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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석탄 매장량 약 9천억 톤으로 그중 저

등급석탄은 5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1],

일반적으로 이러한 저등급석탄은 수분함량이 높

고, 발열량은 낮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석탄에 포함되어 있는 회분은 여러 가지 환경오

염 문제를 일으키다[2]. 때문에 석탄을 청정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고, 특히

잘 사용되지 못하는 저등급석탄의 회분과 수분

을 제거하여 여러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3].

회분과 수분을 제거하기위한 대표적인 화학적

전처리 방법으로 용매추출법이 있다[4]. 본 연구

는 석탄의 용매추출에서 극성용매와 비극성용매

로 만든 추출액을 감압증류, 희석침전 방식으로

각각 제조된 무회분석탄의 열적특성을 비교하였

다. 석탄의 용매추출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석탄과 유기용매를 일정비율로 혼합

하여 슬러리를 만드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제조

된 슬러리를 반응기에 투입 후 온도를 올려 석

탄의 유기성분을 용매가 녹여내는 단계이다. 세

번째로는 반응이 끝난 슬러리를 금속 필터를

이용하여 고/액 분리 후 액체성분인 ‘추출액’을

건조하여 무회분석탄을 얻어내는 단계이다. 분

석용 샘플 제조에는 원탄으로 아역청탄 등급의

인도네시아 Kideco 석탄과 추출용 용매로 극성

용매인 N-methyl-2-pyrrolidone (NMP)을 사용

하였다. 샘플의 물성변화 확인을 위해 공업분석,

발열량분석과, 열적특성 확인을 위해 TGA분석

을 실시하였다.

각 샘플에 대한 명명은 다음과 같다. Raw는

원탄, NMP는 NMP로 추출한 무회분석탄을 의

미하고, VD는 감압건조, SD는 분무건조를 이용

하여 회수한 무회분석탄을 뜻한다. DP는 희석침

전방식을 말하고 DP 뒤에 붙는 W는 희석용매

로 사용한 water을 의미한다.

Table 1은 원탄과 무회분석탄의 공업분석과 발

열량 분석 결과이다. 제조된 모든 무회분석탄은

원탄에 비해 회분함량이 4.59 wt%에서 2.43 w

t%이하로 줄어들었다. 또한 원탄은 발열량이 44

10 kcal/kg으로 낮고, 무회분석탄의 발열량은 66

59 kcal/kg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Table 1. Proximate analysis and calorific valu

e of raw and ash-free coal samples

Sample

Proximate analysis (wt%)

Calorific
value
(kcal/kg)Moisture Ash

Volatile
Matter

Fixed
Carbon

Raw 27.23 4.59 33.42 34.76 4,410

NMP-

SD
0.52 2.43 57.25 39.80 6,659

NMP-

VD
0.50 1.09 55.55 42.86 7,581

NMP-

DP-E
0.54 1.37 42.09 56.00 8,207

NMP-

DP-W
0.50 0.82 51.02 47.66 7,596

* Dry and ash-free basis

다음은 Air 분위기에서 TGA 분석을 한 결과

이다. Figure 1은 온도변화에 따른 무게 감량을

나타 내었고, Figure 2에서는 DTG를 나타내었

다.

Figure 1에서 원탄은 회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

어 연소 후 질량이 0이 아니고, 무회분석탄의

경우 회분을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0에 가깝게 나타난다. Figure 2에서는 무

회분석탄의 연소 온도가 원탄보다 올라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DTG의 피크가 비교적

좁고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제조된 무회분석탄이 보다 일정한 영역에서 연

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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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FC extracted by NMP :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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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FC extracted by NMP : Deriv. Weight

본 연구에서는 석탄의 회분제거를 위해 용매추

출법을 이용하여 무회분석탄을 제조하였으며,

물리적 특성과 열적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

업분석, TGA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조된 무회분석탄 모두 원탄에 비해 회분함량

이 감소하였으며, 휘발분과 발열량이 증가하였

다.또한 저등급석탄인 원탄으로부터 제조된 무

회분석탄은 고등급석탄과 같은 연소특성을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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