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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농도에 따른 폐폴리우레탄의 열적 산화분해에 관한 속도론적 연구를 10～50 ℃/min 사이의 여러 가열속도에서 비등온
질량감소 기술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폐폴리우레탄의 열적 산화분해를 묘사하기 위하여 Arrhenius식에 근거한 미분법과
적분법을 이용하여 산소농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속도론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활성화 에너지 및 반응차수 그리
고 pre-exponential 인자와 같은 속도 상수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속도론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질량감소 곡선 및 그 미분값을 해석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산소농도에 대한 반응차수는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활성
화 에너지는 산소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단일 가열속도에서의 실험값을 이용하는 적분법
의 경우 가열속도에 따라 반응속도 상수의 값이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러 가열속도에서의 실험값을 이용하는
미분법이 폐폴리우레탄의 열적 산화분해 반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kinetics of the thermal-oxidative decomposition of waste polyurethane (PU) according to oxygen concentration has been
studied using a non-isothermal thermogravimetric technique at several heating rates from 10 to 50 ℃/min. A kinetic model
accounting for the effects of the oxygen concentration by the differential and integral method based on Arrhenius equation
was proposed to describe the thermal-oxidative decomposition of waste PU. To obtain the information on the kinetic
parameters such as activation energy, reaction order, and pre-exponential factor, the thermogravimetric analysis curves and
its derivatives have been analyzed using the kinetic analysis method proposed in this work. From this work, it was found
that reaction orders for oxygen concentration had a negative sign, and activation energy decreased as the oxygen concentration
increased. It was also found that the kinetic parameters obtained from the integral method using the single heating rate
experiments varied with heating rate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 differential method using the multiple heating rate
experiments more effectively represents the thermal-oxidative decomposition of waste polyurethane.
Keywords: kinetic analysis, thermal-oxidative degradation, waste polyurethane

1. 서

론

또한 날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폐플라스틱의 처리는
일부 물리적 및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재생되고는 있으나 현재 대부

1)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플라스틱은 산업, 유통, 소비 등의 각 분야에

분 매립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환경오염 및 에

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 그 용도가 점차 확대되어 계속적으

너지 회수 측면으로 인하여 고분자 물질을 함유한 고형 폐기물의 처

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재료는 방청, 설계자유도,

리방법으로 산업체 열원으로의 활용이나 열분해에 의한 유화 및 가스

외관 및 촉감 등과 같은 디자인성이나 성능 그리고 생산성 측면에서

화가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새로운 상품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는 소

있다[1-4]. 그러나 폐플라스틱의 산업체 열원으로의 활용에 있어서는

비자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자동차 산업

일부 시멘트 제조 산업의 킬른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

을 포함한 많은 산업분야에 있어서 사용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으로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나 높은 발열량

로 예상되며 따라서 도시 및 산업 폐기물로서의 폐플라스틱의 발생량

에 따른 연소로의 기계적인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많은 제약이 따르
고 있다. 또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기술의 경우 상용화 연구가 활
발히 진행 중에 있으나 열분해시 반응기 내의 탄소침적 현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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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값을 구하였다.

직 실용화에는 성공하지 못한 실정에 있다[5]. 따라서 최근에 들어 이
러한 폐플라스틱의 산업체 열원으로의 활용 및 열분해 유화 기술의
대안으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가연성 물질은 가스상의 연료로

dα
E
= A ( 1 - α n) ( O 2 ) m e x p ()
RT
dt

(2)

회수하고 불연성 물질은 용융처리 하는 열분해 가스화/용융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6-8]. 이러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가스화 처

여기에서 m은 산소농도에 대한 반응차수를 나타낸다.

리방법은 희박한 산소분위기에서 폐플라스틱 내의 탄소 및 수소성분
등과 같은 물질을 일산화탄소 및 수소가 주성분인 가연성 합성가스로

2.1. 미분법

전환함과 동시에 폐플라스틱 내에 함유되어 있는 불연성분 등과 같은

식 (2)의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물질을 용융처리 할 수 있어 폐플라스틱을 전처리 하여야 하는 열
분해 유화기술과는 달리 이물질이 포함된 혼합폐플라스틱을 대상으
로 매우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환경문제와
에너지 회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관심의 대상이 되
고 있다[9].
이러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가스화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희박한 산소분위기에서의 폐플라스틱 분해특성에 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확보를 위한 폐플라스틱 열분해 가스화
에 대한 속도론적 연구 또한 선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현재 폐플라스
틱뿐만 아니라 도시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열분해 가스화에 대한 속도
론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10-12]. 그러나 폐플라스틱 열분해 가스화

ln

α

( dd t ) = ln [ A( 1 - α ) ( O )
n

m

2

]-

E
RT

(3)

식 (3)으로부터 각각의 산소농도에서 일정한 전화율에 대하여 각
가열속도에서 얻은 ln( d α / dt ) 와 1/ T 의 관계를 도시하면 그 직선의 기
울기로부터 각 전화율에서의 활성화 에너지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다
음은 잔류물의 농도에 대한 반응차수 n을 구하기 위하여 식 (3)을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
RT

=
c

{ l n [ A( O

2)

m

] - ln

α

( dd t )} +

nln ( 1 - αc )

(4)

에 대한 대부분의 속도론적 연구는 환원분위기에서 분해가 일어나는
열분해 유화와는 달리 산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산소의 농도를 고
려하지 않은 속도론적 해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산소가 존재하는 분위기에서의 폐플라스틱 잔류물에 대한 반응
차수뿐만이 아니라 산소농도에 대한 반응차수를 고려할 수 있는 속도
론적 해석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제시된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폐
플라스틱 열분해 가스화 기술의 대상 물질로 고려되고 있는 폐차잔재
중 폐폴리우레탄을 대상으로 산소분위기에서의 열적 산화분해반응에

여기서 T c 와 α c 는 각 가열속도에서의 일정한 값으로 선택한
ln( d α / dt ) 값에

대응하는 온도와 전화율을 나타낸다. 식 (4)로부터 일

정한 ln( d α / dt ) 에 대하여 각 가열속도에서 얻은 E / RT c 와 ln (1 - α c ) 를
도시하여 기울기로부터 반응차수 n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절편 값으로
부터 ln( d α / dt ) 의 값을 제외하면 ln[ A ( O 2 ) m ] 의 값을 얻을 수 있으며
이 값은 다음과 같은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대한 속도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l n [ A ( O 2 ) m ] =l n A

2. 이

(5)

+ l nm( O2 )

론
따라서 각 산소농도에서 얻은 ln[ A ( O 2 ) m ] 의 값을 이용하여

고분자 물질의 열분해 반응에 대한 기초적인 속도론적 연구는 TGA
(Thermogravimetric Analyzer)를 이용하여 가열에 의한 시료의 무게변

ln [ A ( O 2 ) m ] 에

대한 ln ( O 2 ) 를 도시하면 산소농도에 대한 반응차수 m

과 pre-exponential 인자 A를 기울기와 절편으로부터 각각 구할 수 있다.

화와 분해속도를 관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열분해 과정에서 전화율
에 대한 속도식은 Arrhenius 형태의 n차식으로 가정하였을 때 다음식

2.2. 적분법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2)에 선형가열속도 β( = dT / dt )(K/min)을 적용하면 식 (6)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dα
E
= A ( 1 - α n) e x p ()
RT
dt

(1)

여기서 A는 pre-exponential 인자(L/min), α는 전화율, E는 활성화
에너지(kJ/mol), n은 반응물의 겉보기 반응차수, R은 기체상수
(0.008314 kJ/mol․K)를 나타내며 T와 t는 절대온도(K)와 시간(min)

dα
A
E
m
e x p ()d T
n = β ( O2)
RT
(1- α)

(6)

또한 식 (6)의 우변과 좌변을 적분 근사법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나타낼 수 있다.

을 각각 나타낸다. 식 (1)과 같이 단순화시킨 모델이 아닌 보다 정밀한
모델개발도 꾸준히 시도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
다[13-15].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연구목적 이외에 실용성이 결여되

⌠α
dα
1 - ( 1 - α1)⌡0 ( 1 - α n) =
1-n

어 있다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식 (1)과 같은 Arrhenius 속도

=

n

(7)

, ≠n1

-l n ( 1 - α , )

1

n =

(8)

) e x p -( E / R T)

(9)

식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
분해 가스화반응에 대한 속도론적 연구를 위하여 산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Arrhenius식에 근거한 식 (2)를 이용하여 기존의 문헌
[16]에 발표된 미분법 및 적분법으로 변형하여 속도식에서 주어진 각

그리고
T
A
E
m⌠
β ( O2 ) ⌡T e x p - R T
0

(

A R ( O2 ) m T 2
2R T
1βE
E

)d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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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A R ( O) (

)]

2
2RT
로부터 절편 값을 구한 후 ln ( O 2 ) 와 절편 ln
1βE
E
를 도시하여 기울기로부터 산소의 농도에 대한 반응차수 m을 구할 수
있다. 또한 pre-exponential 인자 A는 1 -2 R T ≈ 1 이므로[16] 식 (14)
E
를 이용한 도시의 절편 값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

3. 실

)

험

본 연구의 열중량 분석실험에 사용된 TGA는 Shimadzu사의 TGA50H이며 시료로는 자동차범퍼로 사용된 후 회수된 폐폴리우레탄을
사용하였다. 산소농도에 따른 열중량 분석실험을 위하여 순수 질소분
위기와 5, 10, 15 및 21%의 산소농도 분위기에서 TGA실험을 수행하
였다. 이 때 사용된 폐폴리우레탄 시료의 무게는 약 10～11 mg으로
하였으며 각 분위기 가스의 주입유량은 20 mL/min으로 하였다. 또한
가열속도에 따른 열중량 분석실험을 위하여 10, 20, 30, 40 및 50 ℃
/min으로 가열속도를 변화시키면서 상온에서 1000 ℃까지 승온시켰
으며 이 때 각각의 가열속도 변화에 따른 열분해 가스화 반응의 TG
(Thermogravimetric) 곡선과 DTG (Derivation Thermogravimetric) 곡선을
얻어 수학적인 방법으로 반응속도식의 각 속도상수 값을 구하였다.

Figure 1. TG and DTG curves of waste PU for various heating
rates in pure nitrogen.
식 (7)～(9)에 대수를 취하면 식 (10)과 식 (11)을 얻을 수 있다.

4. 결과 및 고찰
폐폴리우레탄 시료에 대한 질소분위기에서 가열속도에 따른 열분
해 반응의 TG곡선과 DTG곡선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1의
TG곡선으로부터 가열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분해온도가 상승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가열속도의 증가에 따른 열적 전달지연 현

A R ( O2 ) m
1 - ( 1 - 1 α- n)
ln
= ln
βE
T 2( 1 - n )

) [

(

(

ln -

A R ( O2 )
ln ( 1 - α )
= ln
βE
T2

) [

m

(

2R T
1 E

)]

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DTG 곡선을 보면 가열속도가 10 ℃/

E
, ≠
n 1
RT

(10)

( 1 -2 RE T ) ] - RET

min인 경우 peak가 분리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측정오차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전체적으로 질소분위기의 경우 하나의 peak가 존재하
는 것으로 보아 한 종류의 겉보기 분해 반응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

n=1

폐폴리우레탄의 열적 산화분해에 있어서 산소농도에 따른 영향을 고
(11)

찰하고자 10 ℃/min의 가열속도에서 산소농도별 TG 및 DTG곡선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Figure 2로부터 산소농도가 증가할수록 낮은

따라서 잔류물(1- α )에 대한 반응차수를 가정한 후 다음의 관계식을
도시하여 기울기로부터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온도에서 분해가 일어남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질소분위
기와는 달리 분해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소에 의한 산화분해 반
응에 의하여 폐폴리우레탄의 분해가 촉진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Y

1 - ( 1 - 1 α- n)
=l n
T 2( 1 - n )

)

Y

ln ( 1 - α )
=l n T2

vs. 1
T

(

vs. 1 , ≠
n 1
T

(12)

Figure 3은 공기분위기(21% O2)에서의 가열속도별 TG 및 DTG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3의 TG곡선으로부터 질소분위기에서와 같이
가열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적 전달지연 현상으로 인하여 분해온도

(

)

,

(13)

n = 1

다음으로 산소농도에 대한 반응차수를 구하기 위하여 식 (12)와 식
(13)의 도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절편 값 ln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m

[ A Rβ(EO ) ( 1 -2 RET ) ] 을
2

분석이 어려우나 30 ℃/min 이상의 가열속도에 있어서는 두개의 peak
가 중첩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소가 존재한 경우에 있어서
는 질소분위기와는 달리 2개의 겉보기 분해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각의 전화율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미분법을 적용

m

ln

가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DTG곡선에 있어서는 10 ℃/min와 20
℃/min의 가열속도의 경우 측정오차로 인한 Noise에 의하여 peak의

[ A Rβ(EO ) ( 1 -2 RET ) ] = ln[ Aβ ER ( 1 -2 RET )] + m ln ( O )
2

한 경우의 대표적인 그림을 Figure 4에 나타내었다. Figure 4의 각 직

2

(14)

선의 기울기로부터 각각의 산소 농도 및 전화율에 대한 활성화 에너
지의 값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구한 활성화 에너지의 결과값을

순수 질소분위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m = 0 이므로 앞에서 구한 활성
화 에너지의 값과 절편 값을 이용하여 직접 pre-exponential 인자 A의

Figure 5에 나타내었다. Figure 5로부터 산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

값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산소농도에 대한 식 (12)와 (13)의 도시

레탄 잔류물에 대한 반응차수 n을 구하기 위하여 식 (4)의 E / RT c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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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pplication of differential method to obtain the activation energy for α= 0.5.

Figure 2. TG and DTG curves of waste PU for various concentrations of oxygen at a heating rate of 10 ℃/min.

Figure 5. Activation energy over a range of conversion determined
by differential method.
Figure 8은 적분법을 활용한 식 (12)와 식 (13)의 Y와 1/T의 도시를
n = 0.5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적분법의 경우 폐폴리우레탄 잔류물에 대한 반응차수 n의 결정은 적
절히 가정된 n값에 대하여 식 (12)와 식 (13)의 Y와 1/T의 도시에 있어
서 직선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값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ure 3. TG and DTG curves of waste PU for various heating
rates in 21% O2.
ln (1 - α c ) 의

도시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ure 6의 각 직선의 기울기로

부터 n값을 구할 수 있다. 또한 Figure 7에 Figure 6에서 얻어진 절편
값을 이용하여 식 (5)의 ln [ A ( O2 ) m ] 와 ln ( O 2 ) 를 도시한 그림을 나타내

질소 및 산소가 존재하는 경우 모두 0.5의 n값을 적용하였을 때 가장
직선성을 잘 나타내었으며 따라서 폐폴리우레탄 잔류물에 대한 0.5
의 반응차수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때의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활성
화 에너지의 값을 각각 얻을 수 있었다. Figure 9는 적분법을 이용하
여 산소농도에 대한 반응차수를 얻기 위한 식 (14)의 도시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ure 9의 직선들로부터 각 가열속도에서의 산소농도에 대

었다. Figure 7의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산소농도에 대한 반응차수 m을

한 반응차수 m 및 pre-exponential 인자 A의 값을 기울기와 절편으로

구할 수 있으며 절편으로부터 pre-exponential 인자 A를 구할 수 있다.

부터 각각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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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lot of E/RTc against ln(1-αc) of differential method to
obtain the reaction order n.

m

Figure 8. Application of integral method to obtain the activation
energy at a heating rate of 10 ℃/min of n = 0.5.

Figure 7. Plot of ln[A(O2) ] against ln(O2) of differential method
to obtain the reaction order m.

Figure 9. Application of integral method to obtain the reaction
order m for various heating rates.

본 연구에서 적용한 미분법 및 적분법으로부터의 결과를 비교하기

대한 반응차수와 -0.55의 산소농도에 대한 반응차수 그리고 114.9～

위하여 각 방법으로부터 얻은 폐폴리우레탄의 열적분해에 대한 속도

124.4 kJ/mol의 활성화 에너지를 각각 나타내었다. 또한 적분법의 경

론적 분석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로부터 미분법 및 적

우에 있어서는 질소분위기 및 산소가 존재하는 경우 모두 0.5의 폐폴

분법 모두 폐폴리우레탄의 열적 산화분해시 산소농도가 증가함에 따

리우레탄 잔류물에 대한 반응차수를 나타내었으며 산소가 존재하는

라 활성화 에너지의 값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산소농도에 대한

경우의 산소농도에 대한 반응차수는 -2.99～-1.14로 나타남을 알 수

반응차수의 값은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있었다. 활성화 에너지에 있어서는 질소분위기의 경우 181.9～213.2

따라서 본 연구에 적용한 미분법 및 적분법 모두 폐폴리우레탄의 열

kJ/mol 그리고 산소가 존재하는 경우 73.8～108.8 kJ/mol의 활성화 에

적 산화분해반응에 대한 속도론적 해석에 있어서 거의 유사한 경향을

너지의 값을 각각 나타내었다. 따라서 두 방법 모두 폐폴리우레탄의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응속도상수의 결과값에 있어서는 질

열적 산화분해반응에 대한 속도론적 해석에 있어서 유사한 경향을 보

소분위기에서의 미분법의 경우 1.14의 폐폴리우레탄 잔류물에 대한

이기는 하나 그 결과값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응차수와 255.1 kJ/mol의 활성화 에너지를 각각 나타내었으며 산소

그러나 Table 1의 반응속도 상수 값의 변화를 보면 단일 가열속도의

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0.93～1.08의 폐폴리우레탄 잔류물에

실험값을 이용하는 적분법의 경우 가열속도에 따라 반응속도 상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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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inetic Parameters of the Thermal-oxidative Decomposition of Waste PU
Method

Differential method

Carrier Gas

Reaction Order
n

Reaction Order
m

Activation Energy
E (kJ/mol)

Pre-exponential Factor
A (L/min)

pure N2

1.14

-

255.1

1.50×10

5% O2 in 95% N2

0.93

-0.55

124.4

3.16×10

10% O2 in 90% N2

0.98

-0.55

122.3

3.16×107

15% O2 in 85% N2

1.08

-0.55

116.2

3.16×10

21% O2 in 79% N2

1.00

-0.55

114.9

3.16×10

10 ℃/min

0.5

-

181.9

5.83×10

20 ℃/min

0.5

-

187.3

7.52×10

30 ℃/min

0.5

-

213.2

4.29×1015

40 ℃/min

0.5

-

195.5

2.11×10

50 ℃/min

0.5

-

202.3

5.39×10

10 ℃/min

0.5

-1.14

85.3

6.78×10

20 ℃/min

0.5

-2.20

99.3

1.15×10

30 ℃/min

0.5

-2.75

106.6

5.58×104

40 ℃/min

0.5

-2.99

108.8

3.61×10

50 ℃/min

0.5

-2.37

108.1

1.73×10

10 ℃/min

0.5

-1.14

86.3

6.86×10

20 ℃/min

0.5

-2.20

87.0

1.01×10

30 ℃/min

0.5

-2.75

91.5

4.79×104

40 ℃/min

0.5

-2.99

94.5

3.14×10

50 ℃/min

0.5

-2.37

96.1

1.53×10

10 ℃/min

0.5

-1.14

78.2

6.22×10

20 ℃/min

0.5

-2.20

80.8

9.33×10

30 ℃/min

0.5

-2.75

81.4

4.26×104

40 ℃/min

0.5

-2.99

83.6

2.78×10

50 ℃/min

0.5

-2.37

86.4

1.38×10

10 ℃/min

0.5

-1.14

73.8

5.86×10

20 ℃/min

0.5

-2.20

77.6

8.96×10

30 ℃/min

0.5

-2.75

80.4

4.12×104

40 ℃/min

0.5

-2.99

80.5

2.67×10

50 ℃/min

0.5

-2.37

85.1

1.36×10

17
7

7
7

pure N2
13
13

14
14

5% O2 in 95% N2
5
5

4
5

10% O2 in 90% N2

Integral method

5
5

4
5

15% O2 in 85% N2
5
4

4
5

21% O2 in 79% N2
5
4

4
5

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열속도의 차이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비록 속도론적 해석에 있

에 따른 반응속도 상수 값의 변화는 실질적인 엔지니어링 데이터로의

어서 적분법과 미분법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단일가열

활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가열속도

속도에서의 실험값을 이용하는 적분법보다는 여러 가열속도의 실험

및 산소농도 등의 분해반응 조건에 따른 폐폴리우레탄의 열적 산화분

값을 이용하는 미분법이 폐폴리우레탄의 열적 산화분해반응에 대한

해반응의 화학 메커니즘에 대한 속도론적 연구보다는 실제 열분해 가

속도론적 해석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스화를 위한 열분해 반응장치의 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 엔지니어링
J. Korean Ind. Eng. Chem., Vol. 17, No. 3, 2006

전현철․오세천․이해평․김희택

302

5. 결

론

있었으며 따라서 폐폴리우레탄의 열적 산화분해반응에 대한 속도론
적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열속도에서의 실험값을 이용하는 미분법이

폐폴리우레탄의 열적 산화분해반응에 대한 속도론적 연구를 수행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순수 질소 및 산소가 존재하는 분위기에서의 TG 및 DTG 곡선
으로부터 가열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적 전달지연 현상으로 인하여
분해온도가 상승함을 알 수 있었으며 산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산소
에 의한 산화분해반응에 의하여 폐폴리우레탄의 분해가 촉진되어 보
다 낮은 온도에서 분해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질소분위기의
경우 한 종류의 겉보기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반면에 산소가 존재하
는 경우에 있어서는 질소분위기와는 달리 2개의 겉보기 분해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본 연구에서 적용한 미분법 및 적분법의 속도론적 분석결과로
부터 폐폴리우레탄의 열적 산화분해시 산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화 에너지의 값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산소농도에 대한 반
응차수의 값은 모두 음의 값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
분법 및 적분법 모두 폐폴리우레탄의 열적 산화분해반응에 대한 속도
론적 해석에 있어서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반응속도상수의 결과 값에 있어서는 질소분위기에서의 미분법
의 경우 1.14의 폐폴리우레탄 잔류물에 대한 반응차수와 255.1 kJ/mol
의 활성화 에너지를 각각 나타내었으며 산소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
서는 0.93～1.08의 폐폴리우레탄 잔류물에 대한 반응차수와 -0.55의
산소농도에 대한 반응차수 그리고 114.9～124.4 kJ/mol의 활성화 에
너지를 각각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적분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질소분
위기 및 산소가 존재하는 경우 모두 0.5의 폐폴리우레탄 잔류물에 대
한 반응차수를 나타내었으며 산소가 존재하는 경우의 산소농도에 대
한 반응차수는 -2.99～-1.14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활성화 에너지
에 있어서는 질소분위기의 경우 181.9～213.2 kJ/mol 그리고 산소가
존재하는 경우 73.8～108.8 kJ/mol의 활성화 에너지의 값을 각각 얻을
수 있었다.
(4) 단일 가열속도에서의 실험값을 이용하는 적분법의 경우 가열속
도에 따라 반응속도 상수 값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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