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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30, 60, 90°C의 증류수를 이용하여 거 억새 내에 존재하는 무기성분을 제거한 후 원료의 화학

 변화  열분해 특성 변화를 찰하 다. 증류수 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거 억새의 탄소함량은 44.0% 

(control)에서 46.2% (90°C 처리)로 증가하 으며 산소함량은 49.3% (control)에서 47.0% (90°C 처리)로 감소

하 다. 한 증류수 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거 억새 내 회분 함량은 4.6% (control)에서 3.2% (90°C 처리)

로 차 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단당류 정량 분석 결과 무기성분 제거에 따른 시료의 당 

손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결정화 역 분석을 통해 셀룰로오스/헤미셀룰로오스 역의 구조 인 변형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무기성분 정량 결과 거 억새 내에는 칼륨(5,644 ppm), 인(3,995 ppm), 마그

네슘(1,403 ppm), 칼슘(711 ppm) 등이 상당량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량 분석을 통해 거 억새 내 무기

성분 함량이 감소할수록 최종 으로 생성되는 탄의 수율이 감소함을 확인하 다. 한 시료 내 무기성분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최 반응온도(TM)  최 분해율(VM)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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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ange of thermal decomposition feature of mis-

canthus (Miscanthus sacchariflorus) after removal of inorganic constituents using distilled water 

(D.I-w; 30, 60 and 90°C). The carbon content was increased whereas the oxygen content was 

decreased with the temperature of D.I-w treatment. Moreover, ash content was slightly decreased 

from 4.6% of control to 3.2% of 90°C D.I-w treated sample. Results of total monomeric sugar 

contents and X-ray diffraction (XRD) analysis showed that structural changes of cellulose/ 

hemicellulose regions did not occurr during D.I-w treatment. Results of inductively coupled 

plasma emission spectrometer (ICP-ES) showed that miscanthus has the largest amount of 

inorganic constituents such as potassium (5,644 ppm), phosphorus (3,995 ppm), magnesium (1,403 

ppm) and calcium (711 ppm).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confirmed that the yield of char 

slightly decreased whereas the yield of volatiles increased with increasing D.I-w treatment 

temperature. In addition, differential thermogravimetric analysis (DTGA) indicated that the 

maximum decomposition rate (VM) and temperature (TM) corresponding to VM were varied from 

0.82 %/°C, 360.60°C of control to 1.17 %/°C, 362.62°C of 90°C-D.I-w treated sample.

Keywords : M. sacchariflorus, Inorganic constituents, Demineralization, Distilled water, ICP-ES, 

TGA, DTGA

1. 서  론

최근 들어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

난화와 환경오염 등의 사회/환경  문제가 속히 

두되고 있다. 한 차 인 화석연료 고갈로 인

한 고유가 등의 문제로 인류는 미래의 삶을 할 

수 있게 해  친환경 체에 지에 한 심을 갖

게 되었다. 친환경/신재생에 지에 속하는 바이오

에 지는 태양에 지를 통해 얻어지는 생물자원, 농

림수산자원, 여러 유기 폐기물 등의 다양한 바이오

매스로부터 생산되는 에 지를 뜻한다(박 태, 2006). 

바이오에 지의 원료가 되는 바이오매스는  세계 

연간 생산량이 석유 체 매장량과 비등할 정도로 

풍부하며 변환 효율이 높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NOx, SOx 등의 환경 유해 물질을 발생시

키지 않기 때문에 차세  체에 지원으로 손꼽히

고 있다(Tan & Li, 2000). 이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수 십년 부터 바이오매스와 바

이오에 지에 한 연구를 지속 으로 수행해 왔으

며,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변환공정을 이용해 실제

로 바이오에 지를 생산하는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Wright, 2006).

바이오매스를 사용 가능한 형태인 바이오연료로 

변환하는 공정은 크게 생물화학  변환공정과 열화

학  변환공정으로 나  수 있다. 생물화학  변환

공정은 바이오매스를 구성하는 성분  루코오스

나 자일로스 등의 당을 선택 으로 이용하여 당화/

발효 공정을 통해 최종 으로 바이오에탄올이나 바

이오부탄올 등의 바이오연료를 얻는 공정을 의미한

다(Demirbas, 2005). 열화학변환 공정에는 가스화 

반응, 속열분해 반응, 탄화 반응 등이 있으며 각각 

반응온도와 최종 으로 생산되는 생성물에 차이가 

있다. 이  속열분해 반응은 약 450~500°C에서 

이루어지며, 작은 입자 상태의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없는 조건하에 매우 짧은 시간(2  이내) 동안 반응

시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냉각/ 기집

진 장치 등을 이용해 응축시켜 주요 생성물로 흑갈

색의 바이오오일을 얻는 공정을 뜻한다(Czern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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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water, 2004). 이러한 속열분해 공정은 공정

이 매우 단순할 뿐만 아니라 변환 수율이 높고, 원료

의 제한이 다는 장 이 있다. 근래에는 농업용 부

산물, 에 지 작물, 목질계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료가 속열분해 공정의 원료

로 사용되며 이러한 다양한 바이오매스에서 유래한 

바이오오일의 물리/화학  특성에 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Yaman, 2004).

최근 들어서는 비식용 작물이며 연간 생산량이 높

은 에 지 작물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

한 에 지 작물 에서도 억새는 C4 식물로써 질소 

이용 효율이 매우 높고 질소 무비재배가 가능한 식

물이다(문윤호 et al., 2010). 한 에 지 작물  

에 지 산출/투입 지수가 가장 높으며 수확 시 다른 

식물에 비해 수분 함량이 15% 정도 어 건조 비용

을 약할 수 있는 장 이 있다(Miguez et al., 

2008).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억새는 장/배출 탄

소 수지가 에 지 작물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생태계 교란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생태환경에 

유익한 향을 끼치는 작물로 알려져 있다(Bullard 

& Metcalfe, 2001). 농 진흥청에서 개발한 거 억

새의 경우 기존 억새에 비해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생장속도가 빨라 에 지 작물로써 활용이 유망할 것

으로 기 된다(Kim et al., 2013). 이러한 억새의 장

 때문에 속열분해 공정의 원료로서 억새를 이용

한 연구 사례가 일부 존재하지만 일반 인 목질계 

바이오매스와 비교했을 때 정 인 연구결과를 보

여주지는 못하 다(Heo et al., 2010). 이에 한 원

인은 억새의 화학  구조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

는데, 억새는 본성 식물로써 기존의 속열분해 

공정에 주로 사용되었던 목질계 바이오매스와 비교

했을 때 약 10~20배 높은 무기성분을 함유하고 있

다(Eom et al., 2011; Faix et al., 1989).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바이오매스 내에 존재하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성분은 속열분해 공정에

서 탄화 반응과 가스화 반응을 진시켜 바이오오일

의 수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om et al., 2011). 따라서 원료에 무기성분이 

다량 존재할 경우 속열분해 공정에서 바이오오일

의 수율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막힘 상(plugging) 

등의 문제를 일으켜 공정상에 부정 인 향을 끼치

게 된다(Green, 2004). 따라서 속열분해 공정 이

에 원료의 열분해  특성에 한 이해가 매우 

요하며, 열 량 분석(Thermogravimetric analysis), 

무기성분 분석(ICP-ES) 등을 통해 속열분해 공정

에서 무기성분들의 매 역할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매스 내에 존재하는 무기성분을 제거하는 

효과 인 방법에는 2M 염산(HCl)이나 3 wt% 불산

(HF) 등의 산용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Blasi et 

al., 2000; Das et al., 2004; Nowakowski & Jones, 

2008). 하지만 HCl의 경우 원료 내에 헤미셀룰로오

스 부분을 산가수분해시켜 약 20% 정도의 원료의 

손실을 래하며, HF의 경우 원료의 변형  손실

은 거의 없지만 경제 으로 효율 이지 못하다는 단

이 있다(Eom et al., 2011). 이에 따라 상 으로 

경제 이며 선행 연구에서도 무기성분 제거능이 입

증된 증류수를 사용하는 연구에 한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온도의 증류수(30, 

60, 90°C)를 이용하여 무기성분 제거 효율을 조사하

으며 다양한 화학  열  분석법을 사용하여 무기

성분이 거 억새의 열분해 과정에 미치는 매  역

할을 조사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연구에서는 라남도 무안에 치한 농 진흥

청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 지 작물센터에서 개

발한 거 억새 기(M. sacchariflorus)를 공시재료

로 사용하 다. 거 억새는 함수율 10% 내외로 기

건하 으며 분쇄기를 이용해 입자크기 0.5 mm 이하

로 분쇄된 분말만을 사용하 다. 

 

2.2. 증류수 처리

거 억새 내 다량 존재하는 무기성분 제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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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억새를 증류수(1:10 w/w)와 함께 30, 60, 90°C 

조건에서 2 h 동안 교반하 다(Blasi et al., 2000). 

교반 후 각 시료는 동결건조를 통해 수분을 제거하

다. 

2.3. 화학적 특성 변화

2.3.1. 화학조성 및 원소조성

시료의 화학조성과 원소조성 변화를 알아보고자 

각 시료의 추출물, 홀로셀룰로오스(셀룰로오스와 헤

미셀룰로오스)(Wise, 1946), 리그닌(TAPPI method 

(T222 om-88)), 회분 함량과 원소 분석을 실시하

다. 반복수는 3번이었으며 평균값을 계산하여 제시

하 다. 한 거 억새 내의 홀로셀룰로오스를 구성

하고 있는 주요 단당류 성분(Arabinose, Galactose, 

Glucose, Xylose, Mannose) 분석을 하여 액체 크

로마토그래피 분석법을 실시하 다. 리그닌 정량 과

정에서 제조한 황산가수분해액을 사용하 으며 증

류수를 첨가해 60배 희석한 후 내부표 법(내부표

물질 : 2-Deoxy-galactose)과 외부표 법에 의거

하여 주요 단당류를 정량하 다. 분석기기로는 국립

산림과학원의 CarboPac PA1 Column이 장착된 HPLC 

(ICS-3000, Dionex, USA)를 이용하 으며 분석용

매로 3 mM NaOH를 1mL/min로 하여 Electrochem-

ical detector를 이용해 분석하 다. 거 억새를 구

성하는 탄소, 수소, 질소, 황, 산소의 상 인 질량

비를 측정하고자 US/CHNS-932 (LECO Corp., USA)

를 이용하 으며 이  산소의 함량은 체 백분율을 

기 으로 탄소, 수소, 질소, 황, 회분 함량의 차를 이

용해 계산하 다. 

2.3.2. 무기성분

거 억새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무기성분(Al, Ca, 

Cu, Fe, K, Mg, Na, P, Si, Zn)의 정량과 증류수 처

리에 따른 각각의 무기성분 제거 효율 평가를 해 

유도 결합 라즈마 발 도 분석(ICP-ES)을 사용

하 다. 각 시료는 질산, 염산, 과산화수소(8:1:1 

v/v) 처리 하에 microwave (Multiwave 3000, Anton 

Paar, Austria)를 사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 으며 

처리 후 잔존하는 무기성분을 증류수로 50배 희석하

여 서울 학교 농업생명과학 공동기기원의 ICPS- 

1000IV instrument (Shimadzu, Japan)를 이용해 

분석하 다. 

2.3.3. 결정화도(Cristallinity)

증류수 처리에 따른 거 억새의 결정화도 변화를 

찰하기 해 서울 학교 농업생명과학 공동기기

원의 Powder X-ray Diffractometry (Bruker D5005, 

Germany)를 사용하 다. 분석은 2 θ = 10° - 30°에

서 이루어졌으며 분석조건으로는 40 kV, 40 mA, 

scanning speed = 0.1 °/min을 용하 다.

2.3.4. 열중량 분석

거 억새 내 존재하는 무기성분 함량에 따른 열분

해 특성 변화를 찰하고자 열 량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기기로는 서울 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

원의 Q-5000 IR 기기(TA instruments, USA)를 이

용하 다. 열 량 분석은 비활성 가스인 N2 하에 승

온속도 10, 20, 50, 100 °C/min 조건으로 진행하

으며, 측정범 는 40~800°C로 설정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화학적 특성 변화

3.1.1. 화학조성 및 원소조성

30, 60, 90°C 증류수를 이용하여 처리한 시료의 원

소조성과 화학조성을 분석하여 Table 1에 나타냈다. 

증류수를 처리한 후 각 시료의 상 인 원소조성과 

화학조성은 처리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

냈다. 회분 제거 효율을 살펴보면 거 억새의 약 

4.6% 가량 존재하던 회분은 증류수 처리온도가 증

가할수록 차 으로 감소하 으며, 90°C 조건에서

는 3.2%까지 감소하 다. 과거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시 나무 목분을 90°C 증류수로 처리한 경우 약 

28.5%의 회분 제거 효율을 나타냈다(Eom et al., 

2011). 본 연구에서 시료로 사용한 거 억새도 동일

한 조건에서 약 30% 가량의 회분이 감소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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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l composition (wt%) Extractives
(wt%)

Holocellulose
(wt%)**

Lignin
(wt%)**

Ash
(wt%)C H N S O*

Control 44.0 6.0 0.6 0.1 44.7 5.7 ± 0.2 72.1 ± 0.0 24.9 ± 0.3 4.6 ± 0.1

30°C 45.6 5.9 0.7 0.1 44.1 3.5 ± 0.2 74.5 ± 0.6 22.7 ± 0.1 3.6 ± 0.1

60°C 46.0 5.8 0.7 0.0 44.1 1.5 ± 0.1 75.6 ± 0.1 23.0 ± 0.1 3.4 ± 0.0

90°C 46.2 6.0 0.7 0.0 43.9 0.2 ± 0.1 75.9 ± 0.2 23.2 ± 0.1 3.2 ± 0.0

* Oxygen content = 100 - (carbon + hydrogen + nitrogen + sulfur + ash contents)
** Calculation based on the weight of extractive-free samples

Table 1. Elemental and chemical composition in demineralized samples.

Monomeric sugar (mg/g)
Total sugar (wt%)

Arabinose Galactose Glucose Xylose Mannose

Control 22.8 ± 0.3 nd 425.1 ± 6.7 195.5 ± 2.5 nd 64.3 ± 1.0

30°C 23.5 ± 0.7 nd 428.2 ± 9.7 194.6 ± 0.0 nd 64.6 ± 0.9

60°C 21.4 ± 0.5 nd 422.6 ± 6.2 191.2 ± 9.2 nd 63.5 ± 1.6

90°C 23.0 ± 0.0 nd 419.2 ± 4.9 198.1 ± 1.2 nd 64.0 ± 0.4

Table 2. Monomeric sugars contents in demineralized samples

보아 증류수가 일정량의 무기성분 제거에 효과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소조성 결과를 살펴보면 증류수 처리 온도가 증

가할수록 시료의 탄소함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수소와 질소, 황의 함량 변화는 거의 없

었으며 산소는 증류수 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

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높은 증류수 처리온도에

서는 거 억새 내에 일정량의 무기성분이 제거되기 

때문에 상 으로 유기물의 함량은 증가하기 때문

이다. 증류수 처리 온도에 따른 추출물의 함량 변화

를 살펴보면 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냈다. 이는 무기성분 제거 과정  높은 온도

의 증류수에 의해 추출물 한 일정량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거 억새의 주요 구성성분인 홀로셀룰로

오스와 리그닌 함량은 증류수 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차 으로 변화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이는 증류수 처리 과정  거 억새에 존재하는 무

기성분과 추출물이 일정 부분 제거됨에 따라 홀로셀

룰로오스와 리그닌의 상 인 함량이 변화한 것으

로 단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무기성분 제거 방법에 따라 바

이오매스 내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를 구성

하고 있는 주요 단당류의 함량이 크게 변화함과 동

시에 원료의 손실을 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Eom 

et al., 2011).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하고자 Klason 

lignin 정량법에서 생성된 황산가수분해액을 사용해 

증류수 처리 온도 별로 거 억새의 셀룰로오스와 헤

미세룰로오스를 구성하는 주요 다섯 가지의 단당류

(Arabinose, Glucose, Galactose, Mannose, Xylose)

를 정량하 다(Table 2). 분석 결과 Galactose와 

Mannose를 제외한 총 3가지의 단당류가 검출되었

다.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증류수 처리에 따

른 주요 단당류의 총 함량변화는 2% 내로 통계 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마

찬가지로 증류수 처리 과정  거 억새 내 셀룰로

오스나 헤미셀룰로오스의 분해는 거의 일어나지 않

는다는 것을 검증해 주는 결과이다(Eom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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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 Ca Cu Fe K Mg Na Zn P Si

Control 98.7 711.0 3.6 336.9 5643.8 1403.1 151.9 34.7 3995.2 476.1 

30°C 102.2 678.8 2.7 295.6 2699.4 1077.2 123.6 39.2 2214.5 498.0 

60°C 105.4 702.1 3.3 287.8 2256.1 1028.9 103.4 40.8 2042.0 421.6 

90°C 103.9 611.1 2.2 179.7 2192.5 1140.2 96.3 34.1 2359.5 446.3 

Table 3. Inorganic contents (ppm) in demineralized samples

3.1.2. 무기성분

일반 으로 바이오매스 내 무기성분은 바이오매

스 구성성분(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과 물리/화학 으로 결합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Sluiter et al., 2008; Wolf et al., 

2005). 거 억새 내 주요 10가지 무기성분(Al, Ca, 

Cu, Fe, K, Mg, Na, P, Si, Zn)의 함량을 조사하기 

해 유도 결합 라즈마 발 도기 ICP-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Emission Spectrome-

ter)를 사용하 으며 결과는 Table 3에 나타냈다. 

분석 결과 거 억새 내에는 칼륨, 인, 마그네슘, 칼

슘 순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다년생 식물인 억새에서 특징 으로 찰되는 인과 

규소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와 비교했을 때 거 억새

에 약 33배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Beale & Long, 1997; Woli et al., 2011). 

증류수 처리 온도에 따른 각 무기성분의 제거 효

율을 살펴보면 증류수 처리 후 시료 내 잔존하는 무

기성분이 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

히 칼륨과 인의 경우 30°C 처리 조건에서도 약 50%

정도가 제거되는 결과를 보 으며 처리 온도가 증가

할수록 제거 효율 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과거 선행연구에 의하면 바이오매스 내 칼륨은 속

열분해 시 탄 형성 반응에 매  역할을 해 결과

으로 바이오오일의 수율을 감시키는 물질로 알려

져 있다(Agblevor et al., 1995). 따라서 증류수 처리

를 통해 거 억새 내 칼륨 함량을 인다면 속열

분해 시 바이오오일 수율을 일정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에도 칼슘, 철, 마그네

슘, 나트륨 등의 무기성분이 증류수 처리 온도가 증

가할수록 더 많이 제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4. Crystallinity index of demineralized 

samples

 Control 30°C 60°C 90°C

Crystallinity index (%) 31.7 31.6 31.3 33.9 

3.1.3. 결정화도(Cristallinity)

증류수 처리에 따른 거 억새 내 셀룰로오스 결정

역의 변화 정도를 조사하기 해 시료의 결정화도

를 측정하여 Table 4에 제시하 다. 선행연구에 의

하면 바이오매스의 무기성분을 제거하는 방법  

2M 염산용액(HCl)을 이용했을 경우 거의 부분의 

무기성분을 제거하는 효과를 보 지만 이와 더불어 

헤미셀룰로오스와 셀룰로오스 일부 역이 산가수

분해되어 원료의 손실  시료의 구조 인 변화(결

정화도)를 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om et al., 

2011).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처리 온도에 따른 거 억새의 결정화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90°C 이하의 증류수로 

처리한 거 억새는 셀룰로오스와 헤미세룰로오스 

비결정 역의 분해 등으로 인한 결정화 역의 구조

인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3.2. 열분해 특성 분석

3.2.1.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일정 온도의 증류수로 처리한 거 억새 시료의 열

량 분석(Thermogravimetric analysis) 결과를 Table 

5에 나타냈다. 열 량 곡선(Thermogravimetric curve)

을 통해 조사된 각 시료의 최종 온도(800°C)에서의 

탄과 휘발성 가스의 상 인 수율 차이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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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eld (wt%)  Max. degradation rate
(wt%/°C)

Temperature at max.deg.rate
(°C)Volatiles Char

Control 85.44 14.56 0.82 340.60

30°C 86.51 13.49 0.85 346.02

60°C 87.09 12.91 0.91 356.27

90°C 87.78 12.22 1.17 362.62

Table 5. Pyrolysis properties of demineralized samples by TG and DTG in N2 at heating rate of

10 °C/min

높은 증류수에서 처리된 거 억새일수록 탄 수율은 

14.56% (Control)에서 12.22% (90°C 처리)로 차

으로 감소하 으며 이에 따라 휘발성 가스의 수율

은 85.44% (Control)에서 87.78% (90°C 처리)로 증

가하 다. 여기서 휘발성 가스는 속열분해 시 바

이오오일로 회수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응

축되지 않아 기체상으로 소모되는 비응축성 가스

(CO, CO2, H2, CH4 등)를 통합 으로 의미한다

(Okumura & Okazaki, 2009). Szabó 등(1996)은 무

기성분을 많이 함유한 시료일수록 열분해 시 높은 

수율의 탄 형성을 진시키며 상 으로 휘발성 가

스의 수율은 감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Szabó 

et al., 1996). 본 연구에서도 무기성분을 많이 함유

한 시료(control)일수록 열분해 시 탄형성이 진되

고 휘발성 가스 수율은 감소하는 등 선행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2.2. Differential Thermogravimetric Analysis 

(DTGA)

선행연구에 의하면 바이오매스 내 무기성분은 

속열분해 시 가스화반응과 탄 형성 반응 등의 반응

기내 2차 반응을 진시켜 바이오오일의 수율을 

감시킨다고 알려져 있다(Fahmi et al., 2007; Kawa-

moto et al., 2008; Manya et al., 2003). 한 이러

한 무기성분은 막힘 상(plugging) 등을 일으켜 공

정상에 매우 안 좋은 향을 끼치는 성분이다(Green, 

2004). 특히 거 억새의 경우 일반 목질계 바이오매

스와 비교했을 때 약 10배 이상의 무기성분을 함유

하고 있기 때문에 거 억새 내 무기성분이 열분해 

특성변화에 미치는 매  역할을 심도 있게 구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시료별 

량 변화를 연속 으로 측정하는 감량곡선(Differen-

tial Thermogravimetric)을 이용하여 이를 확인하고

자 하 다(Fig. 1). 100°C까지는 거 억새내의 수분

이 증발되며 생기는 량변화임을 확인할 수 있다

(Kim et al., 2011). 이후 300°C 부근에서의 변곡

과 340~360°C 부근의 극 을 찰할 수 있었다. 일

반 으로 300°C 부근에서 찰되는 변곡 은 바이

오매스의 헤미셀룰로오스 역이 분해되며 생기는 

량 변화이며 340~360°C 부근의 극 은 셀룰로오

스의 분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Yang et al., 2007).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

든 시료에서 300°C 부근의 변곡  찰할 수 있었으

며 이를 통해 증류수 처리가 헤미셀룰로오스 분해에 

큰 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높은 온도의 증류수에서 처리한 거

억새일수록 최 분해온도(Temperature at max-

imum degradation rate = TM, °C)가 차 으로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거 억새(cont-

rol)의 경우 최 분해온도(TM)가 340.60°C에 머물

던 반면 90°C의 증류수로 처리한 시료의 경우 최

분해온도(TM)가 362.62°C로 약 22°C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활성 열분해 구간(Active py-

rolysis region, 100°C ~ TM)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

료 내 증류수 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열분해 구간

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Hodgson et al., 

2010). 이는 시료 내 무기성분의 함량이 감소할수록 

열 으로 안정화 되는 것을 의미하며 바이오매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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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TG curves of demineralized samples 

in N2 at heating rate of 10 °C/min.

Fig. 2. DTG curves of control and 90°C-dem-

ineralized sample in N2 at heating rate 

of 100 °C/min.

무기성분이 열분해 시 매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 으로 의미한다(Kim et al., 2011). 한 최

분해율(Maximum degradation rate at TM = VM, 

wt%/°C)도 control의 경우 0.82 wt%/°C 반면 증류

수 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차 으로 증가하여 

90°C에서 처리한 시료의 경우 1.17 wt%/°C로 con-

trol에 비해 약 42.7% 가량 증가한 값을 나타냈다. 

이는 앞선 Table 4에서 살펴보았듯이 거 억새의 무

기성분이 제거될수록 휘발성 가스로 분해 가능한 유

기물(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의 상

인 함량이 증가하게 됨으로 열에 지에 의해 분해 

될 수 있는 유기물 함량이 상 으로 많아지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2.3. 높은 승온속도에서의 열분해 특성 관찰

일반 으로 속열분해 공정에서 바이오매스가 열

에 의해 분해되는 시간은 1~2 이며 이때의 반응온

도는 500°C 내외이다. 즉 외부 열에 지에 의해 바

이오매스에 순간 으로 가해지는 승온온도는 250~ 

500 °C/s (15,000~30,000 °C/min) 정도로 매우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과거 선행연구에 의하면 

승온온도에 따라서 바이오매스의 열분해 특성이 달

라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Williams & Besler,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ntrol과 무기성분이 

가장 많이 제거된 90°C 처리 시료를 기존 열 량 분

석에 통용되는 조건인 10 °C/min외에도 20, 50, 100 

°C/min에서 TGA  DTGA 분석을 추가 으로 실시

하 으며 이때의 열분해 특성 변화를 찰하 다

(Table 6). 한 표 으로 승온온도 100 °C/min 

조건에서의 열 량곡선과 감량곡선을 Fig. 2에 도시

하 다. 먼  Table 6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승온속

도가 증가할수록 두 시료(control, 90°C 처리) 모두 

TM이 차 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에 최  분해율을 나타내는 VM은 승온속도 증가에 

따라 두 시료 모두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특

히 두 시료에서의 TM의 증가는 활성 열분해 구간

(Active pyrolysis region)이 증가함을 의미하며 높

은 승온속도에서 시료가 상 으로 열에 안정해짐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최종 온도(800°C)에서 

생성된 탄 수율의 경우 승온속도가 증가할수록 con-

trol은 14.56% (10 °C/min)에서 19.29% (100 

°C/min)로 차 으로 증가한 반면 90°C에서 처리

한 시료는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바이오매스 내 무기성분이 

많이 존재할수록 탄생성이 진되며, 승온속도가 빠

를수록 이러한 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거 억새 내 존재하는 무기성분이 

열분해 시 미치는 매  역할을 구명하기 해 30, 

60, 90°C의 증류수를 이용해 일정량의 무기성분을 



김재 ⋅오신 ⋅황혜원⋅문윤호⋅최 원

－ 284 －

Heating rate
(°C/min)

Yield (wt%)  Max. degradation rate 
(wt%/°C)

Temperature at max. deg. rate 
(°C)Volatiles Char

10
Control 85.44 14.56 0.82 340.60

90°C 87.78 12.22 1.17 362.62

20
Control 82.32 17.68 0.84 353.12

90°C 87.81 12.19 1.11 378.29

50
Control 80.79 19.21 0.76 367.47

90°C 87.76 12.24 0.99 392.45

100
Control 80.71 19.29 0.75 377.73

90°C 87.88 12.12 0.95 402.73

Table 6. Pyrolysis properties of control and 90°C-demineralized sample by TG and DTG in N2 at 

heating rate of 10, 20, 50, 100 °C/min

제거하 으며, 이에 따른 화학조성  열분해 특성 

변화를 조사하 다. 거 억새의 무기성분 제거 효율

은 90°C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때에 기 회분 함량

(4.6 wt%) 비 약 30%가량이 감소한 3.2 wt%가 거

억새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소조성

과 화학조성 분석을 통해 무기성분이 제거됨에 따라 

시료의 단 질량당 차지하는 유기물의 상  함량

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 추출물, 홀로셀룰로

오스, 리그닌의 상 인 함량이 변화하는 것을 

찰하 다. 바이오매스 주요 구성당 분석과 XRD 분

석을 통해서는 90°C 이하의 증류수 처리 조건에서는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의 분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거 억새 내 존재하는 무기성

분의 종류로는 칼륨, 인, 마그네슘, 칼슘 순으로 많

았으며 증류수 처리 과정 에는 칼륨과 인이 가장 

많이 제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 억새의 열분

해 특성 분석 결과 거 억새 내 무기성분은 활성 열

분해 구간을 좁  시료를 열 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만드는 매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시료 내 무기성분 함량이 을수록 모든 승온속

도(10, 20, 50, 100 °C/min) 조건에서 탄수율은 감소

하 으며 상 으로 휘발성 기체의 수율은 증가하

는 경향을 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거 억

새 내 무기성분 제거를 통해 속열분해 공정에서 

바이오오일의 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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