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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 0.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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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9. Correlation between extraction yield 

and DN, DN-AN of solvent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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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귀분석과 추출률 산출식

7.1. 석탄 15종의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의 변화에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

우,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

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추출과정에서 석탄의 특성

과 용매의 특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처럼 종속변

수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사용되는 회귀분

석을 다중회귀분석이라 부른다. 본 단원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앞에서 살펴본 석탄과 용매의 특성들 중 어떤 특성들이 어떻게 추출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였다.

  Table 7-1은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모든 경우의 추출률을 각각 사용된 

석탄과 용매의 특성들과 함께 나열한 표이다. 석탄의 특성으로는 원소 

성분 중 C, N, S와 H/C, O/C 원자비를 고려하였고, 공업분석 성분 중 

휘발분을 고려하였다. 고정탄소는 무수무회 베이스에서 휘발분을 100에

서 뺀 값이므로 제외하였고, 마세랄 성분 및 비트리나이트 반사율, 그리

고 회분의 Ca, Mg 함유량은 15종의 석탄 중 8종만이 분석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선 제외한 다음 뒤이어 다루기로 하였다. 용매의 특성으로는 

Hildebrand 용해도 파라미터(HSP)와 Hansen 파라미터의 세 성분(DF, 

PF, HB), 그리고 DN-AN 값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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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 Solvent Yield C N S H/C O/C VM HSP DF PF HB DN-AN

Eco EDA 47.01 71.60 0.88 0.03 0.97 0.23 56.83 25.3 16.6 8.8 17.0 34.1

S.M EDA 45.31 67.94 1.05 0.02 0.87 0.29 53.06 25.3 16.6 8.8 17.0 34.1

Indo. EDA 37.40 80.25 1.73 0.70 0.87 0.11 42.79 25.3 16.6 8.8 17.0 34.1

Roto. EDA 42.78 69.50 0.92 0.03 0.85 0.27 51.48 25.3 16.6 8.8 17.0 34.1

LG EDA 41.15 69.47 1.03 0.02 0.84 0.27 51.54 25.3 16.6 8.8 17.0 34.1

Berau EDA 38.03 71.29 1.63 0.95 0.88 0.22 47.66 25.3 16.6 8.8 17.0 34.1

Arutmin EDA 36.01 75.11 1.47 0.85 0.93 0.17 49.29 25.3 16.6 8.8 17.0 34.1

Kideco EDA 27.68 76.69 1.01 0.22 0.74 0.17 37.45 25.3 16.6 8.8 17.0 34.1

C&A EDA 28.92 81.00 2.01 0.64 0.80 0.10 36.99 25.3 16.6 8.8 17.0 34.1

Tanito EDA 26.04 72.36 1.58 0.37 0.86 0.21 47.37 25.3 16.6 8.8 17.0 34.1

Shenhua EDA 22.42 78.12 1.06 0.22 0.72 0.15 36.32 25.3 16.6 8.8 17.0 34.1

Anglo EDA 20.70 80.81 1.93 1.08 0.81 0.10 39.09 25.3 16.6 8.8 17.0 34.1

Ant EDA 18.95 80.37 1.37 0.43 0.64 0.13 32.91 25.3 16.6 8.8 17.0 34.1

Atc2 EDA 5.14 89.64 0.85 0.08 0.21 0.06 6.59 25.3 16.6 8.8 17.0 34.1

Atc1 EDA 4.89 88.95 0.86 0.09 0.21 0.07 7.80 25.3 16.6 8.8 17.0 34.1

Eco NMP 34.04 71.60 0.88 0.03 0.97 0.23 56.83 22.9 18.0 12.3 7.2 14.0

S.M NMP 30.12 67.94 1.05 0.02 0.87 0.29 53.06 22.9 18.0 12.3 7.2 14.0

Indo. NMP 32.40 80.25 1.73 0.70 0.87 0.11 42.79 22.9 18.0 12.3 7.2 14.0

Roto. NMP 28.34 69.50 0.92 0.03 0.85 0.27 51.48 22.9 18.0 12.3 7.2 14.0

Table 7-1. Extraction data of fifteen coal samples and six solvents for multip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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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NMP 27.41 69.47 1.03 0.02 0.84 0.27 51.54 22.9 18.0 12.3 7.2 14.0

Berau NMP 25.40 71.29 1.63 0.95 0.88 0.22 47.66 22.9 18.0 12.3 7.2 14.0

Arutmin NMP 24.72 75.11 1.47 0.85 0.93 0.17 49.29 22.9 18.0 12.3 7.2 14.0

Kideco NMP 21.21 76.69 1.01 0.22 0.74 0.17 37.45 22.9 18.0 12.3 7.2 14.0

C&A NMP 20.58 81.00 2.01 0.64 0.80 0.10 36.99 22.9 18.0 12.3 7.2 14.0

Tanito NMP 19.24 72.36 1.58 0.37 0.86 0.21 47.37 22.9 18.0 12.3 7.2 14.0

Shenhua NMP 19.45 78.12 1.06 0.22 0.72 0.15 36.32 22.9 18.0 12.3 7.2 14.0

Anglo NMP 17.49 80.81 1.93 1.08 0.81 0.10 39.09 22.9 18.0 12.3 7.2 14.0

Ant NMP 15.80 80.37 1.37 0.43 0.64 0.13 32.91 22.9 18.0 12.3 7.2 14.0

Atc2 NMP 4.49 89.64 0.85 0.08 0.21 0.06 6.59 22.9 18.0 12.3 7.2 14.0

Atc1 NMP 3.98 88.95 0.86 0.09 0.21 0.07 7.80 22.9 18.0 12.3 7.2 14.0

Eco PRD 28.98 71.60 0.88 0.03 0.97 0.23 56.83 21.8 19.0 8.8 5.9 18.9

S.M PRD 23.58 67.94 1.05 0.02 0.87 0.29 53.06 21.8 19.0 8.8 5.9 18.9

Indo. PRD 24.58 80.25 1.73 0.70 0.87 0.11 42.79 21.8 19.0 8.8 5.9 18.9

Roto. PRD 23.42 69.50 0.92 0.03 0.85 0.27 51.48 21.8 19.0 8.8 5.9 18.9

LG PRD 23.04 69.47 1.03 0.02 0.84 0.27 51.54 21.8 19.0 8.8 5.9 18.9

Berau PRD 22.71 71.29 1.63 0.95 0.88 0.22 47.66 21.8 19.0 8.8 5.9 18.9

Arutmin PRD 22.19 75.11 1.47 0.85 0.93 0.17 49.29 21.8 19.0 8.8 5.9 18.9

Kideco PRD 20.01 76.69 1.01 0.22 0.74 0.17 37.45 21.8 19.0 8.8 5.9 18.9

C&A PRD 17.56 81.00 2.01 0.64 0.80 0.10 36.99 21.8 19.0 8.8 5.9 18.9

Tanito PRD 16.32 72.36 1.58 0.37 0.86 0.21 47.37 21.8 19.0 8.8 5.9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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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nhua PRD 18.49 78.12 1.06 0.22 0.72 0.15 36.32 21.8 19.0 8.8 5.9 18.9

Anglo PRD 15.63 80.81 1.93 1.08 0.81 0.10 39.09 21.8 19.0 8.8 5.9 18.9

Ant PRD 10.26 80.37 1.37 0.43 0.64 0.13 32.91 21.8 19.0 8.8 5.9 18.9

Atc2 PRD 4.58 89.64 0.85 0.08 0.21 0.06 6.59 21.8 19.0 8.8 5.9 18.9

Atc1 PRD 4.43 88.95 0.86 0.09 0.21 0.07 7.80 21.8 19.0 8.8 5.9 18.9

Eco DMF 20.95 71.60 0.88 0.03 0.97 0.23 56.83 24.8 17.4 13.7 11.3 10.6

S.M DMF 18.25 67.94 1.05 0.02 0.87 0.29 53.06 24.8 17.4 13.7 11.3 10.6

Indo. DMF 18.62 80.25 1.73 0.70 0.87 0.11 42.79 24.8 17.4 13.7 11.3 10.6

Roto. DMF 16.37 69.50 0.92 0.03 0.85 0.27 51.48 24.8 17.4 13.7 11.3 10.6

LG DMF 15.45 69.47 1.03 0.02 0.84 0.27 51.54 24.8 17.4 13.7 11.3 10.6

Berau DMF 12.72 71.29 1.63 0.95 0.88 0.22 47.66 24.8 17.4 13.7 11.3 10.6

Arutmin DMF 11.68 75.11 1.47 0.85 0.93 0.17 49.29 24.8 17.4 13.7 11.3 10.6

Kideco DMF 10.46 76.69 1.01 0.22 0.74 0.17 37.45 24.8 17.4 13.7 11.3 10.6

C&A DMF 8.88 81.00 2.01 0.64 0.80 0.10 36.99 24.8 17.4 13.7 11.3 10.6

Tanito DMF 8.85 72.36 1.58 0.37 0.86 0.21 47.37 24.8 17.4 13.7 11.3 10.6

Shenhua DMF 9.23 78.12 1.06 0.22 0.72 0.15 36.32 24.8 17.4 13.7 11.3 10.6

Anglo DMF 8.23 80.81 1.93 1.08 0.81 0.10 39.09 24.8 17.4 13.7 11.3 10.6

Ant DMF 4.52 80.37 1.37 0.43 0.64 0.13 32.91 24.8 17.4 13.7 11.3 10.6

Atc2 DMF 2.42 89.64 0.85 0.08 0.21 0.06 6.59 24.8 17.4 13.7 11.3 10.6

Atc1 DMF 1.23 88.95 0.86 0.09 0.21 0.07 7.80 24.8 17.4 13.7 11.3 10.6

Eco DMS 20.25 71.60 0.88 0.03 0.97 0.23 56.83 26.7 18.4 16.4 10.2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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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DMS 16.87 67.94 1.05 0.02 0.87 0.29 53.06 26.7 18.4 16.4 10.2 10.5

Indo. DMS 17.50 80.25 1.73 0.70 0.87 0.11 42.79 26.7 18.4 16.4 10.2 10.5

Roto. DMS 15.94 69.50 0.92 0.03 0.85 0.27 51.48 26.7 18.4 16.4 10.2 10.5

LG DMS 14.87 69.47 1.03 0.02 0.84 0.27 51.54 26.7 18.4 16.4 10.2 10.5

Berau DMS 13.92 71.29 1.63 0.95 0.88 0.22 47.66 26.7 18.4 16.4 10.2 10.5

Arutmin DMS 13.62 75.11 1.47 0.85 0.93 0.17 49.29 26.7 18.4 16.4 10.2 10.5

Kideco DMS 9.58 76.69 1.01 0.22 0.74 0.17 37.45 26.7 18.4 16.4 10.2 10.5

C&A DMS 8.88 81.00 2.01 0.64 0.80 0.10 36.99 26.7 18.4 16.4 10.2 10.5

Tanito DMS 8.74 72.36 1.58 0.37 0.86 0.21 47.37 26.7 18.4 16.4 10.2 10.5

Shenhua DMS 9.83 78.12 1.06 0.22 0.72 0.15 36.32 26.7 18.4 16.4 10.2 10.5

Anglo DMS 7.82 80.81 1.93 1.08 0.81 0.10 39.09 26.7 18.4 16.4 10.2 10.5

Ant DMS 4.93 80.37 1.37 0.43 0.64 0.13 32.91 26.7 18.4 16.4 10.2 10.5

Atc2 DMS 1.18 89.64 0.85 0.08 0.21 0.06 6.59 26.7 18.4 16.4 10.2 10.5

Atc1 DMS 1.17 88.95 0.86 0.09 0.21 0.07 7.80 26.7 18.4 16.4 10.2 10.5

Eco THF 19.72 71.60 0.88 0.03 0.97 0.23 56.83 19.4 16.8 5.7 8.0 12.0

S.M THF 16.35 67.94 1.05 0.02 0.87 0.29 53.06 19.4 16.8 5.7 8.0 12.0

Indo. THF 15.23 80.25 1.73 0.70 0.87 0.11 42.79 19.4 16.8 5.7 8.0 12.0

Roto. THF 14.66 69.50 0.92 0.03 0.85 0.27 51.48 19.4 16.8 5.7 8.0 12.0

LG THF 13.96 69.47 1.03 0.02 0.84 0.27 51.54 19.4 16.8 5.7 8.0 12.0

Berau THF 12.56 71.29 1.63 0.95 0.88 0.22 47.66 19.4 16.8 5.7 8.0 12.0

Arutmin THF 11.09 75.11 1.47 0.85 0.93 0.17 49.29 19.4 16.8 5.7 8.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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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eco THF 8.97 76.69 1.01 0.22 0.74 0.17 37.45 19.4 16.8 5.7 8.0 12.0

C&A THF 7.06 81.00 2.01 0.64 0.80 0.10 36.99 19.4 16.8 5.7 8.0 12.0

Tanito THF 8.80 72.36 1.58 0.37 0.86 0.21 47.37 19.4 16.8 5.7 8.0 12.0

Shenhua THF 8.10 78.12 1.06 0.22 0.72 0.15 36.32 19.4 16.8 5.7 8.0 12.0

Anglo THF 7.41 80.81 1.93 1.08 0.81 0.10 39.09 19.4 16.8 5.7 8.0 12.0

Ant THF 4.10 80.37 1.37 0.43 0.64 0.13 32.91 19.4 16.8 5.7 8.0 12.0

Atc2 THF 0 89.64 0.85 0.08 0.21 0.06 6.59 19.4 16.8 5.7 8.0 12.0

Atc1 THF 0 88.95 0.86 0.09 0.21 0.07 7.80 19.4 16.8 5.7 8.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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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독립변수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독립변수를 잘 못 설정할 경우, 통계학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전혀 

엉뚱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독립변수를 설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다른 독립변수들과 연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회

귀분석을 위한 자료에서 석탄의 C, H/C, O/C, 그리고 VM은 모두 석탄

의 등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위의 네 특성은 한 가지만 고려

되어야 한다. 용매의 특성 중에서도 Hansen 파라미터는 Hildebrand 용

해도 파라미터에서 파생된 특성이기 때문에 이들 또한 함께 독립변수로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Table 7-2와 같이 8가지의 경우로 다중회

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인 추출률은 y항으로 설정되었고, 석탄이 

없으면 추출률도 0이 되어야 하므로 y절편을 0으로 설정하였다.

Regression Dependent Independent variable (x)

No. variable (y) Coal Solvent

1 Yield C, N, S HSP, DN-AN

2 Yield C, N, S DF, PF, HB, DN-AN

3 Yield H/C, N, S HSP, DN-AN

4 Yield H/C, N, S DF, PF, HB, DN-AN

5 Yield O/C, N, S HSP, DN-AN

6 Yield O/C, N, S DF, PF, HB, DN-AN

7 Yield VM, N, S HSP, DN-AN

8 Yield VM, N, S DF, PF, HB, DN-AN

Table 7-2. Setting of dependent, independent variables 

for multiple regression No. 1 t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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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가지 경우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Table 7-3에 정리하였다. 결정계수

는 0.8467에서 0.9360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F비는 모든 경우에서 충분히 

큰 값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이들 8가지 다중회귀모형은 통계학적으로 문

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석탄의 

특성으로는 H/C 원자비와 휘발분이 가장 큰 결정계수를 나타내었고, 용

매의 특성으로는 Hansen 파라미터 세 성분과 DN-AN을 고려하였을 때 

더 높은 결정계수를 나타내었다. 가장 결정계수가 높은 두 가지 회귀모

형(No. 4, No. 8)의 상세 분석 결과를 Table 7-4, 7-5에 각각 정리하였

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t-통계값의 가장 0에 가깞고, P-값이 가장 

큰 변수는 회귀모형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임을 의미한다. 

위의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경우에서 S가 t-통계값의 절대값이 가장 작

고, P-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변수들 중 추출률에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 항을 제외한 다음 남은 변수들을 

이용하여 다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Table 7-6, 7-7).

Regression
No.

Coefficient of 
determination(R2)

Standard error F ratio

1 0.8467 7.5733 108.7631

2 0.8919 6.2405 120.4442

3 0.9173 5.3612 233.9625

4 0.9360 4.5905 232.6425

5 0.8838 6.5156 152.9079

6 0.9038 5.8411 139.1516

7 0.9169 5.3760 232.5754

8 0.9344 4.6593 225.4772

Table 7-3.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No. 1 t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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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quared 0.9360

Residual Sum of Square 1749.0273

F ratio 232.6425

X coefficient
standard 
deviation

t-statistics P-value

N -4.6447 2.6428 -1.7575 0.0825

S -2.3504 2.7814 -0.8450 0.4005

H/C 34.0793 2.3520 14.4897 0.0000

DF -1.1683 0.2031 -5.7538 0.0000

PF 0.9084 0.1954 4.6480 0.0000

HB -1.1173 0.2159 -5.1756 0.0000

DN-AN 1.2101 0.1053 11.4966 0.0000

Table 7-4. Statistics of multiple regression No. 4.

R-squared 0.9344

Residual Sum of Square 1801.8312

F ratio 225.4772

X coefficient
standard 
deviation

t-statistics P-value

N -1.7499 2.6347 -0.6642 0.5084

S -0.6942 2.8349 -0.2449 0.8072

VM 0.4936 0.0348 14.1903 0.0000

DF -1.0857 0.2047 -5.3029 0.0000

PF 0.8923 0.1983 4.4996 0.0000

HB -1.0929 0.2190 -4.9902 0.0000

DN-AN 1.2033 0.1068 11.2654 0.0000

Table 7-5. Statistics of multiple regression N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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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quared 0.9363

Residual Sum of Square 1764.0751

F ratio 272.2238

X coefficient
standard 
deviation

t-statistics P-value

N -6.5649 1.3470 -4.8737 0.0000 

H/C 34.2362 2.3406 14.6269 0.0000 

DF -1.0828 0.1758 -6.1610 0.0000 

PF 0.8917 0.1941 4.5941 0.0000 

HB -1.0920 0.2134 -5.1165 0.0000 

DN-AN 1.2031 0.1047 11.4852 0.0000 

Table 7-6. Statistics of multiple regression No. 4-2.

R-squared 0.9351

Residual Sum of Square 1803.1328

F ratio 266.0238

X coefficient
standard 
deviation

t-statistics P-value

N -2.3140 1.2719 -1.8193 0.0724

VM 0.4946 0.0343 14.4046 0.0000

DF -1.0611 0.1773 -5.9857 0.0000

PF 0.8875 0.1962 4.5228 0.0000

HB -1.0856 0.2157 -5.0316 0.0000

DN-AN 1.2013 0.1059 11.3438 0.0000

Table 7-7. Statistics of multiple regression No.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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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에서 유효하지 않은 변수를 제거하였을 경우, 해당 변수

를 제거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F-검정식은 다음과 같다.

 비제약식잔차제곱합분석자료수비제약식의변수개수

제약식잔차제곱합비제약식잔차제곱합제약의숫자

  위의 식을 이용하여 두 모형의 S를 제외하였을 경우에 대한 F-값을 

계산하면 각각 0.7141과 0.0600이 나온다. 5% 유의 수준의 F-통계에서 

제외한 변수의 수(1), 그리고 분석자료수(90)에서 비제약식의 x변수의 개

수(7)를 뺀 값(83)에 해당하는 F-값은 3.92에서 4.00 사이의 범위로서 위

에서 구한 F-값은 4보다 작기 때문에 S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두 모형에서 다시 N을 제거하

였고, 그 결과를 Table 7-8, 7-9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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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No. 4-1 No. 4-2 No. 4-3

R-squared 0.9360 0.9363 0.9225

Residual Sum
of Square

1749.0273 1764.0751 2262.8996

X P-value

N 0.0825 0.0000 - 

S 0.4005 - -

H/C 0.0000 0.0000 0.0000

DF 0.0000 0.0000 0.0000 

PF 0.0000 0.0000 0.0000 

HBF 0.0000 0.0000 0.0000 

DN-AN 0.0000 0.0000 0.0000 

F-value - 0.7141 23.7525

Table 7-8. Statistics of multiple regression No. 4-1 to 4-3.

Regression No. 8-1 No. 8-2 No. 8-3

R-squared 0.9344 0.9351 0.9338

Residual Sum
of Square

1801.8312 1803.1328 1874.1837

X P-value

N 0.5084 0.0724 - 

S 0.8072 - -

VM 0.0000 0.0000 0.0000

DF 0.0000 0.0000 0.0000 

PF 0.0000 0.0000 0.0000 

HBF 0.0000 0.0000 0.0000 

DN-AN 0.0000 0.0000 0.0000 

F-value - 0.0600 3.3100

Table 7-9. Statistics of multiple regression No. 8-1 to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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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모형에서 N까지 제거하였을 경우, F-값은 No. 4는 23.7525를 나타

낸 반면 No. 8은 3.3100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No. 4의 경우에는 F-값이 

4를 초과했으므로 N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S만 제거한 No. 

4-2이 최종 모형이 되고, No. 8의 경우에는 F-값이 4를 초과하지 않았

기 때문에 N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며 No. 8-3이 최종 모형이 된다. 

즉, H/C 원자비의 경우에는 추출영향인자로 N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휘발분의 경우에는 N을 제거하여도 무방하다. 이 두 최종 모형의 결정

계수는 각각 0.9363과 0.9338로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변수가 

하나 더 적은 No. 8-3 모형이 추출률을 산출하기에 더욱 효과적인 모형

이라고 판단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No. 8-3 모형에 의한 추출률 

산출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y = 0.4819x1 –1.2059x2 + 0.9157x3 - 1.1284x4 + 1.2131x5

    여기서, y: 추출률 (wt%, daf)

    x1: 석탄의 휘발분(wt%, daf)

    x2: 용매의 Dispersion force

    x3: 용매의 Polar force

    x4: 용매의 Hydrogen bonding force

    x5: 용매의 DN-AN

  추출률 산출식을 살펴보면 석탄의 휘발분과 용매의 극성력, DN-AN은 

추출률에 +영향을, 반면에 용매의 분산력과 수소결합력은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Fig. 7-1은 위의 산출식을 사용해 계산한 이론

값과 실제 실험값을 비교한 그래프이다(최대편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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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Extraction Yield (wt%, d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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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 Correlation between experimental extraction yield and 

theoretical extraction yield of regression No.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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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석탄 8종의 다중회귀분석

  시료 문제로 인하여 모든 석탄에 대한 마세랄 분석과 회분의 XRF 분

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석탄 15종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은 마세

랄 성분과 비트리나이트 반사율, 그리고 회분의 Ca, Mg 함유량을 배제

한 채 수행되었다. 그 결과 결정계수 0.9338의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 추

출률 산출식을 도출하였으나, 산출식에서 석탄의 특성은 휘발분 하나뿐

으로 석탄의 추출 영향인자를 휘발분 하나만 보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

고 마세랄 조성 및 비트리나이트 반사율, 그리고 Ca, Mg 함유량 역시 

석탄의 주요한 특성들로서 앞의 연구결과 추출률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들을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을 다시 

수행하였다. 석탄의 특성으로는 앞의 회귀분석에서 추출률과 밀접한 연

관성을 나타낸 H/C 원자비, 휘발분과 평균 비트리나이트 반사율(Rm), 

마세랄 세 성분(VI, LI, IT), 그리고 Ca+Mg 함유량을 고려하였고, 용매

의 특성으로는 전과 동일하게 Hildebrand 용해도 파라미터와 Hansen 파

라미터, 그리고 DN-AN을 고려하였다. Table 7-10은 분석에 사용된 자

료를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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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 Solvent Yield H/C VM Rm VI LI IT Ca+Mg HSP DF PF HB DN-AN

Eco EDA 47.01 0.97 56.83 0.4 89.6 5.4 5.0 9.36 25.3 16.6 8.8 17.0 34.1

Indo. EDA 37.40 0.87 42.79 0.6 76.2 4.0 19.8 2.82 25.3 16.6 8.8 17.0 34.1

RotoS. EDA 42.78 0.85 51.48 0.4 87.4 5.2 7.4 13.18 25.3 16.6 8.8 17.0 34.1

LG EDA 41.15 0.84 51.54 0.4 89.0 6.4 4.6 14.93 25.3 16.6 8.8 17.0 34.1

Berau EDA 38.03 0.88 47.66 0.4 90.6 3.0 6.4 16.07 25.3 16.6 8.8 17.0 34.1

Kideco EDA 27.68 0.74 37.45 0.5 52.4 0.4 47.2 19.19 25.3 16.6 8.8 17.0 34.1

Tanito EDA 26.04 0.86 47.37 0.4 89.0 3.6 7.4 29.05 25.3 16.6 8.8 17.0 34.1

Shenhua EDA 22.42 0.72 36.32 0.5 54.2 0.6 45.2 14.10 25.3 16.6 8.8 17.0 34.1

Eco NMP 34.04 0.97 56.83 0.4 89.6 5.4 5.0 9.36 22.9 18.0 12.3 7.2 14.0

Indo. NMP 32.40 0.87 42.79 0.6 76.2 4.0 19.8 2.82 22.9 18.0 12.3 7.2 14.0

RotoS. NMP 28.34 0.85 51.48 0.4 87.4 5.2 7.4 13.18 22.9 18.0 12.3 7.2 14.0

LG NMP 27.41 0.84 51.54 0.4 89.0 6.4 4.6 14.93 22.9 18.0 12.3 7.2 14.0

Berau NMP 25.40 0.88 47.66 0.4 90.6 3.0 6.4 16.07 22.9 18.0 12.3 7.2 14.0

Kideco NMP 21.21 0.74 37.45 0.5 52.4 0.4 47.2 19.19 22.9 18.0 12.3 7.2 14.0

Tanito NMP 19.24 0.86 47.37 0.4 89.0 3.6 7.4 29.05 22.9 18.0 12.3 7.2 14.0

Shenhua NMP 19.45 0.72 36.32 0.5 54.2 0.6 45.2 14.10 22.9 18.0 12.3 7.2 14.0

Eco PRD 28.98 0.97 56.83 0.4 89.6 5.4 5.0 9.36 21.8 19.0 8.8 5.9 18.9

Indo. PRD 24.58 0.87 42.79 0.6 76.2 4.0 19.8 2.82 21.8 19.0 8.8 5.9 18.9

RotoS. PRD 23.42 0.85 51.48 0.4 87.4 5.2 7.4 13.18 21.8 19.0 8.8 5.9 18.9

Table 7-10. Extraction data of eight coal samples and six solvents for multip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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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PRD 23.04 0.84 51.54 0.4 89.0 6.4 4.6 14.93 21.8 19.0 8.8 5.9 18.9

Berau PRD 22.71 0.88 47.66 0.4 90.6 3.0 6.4 16.07 21.8 19.0 8.8 5.9 18.9

Kideco PRD 20.01 0.74 37.45 0.5 52.4 0.4 47.2 19.19 21.8 19.0 8.8 5.9 18.9

Tanito PRD 16.32 0.86 47.37 0.4 89.0 3.6 7.4 29.05 21.8 19.0 8.8 5.9 18.9

Shenhua PRD 18.49 0.72 36.32 0.5 54.2 0.6 45.2 14.10 21.8 19.0 8.8 5.9 18.9

Eco DMF 20.95 0.97 56.83 0.4 89.6 5.4 5.0 9.36 24.8 17.4 13.7 11.3 10.6

Indo. DMF 18.62 0.87 42.79 0.6 76.2 4.0 19.8 2.82 24.8 17.4 13.7 11.3 10.6

RotoS. DMF 16.37 0.85 51.48 0.4 87.4 5.2 7.4 13.18 24.8 17.4 13.7 11.3 10.6

LG DMF 15.45 0.84 51.54 0.4 89.0 6.4 4.6 14.93 24.8 17.4 13.7 11.3 10.6

Berau DMF 12.72 0.88 47.66 0.4 90.6 3.0 6.4 16.07 24.8 17.4 13.7 11.3 10.6

Kideco DMF 10.46 0.74 37.45 0.5 52.4 0.4 47.2 19.19 24.8 17.4 13.7 11.3 10.6

Tanito DMF 8.85 0.86 47.37 0.4 89.0 3.6 7.4 29.05 24.8 17.4 13.7 11.3 10.6

Shenhua DMF 9.23 0.72 36.32 0.5 54.2 0.6 45.2 14.10 24.8 17.4 13.7 11.3 10.6

Eco DMS 20.25 0.97 56.83 0.4 89.6 5.4 5.0 9.36 26.7 18.4 16.4 10.2 10.5

Indo. DMS 17.50 0.87 42.79 0.6 76.2 4.0 19.8 2.82 26.7 18.4 16.4 10.2 10.5

RotoS. DMS 15.94 0.85 51.48 0.4 87.4 5.2 7.4 13.18 26.7 18.4 16.4 10.2 10.5

LG DMS 14.87 0.84 51.54 0.4 89.0 6.4 4.6 14.93 26.7 18.4 16.4 10.2 10.5

Berau DMS 13.92 0.88 47.66 0.4 90.6 3.0 6.4 16.07 26.7 18.4 16.4 10.2 10.5

Kideco DMS 9.58 0.74 37.45 0.5 52.4 0.4 47.2 19.19 26.7 18.4 16.4 10.2 10.5

Tanito DMS 8.74 0.86 47.37 0.4 89.0 3.6 7.4 29.05 26.7 18.4 16.4 10.2 10.5

Shenhua DMS 9.83 0.72 36.32 0.5 54.2 0.6 45.2 14.10 26.7 18.4 16.4 10.2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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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THF 19.72 0.97 56.83 0.4 89.6 5.4 5.0 9.36 19.4 16.8 5.7 8.0 12.0

Indo. THF 15.23 0.87 42.79 0.6 76.2 4.0 19.8 2.82 19.4 16.8 5.7 8.0 12.0

RotoS. THF 14.66 0.85 51.48 0.4 87.4 5.2 7.4 13.18 19.4 16.8 5.7 8.0 12.0

LG THF 13.96 0.84 51.54 0.4 89.0 6.4 4.6 14.93 19.4 16.8 5.7 8.0 12.0

Berau THF 12.56 0.88 47.66 0.4 90.6 3.0 6.4 16.07 19.4 16.8 5.7 8.0 12.0

Kideco THF 8.97 0.74 37.45 0.5 52.4 0.4 47.2 19.19 19.4 16.8 5.7 8.0 12.0

Tanito THF 8.80 0.86 47.37 0.4 89.0 3.6 7.4 29.05 19.4 16.8 5.7 8.0 12.0

Shenhua THF 8.10 0.72 36.32 0.5 54.2 0.6 45.2 14.10 19.4 16.8 5.7 8.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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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종 석탄의 경우 여섯 용매에 의한 분석자료수가 48개로 90개인 15종 

석탄의 회귀분석에 비하여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에서와 같이 많은 

독립변수를 설정할 경우 잘못된 분석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 바, 

석탄의 등급과 관련이 있는 비트리나이트 반사율을 먼저 검토하였다. 

Table 7-11과 같이 15종 석탄의 회귀분석에서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나

타내었던 H/C 원자비와 휘발분, 그리고 비트리나이트 반사율을 각각 따

로 설정하여 어떠한 특성이 가장 높은 결정계수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

다. 이들은 모두 석탄의 등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로서 하나

만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마세랄 세 성분과 Ca+Mg 함유량의 경우, 석

탄의 등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변수에서 제외시켰

다.

Regression Dependent Independent variable (x)

No. variable (y) Coal Solvent

9 Yield H/C HSP, DN-AN

10 Yield H/C DF, PF, HB, DN-AN

11 Yield VM HSP, DN-AN

12 Yield VM DF, PF, HB, DN-AN

13 Yield Rm HSP, DN-AN

14 Yield Rm DF, PF, HB, DN-AN

Table 7-11. Setting of dependent, independent variables 

for multiple regression No. 9 t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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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에서 14까지의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7-12에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비트리나이트 반사율은 H/C 원자비, 휘발분 함유량에 

비하여 결정계수가 낮게 나타남으로써 추출률과의 연관성이 그들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매 특성의 경우, 전과 마찬가지로 Hansen 파

라미터와 DN-AN을 설정했을 때 Hildebrand 용해도 파라미터와 

DN-AN을 고려했을 때보다 더욱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가장 높

은 결정계수를 나타낸 No. 10과 No. 12 회귀모형의 상세 분석 결과를 

Table 7-13, 7-14에 각각 정리하였다.

Regression
No.

Coefficient of 
determination(R2)

Standard error F ratio

9 0.9136 5.8380 229.2006

10 0.9410 4.3579 254.3494

11 0.9183 5.6212 248.3949

12 0.9361 4.6480 222.5481

13 0.9002 6.2026 186.9193

14 0.9063 6.1188 124.7780

Table 7-12.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No. 9 to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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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quared 0.9410

Residual Sum of Square 816.6174

F ratio 254.3440

X coefficient
standard 
deviation

t-statistics P-value

H/C 53.8855 8.2662 6.5188 0.0000

DF -2.6637 0.4426 -6.0176 0.0000

PF 1.2643 0.2633 4.8020 0.0000

HB -1.6251 0.2996 -5.4232 0.0000

DN-AN 1.4848 0.1399 10.6149 0.0000

Table 7-13. Statistics of multiple regression No. 10.

R-squared 0.9361

Residual Sum of Square 928.9678

F ratio 222.5481

X coefficient
standard 
deviation

t-statistics P-value

VM 0.5648 0.0996 5.6705 0.0000

DF -1.5495 0.3295 -4.7028 0.0000

PF 1.0475 0.2730 3.8370 0.0004

HB -1.2956 0.3036 -4.2681 0.0001

DN-AN 1.3936 0.1466 9.5061 0.0000

Table 7-14. Statistics of multiple regression N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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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모형 모두 계수의 P-값이 0에 근접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수의 

제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두 모형에 Table 7-15와 

같이 Ca+Mg 함유량과 마세랄 조성을 각각 따로 추가하여 다시 다중회

귀분석함으로써 결정계수와 각 계수의 P-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검토

하였다(Table 7-16, 7-17, 7-18, 7-19). 

Regression Dependent Independent variable (x)

No. variable (y) Coal Solvent

10-2 Yield H/C, Ca+Mg DF, PF, HB, DN-AN

12-2 Yield VM, Ca+Mg DF, PF, HB, DN-AN

10-3 Yield VM, VI, LI, IT DF, PF, HB, DN-AN

12-3 Yield H/C, VI, LI, IT DF, PF, HB, DN-AN

Table 7-15. Setting of dependent, independent variables 

for multiple regression No. 10-2 to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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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quared 0.9510

Residual Sum of Square 562.6189

F ratio 303.6535

X coefficient
standard 
deviation

t-statistics P-value

H/C 45.9115 7.1799 6.3944 0.0000

Ca+Mg -0.3362 0.0772 -4.3544 0.0000

DF -1.9816 0.4034 -4.9120 0.0000

PF 1.1316 0.2232 5.0694 0.0000

HB -1.4234 0.2559 -5.5623 0.0000

DN-AN 1.4290 0.1182 12.0920 0.0000

Table 7-16. Statistics of multiple regression No. 10-2 

(Ca+Mg added).

R-squared 0.9529

Residual Sum of Square 519.5338

F ratio 329.4160

X coefficient
standard 
deviation

t-statistics P-value

VM 0.5232 0.0757 6.9111 0.0000

Ca+Mg -0.4146 0.0721 -5.7532 0.0000

DF -1.0783 0.2624 -4.1088 0.0002

PF 0.9558 0.2072 4.6132 0.0000

HB -1.1562 0.2310 -5.0060 0.0000

DN-AN 1.3550 0.1111 12.1930 0.0000

Table 7-17. Statistics of multiple regression No. 12-2 

(Ca+Mg added).



- 142 -

R-squared 0.8578

Residual Sum of Square 567.1876

F ratio 234.9965

X coefficient
standard 
deviation

t-statistics P-value

H/C 60.4316 10.9767 5.5054 0.0000

VI 1.0068 0.2839 1.5463 0.1010

LI 3.3567 0.5164 6.5002 0.0000

IT 1.3158 0.2727 4.8248 0.0000

DF -9.6686 1.5475 -6.2481 0.0000

PF 2.6275 0.3473 7.5659 0.0000

HB -3.6965 0.4945 -7.4754 0.0000

DN-AN 2.0579 0.1577 13.0534 0.0000

Table 7-18. Statistics of multiple regression No. 10-3 

(maceral component added).

R-squared 0.8489

Residual Sum of Square 554.1955

F ratio 220.2680

X coefficient
standard 
deviation

t-statistics P-value

VM 0.5594 0.2180 1.5660 0.1141

VI 1.3041 0.3410 3.8244 0.0304

LI 2.8465 0.7417 3.8376 0.0304

IT 1.5020 0.3315 4.5312 0.0021

DF -9.6686 1.9011 -5.0858 0.0000

PF 2.6275 0.4267 6.1584 0.0000

HB -3.6965 0.6075 -6.0848 0.0000

DN-AN 2.0579 0.1937 10.6252 0.0000

Table 7-19. Statistics of multiple regression No. 12-3 

(maceral component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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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살펴보면 Ca+Mg 함유량을 추가하였을 때(No. 10-2, No. 

12-2) 결정계수가 0.95로 크게 증가함과 동시 모든 계수의 P-값이 0에 

근접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Table 7-16, 

7-17). 반면 마세랄 세 성분을 추가한 경우(No. 10-3, 12-3), 결정계수가 

0.85∼0.86으로 크게 감소함으로써 Ca+Mg 함유량에 비하여 추출률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7-18, 7-19). 결정계수

가 더 높은 No. 12-2 모형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출률 산출식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y = 0.5232x1 -0.4146x2 -1.0783x3 +0.9558x4 –1.1562x5 +1.3550x6

    여기서, y: 추출률 (wt%, daf)

    x1: 석탄의 휘발분(wt%, daf)

    x2: 석탄 회분의 CaO, MgO의 합 (wt%, db)

    x3: 용매의 Dispersion force

    x4: 용매의 Polar force

    x5: 용매의 Hydrogen bonding force

    x6: 용매의 DN-AN

  산출식의 각 계수를 살펴보면 석탄의 특성은 휘발분이 추출률에 +영

향을, 그리고 Ca+Mg 함유량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

매의 경우에는 전과 동일하게 극성력, DN-AN이 +영향을, 그리고 분산

력, 수소결합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석탄은 

등급이 낮을수록 추출률이 증가하는데 이는 휘발분 함유량을 통해 확인

할 수 있고 회분에 함유된 Ca와 Mg가 많을수록 추출이 방해를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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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Extraction Yield (wt%, d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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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 Correlation between experimental extraction yield and 

theoretical extraction yield of regression No. 12-2.

다. 용매의 특성은 DN-AN과 극성력이 클수록 더 많은 추출이 이루어지

고 분산력, 수소결합력이 클수록 추출이 방해를 받게 된다. Fig. 7-2는 

No. 12-2 모형의 이론값과 실제값을 비교한 그래프이다(최대 편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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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석탄의 특성과 용매의 특성이 추출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석탄과 용매로 추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다음

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1) 석탄의 추출 영향인자

- 15종의 다양한 등급의 석탄을 이용하여 추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석

탄의 탄소 함유량과 고정탄소 함유량, 그리고 평균 비트리나이트 반사율

이 낮을수록, 수소와 산소 함유량, 특히 H/C, O/C 원자비, 그리고 휘발

분 함유량이 높을수록 높은 추출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석탄의 등급이 

낮을수록 더 많은 양이 추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탄의 등

급이 낮을수록 용매에 의해 추출되기 쉬운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추출률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낸 특성이 

H/C 원자비와 휘발분 함유량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 석탄의 구조와 추출률

- 방향족보다 지방족 구조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석탄의 경우 다른 

석탄들에 비하여 더 높은 추출률을 나타낸 반면, 방향족의 구조가 더 많

은 석탄의 경우에는 다른 석탄들에 비해 낮은 추출률을 나타내었다. 또

한 추출된 석탄에서 지방족 구조에 해당하는 피크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지방족 구조가 많을수록 더 많은 양이 추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석탄의 

방향족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H/C 원자비와 구조적 특이성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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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석탄들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방향족성의 정량 분석과 같

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3) Ca, Mg 함유량과 추출률

- 석탄 회분의 Ca와 Mg 함유량이 높을수록 낮은 추출률을 나타내었다. 

또한 Ca와 Mg 함유량이 다른 석탄들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일반적인 추출률 추세보다 더 높거나 낮은 추출률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을 통해 회분의 Ca와 Mg가 많을수록 용매에 의한 추출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회분의 Ca와 Mg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석탄 내부의 카복실산과 같은 작용기와 결합하는지 불분명

하기 때문에 회분의 Ca, Mg와 석탄 내부에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Ca, 

Mg와의 상관관계 및 경로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4) 용매의 추출 영향인자

- 다양한 특성을 지닌 8종의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추출률이 용매의 용해도 파라미터보다는 DN, AN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용매의 DN-AN 값에 가장 밀정한 연

관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Marzec의 추출 메커니즘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용매의 DN이 석탄의 DN보다 크고, 용매의 AN이 석탄의 AN보다 

커야 용매의 분자가 석탄 내부의 연결을 쉽게 끊을 수 있다.

5) 다중회귀분석과 추출률 산출식

- 석탄과 용매의 특성들을 이용하여 추출률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수

행함으로써 추출률 산출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산출식의 계수를 

통해 추출률은 석탄의 휘발분 함유량과 용매의 극성력, 그리고 D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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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석탄의 Ca, Mg 함유량과 용매의 분산력, 그리고 수소결합

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출된 산출식은 0.95 

이상의 결정계수를 나타내며 실제 실험값에 매우 근접함을 나타내었다.

6) 추출률 지표법

- Pack-bed 팽윤 시험을 수행한 결과, 팽윤 지수가 추출률과 밀접한 연

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출률을 예측

할 수 있는 지표로서 팽윤 지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

면, 비트리나이트 반사율의 경우 어느 정도 연관성을 나타내었으나 예외

에 의한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팽윤 시험에 비하여 신뢰도가 낮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석탄의 특성이나 용매의 특성 중 한 가지 특성만

을 고려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석탄과 용매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함으

로써 석탄용매추출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용매추출 

공정에 적절한 석탄 및 용매를 선택하는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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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ffect of 

coal and solvent properties 

on coal solvent extraction

Kihong Kim

Department of Energy System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al solvent extraction is a clean coal technology that involves the 

extraction of organic matter from coal using solvents. In this study, 

factors affecting the coal solvent extraction were studied by 

performing experiments under various conditions. Unlike previous 

studies in which one of the property of coal or the solvent was only 

considered, both properties of coal and the solvent were considered.

  The experiments were performed using fifteen coal samples and 

eight solvents under mild conditions in order to investigate interaction 

between coal and solvent properties and the extraction yield without 

thermal decomposition. Ultimate, proximate and petrograph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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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used for analyzing the basic properties of coal samples while 

FTIR, 13C-NMR spectroscopy were used to observe the chemical 

structures. In order to identify the properties of solvents, electron 

donor-acceptor number which is known to affect the extraction yield 

was studied along with a solubility parameter.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a general trend of increasing 

extraction yield with decreasing the rank of coal. Statistical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volatile 

matter content (or atomic H/C ratio) and the extraction yield. In the 

case of solvent properties, electron donor-acceptor number, especially 

the value of DN-AN was the most highly correlated with the 

extraction yield.

  Using the correlation of these various factors and the extraction 

yield, multiple regression was performed and an empirical equation for 

predicting was developed.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with the 

volatile matter (or atomic H/C ratio) of coal and DN-AN, polar force 

of solvent, while negative correlations were found with the Ca, Mg 

content of coal ash and dispersion force and hydrogen bonding force 

of solvent. The calculated values agreed well with a maximum 

deviation of 6%.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criteria 

for selecting coal and solvent which are suitable for coal solvent 

extra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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