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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유로부터 생산된 바이오디젤과 바이오디젤 혼합 연료유를 대상으로 산화 특성과 지방산메틸에스터 함량 등 화학적 분

석을 수행하여 자동차용 연료로서의 품질특성을 파악하였다. 대두유로부터 생산된 바이오디젤은 불포화 지방산인 oleic 

acid, linoleic acid 및 linolenic acid가 85 wt% 이상 함유되어 있었다. 특히 활성 메틸렌기를 함유한 다불포화 지방산인 lino-

leic acid와 linolenic acid가 60 wt% 이상 함유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자동산화가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화반응 

시 주요 반응물질은 linoleic acid와 linolenic acid였으며, 이들의 라디칼 자동산화에 의해서 비점이 약 500 ℃ 전⋅후에 있는 

탄소수 36 전⋅후의 고분자 물질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Biodiesel and its blend fuels from soybean oil were characterized for their oxidation to apply automobile fuel from the analy-

sis of FAME (fatty acid methyl ester) and chemical properties. Biodiesel produced from soybean oil contained unsaturated 

fatty acids (> 85 wt%) such as oleic acid, linoleic acid, and linolenic acid. Especially, polyunsaturated fatty acids such as 

linoleic acid and linolenic acid containing active methyl radical were over 60 wt%. It is believed that linoleic acid and lino-

lenic acid cause oxidation. Linoleic acid and linolenic acid during oxidation were major reactants, and compounds with the 

carbon number having around 36 (boiling point of about 500 ℃) were produced from those of radical autoxidation.

Keywords: FAME, bio-diesel oxidation, stability of oxidation, carbon number distribution

1. 서    론
1)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 동물성 지방, 폐식용유 등 에너지 자원

의 고갈 문제가 없는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biomass) 유지를 촉매 

존재 하에 메탄올 등 알코올과 반응시켜 생성하는 에스테르화 기름을 

말하며[1], 디젤엔진 자동차용 연료인 경유와 점도 등의 물성이 유사

하여 디젤엔진의 특별한 구조 변경 없이 경유에 대체 또는 혼합하여 

사용이 가능한 연료이다.

  바이오디젤 연소에 의해 생성된 CO2는 바이오매스 성장과정 중 광

합성작용에 의해 다시 식물에 흡수되기 때문에 대기 중의 CO2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순환형 연료라는 차원에서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

다. 디젤엔진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직접 사용이 가능한 바이오디

젤 20%를 혼합한 경유(BD20)는 원유로부터 생산된 경유를 사용할 경

우와 비교하여 CO2가 16%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바이오디

젤은 화석연료와는 달리 대기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황 성분

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아 SOx가 전혀 배출되지 않으며, 분자 중에 

10∼12%의 많은 산소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함산소 연료이기 때문에 

디젤기관에서의 연소성 향상이 가능하고 동시에 CO, HC 등의 배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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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3].

  특히, 우리나라의 바이오디젤 원료는 유럽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유채유(rapeseed oil)와 동남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팜유(palm oil) 등과

는 달리 불포화지방산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중결합의 수를 나타내는 

요오드가가 높은 대두유(soybean oil)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산화반응

에 의한 품질 열화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디젤 보급이 활성화되어 있는 유럽에서는 기존 경유와 유채

유로부터 생산된 바이오디젤을 대상으로 온⋅습도변화 등의 다양한 

실험(저장)조건에 따른 산화반응 시험의 결과로서 생성된 검 등의 물

질에 대한 양을 측정⋅비교함으로서 바이오디젤의 산화특성을 규명

하는 연구가 상당히 수행되었다[4].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산화특성 연구를 응용하여 국내에서 사용되

고 있는 산화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두유로부터 생산된 바이

오디젤을 대상으로 산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규명함으로서 산화 

특성을 해석하고, 대두유 유래의 바이오디젤에 대하여 동점도, 밀도, 

산가 등의 물리적 시험과 지방산메틸에스터(Fatty Acid Methyl Ester, 

FAME) 함량 등 화학적 분석을 수행하여 자동차용 연료로서의 품질

특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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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Oxidation reaction mechanism of fatty acid.

Figure 2. Radical generation of fatty acid.

2. 바이오디젤의 산화 메커니즘

  천연의 불포화지방산(특히 다불포화지방산)은 활성 메틸렌기를 갖

고 있어서 산화반응이 일어나기 쉽고 이 자동산화에 의해 알코올, 케

톤 및 알데히드 등 산화물을 생성하여 지질의 열화를 일으킬 것으로 

추정된다. 지질의 자동산화반응의 기본은 Figure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1) 연쇄개시반응(지질라디칼의 생성), (2) 연쇄성장반응(라디칼

연쇄반응), (3) 연쇄정지반응(안정생성물의 형성)의 3단계로 분류된다 

[1,5].

  일반적으로 탄화수소의 라디칼연쇄반응은 빛, 열, 금속, 과산화물, 

라디칼 개시제 등에 의해 유기 라디칼이 발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불포화 지질의 자동산화에서 중요한 것은 무촉매 산소산화와 광산소 

산화에 의한 연쇄개시반응이다.

  통상의 유기화합물의 산소산화는 실온에서는 일어나기 어렵고 기

질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불포화지질, 특히 다불포화지질에서는 aryl기

(활성메틸기)의 C-H의 결합해리 에너지(약 330 kJ/mol)가 포화탄화수

소의 C-H의 결합해리 에너지(약 390 kJ/mol) 보다 낮기 때문에 지질

라디칼의 발생은 Figure 2와 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6].

  개시과정에서 발생한 라디칼은 산소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한 per-

oxy radical을 경유한 연쇄과정에 의해 산화반응이 진행된다. 지질라

디칼과 산소와의 반응은 매우 빨리 진행되며 peroxy radical과 활성 메

틸기와의 라디칼 연쇄반응도 통상 메틸렌기에 비교하여 10배 정도의 

속도로 진행된다. 연쇄정지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반응은 연쇄 사이클

에서 생성하는 지질 peroxy radical에 의한 Figure 3과 같은 반응으로 

알려져 있다[7]. 즉 hydro peroxide나 peroxide의 생성, 2차 반응에 의

한 카르보닐 화합물이나 알코올로의 분해 등에 의해 정지한다.

  Aryl기 중심의 라디칼 자동산화반응의 대표적인 scheme을 Figure 4

와 같이 나타내기도 한다[1].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linoleic acid를 시작으로 polyene계 지질은 

활성 메틸렌기를 갖는 것으로 monoene계의 지질보다 자동산화가 쉽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결합의 이동을 동반하여, 보다 반응성이 

높은 공역계의 화합물로 변화함과 함께 보다 복잡한 산화결과를 나타

내게 된다[8].

Figure 3. Radical reaction of fatty acid.

Figure 4. Radical autoxidation of aryl group in fatty acid.

  C18계 지방산의 산화의 상대속도는 stearic acid을 1로 하면 oleic 

acid 10, linoleic acid 100, linolenic acid 150, eleostearic acid (9cis, 

11trans, 13trans) 800으로 불포화도의 증가와 공역계의 증가가 자동산

화속도를 현저하게 증대시키는 것으로 Figure 5에서 나타낸 것과 같

이 해석되고 있다[1].

  바이오디젤의 자동산화는 주로 다가불포화 fatty acid methyl ester

의 이중결합의 사이에 끼어 있는 methylene group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saturated fatty acid methyl ester는 산화열화를 받

기 어려우며, 1가의 unsaturated fatty acid methyl ester (oleic acid 

methyl (C18:1) 등)에서도 비교적 산화가 어렵다[9].

  한편, linoleic acid methyl (C18:2)이나 linolenic acid methyl (C18:3)

에서는 이중결합으로 끼어있는 메틸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Figure 6

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산화 열화를 받기 쉽게 된다[1].

  따라서, 자동산화는 바이오디젤 연료 성분 중에서 불포화도가 보다 

높은 성분일수록 빠르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화지

방산(palmitic acid methyl, C16:0, stearic acid methyl C18:0)은 안정하

고, oleic acid methyl (C18:1)보다 linoleic acid methyl (C18:2)이 산화

가 빠르게 진행되고, linoleic acid methyl (C18:2)보다 linolenic acid 

methyl (C18:3)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불포화의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 산화가 약 10배정도 빠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C18:3은 

C18:1에 비교하면 100배는 빠르게 산화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이오디젤의 산화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

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탄소수가 많고 포화, 불포화 등 다양한 지

방산메틸에스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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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utoxidation scheme of noneconjugated diene.

Figure 6. Autoxidation scheme of linoleic acids.

3. 실    험

  본 연구를 위한 실험은 바이오디젤 및 경유(petrodiesel)에 대한 GC 

(Gas Chromatography) 등을 이용한 조성분석과 밀도 및 동점도 측정 

등의 물성시험에 의한 품질특성 조사, 산화메커니즘 해석을 위한 공

기분위기하의 상온, 43 ℃, 80 ℃, 100 ℃의 조건에서의 가속산화시험 

전⋅후의 성분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모든 실험에서 사용된 바이오디젤과 경유는 국내에서 생산된 동일

한 제품이며 특히 바이오디젤은 우리나라에서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대두유를 esterification 시킨 FAME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실험수행 

내역은 Figure 7에 요약하였다. 

  3.1. 실험시료 

  바이오디젤의 원료는 유채유, 팜유, 대두유 등 다양하게 있으나, 국

내에서는 2006년 현재 제조사로 등록된 9개 업체 대부분이 대두유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폐식용유를 정제하여 원료로 사

용하고 있으나 폐식용유의 수거문제에 의한 가격 경쟁력 저하로 서서

히 대두유로 전환되고 있다. 폐식용유 역시 대부분이 대두유에 기인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 바이오디젤은 유럽의 유채유와는 달리 

대두유 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바이오디젤은 대두유를 원료로 국내 제조사에서 

단일배치 공정에 의해 에스터교환반응으로 생산된 순도 94.7%의 

FAME를 사용하였으며, 경유는 국내 정유사에서 생산된 동절기 제품

으로 황분이 30 mg/kg 이하인 초저유황경유(Ultra Low Sulfur Diesel, 

Figure 7. Summary of experimental procedure.

ULSD)를 사용하였다. 경유는 원유로부터 정제된 연산제품으로 그 성

분 및 물성은 도입 원유의 물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근의 

친환경정책에 따라 유해물질 저감이 요구되어 탈황, 탈질공정 등의 

제2차 공정으로 처리되고 있고 가솔린의 다양한 기재와는 달리 경유 

기재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정유사별로 품질면에서 큰 차이

가 없다. 바이오디젤과 경유을 상온에서 부피비로 혼합하여 BD5 (경

유 95% + 바이오디젤 5%)와 BD20 (경유 80% + 바이오디젤 20%)을 

제조하였다. Table 1에 바이오디젤, 경유 및 혼합유에 대한 물리⋅화

학적인 성상을 나타내었다.

  3.2. 성분분석

  바이오디젤과 경유의 조성분석을 위해 GC, HPLC (High Perfor- 

mance Liquid Chromatography), FT-IR, 요오드가, 산가, 동점도와 밀

도 등을 분석하였다. GC, HPLC 및 FT-IR의 분석목적 및 분석조건은 

다음과 같다.

  3.2.1. GC

  바이오디젤의 주요 성분인  FAME 중 Palmitic, Stearic 및 Linolenic 

acid methyl ester 등 각각의 성분을 정량하기 위하여 GC(Agillant 

6890)를 이용하였다. 한국산업규격 KS M 2413 (지방 및 오일유도체 

- 지방산메틸에스테르(FAME) - 에스테르 및 리놀렌산 메틸에스테르 

함량 분석방법)에 의거하여, 내부표준물질(Methyl Heptadecanoate)을 

이용하여서 각 FAME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GC 분석조건은 다음과 

같이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 시험방법은 탄소수 8개부터 24개를 갖는 animal fats, vegetable 

oils, marine oils 등으로부터 methylester로 전환된 FAME를 분석하는

데 적용하며, 대두유 베이스 바이오디젤의 전형적인 chromatogram을 

다음에 나타내었다.



287바이오디젤 및 바이오디젤 혼합 연료의 산화 특성 Ⅰ

J. Korean Ind. Eng. Chem., Vol. 18, No. 3, 2007

Table 1. Properties of Test Fuel in this Work

Class
 Item

Specification
BD0 BD 5 BD20 BD100

BD0 BD20 BD100

FAME (vol%) 5↓ 20 ± 3 96.5↑ (wt%) - 1.88 17.50 94.74

Sediment  (mg/100mL) - - - 2.86 6.34 0.63 11.17

K.V (40 ℃, mm
2
/s) 1.9∼5.5 1.9∼5.0 2.990 3.021 3.152 4.260

90% Dist., ℃ 360↓ - 336 337 341 358

Cetane No. 45↑ - 52 52 53 59

Pour point (℃) 0.0↓ (W : -17.5↓) - -25.0 -22.5 -20.0 -5.0

CFPP (℃) -16↓ 0↓ -24.0 -19.0 -17.0 -2.0

Density @15 ℃ (kg/m
3
) 815∼845 860∼900 836.9 839.1 846.3 886.5

Water (ppm) - - 60 47 139 395

Acid No. (mg KOH/g) - 0.10↓ 0.50↓ 0.032 0.042 0.080 0.256

Table 2. Analysis Conditions of Gas Chromatography

Instrument  Agillant 6890

Column  DBwax (30 m × 0.32 mm × 0.25 µm)

Detector  FID

Carrier gas  Helium (250 ℃)

Injector Temp.  200 ℃

Oven Temp.  (140 ℃, 6 min) → 10 ℃/min → (240 ℃, 5 min)

Injection volume  0.1 µL

  바이오디젤의 산화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산화진행에 따라 특정 

화합물의 증감을 분석하고자 모의증류에 의한 끓는점과 탄소수 분포

(carbon number distribution)를 측정하였다. 바이오디젤은 C14 이상의 

비점이 높은 고분자물질로 구성되어 일반적인 석유제품 증류방법 

(KS M ISO3405)에 의해서는 시험을 수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비점

에 따라 분리되는 GC에 의한 모의증류방법(SIMDIS, ASTM D 2887)

을 적용하여 바이오디젤의 산화진행과정에서 분해 및 형성되는 특정

화합물의 끓는점과 탄수소 분포도를 확인하였으며, 분석조건은 Table 

3과 같다.

  3.2.2. HPLC

  바이오디젤은 시료의 산화열화에 따라 지방산메틸에스터(FAME)의 

중합 또는 alkylation 등에 의해 oleic, linoleic 및 linolenic acid methyl 

ester 등의 감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속산화에 따라 

FAME 감량을 효과적으로 측정 또는 정량하고자 본 시험방법을 적용

하였다. 실험은 바이오디젤과 경유를 비율별로 혼합하여 FAME 검량

선 작성용 표준용액(12개)을 조제하고 HPLC에 도입하여 검량선을 작

성하였다. 시료를 n-헥산/1-부탄올 (0.35 부피%)의 이동상을 통과시켜 

비극성의 자동차용 경유와 극성인 FAME의 이동도에 따라 분리하여 

작성된 검량선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FAME를 분리하기 위한 분석

조건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3.2.3. FT-IR

  바이오디젤의 산화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카르복실기의 주의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산화과정에 따라 형성되는 물질 및 특성 작

용기를 예측하고자 적외선 분광광도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적외선분

광광도계는 ATR cell이 부착된 Nicolet 8210 (Nicolet Co.)을 사용하였

Table 3. Analysis Conditions of SIMDIS for Carbon Number Distribu- 

tion

Parameter Analytical Condition

Column HP-1 (Crosslinked methyl silicon gum,

10 m × 0.53 mm × 0.88 µm)

Detector FID (Frame Ionization Detector)

Oven Temp. 35 ℃ - (10 ℃/min) → 375 ℃

Inlet Temp. 100 ℃ - (10 ℃/min) → 375 ℃ (9.4 min)

Detector Temp. 350 ℃

Carrier gas He

Table 4. Analysis Conditions of HPLC

Analytical condition

Column
Zorbax RX-SIL

4.6 mm I.D × 25 mm (4.5 µm)

Solvent
Composition

n-hexane/1-butanol (0.35 vol%) or

n-hexane/2-propanol (0.35 vol%)

Flow rate 2.0 mL/min

Pump Press. 1,050 psi

Detector RI (Refractive Index)

Injection volume 10 µL

다. Spectra 측정범위는 MID range (4000 to 600 cm
-1

)로서 Spectral 

resolution은 4 cm
-1
이었으며 모든 spectra는 실온에서 16회 scan의 평

균을 사용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대두유 유래 바이오디젤의 산화 특성

  바이오디젤의 산화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가속산화 시

키기 전의 원액에 대한 성분분석을 수행하여 주요 구성물질을 확인하

고, 두 번째로 가속산화 후의 성분분석을 수행하여 감소되는 물질 즉 

반응물질을 규명하고, 세 번째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여 반응에 의

해 생성되는 고분자 성분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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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Gas Chromatogram of biodiesel derived from soybean oil.

  4.1.1. 바이오디젤의 구성성분

  바이오디젤은 대두유, 유채유 및 팜유 등 식물성유지의 주성분인 

triglyceride를 esterification에 의해 변환되어진 fatty acid methyl ester

를 말하는데 원료에 따라 그 구성성분이 각각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 

Figure 8은 본 연구에 사용된 대두유 유래 바이오디젤의 Gas Chro- 

matogram이며, Table 5는 구성성분을 농도로 정리한 결과이다.

  대두유로부터 제조된 바이오디젤은 이중결합을 2개 가진 linoleic 

acid가 50% 이상, 이중결합을 3개 가진 linolenic acid도 6% 이상 포함

되어 있으며, oleic acid를 포함하여 불포화지방산이 약 80%였다.  따

라서, 구조적으로 활성 메틸렌기를 갖고 있는 불포화지방산이 다량으

로 구성되어 있어 대두유로부터 생산된 바이오디젤은 자동산화가 보

다 쉽게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4.1.2. 가속산화 후 조성 변화 및 반응물질

  대두유로부터 제조된 바이오디젤을 80 ℃와 100 ℃에서 27주간 가

속산화 시킨 후 조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GC를 이용하여 각각의 

지방산을 분석하였다. Figure 9는 초기 바이오디젤과 80 ℃와 100 ℃

에서 가속산화 시킨 후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gas chromatogram

이며, Table 6은 각각의 구성성분 변화를 농도로 정리한 것이다. 

  가속산화 시킨 후의 바이오디젤은 그 조성이 상당히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포화 지방산인 palmitic acid와 stearic acid는 변화가 미미

하였으나, 불포화 지방산인 oleic acid, linoleic acid 및 linolenic acid는 

상당량 감소하였다. 특히 활성 메틸렌기를 갖고 있는 다불포화 지질

인 linoleic acid와  linolenic acid의 감소량이 컸으며, 100 ℃에서 lino-

leic acid는 처음과 비교하여 약 1/3, linolenic acid는 1/6으로 감소하여 

대두유로부터 유래된 바이오디젤의 산화에 관여하는 반응물질은 lino-

lenic acid 〉linoleic acid 〉oleic acid임을 알 수 있으며, 온도상승에 

따라 보다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바이오디젤의 산화에는 

온도조건이 주요 변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 Composition of Biodiesel Derived from Soybean Oil

Compound (wt%) Palmitic acid (C16:0) Stearic acid (C18:0) Oleic acid (C18:1) Linoleic acid (C18:2) Linolenic acid (C18:3)

Concentraation (wt%) 10.75 4.39 20.82 51.71 6.29

Table 6. Composition of Biodiesel and Oxidized Biodiesel

 Compound (wt%) Palmitic acid (C16:0) Stearic acid (C18:0) Oleic acid (C18:1) Linoleic acid (C18:2) Linolenic acid (C18:3)

RT (min) 10.75 4.39 20.82 51.71 6.29

Temperature
80 ℃ 10.27 4.21 18.49 31.46 2.56

100 ℃  9.13 3.71 14.64 16.53 0.90

Figure 9. Gas Chromatogram of biodiesel and oxidized biodiesel.

  Linoleic acid와 linolenic acid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바이오디젤

의 산화메커니즘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산소에 의해 라디칼 자동산화

가 용이하게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분석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ure 9의 gas chromatogram을 분석하여 보면 이들 불포화 

지방산이 80 ℃와 100 ℃ 온도조건에서 가속산화 후 함량이 급속히 

감소하고, 이러한 감소와 비례하여 다양한 peak가 머무름 시간 18 min

과 19 min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고분자 물질이 linoleic acid

와 linolenic acid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의 라디칼 자동산화에 의해 생

성된 생성물로 판단된다.

  4.1.3. 산화반응에 의한 생성물

  80 ℃와 100 ℃에서 27주간 가속산화 시킨 후 GC 분석결과에서 나

타난 머무름 시간 18 min과 19 min 사이의 peak 물질을 생성물로 판

단하고, 이들 물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SIMDIS 분석을 수행

하였다. 끓는점을 알고 있는 n-paraffinic 탄화수소화합물로 구성된 표

준물질의 chromatogram을 구한 후 분석하고자 하는 바이오디젤과 가

속산화 후의 바이오디젤의 chromatogram을 확보하여 이들 물질에 대

한 끓는점과 탄소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Figure 10에 나타내

었다.

  SIMDIS chromatogram의 분석결과에서 stearic acid, oleic acid, lino-

leic acid 및 linolenic acid는 극성기를 띄고 있어 paraffinic hydro-

carbon보다 머무름 시간이 다소 지연되어 stearic acid (C18:0)가 nC24

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산화반응 후 생성된 반응 생성물은 끓는

점이 약 500 ℃, 탄소수는 36개 전후의 고분자일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바이오디젤의 산화 생성물의 관능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FT-IR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바이오디젤의 관능기를 확인하기 위

하여 바이오디젤, 경유, BD5 및 BD20에 대한 IR Spectrum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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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rbon number distribution of SIMDIS chromatogram for standard material

(b) Carbon number distribution of SIMDIS chromatogram for biodiesel

(c) Carbon number distribution of SIMDIS chromatogram for oxidized biodiesel

Figure 10. SIMDIS chromatogram of standard material, biodiesel and 

oxidized biodiesel.

여 Figure 11에 나타내었으며, 각 온도조건의 바이오디젤의 spectrum

은 Figure 12에 나타내었다.

  바이오디젤, 경유, BD5 및 BD20의 spectrum을 확인한 결과, ester 

(RC=O-OR) 작용기를 대표하는 carbonyl group (C=O, Wave number : 

1700∼1750 cm
-1

)과 C-O (Wave number : 1000∼1300 cm
-1

) 결합에서 

바이오디젤의 함량에 따라 흡광도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포화된 단일결합 구조를 나타내는 wave number인  2850∼3000 cm
-1

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나 불포화된 이중결합 구조인 

C=C-H의 C-H (Wave number : 3000∼3100 cm
-1

, 650∼1000 cm
-1

) 결

합에서 바이오디젤의 함량에 따라 흡광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바이오디젤 혼합율은 carbonyl group (C=O, wave 

number : 1000∼1300 cm
-1

, 1700∼1750 cm
-1

)과 이중결합(wave num-

ber : 3000∼3100 cm
-1

, 650∼1000 cm
-1

)의 특정 wave number에서 흡

광도 변화로 추정할 수 있다.

  산화 온도조건에 따른 바이오디젤의 IR 분석 결과 spectrum의 변화

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산화는 보통 파이 결합에 의한 전자의 

비편재화로 안정적 라디칼을 형성할 수 있는 이중결합에 의해 진행되

어 carboxyl acid, aldehyde 및 alcohol 등을 형성한다. 따라서, 산화 온

도조건에 따른 spectrum 변화 결과를 살펴보면 이중결합을 대표하는 

wave number에서의 흡광도는 감소하고 carboxyl acid의 C-O와 alco-

hol의 O-H 결합대 wave number에서의 흡광도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산화에 따른 바이오디젤의 이중결합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

Figure 11. IR Spectrum of biodiesel and biodiesel blends (BD5, BD20 

and BD100) at room temperature.

Figure 12. IR Spectrum of biodiesel and oxidized biodiesel at various 

temperatures (room temperature, 43 ℃, 80 ℃ and 100 ℃).

여 요드가(Iodine value)를 측정하였다. 최초 실온에서의 바이오디젤의 

요드가는 117 (g I/100g FAME)이었는데 100 ℃에서 27주 경과한 바

이오디젤은 71 (g I/100g FAME)로 대폭 감소하였다. 요드가는 fatty 

acid 중의 전체 unsaturated composition을 나타내는 지표(Index)로 활

용되고 있다. 따라서, 요드가가 감소하였다면 산화반응에 의해 바이오

디젤의 이중결합이 공기 중 산소 또는 ester 등끼리의 반응에 의해 결

합이 파괴되어 polymer를 형성하여 이중결합 화합물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화반응과 바이오디젤의 물리⋅화학적 품질변화에 대한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응 후 생성물에 대하여 주요 산화특성을 나타

내는 산가(acid number), 동점도(kinematic viscosity)와 밀도(density)를 

측정하였다. 100 ℃에서 27주 산화시킨 바이오디젤을 hot plate를 이

용하여 약 3 h 동안 200 ℃로 가열하여 FAME는 증발시키고 생성물

만을 포집하여 산점, 동점도 및 밀도를 측정하여 결과를 Table 7에 나

타내었다. 산화반응 후 생성물의 산점, 동점도 및 밀도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질의 자동산화반응 메커니즘에서 제안된 

케톤 및 알데히드 등의 산화물과 dimer 등의 고분자가 생성된다는 이

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국내에서 상용화된 대두유로부터 생산된 바이오디젤을 대상으로 

하여 GC, HPLC 및 FT-IR 등을 이용한 조성을 분석하여 산화특성 연

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대두유로부터 생산된 바이오디젤은 불포화 지방산인 oleic acid, 

linoleic acid 및 linolenic acid가 85 wt% 이상 함유되어 있었다. 특히 

활성 메틸렌기를 함유한 다불포화 지방산인 linoleic acid와 linole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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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uel Quality of Biodiesel and Reaction Products

             Item

Products

Acid number

(mg KOH/g)

K.V

(40℃, mm
2
/s)

Density

@15℃ (kg/m
3
)

 Biodiesel 0.256 4.260   886.5

 Reaction products 26.39 2,636 1,011.3

acid가 60 wt% 이상 함유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자동산화가 쉽게 일어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화반응 시 주요 반응물질은 linoleic acid와 

linolenic acid였으며, 이들의 라디칼 자동산화에 의해서 끓는점이 약 

500 ℃ 전⋅후에 있는 탄소수 36 전⋅후의 고분자 물질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 고분자 물질은 이중결합이 상대적으로 

적은 물질로서 carboxyl acid, aldehyde 및 alcohol일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오디젤의 산화반응 후 생성물은 산점, 동점도 및 밀도가 바이오

디젤과 비교하여 대단히 높은 값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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