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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ular 형의 반응기를 이용한 선박용 폐윤활유의 등온실험에서 열분해 온도가 440 ℃에서는 400 ℃와 420 ℃일 때보다 

오일의 전환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분해반응은 30 min 이내에 대부분 완료되었다. 반응온도 증가에 따라서 기체의 수율

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고체 수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석유화학공정으로부터 배출되는 

ZSM-5 폐촉매를 사용하여 선박용 폐윤활유의 열분해반응 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Used ZSM-5와 fresh ZSM-5 촉매를 

사용했을 경우에 촉매가 없는 조건에서보다 기체의 수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온도에서 fresh 

ZSM-5 촉매와 used ZSM-5 촉매의 액체 및 기체 생성량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응온도 400∼440 ℃에서 fresh ZSM-5

와 used ZSM-5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실험을 한 경우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C5-C11에 해당하는 탄화수소화합물의 

선택성이 2배 정도 증가하였다.

The yield of oil was rapidly increased at 440 ℃ compared to 400 ℃ and 420 ℃ when the isothermal pyrolysis of waste 

ship lubricating oil was carried out in tubular type reactor, and pyrolysis was almost finished within 30 min. The yield 

of gas was decreased depending on the reaction temperature in which that of solid was not much changed. Pyrolysis ex-

periments of waste ship lubricating oil were carried out with used ZSM-5 produced from a petrochemical process. The 

yield of gas was highly increased in the case of used ZSM-5 and fresh ZSM-5 compared to the case without catalyst. 

The produced oil and gas were almost constant for fresh ZSM-5 and used ZSM-5 at the same reaction temperature. In 

the reaction temperature 400∼440 ℃, the selectivity of C5-C11 was two times higher with fresh ZSM-5 and used ZSM-5 

than the case without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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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산업의 발달로 윤활유의 사용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폐윤

활유의 발생량도 이와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산업용 기기, 자동차

용 및 선박용 윤활유를 교환할 때 발생하는 폐윤활유에는 인체에 유

해한 각종 유기첨가제와 윤활작용 중 발생된 부산물, 화학반응 생성

물 및 엔진 내의 마모성분 등 매우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포함되어 있

다. 이러한 폐윤활유를 적절한 재처리과정 없이 연료용으로 사용하거

나 하천 및 바다에 무단 방류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게 된

다. 환경오염이 범지구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폐윤활유와 같은 폐기

물을 처리하기 위해 보다 안전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기술개

발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해양환경오염 문제가 부각되면서 해양폐기

물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해양오염을 유발하

는 대표적인 폐기물은 선박용 폐윤활유, 폐어망, 폐어구 및 하수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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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이 있다[1,2]. 폐어망은 주로 polyamide 수지, polypropylene (PP)

과 polyethylene (PE)을 원료물질로 하여 제조가 된다. 폐어구 중에서 

부표로 사용되는 것은 주로 발포 폴리스티렌(expanded polystyrene)으

로 제조가 된다. 육상의 대표적 폐기물인 하수슬러지는 다량의 중금

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양투기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하수슬러지는 

국내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2011년까지 원칙적으로 투기금지 될 예정

이다[2]. 해양폐기물은 부유, 침적 및 해안이동 등 존재의 형태에 따라 

해상안전을 저해하거나,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어업손실을 

유발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국내에서도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열분해 연구들이 시도되었다[3-7]. 열분해방법은 산소와 접촉 없

이 혹은 산소가 희박한 상태에서 고온으로 원료물질을 분해하는 방법

이다[8]. 고분자 물질을 열분해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가연성의 기체 

혹은 액체상태의 연료를 얻을 수 있는 동시에 2차 폐기물을 발생시키

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해양폐기물인 선박용 윤활유의 국내 생산량 및 판매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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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duction and Sale of Domestic Ship Lubricating Oil

Year

Production & Import (kL)

Sale Export
Production

OEM

Production
Import Sum

2002 94,771 6,020 24 100,815 82,473 16,971

2003 104,788 7,043 92 111,923 91,956 20,161

2004 125,867 13,888 68 139,823 118,377 18,883

2005 121,556 37,035 51 158,642 118,936 42,942

Table 1에서 나타내었다. 선박용 윤활유의 2002년도 국내 생산량은 

100815 kL였으며 2005년에는 158642 kL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9-12]. 다른 폐기물과 달리 선박용 폐윤활유의 경우 균일한 조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원으로 재활용하고자 할 때 별다른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를 열분해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연료로 만들 수 

있는 양질의 폐자원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선박용 폐윤

활유와 같은 고품위의 폐기물 자원을 재순환해서 사용하기 위한 체계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자동차용 폐윤활유의 경우 열분해반응 메커니

즘 및 반응 특성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3-15]. 본 연구 이전에 선박

용 폐윤활유를 대상으로 TGA를 이용하여 500 ℃ 이하에서 저온 열분

해 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특성과 속도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6]. 

ZSM-5는 석유화학공정에서 원유의 분해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산촉

매이며, HZSM-5 촉매를 사용하여 LDPE 및 폐 polystyrene의 열분해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16,17].

  본 연구에서는 등온 열분해반응기에서 석유화학공정으로부터 배출

되는 ZSM-5 폐촉매를 사용하여 선박용 폐윤활유의 열분해특성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응온도에 따라 생성되는 가스, 오일 및 

코크(coke)의 수율(yield)과 오일의 성분분석으로부터 선박용 폐윤활

유의 재활용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2. 실    험

  선박용 폐윤활유를 대상으로 석유화학공정으로부터 배출되는 

ZSM-5 폐촉매를 이용하여 열분해반응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

용된 시료의 원소분석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선박용 폐윤활유는 질소와 산소가 각각 1.37 wt%, 1.75 wt% 포함되어 

있으며, H/C비는 2.12였다. Table 3에는 선박용 폐윤활유의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의 분석 값들이며 실험 시료의 회분의 함량이 1.13 wt% 

였다.

  선박용 폐윤활유의 열분해반응 특성을 파악하고 촉매상에서 열분

해반응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tubular 형의 고정층 반응기(fixed bed 

reactor)를 사용하였다. 실험장치는 석영관, PID 온도 조절장치, 열분

해반응기와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환원분위기 유지를 위해 질소와 질

소의 유량조절을 위한 MFC (Mass Flow Controller), 석영관 내에 반

응 시료를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된 sus 재질의 보트(5 mL 용량), 열분

해반응으로 생성된 기체를 응축시킬 수 있는 응축기, 응축기에 냉각

유체를 공급하는 순환기(JEIO TECH, RW-0525G), 생성된 오일의 무

게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시스템 및 생성된 오일

을 분석하는 GC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층 촉매 반응기에 대한 그림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1에 설명한 고정층 촉매반응기에서 선

박용 폐윤활유의 열분해반응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한 반응기는 

직육면체의 스테인레스 봉에 부피가 5 mL인 홈을 파고 반응시료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그 위에 철망을 얹을 수 있게 만들었다. 

1. Nitrogen cylinder  7. Condenser

2. MFC  8. Circulator

3. Pyrolysis reactor  9. Reservoir

4. Heater 10. Balance

5. Sample boat 11. GC

6. PID temperature controller 12. Computer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fixed bed reactor.

반응시료인 선박용 폐윤활유를 열분해 반응기에 넣고, 철망을 설치한 

후 촉매를 철망 위에 올려놓았다. 이런 상태로 석영관 내의 온도가 반

응 설정치에 도달하게 되면 시료가 담긴 반응기를 석영관의 중간부분

에 밀어 넣고 선박용 폐윤활유의 열분해반응 실험을 수행하였다. 결

국 반응시료와 촉매는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설정온도에서 분해된 

중간생성물이 기체 상태로 촉매와 접촉을 하게 된다. 열분해반응이 

일어나는 석영관 내에서 환원분위기 유지와 분해된 생성물이 반응기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100 mL/min의 질소가스를 흘려주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고정층 촉매 반응기는 개방형시스템(open system)으로써 

반응기 내의 압력은 대기압 상대와 같다. 따라서 반응시료에서 분해가

된 중간생성물은 촉매층을 통과하면서 2차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선박용 폐윤활유의 등온 열분해반응 실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1) 부피가 5 mL인 열분해 반응기에 3 g의 시료를 주입한다. 1회 

실험에 주입된 시료의 양은 모든 실험에 동일하다. 

  (2) MFC를 이용하여 N2의 유량은 100 mL/min으로 일정하게 유지

시켜 반응기 내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3) 등온실험을 위해 실험하고자 하는 온도(400∼440 ℃)까지 승온

속도를 10 ℃/min로 상승시켰으며, 실험온도에 도달했을 때 시료가 

담긴 열분해 반응기를 석영관의 중간 위치까지 밀어 넣는다.

  (4) 응축기를 순환하는 유체의 온도는 0 ℃로 고정시켜 열분해 생성

물을 응축시켰다.

  (5) 응축된 오일은 저울 위에 있는 용기에 수집되며 누적되는 오일

의 무게는 저울에서 나오는 RS-232C 신호를 컴퓨터와 연결하여 무게

변화를 실시간으로 저장하였다.

  열분해반응으로 생성되는 오일의 전환율(X)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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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lemental Analysis for Waste Ship Lubricating Oil

Elements [wt%]

C H N O S

Waste ship

lubricating oil
82.67 14.63 1.37 1.75 -

Table 3. Properties of Waste Ship Lubricating Oil

Test Item Test Result Test Method

Dynamic Viscosity

(mm
2
/sec)

40 ℃ 99.86

KS M 2014-1999100 ℃ 13.49

Viscosity Index 135

Sulfer content (wt%) 0.27 ASTM D 1552

Ash content (wt%) 1.13 KS M 2044-2000

Density (15 ℃, g/cm
3
) 0.8819 KS M 2002-2001

Table 4. Conditions of Gas Chromatograph for the Analysis of Carbon 

Number Distribution

Detector FID

Column

HP-1 capillary column 

(5 m × 0.53 mm × 2.65 µm thickness,

Methyl Silicon Gum)

Carrier gas Nitrogen, 17 mL/min

Injector temperature

programming

Initial temperature 70 ℃

Heating rate 10 ℃/min

Final temperature 370 ℃

Oven temperature

programming

Initial temperature 50 ℃

Heating rate 10 ℃/min

Final temperature 350 ℃

Detector temperature 350 ℃

  여기서 W0, W와 W∞는 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무게, 열분해반응으로 

생성된 오일의 무게 및 열분해반응 종결 후 반응기에 남아있는 코크

의 무게이다.

  열분해반응 후 생성된 오일의 성분 분석은 GC를 이용한 ASTM D 

2887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분석에는 Gas Chromatography (M600D, 

YoungLin)를 사용하였으며 ASTM D 2887방법을 이용한 모사 증류를 

통해 끓는점의 분포를 측정한 다음 Hewlett-Packard에서 제공하는 탄

소수와 끓는점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오일성분의 탄소수 분포를 결정

하였다. 이때 분석시료인 열분해 생성물은 CS2 용매에 5%로 희석하

여 GC에 주입하였다. GC의 분리칼럼은 직경이 0.53 mm, 길이 5 m의 

HP-1 capillary column을 사용하였다. GC를 이용한 생성물의 탄소수 

분석 조건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촉매의 특성

  ZSM-5는 석유화학공정에서 원유의 분해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산

촉매이다. HZSM-5 촉매를 사용하여 LDPE와 폐 polystyrene의 열분

해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16,17]. 본 연구에 사용된 fresh 

ZSM-5 (Mobile)와 폐촉매 (used ZSM-5) 국내 석유화학 공장으로부터 

Figure 2. XRD patterns for the catalysts of fresh ZSM-5, used ZSM-5 

and 1 wt% Pt/γ-Al2O3.

Figure 3. TPD patterns for the catalysts of fresh ZSM-5 and used 

ZSM-5.

샘플을 구하여 선박용 폐윤활유의 열분해반응에 사용하였다.

  Figure 2는 실험에 사용된 fresh ZSM-5, used ZSM-5와 1 wt% Pt/γ- 

Al2O3 촉매의 XRD 분석 결과이다. XRD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석유화

학공정에서 이미 사용하고 폐기되었던 used ZSM-5 촉매의 경우도 

fresh ZSM-5 촉매와 유사한 intensity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백금 촉매의 경우 Aldrich에서 구입한 것이며 알루미나 담체에 

1 wt%의 백금이 담지된 것이다. XRD 분석결과에서 백금에 대한 peak

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peak은 γ-Al2O3와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의 촉매를 이용하여 선박용 폐

윤활유에 대한 촉매 열분해반응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ure 3은 fresh ZSM-5와 used ZSM-5의 TPD 분석결과이다. TPD 

분석은 암모니아 가스를 흡착시킨 후 온도를 상온에서부터 650 ℃까

지 온도를 올리면서 수행하였다. ZSM-5에 흡착된 암모니아 가스는 

100∼350 ℃의 온도구간에서 주도적으로 탈착이 되며 fresh ZSM-5와 

used ZSM-5의 탈착곡선이 거의 유사한 형태를 나타냈다.

  3.2. 선박용 폐윤활유의 열분해 속도

  Figure 4는 tubular 형의 고정층 반응기에서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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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pyrolysis rate of waste ship 

lubricating oil.

선박용 폐윤활유를 대상으로 400∼440 ℃ 온도구간에서 반응시간 변

화에 따른 열중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각각의 온도에서 3 h 동안 

오일의 생성량을 수집한 결과이다. 열분해반응 온도구간인 400∼440 

℃는 TGA를 이용한 선박용 폐윤활유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선정하

였다[7].

  Table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일의 수율은 반응온도 400 ℃, 420 

℃ 및 440 ℃에서 각각 78.80%, 82.31%와 86.19%였다. 열분해온도가 

400 ℃와 420 ℃일 때 생성된 오일의 양은 시간 증가에 따라 1 h 까지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반응온도 440 ℃에서는 400 ℃와 420 

℃일 때보다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오일의 전환율이 급격하게 증가하

였고 분해반응은 30 min 이내에 대부분이 완료되었다. 온도가 증가할

수록 분해반응 속도는 빨라지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장치와 같은 

개방형 반응기에서는 열분해뿐만 아니라 다성분인 선박용 폐윤활유 

중에 상대적으로 끓는점이 낮은 탄화수소화합물들이 끓어서 응축기

를 통해 생성물에 포함된 양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는 설정온도를 400 ℃, 420 ℃ 및 440 ℃로 각각 고정하고 

각각의 온도에 도달한 후 선박용 폐윤활유가 담긴 열분해 반응기를 

석영관 안으로 밀어 넣고 3 h 동안 반응을 수행한 후 생성된 오일, 가

스 및 코크에 대한 수율을 나타낸 것이다. 선박용 폐윤활유의 경우 촉

매를 사용하지 않고 열분해반응 실험을 수행했을 경우 반응온도가 

400 ℃에서 440 ℃로 증가할수록 오일의 수율은 증가하는 반면 기체

의 수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코크는 반응온도 변화에 대

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ZSM-5 촉매

를 사용하였을 때에도 나타났다. 그러나 ZSM-5 촉매를 사용했을 경

우에 촉매가 없는 조건에서보다 기체의 수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ZSM-5 촉매를 사용했을 때 반응물인 폐윤활유로부

터 분해된 1차 생성물이 촉매표면에서 2차 반응을 일으켜 분자량이 

더 작은 탄화수소화합물을 생성하는 연쇄반응이 일어난 것을 의미한

다. 1 wt% Pt/γ-Al2O3의 경우 반응온도 440 ℃에서 액체나 기체의 생

성량 증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온도에서 fresh ZSM-5 촉매와 used ZSM-5 촉매의 액체 및 기체 생성

량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석유화학 공정에서 폐기된 촉매

를 이용하여 선박용 폐윤활유와 같은 폐기물 열분해반응에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5. Carbon number distribution of waste ship lubricating oil; 400 

℃, 420 ℃, 440 ℃.

  3.3. 열분해 생성물 성분 분석

  Figure 5는 선박용 폐윤활유에 대해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 400∼

440 ℃ 반응온도에서 생성된 오일의 탄소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앞에

서도 언급했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고정층 반응기는 개방형으로 반응

기 내의 압력이 대기압과 같다. 따라서 반응온도에서 열분해와 동시

에 끓어서 증발되는 물질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 

시료인 폐윤활유보다 생성물질 중에서 탄소수가 작은 탄화수소화합

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절대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폐윤활유의 탄소사슬이 작게 끊어질 수 있는 충분한 체

류시간이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탄화수소화합물의 경우 탄소수 분포에 따라서 사용되는 용도가 다

르다. 일반적으로 탄소수가 C5-C11 사이에 해당하는 탄화수소화합물

은 휘발유로 분류되며, C12-C18는 연료유로 분류되며, C19 이상인 물질

들은 주로 중유 및 윤활유에 해당한다. Table 6은 고정층 반응기에서 

선박용 폐윤활유를 대상으로 400∼440 ℃ 사이의 온도에서 생성된 오

일에 대하여 탄소수 분포별로 C5-C11, C12-C18 및 > C19로 구분하여 나

타낸 것이다. 각각의 반응온도에서 fresh ZSM-5와 used ZSM-5 촉매

를 사용하여 반응실험을 한 경우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C5-C11에 해당하는 탄화수소화합물의 수율이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fresh ZSM-5를 사용한 경우 used ZSM-5를 사용했을 때보다 

C5-C11에 대한 생성량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

지 않았다. C12-C18에 해당하는 탄화수소화합물의 생성량은 2 wt% 미

만의 값을 나타냈다. 반응온도 400∼440 ℃ 구간에서 C5-C11 탄화수소

화합물의 수율이 가장 큰 조건은 440 ℃에서 fresh ZSM-5를 사용했을 

때이며, 이때 16.33 wt%로 동일한 조건에서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8.2 wt%가 증가하였다. 반응압력이 대기압상태인 고정층 반응

기에서 ZSM-5 촉매를 사용하였을 때 반응온도 변화에 따른 탄소수 

분포 결과로 본다면 C12-C18에 해당하는 탄화수소화합물은 촉매를 사

용하지 않았을 때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선박용 폐윤활

유는 C12-C18로 분해되어 다시 C5-C11로 분해되는 연속적인 분해반응 

경로보다는 주사슬의 임의 위치에서 chain이 끊어져 C5-C11 사이의 탄

화수소 화합물이 분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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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Yield of Oil, Gas and Coke for Waste Ship Lubricating Oil 

in a Fixed Bed Reactor: 400 ℃, 420 ℃ and 440 ℃ for 3 h

Temperature

[℃]
Catalyst

Pyrolyzed products [wt%]

Oil Gas Coke

400 ℃

without catalyst 78.80 19.10 2.10

fresh ZSM-5 72.41 25.18 2.41

used ZSM-5 72.57 24.46 2.97

420 ℃

without catalyst 82.31 15.88 1.81

fresh ZSM-5 75.23 22.11 2.66

used ZSM-5 73.43 24.41 2.16

440 ℃

without catalyst 86.19 11.87 1.94

1wt% Pt/γ-Al2O3 85.94 11.75 2.31

fresh ZSM-5 82.54 14.75 2.71

used ZSM-5 79.09 19.47 1.44

Table 6. Analysis of Product Oil for Waste Ship Lubricating Oil in a 

Fixed Bed Reactor - Effect of Temperature (400∼440 ℃) and Catalyst; 

for 3 h

Temperature

[℃]
Catalyst

Oil yield

[wt%]

C5-C11 

[wt%]

C12-C18

[wt%]

> C19

[wt%]

Waste ship

lubricating oil
- 1.20 98.80

400

without catalyst 78.80 8.90 1.85 89.25

fresh ZSM-5 72.41 21.24 0.36 78.40

used ZSM-5 72.57 18.78 0.23 80.99

420

without catalyst 82.31 5.03 1.78 93.19

fresh ZSM-5 75.23 17.88 0.80 81.32

used ZSM-5 73.43 19.26 0.70 80.04

440

without catalyst 86.19 9.44 2.44 88.12

fresh ZSM-5 82.54 19.79 1.21 79.00

used ZSM-5 79.09 18.75 1.29 79.96

4. 결    론

  Tubular 형의 반응기에서 선박용 폐윤활유의 등온 열분해반응 실험

과 석유화학공정으로부터 배출되는 ZSM-5 폐촉매를 사용하여 촉매 

열분해반응 특성 연구를 수행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400∼440 ℃ 구간에서 선박용 폐윤활

유의 등온실험을 수행했을 때 열분해반응 온도가 증가할수록 오일의 

전환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분해반응은 30 min 이내에 대부분 완

료되었다. 그리고 반응온도 증가에 따라서 기체의 수율은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냈으며, 고체 수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Used ZSM-5와 fresh ZSM-5 촉매를 선박용 폐윤활유의 등온 열분

해반응에 사용했을 경우 촉매가 없는 조건에서보다 기체의 수율이 현

저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응온도 400∼440 ℃에서 fresh 

ZSM-5와 used ZSM-5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실험을 한 경우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C5-C11에 해당하는 탄화수소화합물의 선택성

이 2배 정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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