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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mal analyses are conducted to measure chemical kinetic parameters of an unknown liquid fuel with 
various components. Thermal Analyses a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methods such as TGA(Thermo-Gravimetric 
Analysis) and DS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y). Non-isothermal experimental results are analyzed by 
adopting TGA and they are filtered by Freeman-Carroll method. As a results of the analysis, chemical para-
meters of the activation temperature and the reaction order are measured to be 6128.2 K and 1.4, respec-
tively. Furthermore, the chemical kinetic parameters are obtained by a variety of mathematical processing 
methods. It has been found that they show a little difference depending on the processing method.

Key Words : Thermo-Gravimetric analysis,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Activation temperature, Reaction 
order

1. 서 론

로켓 엔진이나 가스터빈 엔진 등에 사용되는 연

료는 일반적으로 탄화수소계의 액체 연료로서 단일 

성분이 아닌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 혼합물이다[1]. 
따라서 연소실에 사용되는 연료의 화학적 특성에 따

라 추진기관의 연소 성능과 안정성이 좌우된다.
연료의 화학반응을 모사하기 위해서 상세 화학반

응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상세 화학반응 

기구에는 보통 수십에서 수천가지의 개별 화학반응 

단계식이 포함되고[2], 각 식에 대한 화학반응 인자

(chemical kinetic parameter)가 알려져 있어야 한다.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자는 활성화 에

너지(activation energy), 빈도인자(frequency factor or 
pre-exponential factor), 반응 차수(reaction order)이다.

상세 화학반응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

이 총체적인 일단계 화학반응식을 사용한다. 일단계 

반응은 화염 구조나 중간 생성물의 농도를 정확히 예

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전체적인 연소 

특성을 파악하는 용도로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

다. 일단계 반응식을 이용하여 연료의 점화/연소 수

치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단계 반응에 적합

한 활성화 에너지, 빈도인자, 반응 차수를 구해야 한

다[3].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 액체 연료

의 화학반응 인자들의 값을 측정하고자 한다. 활성

화 온도와 반응 차수를 계산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

터 처리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구성 성분이 알려

져 있지 않은 액체 연료를 시험 분석하여, 액체 연

료의 혼합물로서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2. 열 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액체 연료는 미

지의 혼합 액체로서 구성성분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다. 액체의 열적 특성이 명확하지 않고, 
문헌에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액체 연료의 

연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치해석과 실험을 수행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혼

합 액체 연료의 성분분석 및 기초 데이터를 획득하

기 위하여 열중량 분석법(Thermo-Gravimetric Analysis, 
줄여서 TGA) 및 시차주사열량 측정법(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줄여서 DSC)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열분석 장치는 크게 변환기(transducer), 기
록기(recorder), 온도조절기(temperature controlle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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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으며, 실험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 

자료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4]. 열분석을 통해 혼

합액체에 대한 무게 변화로 인한 열유동의 변화 상

태를 분석하고, 그때의 혼합물 구성 성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열중량 분석법을 통해 활성화 온

도와 반응차수 및 빈도 인자를 획득하였다.

3. 열중량 분석 이론 및 적용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험 분석 방법인 TGA는, 열
분석 중에서 고분자를 포함한 유기물질 및 무기 물

질의 온도 변화에 따른 무게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

하는 방법이다. 열에 의한 변화는 흡착과 탈착 반응, 
승화, 기화, 산화, 환원, 분해 등과 같은 열 변화에 의

해서만 무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열중량 분석

법이 유용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TGA
를 이용한 열 중량 실험법을 분류하면, 고정된 온도

에서 수행하는 등온 실험법(isothermal experiment)과 

실험온도 범위를 정한 후 승온 속도를 일정하게 유

지하여 설정된 온도까지 상승시키는 비등온 실험법

(non-isothermal experiment)으로 나눌 수 있다. 이로부

터 얻은 실험 결과 값을 미분법과 적분법이라는 수학

적인 방법을 통해 후처리하여, 열분해 과정에서 일

어나는 반응 상수, 빈도 인자 및 활성화 에너지 값

을 구할 수 있다. 후처리 방법인 미분법에는 Kis-
singer[5], Freeman-Carroll[6], Chatterjee-Conrad[7], Fu-
ross[8], Anderson[9], Friedman[10] 등이 제시한 방법

이 있고, 적분법에는 Flynn-wall[11], Ozawa[12], Doyle 
[13], Coats-Redfern[14] 등이 제시한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TGA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이

용하여 Freeman-Carroll이 제시한 미분법의 후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화학반응 인자(활성화 온도, 반응

차수, 빈도 인자)값을 구하고자 한다. 또한 다른 다

양한 수학적 처리 방법에 따라 구한 인자 값들을 서

로 비교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로부터, 이러한 열중

량 분석에 의해 특정 물질(CaC2O4-H2O)에 대한 화학 
반응 인자를 측정한 사례 및 처리 방법의 타당성을 

찾아볼 수 있다[12].
Fig. 1은 연구 대상 액체 연료의 TGA 분석을 수행

한 두 가지 결과로서 온도에 따른 오일의 무게 변화

를 나타낸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1.5 bar의 정압을 

유지하고, 온도 범위, 40~300℃에서 30℃씩 그리고 

300~500℃에서 10℃씩 온도를 상승시키며 실험하였

다. 초기 오일량은 8.335 mg이며, purge gas로는 공

기를 이용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오일의 온도

범위, 20~800℃에서 20℃씩 온도를 올려가며 도범을 
수행하였고, 초기 오일량은 15.443 mg, purge gas로
는 N2를 주입하였다. 두 곡선 모두 어느 적정 온도

에서 오일의 양이 급격히 감소함을 볼 수 있다. purge

Fig. 1. Oil weight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rom 
TGA.

gas에서공기인 경우보다 N2인 경우, 오일양의 급격. 
두 로 관찰되는 온도에서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N2로 purge할 경우에는 화학반응이 없지만, 공기

로 purge 했을 경우에는 화학반응이 발생하므로, 공
기 주입시 온도가 더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발생

하는 현상이다.
열 무게 측정 곡선으로부터 반응 속도를 구하는 

방법에서는 식 (1)의 속도식을 이용한다[15].



  (1)

여기에서 x는 반응하는 시료의 무게, k는 반응율 상

수(reaction-rate constant, 비율 속도함수)이고, f (x)는 

반응 모델 함수(reaction model function)로서 (1 - x)n

로 가정한다. β는 승온 속도로서 온도의 시간 변화

율, 즉 dT/dt를 나타낸다. 반응율 상수, k는 Arrhenius 
형태로 다음의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2)

여기서 A는 빈도인자, E는 활성화 에너지, R은 일반 

기체상수이다. 무게감량, w에 대한 반응 시료의 무

게, x는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

여기서 m0는 시료의 초기 양이고, w∞는 최고 무게 

감량이다. 이 식의 좌변을 m0부터 x까지 적분하고 

우변을 0으로부터 w까지 적분하면 다음의 식 (4)가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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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식 (2), (4)를 식 (1)에 대입하고 대수방정식으로 나

타낸 후 미분하면 반응차수, n을 계산할 수 있는 다

음의 식 (5)가 얻어진다.

 log∞
 log

 

 log∞


(5)

식 (5)는 Freeman-Carroll의 방법으로 비등온 실험 

결과의 해석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식으로 반응차

수 값, n과 활성화 에너지 값, E를 계산할 수 있다. 
계산된 반응차수, n 값은 1.4이고, 활성화 온도, E/R
은 6128.2 K이다.

Chatterjee-Conrad법은 대표적인 미분법으로, 식 (1)
의 양변을 f(x)로 나눈 다음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다

음의 식 (6)이 얻어진다.

ln
  ln

 


(6)

식 (6)을 통해 1/T에 대한 ln
의 직선의 기

울기는 -E/R, 절편은 lnA에 해당 하므로, E와 A를 결

정할 수 있다. Fig. 2는, Chatterjee-Conrad법의 식 (6)
을 이용하여 활성화 온도를 구하기 위한 그림이다. 
이때, 기울기로 구한 활성화 온도는 8137.1 K이며, 
절편으로 얻어진 빈도 인자의 값은 5.4×103이다.

미분법 중 또 다른 한 방법인 Friedman법은 비등

온 실험 결과 해석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전

환율 함수(반응 모델 함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E값

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일 반응의 경우 E값의

Fig. 2. Experimental data processed by the Chatterjee- 
Conrad's Method.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E값만을 

구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9].
Coats-Redfern 방법은 적분법의 한가지 방법으로

서, 적분법 역시 미분법과 마찬가지로 전환율 함수

를 결정해야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Coats-Redfern 
방법에서는 식 (1)로부터 식 (7)과 같은 적분식을 구

성하여 E, A를 결정할 수 있다[14].

 







 





exp

 




(7)

여기서 u는 E/RT이고, P(u)는 다음의 식 (8)과 같이 

정의된다.

 
∞






exp
 (8)

식 (8)의 적분 해석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근사치

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적분법이 소개 되었

으며, 여기서는 P(u)의 근사표현으로 다음의 식 (9)
를 사용하였다.

≃ 




exp (9)

식 (9)를 식 (7)에 대입하고 자연로그를 취하면 다음

의 식 (10)과 같은 대수식이 완성된다.

ln  ln
 

 
 


(10)

다음으로, 반응차수를 가정한 후 식 (11)의 관계

식으로부터 여러 변수를 구한다. 다음의 식 (11)은 

반응차수를 1로 가정하여 얻은 식이다.

ln
 ln 

 ln
 

 
 


(11)

ln
 

 ln
 

 
 


(12)

Coats-Redfern법을 이용하여 식 (11)을 도시하여 얻

은 결과는 Fig. 3과와 같다. 기울기로부터 활성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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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pplication of Coats-Redfern's Method to Experi-
mental Data.

너지를 구한다. 반응차수를 1로 가정하여 얻은 활성

화 온도는 7098.2 K이다. 또한 반응차수가 n≠1인 

경우에는 다음의 식 (12)를 이용하여 여러 변수를 구

할 수 있다. 식 (12)를 이용하여 n값을 (1.4)로 가정

한 경우에 구한 활성화 온도 값은 8493.3 K이다.
또한 DTG(Derivative Thermogravimetry) 곡선의 최

대분해 속도인 극점에서의 세 특성 값인 극점 온도, 
극점 높이, 극점 전환율을 이용하여 화학반응인자를 

결정하는 방법인 PPM(Peak Property Method)이 있다

[16]. DTG 곡선의 극점에서, 미분값은 0이며, 온도

는 Tm이다. 이를 화학반응 인자로 나타낸 수식으로 

정리하면 식 (13)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3)

Fig. 4에, PPM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특성 값인 Hm, Tm, xm을 나타내었다. 이것을 이

용하여 반응차수, 활성화 에너지 등을 구할 수 있다. 
Hm은 최대 분해 속도(즉, 극점)에서의 피크 높이(Hm, 
peak height)를 나타내며, 극점에서의 dx/dt을 의미한

다. Tm은 피크 온도(Tm, peak temperature), xm은 최대 

분해 속도에서의 전환율(xm, conversion rate at peak 
temperature)을 나타낸다. Hm은 식 (1)을 통해 식 (14)
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14)

E, A와 세 특성치 값, Hm, Tm, xm의 관계를 식 (13), 
(14)를 통해 구하여 식 (15), (16)에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활성화 온도 및 빈도 지수를 구할 수 있지만, 
반응 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식을 개발하

거나 식 (15), (16)의 식을 통해 관계식을 더 찾아내

Fig. 4. Three peak properties of DTG.

야만 한다. 따라서 반응 차수를 구하기 위해 최대 분

해 속도에서의 전환율을 식 (17)과 같이 도입하였다.




  (15)






exp
 

(16)

≈
 



(17)

 
exp

  (18)

식 (17)에서 φa는 φm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φm은 반

응 차수를 결정하기위해 도입된 전환율 계수(con-
version factor)로 식 (18)과 같이 표현된다. 식 (18)에
서 P(um)은 다음의 식 (19)로 정의된다.

 
∞






exp
 (19)

식 (17)과 식 (18)에서 φm, xm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10].

  
 



 
 



(20)

본 연구에서 혼합액체 연료에 대해 측정한 데이

터로부터 Fig.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로부터 피

크온도는 312 K, 피크높이 0.00448, 극점 전환율



혼합 액체 연료의 화학반응 인자 계측에 관한 실험적 연구 25

Table 1. Kinetic parameters calculated by various analy-
sis methods

Method E/R(K) n A
Freeman carroll 6128.2 1.4 2.5E+4

Coats Redfern
7098.2 (1) 4.7E+2
8493.3 (1.4) 7.1E+3
11125.1 (2.137) 1.2E+6

PPM 6054 2.137 1.1E+6
Chatterjee Conrad 8137.1 (1) 5.4E+3

Friedman 5150.8 - -

0.45854, β=0.24986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식 (15), (16)
를 통해 얻은 활성화 에너지 값은 6054 K이며, 빈도 

인자로 1.1×106의 값을 얻었다. 또한 반응차수 n은 

2.137로 측정되었다.
그 외 다양한 수학적인 후처리 방법을 통해 구한 

혼합 액체 연료의 활성화 에너지 및 반응차수 값을 

정리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괄호안

의 수치는 가정한 값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후처리 

방법에 따라 화학반응 인자의 여러 가지 조합이 가

능함을 알 수 있다.

4. 시차주사열량 측정 이론 및 결과

열중량 분석법(TGA)과 함께 추가적으로 시차주

사열량 측정법(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
try)을 이용하여 시료를 분석하고 두 결과를 비교 분

석하였다.
DSC는 시차열분석(DTA, Differential Thermal Analy-

sis)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DTA에서는 시료와 열적

으로 안정한 표준물질을 동시에 가열했을 때 양쪽

의 물질 간 온도차를 시간 혹은 온도의 함수로 측정

한다[17].이와 같은 시차열분석을 열중량 분석과 병

용하면 가열에 따른 질량의 감소가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를 알 수 있다.
이를 응용하여 DSC는 시료와 표준물질을 동시에 

가열해서 온도차가 생긴 경우, 그 온도차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시간 혹은 온도의 함수로 측

정하여 기록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에너지는 전기적 

에너지 혹은 열을 의미한다.
DSC의 피크면적은 발열량(또는 흡열량)에 비례

하므로 아래 식에 따라 반응열을 정량화할 수 있다.

∙∙ (21)

여기서 M은 시료의 질량, ΔH는 시료의 단위 질량당

의 에너지변화량, K는 장치상수, A는 피크면적을 의

미한다. 여기서, 피크면적은 Fig. 5의 DSC 곡선(heat

Fig. 5. Results from TGA and DSC.

flow 곡선)을 a부터 b구간까지 적분한 면적을 의미

한다. M과 ΔH 값을 알고 있는 시료에 대해, 이와 같

이 계산된 피크면적을 위 식(6)에 대입하여 장치 상

수를 구한다. 그리고, 미지 시료의 피크면적을 측정

하여 위 식에 대입하면 ΔH를 구할 수 있고 이로부

터 heat flow를 얻는다.
Fig. 5는 DSC 분석 결과로써 혼합액체 연료를 가

열하는 과정에서 온도에 따른 heat flow 곡선을 나타

낸 그래프이다. 각 peak 점에서 온도가 각각 71℃, 
233℃, 302℃, 328℃, 388℃이다. 이 그림에서 peak 
1~5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흡열반응이다.

DSC 분석 결과로부터 혼합 액체는 총 5가지 성분

(peak의 개수와 일치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추가로 액체오일의 온도 변화에 따른 중량변화, 
기체오일의 산화반응으로 인한 열유속(heat flow), 
액체연료의 온도 변화를 알 수 있다.

성분 1, 2는 끓는점이 낮으며, peak 시점에서 오일 

양 변화가 없어, 미약하게 증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다음 성분 3, 4는 증발하면서 오일 양의 급격한 

감소를 야기하며, 그때 오일의 열적 변화를 일으키

고, 오일의 열유속(heat flow) 역시 크게 변화하였다. 
이때 발생하는 급격한 오일 양 변화로부터 자연 발

화를 일으키는 온도는 약 300℃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소기에 사용되는 탄화수소계열

의 미지의 혼합 액체 연료의 화학반응 인자를 계측

하기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열중량 분석법(TGA)
을 수행하여 여러 가지 인자의 값을 계측하였고, 가
능한 수학적인 후처리 방법을 통해 구한 인자의 값

을 서로 비교하였다.
수학적인 후처리 방법에 따라 활성화 온도, 빈도

지수, 반응 차수 값의 차이를 보이며, 이는 화학반응 

인자의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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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는, 화학반응 인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

의 연료에 대한 연소 해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시차주사 열량 측정방법(DSC)을 통해 

혼합 액체 연료의 열적 특성(성분의 개수와 증발, 점
화특성)을 파악하였다. 열중량 분석뿐만 아니라 DSC 
방법으로 활성화 에너지 및 반응 차수를 구할 수 있

으므로, 추후 두 방법으로 얻은 값을 비교하여 좀 

더 정확한 인자 값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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