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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인돌은 마취제나 고혈압 치료제, 살균제 및 혈관확장제 등의 의약

품과 향수, 농약, pH 지시약, 염료 등 정밀화학제품등의 제조 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인돌은 자스민과 오렌지 꽃과 같은 일부 꽃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며, 썩은 단백질이나 포유류의 배설물 속에서도 

존재하는 성분이다. 이처럼 자연 재료로부터 성분을 추출하여 인돌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양이 극히 소량이라 원재료 확보의 경제성이 불

투명하여 합성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콜타르 내 천연 성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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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인돌 성분을 분리, 정제하여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콜타르는 석탄이나 원유를 증류 혹은 건류 방식으로 가공,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며, 공업적으로 중요한 화학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

다. 그 중 흡수유로부터 인돌을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분리막을 통한 

분리법[1-3], 용매를 통해 분리하는 추출법[4-10], 결정법[11,12] 등이 

있다. 콜타르 흡수유 중에는 약 500여종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룹별로는 방향족화합물(benzene, xylene, indene, pyrene, 2-methyl-
naphthalene, 1-methylnaphthalene, biphenyl 등), 함 질소 화합물(pyridine, 
quinoline, isoquinoline, indole, carbazole, acridine 등), 함 산소 화합물

(phenol, o-cresol, m-cresol, p-cresol, xylenols, benzofuran 등), 그리고 

함 유황 화합물(benzothiophene, dibenzothiophene 등) 등의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다[13]. 콜타르 흡수유 중에 포함된 많은 성분들 중 실제

로 공업적으로 분리, 정제되어 실생활에 사용되는 성분들은 20~30종 

정도에 불과하며, 그 중 인돌은 부가가치가 높은 성분이다. Table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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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콜타르 흡수유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 중 고부가가치의 인돌을 효율적으로 분리, 회수 하기 위하여 추출-증류-결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천연 인돌 확보 기술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콜타르 흡수유의 주요 성분은 1.2% 
나프탈렌, 0.1% 퀴놀린, 0.4% 이소퀴놀린, 6.4% 인돌, 21.0% 1-메틸나프탈렌, 48.8% 2-메틸나프탈렌 그리고 11.7% 비페
닐을 포함하고 있다. 인돌의 분리, 정제를 위해 먼저 메탄올을 용매로 사용하여 콜타르 흡수유 중 인돌 성분을 추출상
으로 분리한 후, 증류법으로 메탄올을 회수하였다. 계속해서 메탄올이 제거된 추출용액에 노말헥산을 혼합한 후 결정
화하여 순도 99.3%의 인돌을 회수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콜타르 흡수유 중 인돌 회수의 공정
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 method of efficiently purifying high value-added indole among components of coal tar absorption oil was studied using 
a step-by-step process of extraction-distillation-crystallization. The coal tar absorption oil used in this study contains 1.2% 
naphthalene, 0.1% quinoline, 0.4% isoquinoline, 6.4% indole, 21.0% 1-methylnaphthalene, 48.8% 2-methylnaphthalene, and 
11.7% biphenyl as main components. For the separation and purification of indole, methanol was first used as a solvent to 
separate indole species in the coal tar absorption oil into an extract phase. And then methanol was recovered by distillation. 
Subsequently, an extraction solution where methanol was removed was mixed with normal hexane, and then crystallized to 
recover indole having a purity of 99.3%. Based on the experiments of this study, a purification process scheme for indole 
in coal tar absorption oil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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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인돌과 비점이 비슷한 많은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어 증류조작만

으로 인돌 성분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인

돌을 분리하는 데 쓰이는 방법으로는 분리막을 통한 분리법, 추출법, 
결정법 그리고 증류법 등이 있으며, 주로 단일 방법으로만 쓰이고 있

는 실정이다. 단일 방법으로 인돌을 분리, 정제할 경우 낮은 순도 및 

회수율, 그리고 사용한 용매의 회수 비용 등의 문제점을 갖는다. 따라

서 콜타르 흡수유 중에 포함된 인돌의 고순도 정제를 하기 위해서는 

용매 추출법과 결정법, 그리고 추출용매를 회수하기 위한 증류를 적

절하게 혼합한 단계별 조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유사 

OCI 광양 공장에서 콜타르 흡수유를 원료로 제공 받아 사용 하였고 

이 중 인돌 성분을 효율적으로 분리, 정제하는 방법을 실험적으로 확

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각의 단계별 조작으로 인한 인돌의 고순도 

정제 결과를 토대로 콜타르 흡수유 중 인돌의 고순도 정제공정을 개

략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콜타르 흡수유 중 함유된 인돌을 고순도로 분리하기 위하여 (1) 원
료인 콜타르 흡수유와 용매인 메탄올(99%)을 혼합, 교반하고 이를 24
시간 침강시키는 용매 추출조작을 통해 인돌 추출을 위한 선택도를 

높인 후 추출상을 회수하고, (2) 회수된 추출상을 원료로 회분 증류 

과정을 조작하여 메탄올 용매를 회수, 증류 조작 후 남은 증류탑 잔류

액을 별도로 회수하여 실험 원료로 사용 하였다. (3) 계속해서 원료인 

증류잔류액과 결정화 용매 노말헥산을 혼합하여 각기 조건별 결정화 

기기에 투입하여 고상의 고순도 인돌 결정체를 회수하는 단계별 실험

으로 진행 하였으며, 각 과정별 원료 및 최종 결과물 인돌 결정체의 

순도를 분석하였고, 동시에 각 과정별 인돌 수율을 분석하였다.

2.1. 원료유(콜타르 흡수유)
콜타르 흡수유 중 함유되어 있는 성분 분석은 불꽃 이온화 검출기

(FID)가 장치되어 있는 GC (휴렛팩커드사, 50 m × 0.32 mm × 0.25 
mm 캐필러리 컬럼 HP-ULTRA 2)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각 샘플의 

GC분석은 주입부 온도 250 °C, 캐리어 가스 Ar (유속 1 mL/min), 샘
플량 1 L, 분할비 100 : 1, 초기온도 140 °C (유지시간 10 min), 최종

온도 200 °C, 승온속도 10 °C/min의 조건으로 조작하여 수행했다. 콜
타르 흡수유를 이상의 방법으로 분석한 GC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콜타르 흡수유의 주요 성분은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나프탈

렌 1.2%, 퀴놀린 0.1%, 이소퀴놀린 0.4%, 인돌 6.4%, 2-메틸나프탈렌 

21.0%, 1-메틸나프탈렌 48.8%, 비페닐 11.7%로 분석되었다.

Component Mass Fraction

Naphthalene (C10H8) 0.012

Quinoline (C9H7N) 0.001

Isoquinoline (C9H7N) 0.004

Indole (C8H7N) 0.064

1-Methylnaphthalene (C11H10) 0.210

2-Methylnaphthalene (C11H10) 0.488

Biphenyl (C12H10) 0.117

Others 0.103

Table 2. Mass Fraction of Components in the Coal Tar Absorption Oil

Figure 1. Gas chromatogram of the coal tar absorption oil.

2.2.1. 추출

콜타르 흡수유 중에 포함된 여러 성분 중 인돌의 선택도를 높여 함

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추출 용매로는 실험 

조작의 간편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메탄올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10]. 콜타르 흡수유와 용매의 접촉 장치로서는 내경 11 cm, 높이 20 
cm의 유리제 회분 교반조를 사용했다. 임펠러는 PTFE 2날 원심형으

로서, 그 위치를 중심 축상에서 액체 깊이의 중간높이에 설치하였다. 
교반조는 이중 재킷으로 구성되어 외부 재킷에 항온수를 공급하여 교

반조 내의 액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먼저 증류수와 메탄올의 

혼합에 의해 특정 농도의 용매를 준비하고 일정량의 용매와 콜타르 

흡수유를 혼합해서 교반조에 넣은 뒤, 항온수를 이용해 용액을 일정

온도에 도달시켰다. 교반조 내의 혼합액이 일정온도에 도달했을 때 

교반을 개시하였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교반을 중지하고 상

을 분리시켜 추잔상과 추출상을 분취하여 두 상의 질량을 각각 측정

했다. 분취한 추잔상과 추출상을 GC 분석하였다. 추출을 위한 운전변

수는 초기 용매 내 물의 함량(yw,0), 추출용매/원료의 초기 부피비

[(S/F)0], 평형추출 운전온도(T)이며, 추출에 대한 자세한 실험 조건은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2.2.2. 증류

추출액 중에 추출용매인 메탄올을 회수하고, 인돌을 농축시키기 위

하여 증류를 실시하였다. 증류탑 장치는 직경 7 cm, 높이 110 cm로, 
silver로 코팅되어 단열 가능한 충전탑을 사용하였다. 직경 8 mm, 높
이 7 mm인 유리 재질의 raschig ring을 충전하였다. 2000 mL의 원형 

플라스크는 맨틀히터(Ms-MHT405C, Mtops)로 가열하였으며, 원료의 

온도 확인을 위해 온도지시계를 원형 플라스크에 연결하였다. 맨틀히

Component b.p.* (°C) m.p.** (°C)

Naphthalene (C10H8) 218 80

Quinoline (C9H7N) 238 -16

Isoquinoline (C9H7N) 243 26

Indole (C8H7N) 253 52

1-Methylnaphthalene (C11H10) 240~243 -22

2-Methylnaphthalene (C11H10) 241~242 34~36

Biphenyl (C12H10) 255 69

*: boiling point, **: melting point.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Each Component in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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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와 온도조절계(TC200P, Mtops)를 사용하여 온도 조절하였다. 또한 

원형 플라스크의 보온을 위해 단열 커버(A205JM, Mtops)를 이용하였

다. 탑 상부에는 응축기를 설치하여 탑을 거친 기체를 응축시켰으며, 
항온순환기(LT-CWB13L, ㈜한양사이언스랩)를 이용하여 응축기의 

온도를 10 °C로 유지시켰다. 메탄올 추출액 3600 mL를 원료로 하여 

3회에 걸쳐 회분식으로 증류하였으며, 온도 조건을 100 °C 미만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추출용매 중의 메탄올을 회수했다. 메탄올 회수 후, 
증류잔류액을 상분리시켜 분리된 추잔상을 결정화의 원료로 사용하

였다. 

2.2.3. 결정화

추출용매인 메탄올을 제거한 증류잔류액 중 인돌을 선택 분리하기 

위하여 결정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결정화 장치로는 내경 9 cm, 높이 

20 cm의 이중 재킷 유리 교반조를 제작하여 사용했다. 결정화 장치 

본체의 이중 재킷 외부에 냉온순환기(LC-LT408, LK Labkorea)를 이

용하여 물과 메탄올을 50 : 50 부피비로 혼합한 냉매를 순환시켜 재킷 

내부를 일정 온도로 유지시켰다. 온도계를 사용하여 장치 본체 내부 

온도를 측정했으며, 이중 재킷 외부는 유리솜을 이용하여 보온했다. 
고-액 분리에는 여과효율의 향상을 위해 아스피레이터 (VE-11, 제이

오텍)를 사용하여 흡인 여과했다. 원료에 일정양의 용매를 넣어 용해

시킨 300 mL의 용액을 장치 내에 투입하고 용액을 실험온도까지 냉

각시켰다. 실험온도에 도달한 용액을 결정화 조작을 위해 일정한 시

간 동안 교반기를 운전한 뒤, 아스피레이터를 이용하여 흡인 여과함

으로써 고-액 분리하였다. 석출된 결정은 건조시켜 결정화 용매인 노

말헥산을 제거한 뒤, GC로 분석하였다. 결정화 원료로서는 추출용매

를 회수한 증류잔류액을 혼합하여 사용했다. 결정화 용매와 석출된 

결정의 세척액으로는 융점 및 비점을 고려하여 노말헥산을 사용하였

다[12]. 순환냉매로는 물과 메탄올을 50 : 50 부피비로 혼합한 메탄올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결정화 운전변수로는 운전 시간(t), 용매/원료의 

초기 부피비((S/F)0), 운전 온도(T), 그리고 교반기의 임펠러 속도(N)를 

설정하였으며, 자세한 실험 조건은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3. 결과 및 고찰

3.1. 추출

추출의 원료인 콜타르 흡수유로부터 추출상으로의 인돌 수율 YIn는 

식 (1)과 같이 정의하여 산출했다.

  ㆍ  ㆍ (1)

여기서 xIn와 yIn는 추잔상과 추출상 중에 함유된 인돌의 질량분율

을, E와 R0는 분배평형 조작을 통해 회수한 추출상의 질량과 분배평

형을 위한 원료인 추잔상(콜타르 흡수유)의 질량을 각각 나타낸다.

Experimental conditions

Operation time, t (min) 30~120

Volume ratio of solvent to feed at initial, (S/F)0 9~39

Operating temperature, T (°C) -20~0

Impeller speed, N (rpm) 100~400

Table 4. Experimental Conditions for Crystal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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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dole yield and mass fractions in extract and raffinate 
solutions with respect to the water content at (S/F)0 = 1, and 30 °C.

3.1.1. 초기 메탄올/물 함량(yw,0)
추출의 운전 변수인 yw,0를 0에서 0.3까지 증가시키면서, 추출상 및 

추잔상 중의 인돌 농도, 그리고 추출상의 인돌 수율을 Figure 2에 나

타내었다. 초기 수분 함량인 yw,0가 0에서 0.3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yIn

는 6.3%에서 44.2%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xIn는 yw,0가 0.1일 때 

최소 4.2%로 감소하였다가 yw,0가 0.3일 때 5.7%까지 서서히 증가하였

다. 또한 YIn는 yw,0가 0.1일 때 최대 72.5%까지 증가하였다가 yw,0가 

0.3일 때 57.3%까지 감소하였다. 따라서 추출상의 인돌 농도와 수율

을 고려하여 yw.0가 0.3일 때를 최적조건으로 설정하였다.

3.1.2. 추출용매/원료의 초기 부피비[(S/F)0]
추출의 운전 변수인 (S/F)0를 0에서 4까지 증가시키면서, 추출상 및 

추잔상 중의 인돌 농도, 그리고 추출상의 인돌 수율을 Figure 3에 나

타내었다. 추출용매/원료의 초기 부피비인 (S/F)0가 증가함에 따라 yIn

는 45.4%에서 35.0%로 서서히 감소하고, xIn는 5.6%에서 3.7%까지 서

서히 감소하였다. 또한 YIn는 (S/F)0가 1에서 2로 증가할 때 43.8%에서 

66.6%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S/F)0가 2에서 4까지 증가할 때 74.4%
까지 서서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인돌 농도와 수율을 고려하여 (S/F)0

가 2일 때를 최적조건으로 설정하였다.

3.1.3. 추출 운전온도(T)
추출의 운전 변수인 T를 10 °C에서 40 °C까지 증가시키면서, 추출

상 및 추잔상 중의 인돌 농도, 그리고 추출상의 인돌 수율을 Figure 
4에 나타내었다. 추출 운전온도인 T가 증가함에 따라 yIn는 44.6%에

서 40.0%까지 서서히 감소하고, xIn는 T가 30 °C일 때 최소 5.5%까지 

감소하였다가 T가 40 °C일 때 5.6%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YIn는 T가 

20 °C일 때 최대 42.3%까지 증가하였다가 T가 40 °C일 때 39.8%까지 

서서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인돌 농도와 수율을 고려하여 T가 20 °C
일 때를 최적조건으로 설정하였다.

Experimental conditions

Operating time, t (h) 0.5

Impeller speed, N (rpm) 300

Volume fraction of water in solvent at initial, yw,0 0~0.3

Volume ratio of solvent to feed at initial, (S/F)0 1~4

Operating temperature, T (°C) 10~40

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s for Solvent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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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dole yield and mass fractions in extract and raffinate 
solutions with respect to extraction volume ratio of solvent to feed at 
yw,0 = 0.3, and 3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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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ndole yield and mass fractions in extract and raffinate 
solutions with respect to operating temperature at yw,0 = 0.3, and (S/F)0

= 2.

3.1.4. 추출 최적조건

이상에서와 같이 추출의 최적 운전조건은 yw,0 = 0.3, (S/F)0 = 2 그
리고 T = 20 °C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최적조건에서 콜타르 흡수유 

중 인돌의 회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잔상을 연속해서 총 3회 추

출하였다. 각 단계에서 추출된 추출상을 혼합하여 증류의 원료액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조성은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3.2. 증류

추출액 중에 함유된 메탄올 용매를 회수하기 위하여 증류탑 리보일

러를 100 °C 미만으로 운전하였으며, 상부에서 연속적으로 메탄올을 

제거하였다. 리보일러에는 메탄올이 미량 함유된 증류잔류액이 존재

하였으며 그 성분은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증류잔류액 중 인돌 

함량은 32.3%로 콜타르 흡수유 중 인돌 함량보다 5.0배 가량 농축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3.3. 결정화

결정화의 원료인 증류잔류액으로부터 결정상으로의 인돌 수율 YIn

는 식 (2)와 같이 정의하여 산출했다.

Component Mass Fraction of Feed

Naphthalene (C10H8) 0.010

Quinoline (C9H7N) 0.092

Isoquinoline (C9H7N) 0.013

Indole (C8H7N) 0.339

1-Methylnaphthalene (C11H10) 0.138

2-Methylnaphthalene (C11H10) 0.316

Biphenyl (C12H10) 0.061

Others 0.030

Table 5. Composition of Methanol Extract

Component Mass Fraction of Feed

Naphthalene (C10H8) 0.007

Quinoline (C9H7N) 0.095

Isoquinoline (C9H7N) 0.017

Indole (C8H7N) 0.323

1-Methylnaphthalene (C11H10) 0.135

2-Methylnaphthalene (C11H10) 0.286

Biphenyl (C12H10) 0.069

Others 0.068

Table 6. Composition of Distilled Residue

   ㆍ ㆍ  (2)

여기서 yIn와 xIn는 결정화 조작으로 얻어진 결정이 함유하고 있는 

인돌의 순도와 결정화의 원료인 증류잔류액이 함유하고 있는 인돌의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C와 F0는 결정상의 질량과 결정화의 원료인 증

류잔류액의 질량을 각각 나타낸다.

3.3.1. 용매/원료의 초기 부피비[(S/F)0]
결정화의 운전 변수인 용매/원료의 초기 부피비 (S/F)0를 9에서 39

까지 증가시키면서, 결정상 중의 인돌 순도 및 인돌 수율을 Figure 5
에 나타내었다. 용매/원료의 초기 부피비인 (S/F)0가 증가함에 따라 yIn

가 80.0%에서 99.3%까지 증가하고, YIn는 (S/F)0가 29일 때 최소 

16.0%까지 감소하였다가 (S/F)0가 39일 때 22.8%까지 증가하였다. 인
돌의 순도 및 수율을 적절히 고려하여 (S/F)0가 39일 때를 최적조건으

로 설정하였다.

3.3.2. 결정화 온도(T) 
결정화의 운전 변수인 결정화 온도 T를 –20 °C에서 0 °C까지 증가

시키면서, 결정상 중의 인돌 순도 및 인돌 수율을 Figure 6에 나타내

었다. 결정화 운전온도인 T가 증가함에 따라 yIn가 95.3%에서 98.6%
까지 서서히 증가하였고, YIn는 74.8%에서 45.6%까지 급격히 감소하

였다. 인돌의 순도 및 수율을 적절히 고려하여 T가 –10 °C일 때를 최

적조건으로 설정하였다.

3.3.3. 결정화 시간(t) 
결정화의 운전 변수인 결정화 시간 t를 30 min에서 120 min까지 증

가시키면서, 결정상 중의 인돌의 순도 및 인돌 수율 그래프를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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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에 나타내었다. 결정화 운전시간인 t가 증가함에 따라 yIn는 96.4%에

서 97.8%로 증가하고, YIn 또한 45.6%에서 60.8%로 급격히 증가하였

다. 최적 운전 시간은 저온 상태의 결정화 조건 등을 고려하여 t가 60 
min일 때를 최적조건으로 설정하였다.

3.3.4. 임펠러 속도(N)
결정화의 운전 변수인 임펠러 속도 N을 100 rpm에서 400 rpm까지 

N [rpm]
100 200 300 400

y In
, Y

In
 [%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y
In

Y
In

Figure 8. Indole yield and mass fraction with respect to impeller speed 
at (S/F)0 = 29, -10 °C, and 60 min.

Component Mass Fraction of Feed

Naphthalene (C10H8) 0.000

Quinoline (C9H7N) 0.001

Isoquinoline (C9H7N) 0.001

Indole (C8H7N) 0.993

1-Methylnaphthalene (C11H10) 0.000

2-Methylnaphthalene (C11H10) 0.002

Biphenyl (C12H10) 0.000

Others 0.003

Table 7. Composition of Indole Crystal

Material Mass (g) Material Mass fraction (%)

C 0.52 yIn 99.3

F0 7.01 xIn 7.01

YIn = (CㆍyIn)/(F0ㆍxIn)

Table 8. Mass and Mass fraction Data of Crystallization

증가시키면서, 결정상 중의 인돌의 순도 및 인돌 수율 그래프를 

Figure 8에 나타내었다. 임펠러 속도인 N이 증가함에 따라 yIn는 

98.0%에서 94.8%까지 서서히 감소하였고, YIn는 N이 300rpm일 때 최

소 65.5%까지 감소하였다가 N이 400 rpm일 때 최대 68.5%까지 증가

하였다. 인돌의 순도 및 수율을 적절히 고려하여 N이 100 rpm일 때를 

최적조건으로 설정하였다.

3.3.5. 결정화 최적조건

결정화 공정의 최적운전조건은 (S/F)0 = 39, T = -10 °C, t = 60 min, 
N = 100 rpm이며, 최적조건으로 얻은 결정의 조성은 Table 7에 나타

낸 바와 같다. 최적 조건에 맞게 원료인 증류잔류액 15 ml와 결정화 

용매인 노말헥산 285 ml를 혼합하여 결정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정
의식 (2)에 쓰일 결정화 mass data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이 때의 

yIn와 YIn는 각각 99.3%와 22.8%에 해당된다.

3.4. 콜타르 흡수유 중에 함유된 인돌의 정제 공정

본 연구의 실험을 기반으로 개략적인 콜타르 흡수유 중 인돌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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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ndole yield and mass fraction with respect to volume ratio 
of solvent to feed at 60 min, -10 °C, and 1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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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dole yield and mass fraction with respect to operating 
temperature at (S/F)0 = 29, 60 min, 1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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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ndole yield and mass fraction with respect to operating time 
at (S/F)0 = 29, -10 °C, and 1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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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정제공정은 Figure 9과 같다. 추출탑 1을 통해 콜타르 흡수유를 

메탄올로 추출하여 인돌의 농도를 향상시키고 세정탑 2를 이용하여 

추출 후 남은 잔류액을 세정하여 배출한다. 추출탑 1을 거쳐 나온 추

출상은 증류탑 3에서 메탄올 수용액으로 분리하여 추출탑 1로 회수한

다. 증류탑 하부의 잔류액은 결정화탑 4에서 노말헥산과 혼합되어 인

돌을 결정화한다. 결정화탑에 배출 용액은 증류탑 5로 공급되어 노말

헥산을 분리한 후 결정화탑 4로 회수한다. 결정화탑 4에서 결정화를 

거쳐 만들어진 결정상은 건조기 6에서 건조되어 고순도의 인돌로 정

제된다. 

4. 결    론

콜타르 흡수유를 메탄올 추출, 증류 그리고 결정화 공정으로 인돌 

결정을 분리 정제하였다. 
- 추출 최적 운전조건은 yw,0 = 0.3, (S/F)0 = 2, T = 20 °C이며, 추출

상의 용매를 회수한 후 인돌 농도는 무게%로 32.3%였다.
- 결정화 최적 운전조건은 (S/F)0 = 39, T = -10 °C, t = 60 min, N 

= 100 rpm이며, 결정의 인돌 순도는 무게%로 99.3%였다.
- 이상의 실험을 기반으로 추출탑, 세정탑, 증류탑, 결정화탑 그리고 

건조기로 구성된 개략적인 공정도를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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