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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중량 분석기를 이용하여, 상온에서부터 600 ℃까지 10, 20, and 30 ℃/min의 승온 속도로 바이오매스/플라스틱 혼합
물의 혼합열분해를 수행하였다. 바이오매스는 폐목재 우드칩(WWC)을 사용하였고, 플라스틱은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LLDPE)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LLDPE 단독 분해시 430∼550 ℃, WWC 단독 분해시는 230∼600 ℃에서 분해되었으나,
두 가지 시료를 혼합하여 혼합열분해 한 결과, WWC에 해당하는 분해 온도는 일정한 반면 LLDPE 분해구간의 분해온
도가 상승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높은 온도범위에서 LLDPE와 WWC이 혼합열분해 되는 동안에 상호작용이 일어
났음을 의미한다.
Copyrolysis of biomass/plastic mixture was carried out from room temperature to 600 ℃ with varing the heating rates of
10, 20, and 30 ℃/min using a thermogravimetric analyzer. Waste wood chip (WWC) and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LLDPE) were selected as a biomass and plastic, respectively. Individual pyrolysis temperature ranges were 430∼550 ℃ and
230∼600 ℃ for LLDPE and WWC, respectively. For the copyrolysis of WWC and LLDPE, the decomposition temperature
range of WWC was not varied, while the decomposition temperature range of LLDEP was increased to a higher temperature.
The results imply that the interaction might occur between LLDEP and WWC during copyolyis of LLDPE and W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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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 있다.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많은 방법 중 열화학
적 전환법들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열분해는 바
이오오일과 같은 액상 생성물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목재,

국제적으로 화석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과 화석에너지의
고갈로 인한 에너지 수급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지구온난화
물질인 이산화탄소가 고정된 탄소화합물이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는
결국 화석연료와 함께 탄소화합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에너지
저장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바이오매스는 인간 생활권에 속

억새, 허브, 하수 슬러지, 농임산물 폐기물, 도시폐기물 폐목재 등 다
양한 바이오매스를 사용할 수 있다[1-5]. 특히 도시 폐기물 폐목재는
wood chip, particle board, MDF 등 다양한 구성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생성된 바이오오일은 수분과 산소 함유량이 높아, 연료로서의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바이오오일 내의 산소 성분을
줄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폐플
라스틱들은 일반적으로 버려져 왔으며 지속적인 축적으로 인하여 심각
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폐플라스틱들을 연료 또는 화학물질
로서의 이용하는 것은 폐기물로부터 에너지회수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해결책이다. 이를 위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는 이 폐기물을
경제적으로 값비싼 탄화수소들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하는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풍부한 자원으로서, 화석연료
와는 달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며 식물체의 생장을 통
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지구 온난화 경감효과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 외에도 바이오매스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역
할뿐 아니라 화학 산업의 원료 물질 공급원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다른 재생 가능한 자원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

으며 그 생성물은 연료로서 또는 석유 화학 산업의 공급 원료로서 사용
† 교신저자 (e-mail: catalica@uos.ac.kr)

87

이영만⋅배우근⋅박영권

88

Table 1. Proximate Analysis of WWC and LLDPE
WWC (wt%)
Water

9.5

Volatile matter

74.8

Fixed carbon

14.6

Ash

1.1

LLDPE (wt%)
100.0

될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은 바이오매스에 비하여 높은 수소 함유량
을 가지고 있어, 훨씬 안정한 오일을 제공한다. 따라서 바이오매스와
플라스틱을 혼합하면, 바이오매스에 적은 수소를 플라스틱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 바이오오일의 안정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바이오매스와 플라스틱의 분해거동과 동력학을 분석할 때는 TGA
기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매스와 플라스틱의 분해가
일어나는 온도구간은 서로간에 완전히 다르다. 바이오매스는 셀룰로
우스, 헤미셀룰로우스, 리그닌 등이 혼합된 분해 거동을 나타내고 주
로 저온에서 대부분 분해된다. 반면 플라스틱은 고온에서 급격히 분
해되는 등, 이들의 개별적인 분해거동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이들을 혼합한 혼합열분해 공정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이들의
분해 거동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바이오
매스와 플라스틱 혹은 석탄과 바이오매스, 석탄과 플라스틱 간의 혼
합열분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6-12]. 그러나 이들의 혼
합열분해시 발생하는 interaction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
다. 예를 들어 Sharypov 등[6]은 합성 고분자 혼합물과 바이오 매스의
combination을 연구한 후, 바이오매스/플라스틱 혼합물에 있어서 독립
적인 열적 거동을 관찰하였다. Idris 등[11]은 석탄과 팜 바이오매스간
의 interaction이 없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Aboulkas 등[7]은 올리브
잔사물과 폴리프로필렌의 혼합열분해 시, 강한 상호작용이 있음을 보고
하였다. Zhou 등[12]도 고온에서 플라스틱과 바이오매스간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interaction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혼합열분해 시 interaction에 대한 연구 결과는 사용하는 열
분해 성분에 따라서 interaction 유무가 달라지는 등 많은 연구가 진행
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목재 우드칩(WWC)를 바이오매스로,
플라스틱으로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을 선정하였다. 그 후,
이들을 서로 물리적으로 혼합한 후, TGA를 사용하여 이들의 동력학
적 거동과 상호작용(interaction)이 발생하는지를 연구하였다.

2. 실

험

2.1. 시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료공급 물질은 WWC, LLDPE이다. WWC는
사용하기 이전에 110 ℃에서 48 h 건조하였고 0.6∼1.0 mm의 사이즈
로 걸러진 입자를 사용하였다. 플라스틱의 사이즈는 500 µm 이하의
사이즈를 사용하였다. WWC와 LLDPE 혼합물은 균일하게 섞이도록
하였다. 각각의 물질들에 대한 특성이 Table 1에 나타나 있다.
2.2. TGA

열분해는 열중량분석기(Perkinelmer Pyris 1 TGA, USA)를 사용하
였다. 5 mg의 샘플을 30 mL/min N2 조건하에 상온에서부터 600 ℃까
지 분당 10, 20, 30 ℃/min의 속도로 승온하여 열분해 하였다. 샘플의
무게를 재는 저울의 정밀도는 무게는 ± 0.001%이고, 온도는 ± 2 ℃이다.
WWC와 LLDPE 혼합열분해는 1 : 3, 1 : 1, 3 : 1의 무게 비율로 실험
하였다. 온도는 승온실험을 하기 이전에 5 min 간 같은 온도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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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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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Gs of (a) WWC and (b) LLDPE with heating rates of 10,
20, and 30 ℃/min.
였다. 각각 최소 3회 반복실험을 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 실험
에서 온도에 따른 무게 감소는 (TG)로 무게감소 비율은 (DTG)로 나
타내었고, 샘플의 저속. 가열 비율과 샘플의 적은 양은 열전도 제한은
무시하였다. 무게 감소비율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여기서 W0는 초기 샘플 무게이다.

3. 결과 및 고찰
WWC, LLDPE의 개별적인 단일성분 열분해 무게중량 곡선은
Figure 1에 나타나 있다. WWC는 LLDPE보다 낮은 온도에서 분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WWC는 230 ℃ 정도 부근에서 열분해가 시작되고,
LLDPE는 그보다 높은 430 ℃ 정도 부근에서 열분해가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시료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무게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승온속도를 증가함에 따라 분해온도가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승온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전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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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Gs of copyrolysis of WWC with LLDPE with heating rates of 10, 20, and 30 ℃/min (a) WWC : LLDPE = 1 : 3 (b) WWC : LLDPE
= 1 : 1 (c) WWC : LLDPE = 3 : 1.

(a)

(b)

(d)

(c)

(e)

Figure 3. DTG curves of (a) WWC, (b) LLDPE, (c) WWC : LLDPE (1 : 3) mixture, (d) WWC : LLDPE (1 : 1) mixture, and (e) WWC : LLDPE
(3 : 1) mixture with heating rates of 10, 20, and 30 ℃/min.
늦어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Figure 1에서 보듯이, WWC 의 무게 감소는 230∼450 ℃ 온도 범위
에서 LLDPE보다 더 많은 무게 감소를 보인다. 반면 LLDPE의 화학적
결합은 더 높은 온도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무
게 감소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LDPE의 열분해가 끝나는 지
점인 550 ℃ 정도에서의 무게 감소는 WWC 보다 20% 정도의 무게가
더 감소하였다. 이것은 이 온도에서는 바이오매스의 고정탄소와 ash
가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Figure 2는 WWC과 LLDPE의 혼합비가 1 : 3, 1 : 1, 3 : 1 일 때의
혼합열분해 결과를 보여준다. 3가지 경우 모두, 단일성분 결과와 마찬
가지로 WWC와 LLDPE 혼합물에서 WWC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열분해
무게 감소비율이 더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WWC와 LLDPE 혼합물에서 WWC의 ash와 고정탄소의 구성

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열분해가 끝나는 온도에서 더 낮은 무게 감소
를 보이고, LLDPE는 WWC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분해되는 것으로 판명
된다. 그러므로 WWC는 낮은 온도 영역에서 더 많은 무게 감소가 보
이는 반면에 플라스틱은 높은 영역에서 더 많은 무게 감소를 보인다.
Figure 3에서 WWC, LLDPE, 그리고 이들의 혼합물들을 각각 10,
20, 30 ℃/min의 승온속도로 열분해한 DTG곡선을 나타내었다. 각각의
WWC과 LLDPE들은 각각의 독특한 하나의 DTG evolution profiles를
갖는다. WWC의 DTG그래프는 Tmax가 비교적 낮은 온도인 380 ℃
정도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LLDPE의 DTG그래
프는 organic물질의 높은 활성화 에너지 때문에 Tmax가 500 ℃ 근처에
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WWC와 LLDPE 혼합물의 경우
에는 확연하게 두 개의 피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피크는
WWC가 분해한 것으로, 낮은 온도에 위치하고 두 번째의 높은 영역
Appl. Chem. Eng., Vol. 22, No. 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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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4. Comparison of theoretical curve with experimental curve for copyrolysis of WWC with LLDPE with a heating rate of 10 ℃/min.
의 피크는 주로 LLDPE와 devolatilisation에 의한 것이다. 각각 승온속
도가 증가할수록 Tmax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승온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열전달이 늦어져 분해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편 WWC과 LLDPE 사이의 interaction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
하여 이론적인 TG/DTG곡선과 실험값을 비교하였다. 즉 이론적인 곡
선은 혼합물에서 각각의 개별 물질의 거동에 대해 아래의 식처럼 혼
합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4. 결

론

WWC와 LLDPE 혼합물의 TG/DTG곡선을 비교하여 볼 때 실험값
과 이론값 곡선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즉 플라스틱을 WWC에 첨가한
결과, WWC의 분해구간 온도는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LLDPE의 분
해온도 구간은 고온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WWC와 LLDPE간의 interaction이 높은 온도 영역에서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특히 WWC에서
생성된 촤가 LLDPE의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Wsum = X1Wwood + X2WPlastic
WWood와 WPlastic은 같은 동작 조건하에 각 물질의 질량 감소이고, X1
과 X2는 혼합물의 WWC와 LLDPE의 질량 분율이다. 1 : 3, 1 : 1, 3
: 1의 다양한 WWC와 LLDPE 혼합물에 대한 계산값과 실험값을 승온
속도 10 ℃/min의 조건에서 비교한 값을 Figure 4에 나타내었다.
모든 혼합비율에서 WWC와 LLDPE 혼합 열분해 시 실험값이 이론
값보다 500 ℃ 부근에서 더 높은 온도로 이동하였다. 승온 속도를 20,
30 ℃/min으로 바꾼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Figures 2, 3에서 보듯이, WWC와 LLDPE의 분해 구간 일부가
서로 겹침을 알 수 있다. 즉 WWC은 저온 부분에서 먼저 분해되어 먼
저 촤와 기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먼저 생성된 촤와 기체는 LLDPE와
interaction을 할 가능성이 있다. Aboulkas 등[7]은 olive residue와 PP
의 혼합열분해 시, 생성된 촤와 기체는 분해되기 시작하는 플라스틱
과 각각 고체-고체 혹은 고체-기체 interaction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제
시하였다. 이들은 생성된 촤가 플라스틱에 대해 열적 안정제로 작용
하여, 플라스틱의 분해온도를 고온으로 이동시켰다고 제안하였다 이
들의 주장을 따라, WWC와 LLDPE 사이의 interaction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WWC는 LLDPE보다 열적 분해가 낮은 온도에
서 일어나기 때문에, 고체-고체 혹은 고체-기체의 반응들을 고려할 수
있다. 즉 WWC가 분해되는 동안에 형성된 촤와 LLDPE간의 고체-고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WWC가 분해되는 동안에 형성된 기상
생성물과 LLDPE와 기체-고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고체 상태에서
WWC와 LLDPE 간에 수소 형태의 interaction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러한 interaction들은 WWC의 depolymerization보다 저온에서 일어나는
탈수 반응을 지연시킨다. 분해가 진행됨에 따라, 수소 interactions들의
영향은 줄어들게 된다. 반면 WWC에서 생성된 촤와 기체들이 고체
LLDPE와 상호작용할 것이다. 한편, WWC 분해 시 생성된 촤는 LLDPE
에 열적 안정제로 작용한다. 그 결과 LLDPE의 열적 안정도는 증가하게
되고, LLDPE의 분해온도는 개별적인 분해에 비해 상승하게 된다. 즉
열적 안정성의 증가는 고체 상태에 있는 WWC와 LLDPE간의 강한
상호작용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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