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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 및 왕겨를 주 바이오매스 원으로 선정하여 열분해 특성을 고찰하였다. 열 중량 분석기를 이용하여 승온 속도를 달리하

여 질소 분위기의 비등온 조건에서 열분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료의 열분해 반응은 holocellulose가 주 열분해 대상인 저

온 반응 영역과 lignin이 열분해 대상이 되는 고온 반응 영역으로 구분되며 이를 2단계 연속 반응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하였

다. 각 영역에 따라 1st order reaction model과 3-way transport model을 적용하여 톱밥 및 왕겨의 활성화 에너지를 저온 

영역에서 82.5 kJ/mol, 85.1 kJ/mol 그리고 고온 영역에서 19.7 kJ/mol, 22.0 kJ/mol로 결정하였다. 승온 속도를 달리하여 

결정된 반응 속도 상수는 Gaur-Reed의 제안 식에 따라 kinetic compensation relation을 통해 해석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임의의 승온 속도에서의 열분해 속도 상수를 잘 예측할 수 있었다.

Pyrolysis characteristics of sawdust and rice husk as biomass resources in a thermogravimetric analysis were determined.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with a linear heating rate under inert atmosphere of N2 gas. Pyrolysis of the biomass can be 

classified as a lower temperature reaction zone where the major component of holocellulose is thermally decomposed and 

a high temperature reaction zone where lignin is thermally decomposed. The obtained data was analyzed by the two-step con-

secutive reaction model. Activation energies of sawdust and rice husk are found to be respectively 82.5 kJ/mol and 85.1 

kJ/mol in the low temperature zone according to the first order reaction model and 19.7 kJ/mol, 22.0 kJ/mol in the high 

temperature zone according to the three-way transport model. The reaction rate constant with variation of heating rate can 

be well predicted by the kinetic compensation relation of Gaur-Reed.

Keywords: biomass, pyrolysis, two-step consecutive reaction model

1. 서    론
1)

  근래에 신재생에너지, 특히 바이오매스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 대기로부터 이산화탄

소를 공급받아 생성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산화탄소에 대하여 

neutral impact를 갖게 되어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없으며 황 함량 역시 

적어 SO2의 발생이 적다[1]. 또한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된 오일 및 

가스는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공정 중 발생하는 촤(char)는 연료로 사용되거나 활성탄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2].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서 사용하는 방

법은 혐기소화 및 알코올 발효 등 생물학적 방법과 열분해 및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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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화 같은 열화학적 방법 그리고 추출, 고형 화 등 물리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열화학적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하여 시간과 부피

를 줄일 수 있으며 공정이 간단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다는 장점

을 지닌다[3]. 열화학적 방법 중 열분해 공정은 독립된 하나의 공정으

로서 연료 및 다양한 원료 물질을 생산할 수 있으며 가스화 공정 및 

연소 공정의 개시 과정으로써 전체 공정에서 반드시 이해 되어야할 

과정이다. 바이오매스의 열화학적 공정의 적절한 설계 및 운전을 위

해서는 열분해 반응 특성 즉 반응속도 상수 및 구체적인 열분해 메커

니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바이오매스는 세계적으로 12%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40∼50%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4]. 국내

의 경우 국내 실정에 맞는 바이오매스 전환 공정에 대한 기초 자료가 

매우 적기 때문에 공정 개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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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ximate and Ultimate Analyses of Sawdust and Rice Husk

Proximate

 analysis (wt%)
Sawdust

Rice

husk

Ultimate

 analysis (wt%)
Sawdust Rice husk

VM 77.01 60.04 C 48.52 34.90

FC 19.94 20.12 H  6.39  5.13

Ash 0.76 16.28 O 44.65 59.41

Moisture 2.59  3.56 N 0.13 0.34

HV (cal/g) 4749 3961 S 0.32 0.12

Ash

analysis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K2O Na2O TiO2

Sawdust 60.6 16.4 5.98 10.93 0 2.36 2.93 3.99 0.87

Rice husk 77.7 12.78 2.59 0.6 0 1.2 2.63 0.12 0.34

VM: Volatile Matter, FC: Fixed Carbon, HV: Heating Value

는 바이오매스 원으로 톱밥과 왕겨를 선택하여 비등온 조건에서 열분

해 반응 실험을 수행하였다. 비등온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역학 해석 방법 중 바이오매스 시료의 열분해 반응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적합한 열분해 반응모델을 선택하여 

열분해 반응 속도 상수를 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승온 속도에 따른 

반응 속도 상수의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시료 및 방법

  바이오매스 원으로 국내 수급이 용이한 톱밥과 왕겨를 선택하였으

며 각 시료는 건축, 갱목, 침목, 펄프, 선박, 토공용재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낙엽송(Larix leptolepis) 톱밥과 국내산 왕겨(Korean rice 

husk)를 사용하였다. 선정된 톱밥과 왕겨의 원소 분석 및 공업 분석, 

회재 분석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시료의 대부분은 

휘발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톱밥의 경우 왕겨보다 휘발성분의 양

은 많이 나타났으나 회재의 양은 적게 나타났다. 실험에 사용될 시료

는 자연 건조 후 데시케이터에 보관함으로써 보관 중 수분의 추가 흡

착을 방지하였으며 각각의 시료는 20 mg씩 실험에 사용하였다.

  열 중량 분석기(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Setaram TGA 92)

를 이용하여 비등온 조건에서 온도에 따른 시료의 무게 변화를 측정

하였다. 순수한 질소 가스를 이용하여 분석기 내부에 존재하는 산소

를 제거한 후 질소 가스 유량을 300 mL/min으로 고정하였으며, 반응 

온도는 임의의 승온 속도를 정하여 상온에서 900 ℃까지 선형적으로 

증가시켰다. 승온 속도에 따른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승온 속도는 

5∼50 ℃/min 범위에서 변화시켰다.

  2.2. 열분해 반응 동역학

  탄소질 고체 물질의 열분해 반응에 의한 탄소 전환율은 아래와 같

이 정의한다.

  
 ∞

 
 (1)

  일반적으로 탄소질 고체 물질의 열분해 반응 속도 식은 다음과 같

이 Arrhenius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2)

  열분해 반응 특성은 활성화 에너지(activation energy: E), 빈도 인자

(frequency factor: A) 그리고 반응 모델 함수(reaction model function: 

) 또는 전환율 함수(conversion function)라고 명명한 소위 kinetic 

triplet에 의해 특정지어진다[5].

  비 등온 조건에서 일정한 승온 속도( )로 반응 온도를 선형

적으로 증가시킬 때 식 (2)는 식 (3)과 같이 전개된다.

  











 (3)

  식 (3)을 변수 분리하여 적분하면,

  기조건,  T = T0,  = 0

    












 







 (4)

  식 (4)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함수 을 도입하여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








    (5)

    







 



 (6)

  식 (6)의 우변은 수학적으로 적분 해석해가 없기 때문에 임의의 적

분 근사치를 사용하게 되며 근사치에 따라 수많은 적분법이 소개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Doyle approximation[6] 및 Coats-Redfern approx-

imation[7]을 사용하였다.

  Doyle에 의하면 는 와 선형 관계를 보여주며 상관 식은 아

래 식과 같다. Doyle의 근사식을 식 (6)에 적용한 결과 식 (8)과 같이 

풀어 쓸 수 있다.

   ≈  (7)

    








 (8)

  Coats와 Redfern[6]은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근사하였다.

   



 















∙∙∙

 ∙∙∙
(9)

  식 (9)에서 첫 번째 항만을 선택하여 식 (6)을 전개하면 식 (11)을 

얻을 수 있다.

   ≈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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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lgebraic Expressions of the Most Common Reaction Mechanisms Operating in Solid State Reactions

Mechanism   

  Chemical reaction

   First order      

   Second order       

   Third order        

   nth order          

  Random nucleation and nuclei growth

   Avrami-Yerofe’ev equation (n=2)          

   Avrami-Yerofe’ev equation (n=3)          

  Limiting surface reaction between both phases

   One dimension  

   Two dimensions     

   Three dimensions     

  Diffusion

   One-way transport  

   Two-way transport         

   Three-way transport         


   Ginstling-Brounshtein equation          

  두 방법 모두 전환율 함수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는 한계를 지니

고 있다. 고체 시료의 열분해 반응 모델은 전체 반응 속도의 율속 단

계(rate limiting step)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속도 식

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8-10].

  각 모델에 대하여 전환율 함수  또는  는 온도의 

역수에 대해 선형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가장 선형성(regression co-

efficient ≅  1)을 보이는 모델식이 실험 결과를 가장 잘 묘사하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승온 속도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 및 빈도 인자의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Gaur와 Reed[11]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빈도인자는 온도에 무관한 항( )과 온도의 함수 항( )으로 정의

된다.

    
  (12)

  식 (12)를 이용하여 임의의 온도에서의 빈도 인자를 예상할 수 있다.

     

 


 (13)

  일정하게 온도가 증가하는 조건에서 온도 비는 승온 속도 비로 치

환되며 식 (13)은 식 (1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4)

   

    

  (15)

  임의의 승온 속도에서 식 (8) 또는 식 (11)을 통해 결정한 빈도 인자

를 기준으로 다른 승온 속도에서 결정된 빈도 인자를 식 (15)에 대입

하면 지수(m)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된 지수를 통해 다른 승온 속

도에서의 빈도 인자를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식 (15)에서 결정

된 지수를 통해 임의의 승온 속도에서의 활성화 에너지 역시 예상할 

수 있다. Kinetic compensation relation을 식 (15)에 적용하여 결정된 

지수와 기준 승온 속도에서의 빈도 인자를 이용하여 활성화 에너지의 

예상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kinetic compensation relation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6)

  식 (16)의 빈도인자를 식 (14)로 치환하여 식을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의의 승온 속도에서의 활성화 에

너지를 결정할 수 있다.

  


 


  

 


 







 

 






 (17)

3. 결과 및 고찰

  승온 속도 15 ℃/min 조건에서의 톱밥과 왕겨의 열 중량 분석 결과

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시료는 160 ℃ 이전에서 수분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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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G curves

   (b) DTG curves

Figure 1. TG and DTG curves of sawdust and rice husk at a heating 

rate of 15 ℃/min. 

거되는 건조 과정을 거치며 이후 휘발성분의 열분해 반응이 시작되었

다. 휘발성분의 열분해 반응은 140 ℃에서 시작하여 380 ℃까지 매우 

빠른 무게 감소를 보이며 급격히 반응하였다. 이온도 영역에서 톱밥

과 왕겨의 최대 열분해 속도는 각각 2.4 mg/℃, 1.9 mg/℃이며, 급격한 

열분해 반응을 통해 톱밥 및 왕겨는 전체 휘발성분의 85% 및 75% 정

도 제거된다. 380 ℃ 이후의 온도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느린 열분해 

반응이 나타났다. 열분해 반응을 마친 시료는 대부분의 휘발성분이 

제거되어 온도가 증가하여도 더 이상의 무게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으

며 고정탄소 및 회재만 존재하는 촤(char)를 생성하게 된다. 열분해 과

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남은 시료의 양은 톱밥과 왕겨 각각 초기 시료 

량의 22 wt%, 38 wt%로서 공업분석 결과에 부합하는 값을 보였다. 

  기존 보고에 의하면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주 구성 성분이 헤미셀룰

로오스(hemicellulose), 셀룰로오스(cellulose) 그리고 리그닌(lignin)으

로서 세 주요 성분의 열분해 온도 영역은 각각 다르다[12,13]. 목질 계 

바이오매스의 열분해 온도 영역은 150∼500 ℃로서 열적으로 가장 불

안정한 헤미셀룰로오스가 가장 낮은 온도 영역(150∼300 ℃)에서 열

분해 되며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셀룰로오스는 275

∼350 ℃의 좁은 온도 영역에서 열분해 된다. 반면 리그닌의 경우 250

∼500 ℃의 넓은 온도 영역에서 열분해 된다.

  왕겨의 열분해 반응 DTG (derivative thermogravimetry)곡선을 살펴

보면 150 ℃ 부근에서 시료 내 휘발성분의 열분해 반응이 시작되어 

급격한 무게 감소가 발생하였다. 이온도 영역은 헤미셀룰로오스의 열

분해 반응 영역으로 시료 내 헤미셀룰로오스의 열분해에 의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후 300 ℃ 부근에서 변곡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헤

미셀룰로오스의 열분해가 시작한 이후 셀룰로오스의 열분해가 연속

적으로 발생한 결과로 생각된다. 최대 열분해 속도는 350 ℃ 부근에서 

나타났으며 이후 380 ℃ 부근까지 선형적으로 열분해 속도는 감소하

였다. 380 ℃ 이후 열분해 속도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헤미셀룰로오스와 셀룰로오스 즉, 홀로셀룰로오스(holocellulose)가 열

분해 되어 제거된 상태에서 잔존하는 리그닌과 더불어 홀로셀룰로오

스의 열분해 반응 중 생성되는 소량의 촤에 의한 열분해가 진행됨에 

따라 비교적 느린 무게감소를 보인다고 생각한다. 톱밥의 열분해 반

응 결과 역시 왕겨의 열분해 반응과 동일하게 저온 영역에서 홀로셀

룰로오스 열분해 반응에 의한 급격한 무게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톱밥의 경우 헤미셀룰로오스와 셀룰로오스의 고유 무게감소 영

역은 구분되지 않았으나 톱밥의 열분해 반응 DTG 곡선이 좌우 비대

칭으로서 peak 좌측의 곡선이 보다 넓은 온도 영역에서 완만한 무게 

감소 속도 변화를 보였으며 이는 왕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헤미셀룰

로오스의 열분해 반응이 시작된 이후 셀룰로오스의 열분해 반응이 연

속하여 발생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홀로 셀룰로오스 열분

해 반응 이후 열분해 속도가 크게 감소하는 리그닌의 열분해 영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톱밥과 왕겨의 열분해 반응을 Doyle approximation을 이용하여 단

일 반응 모델(one-step global reaction model)에 적용하여 보았다.

  Raw Material ⎯→⎯
K

 Char + Volatiles                  (18)

  전환율 함수로서 1차 반응식을 적용한 결과 톱밥의 활성화 에너지 

및 빈도인자를 83.5 kJ/mol, 5.5 × 10
6
 s

-1
로 결정할 수 있었으며 왕겨

의 경우 84.7 kJ/mol, 9.1 × 10
6
 s

-1
로서 결정하였다. Figure 2에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단

일 반응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톱밥 및 왕겨 각 시료에 대하여 

standard deviation이 0.50, 0.68로서 저온 영역의 열분해에 의한 무게 

감소를 잘 설명해주고 있지만 이후 고온 영역의 느린 열분해 반응에 

대해서는 실험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주요 구성 성분 간 열분해 온도 영역이 각각 다르게 나

타나며 이와 더불어 열분해 과정 중 발생하는 시료의 연화(softening) 

및 팽윤(swelling)에 의한 내부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생각된다. 열분해 과정 중 반응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료는 연화 및 

팽윤되며 이후 응축에 의한 재결정화과정(resolidification) 및 재중합

과정(repolymerization)을 거친다. 이러한 내부 구조의 변화는 열분해 

속도를 감소시키는 주원인이 된다[8,10].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열분해 반응을 해석하기 위해 단일 반응 모델

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activation energy distribution 

functions를 이용한 모델 및 반응 영역을 둘 또는 셋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따라 각기 다른 속도 상수를 결정하는 복합 반응 모델들이 제

시되고 있다[14-16]. 톱밥과 왕겨 각각에 대하여 Doyle approximation 

및 Coats-Redfern approximation을 적용한 결과 Figure 3과 같이 두 영

역으로 구분 지을 수 있었다. 이에 열분해 과정을 앞서 말한 바와 같

이 홀로셀룰로오스가 주 열분해 대상이 되는 저온 영역의 급속 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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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awdust

   (b) Rice husk

Figure 2. Comparison of weight los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predicted data from the one-step global model (15 ℃/min, Do: Doyle).

해 반응과 리그닌이 주로 열분해 되는 고온 영역의 느린 열분해 반응

으로 이루어진 2단계 연속 반응 모델(two-step consecutive reaction 

model)을 사용하여 주어진 시료의 열분해 반응을 해석하였다.

  Raw material ⎯→⎯
1

K

 Intermediate + Volatile
(1)

               (19)

  Intermediate ⎯→⎯
2

K

 Char + Volatile
(2)

                  (20)

  2단계 연속 반응 모델의 각 영역에서의 반응에 대하여 Table 2의 반

응식들을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전환율 함수를 결정할 수 있었다.

Temp. regime Rate limiting step Reaction equation Regression 

coefficient

Low Temp. Chemical reaction 1st order reaction model 0.995

High Temp. Diffusion 3-way transport  model 0.994

   (a) Sawdust

   (b) Rice husk

Figure 3.  vs. 1/T based on the Doyle and Coats-Redfern 

approximations (15 ℃/min, Do: Doyle, CR: Coats-Redfern).

  저온 영역의 열분해 반응은 주 열분해 대상이 홀로셀룰로오스로서 

저분자량의 휘발 물질 및 중간체(intermediate)를 생성한다. 이 영역에

서 시료의 무게 감소는 잔류 시료의 무게에 비례하는 1차 반응식을 

따른다. 이후 고온 영역에서의 열분해 반응은 주로 리그닌 및 저온 열

분해 영역에서 생성된 촤의 열분해 반응이 진행되며 고온조건에서 시

료는 재결정화 및 재중합에 의해 상대적으로 보다 밀집된 구조를 가

진다. 이로 인해 반응속도가 매우 느려지며 반응 생성물의 확산이 반

응 속도를 결정하는 주요 단계가 된다. Sharma와 Rao[17]은 왕겨의 

열분해 반응을 power law model을 적용하여 350 ℃을 기준으로 저온

영역에서 1.5차, 고온영역에서 2차 반응식을 적용하였으며 고온 영역

에서 확산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하였다. 이와 더불어 Vlaev 

등[10]은 고온에서의 열분해 반응은 열적으로 안정된 Si-O 구조로 인

해 휘발성분이 제거됨에 따라 수축되고 밀집된 구조를 가지며 이로 

인해 열분해 생성물의 확산이 반응속도를 결정한다고 보고하였다.

  2단계 연속 반응 모델의 각 영역에 대하여 열분해 반응식은 최종적

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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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awdust

   (b) Rice husk

Figure 4. Comparison of weight los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predicted data from the two-step consecutive reaction model (15 ℃/ 

min, Do: Doyle, CR: Coats-Redfern).

Doyle approximation

  Low Temp.   








     (21)

  High Temp.  

 










(22)

Coats-Redfern approximation

  Low Temp.  


  
 


               (23)

  High Temp.  


      


         (24)

  2단계 연속 반응 모델을 적용한 결과 톱밥의 경우 Doyle approx-

imation을 이용하여 저온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82.5 kJ/mol 그리고 

Table 3. Characteristic Temperatures, Maximum Weight Loss Rates 

and Final Weight Fractions

Ti [℃] Tm [℃] rm [min
-1

] Wfrac,∞ [%]

Heating

rate
Sawdust

Rice 

husk
Sawdust

Rice 

husk
Sawdust

Rice 

husk
Sawdust

Rice 

husk

 5 ℃/min 125 134 342 323 -0.052 -0.034 23.0 38.3

15 ℃/min 146 157 359 345 -0.133 -0.123 22.5 38.5

30 ℃/min 156 166 365 350 -0.203 -0.175 21.8 38.1

50 ℃/min 168 178 379 359 -0.389 -0.301 21.6 36.8

Ti: onset temperature

Tm: peak temperature corresponding maximum weight loss rate

rm: maximum weight loss rate at peak temperature

Wfrac,∞: final weight fraction

고온 반응에 대하여 19.7 kJ/mol로 구할 수 있었으며, Coats-Redfern 

approximation을 이용한 결과 각 영역에 대하여 77.1 kJ/mol, 8.6 

kJ/mol으로 구하였다. 마찬가지로 왕겨의 열분해 반응에 대하여 저온 

영역에서는 85.1 kJ/mol 및 79.9 kJ/mol로 구할 수 있었으며, 고온 영

역은 22.0 kJ/mol, 11.1 kJ/mol로 계산되었다. 기존 보고에 의하면 저

온 영역에서 70∼100 kJ/mol, 그리고 고온 영역에서 6∼22 kJ/mol로 

정한 바 있다[10,17].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나 이는 전환

율 함수의 차이와 바이오매스 생산 지역의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Figure 4에 2단계 연속 반응 모델을 적용한 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

하였다. 톱밥과 왕겨의 standard deviation이 각각 0.10, 0.08로서 이를 

통해 저온 영역의 열분해 반응 뿐만 아니라 고온 영역의 열분해 반응 

역시 잘 묘사하고 있다. 단일 반응 모델과 달리 2단계 연속 반응 모델

은 열분해 반응을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열분해 대상 물질

과 고온으로 인한 시료의 구조 변화를 고려한 결과 고온영역의 느린 

열분해 반응에 대해서도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열분해 반응에 있어 승온 속도 및 열전달 속도는 주요 변수로서 이

에 따라 생성물의 양 및 조성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급속 

가열의 경우 완속 가열에 비해 기상 생성물의 수율이 증가하며, 유기

성 액체와 수분 그리고 촤의 생성량은 감소한다[13,18].

  톱밥과 왕겨의 열분해 실험을 15 ℃/min 외 5, 30, 50 ℃/min으로 

승온 속도를 달리하여 승온 속도에 따른 열분해 특성을 고찰하였다. 

Figure 5에서 알 수 있듯이 승온 속도가 증가할수록 열분해 시작 온도 

및 최대 분해 온도가 증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최대 분해 속도 역시 

증가하였다. 반면 열분해 반응 후 남은 촤의 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Table 3). 이 같은 열적 지연 현상은 빠른 승온 속도로 인해 시료 

표면의 온도는 증가하나 시료 내부의 온도는 아직 외부온도에 미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저온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승온 속도가 

증가하는데 반해 열분해를 통한 촤 생성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빠른 승온 속도로 인해 열분해 과정 중 탈 휘발된 물질들이 다시 

촤로 재결정화 및 재 중합되기 이전에 기체 상태로 배출됨에 따라 상

대적으로 촤 생성량이 감소하게 된다.

  2단계 연속 반응 모델을 적용하여 승온 속도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 

및 빈도 인자의 영향을 고찰하였다.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톱밥 

및 왕겨 모두 승온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인자

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승온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분해 

반응이 보다 용이하며 빠르게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승온 속

도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인자의 영향을 kinetic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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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ctivation Energies and Frequency Factors of Sawdust and Rice Husk

Sawdust
5 ℃/min 15 ℃/min 30 ℃/min 50 ℃/min

E (kJ/mol) A (sec
-1
) E (kJ/mol) A (sec

-1
) E (kJ/mol) A (sec

-1
) E (kJ/mol) A (sec

-1
)

Low Temp.
Do 81.2 1.8 × 10

6
82.5 4.5 × 10

6
83.5 8.9 × 10

6
84.5 1.3 × 10

7

CR 76.0 3.3 × 10
5

77.0 7.9 × 10
5

78.2 1.7 × 10
6

78.6 2.1 × 10
6

High Temp.
Do 18.4 3.8 × 10

0
19.7 1.2 × 10

1
24.4 5.7 × 10

1
21.6 4.7 × 10

1

CR 7.7 1.0 × 10
-2

8.6 3.7 × 10
-2

13.7 3.5 × 10
-1

10.4 1.8 × 10
-1

Rice Husk
5 ℃/min 15 ℃/min 30 ℃/min 50 ℃/min

E (kJ/mol) A (sec
-1
) E (kJ/mol) A (sec

-1
) E (kJ/mol) A (sec

-1
) E (kJ/mol) A (sec

-1
)

Low Temp.
Do 81.9 3.2 × 10

6
85.1 9.9 × 10

6
85.9 1.9 × 10

7
89.2 4.7 × 10

7

CR 76.9 6.1 × 10
5

79.9 1.9 × 10
6

80.6 3.7 × 10
6

84.0 9.4 × 10
6

High Temp.
Do 20.8 4.5 × 10

0
22.0 1.4 × 10

1
24.4 3.8 × 10

1
26.2 7.6 × 10

1

CR 10.1 1.8 × 10
-2

11.1 6.1 × 10
-2

13.6 2.2 × 10
-1

15.4 5.5 × 10
-1

Do: Doyle approximation, CR: Coats-Redfern approximation

                                   (a) Sawdust                                    (b) Rice Husk

Figure 5. TG and DTG curves of sawdust and rice husk at different heating rates (moisture free).

relation을 통해 해석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Gaur와 Reed에 의하면 식 

(15)의 지수(m)를 결정하여 임의의 승온 속도에서의 빈도인자를 계산

할 수 있다. 앞서 계산된 빈도인자를 토대로 지수 값은 톱밥의 경우 

저온 열분해 영역에서 0.8 그리고 고온 열분해 영역에서 1.1로 계산되

었다. 왕겨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각 영역에 대하여 1.2, 1.3으로 

지수 값이 계산되었다. 얻어진 지수를 토대로 50 ℃/min 조건에서의 

톱밥과 왕겨의 열분해 반응의 빈도 인자를 예측한 결과를 Table 5에 

정리하였다. Gaur-Reed method를 통해 계산된 결과 각 시료에 대하여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였으며 다른 승온 속도에서의 빈도인자 역시 

잘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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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ow temperature regime

   (b) High temperature regime

Figure 6. lnA vs. E of sawdust and rice husk at different temperature 

regimes.

Table 5. The Experimental and Predicted (Gaur-Reed Method) Activa- 

tion Energies and Frequency Factors at a Heating Rate of 50 ℃/min

Sawdust

Experimental Gaur-Reed method

E (kJ/mol) A (sec
-1
)

Arbitrary

order (m)
E (kJ/mol) A (sec

-1
)

Low

Temp.

Do 84.5 1.3 × 10
7

0.84 84.3 1.3 × 10
7

CR 78.6 2.1 × 10
6

0.79 78.5 2.0 × 10
6

High

Temp.

Do 21.6 4.7 × 10
1

1.09 21.5 4.7 × 10
1

CR 10.4 1.8 × 10
-1

1.24 10.3 1.8 × 10
-1

Rice husk

Experimental Gaur-Reed method

E (kJ/mol) A (sec
-1
)

Arbitrary

order (m)
E (kJ/mol) A (sec

-1
)

Low

Temp.

Do 89.2 4.7 × 10
7

1.19 89.2 5.0 × 10
7

CR 84.0 9.4 × 10
6

1.22 83.9 1.0 × 10
7

High

Temp.

Do 26.2 7.6 × 10
1

1.28 26.2 8.6 × 10
1

CR 15.4 5.5 × 10
-1

1.58 15.4 6.7 × 10
-1

Do: Doyle approximation, CR: Coats-Redfern approximation

   (a) Sawdust

   (b) Rice husk

Figure 7. Comparison of weight los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predicted data from the Gaur-Reed method (50 ℃/min, Do: Doyle, 

GR: Gaur-Reed).

  Kinetic compensation relation을 이용하여 승온 속도가 활성화 에너지

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Figure 6에 각 시료에 대하여 kinetic 

compensation relation을 나타냈으며 이를 통해  아래의 식을 구하였다.

Sawdust

  Low Temp.   × 
                        (25)

  High Temp.   × 
                       (26)

Rice Husk

  Low Temp.   × 
                        (27)

  High Temp.   × 
                        (28)

  Table 5에서 알 수 있듯이 50 ℃/min 조건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를 

앞서 결정된 지수(m) 값을 통해 식 (17)을 이용하여 예측한 결과 실험

적으로 결정된 활성화 에너지와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다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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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속도에서의 실험 결과 역시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톱밥

과 왕겨의 50 ℃/min에서의 실험 결과와 Gaur-Reed method로 계산한 

결과를 비교하여 Figure 7에 나타내었다. 톱밥 및 왕겨의 standard de-

viation은 각각 0.12 및 0.20으로 나타났으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시료 모두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가 매우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의의 승온 속도에서의 열분해 반응 속도 상수를 

잘 예측할 수 있었다.

4. 결    론

  바이오매스로 톱밥과 왕겨를 선정하여 열 중량 분석기에서 비등온 

열분해 반응을 수행하였다. 각 시료에 대하여 열분해 반응은 160 ℃ 

이전까지 건조 과정을 거치며 이후 휘발성분의 열분해 반응이 진행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380 ℃ 이전의 저온 영역과 이후의 고온 영역으

로 구분하여, 2단계 연속 반응 모델을 적용한 결과 각 영역에 대하여 

first order reaction model과 three way transport model이 실험 결과를 

잘 묘사하였다. 각 온도 영역에서 결정된 활성화 에너지는 톱밥의 경

우 저온 영역에서 76∼85 kJ/mol, 고온 영역에서 7∼22 kJ/mol로 결정

되었으며, 왕겨의 경우 76∼90 kJ/mol, 10∼26 kJ/mol로 결정되었다. 

열분해 반응 속도에 미치는 승온 속도의 영향은 Gaur-Reed method의 

지수(m)와 kinetic compensation relation을 통해 해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임의의 승온 속도에서의 활성화 에너지 및 빈도인자를 잘 예측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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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A : frequency factor [s
-1

]

E : activation energy [kJ/mol]

K : apparent reaction rate [s
-1

]

n : order of reaction [-]

m : arbitrary order [-]

R : universal gas constant, 8.314 J/mol K

T : temperature [K]

t : time [s]

W : weight of sample, subscript 0: initial weight, ∞: final weight 

[mg]

Greek/letters

 : weight conversion of carbonaceous material [-]

 : heating rate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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