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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는 우리 인류가 에너지 위기, 온실가스에 의

한 지구온난화 및 화석연료의 고갈이라는 문제에 직

면하면서, 재생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인 바이오매

스 (Biomass) 사용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

존에 주로 이용하던 화석연료를 바이오매스로 전환

하는 것은 온실가스 발생량의 감소로 이어져 지구온

난화의 진행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되

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

할당제도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도

입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는 유연탄 외에

바이오매스, RDF, 폐목재류 등을 연료로 사용할 계

획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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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densing species behaviour downstream of a combustor was discussed with particle size distribution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operating conditions in a biomass combustion facility, i.e. concentration of condensing

species, temperature gradient, residence time and injection of adsorbents, on particle size distribution were

investigated. 

Pyroligneous liquid which was completely vaporized at the temperature higher than 350�C was used as a

representative of condensing gaseous species. We found that particle size downstream of a combustor increased

with increasing heating temperature (i.e. concentration of condensing species) and residence time. However,

temperature gradient was not an important factor to control the particle size. The addition of SiO2 precursor as an

adsorbent could effectively prevent the particle formation by adsorbing condensing gaseous species on SiO2

particles, and increased the particle size up to 300 nm, resulting in increasing particle removal efficiency in a

conventional air pollution control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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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중에서도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국내 잠재량이 가장 풍부한

에너지원 중의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Park et al.,

2009). 현재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공정이 바이오매스 탄화공정이다. 참나무류, 소

나무류 등의 천연목재가 400~700�C의 온도 역에

서 열분해 및 탄화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응축성 물

질이 발생되고, 이들이 응축되어져 훈취가 매우 강한

목초액 (pyroligneous liquid)이 생성되어진다. 목초액

은 pH가 2~3이고, 80~90%의 수분과 유기산류, 페

놀류, 카르보닐 화합물류, 알코올류, 알데히드류 등

약 200~250여 종의 유기화합물과 다수의 미네랄 성

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Lee et al., 2011; Kim et al.,

2005). 그러나 이러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기오염물

질에는 먼지뿐만 아니라 산성 및 중금속 등의 응축

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Saixiyaletu et al.,

2013). 따라서 이러한 물질들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고 후속공정으로 유입될 경우 시스템 내부를 부식

시키거나, 열회수장치 등의 벽면에 부착되어 파울링

(fouling)을 발생시켜 시스템 내부의 열효율을 저하

시킬 뿐만 아니라, 집진장치 등에 압력손실을 증가시

켜 시스템 운전에 악 향을 미치게 된다 (Subbbarao

et al., 2011; Abd-Elhady et al., 2009). 이를 집진장치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기집진기에는

응축성 물질이 집진판에 부착되어 코로나 전류를 낮

춰 집진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며, 여과집진장치에는

응축성 물질이 여과백에 부착되어 탈진효율을 떨어

뜨리게 만든다. 그러므로 응축성 물질의 거동을 파악

하는 것은 향후 조성변화가 예견되는 배기가스를 적

절히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오염물질을 제거하고자 일반적으로 응축기가 사용되

어지고 있으나, 응축성 물질의 거동에 한 연구는 활

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관련 연구로써 바이오매스의 탄화공정에서 발생되는

목초액은 아니지만,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고 판단되

어지는 가소제인 DOP (Di-Octlyl Phthalate, C24H38O4)

가스에 한 입자로의 생성 및 성장 메카니즘을 ther-

mal diffusion cloud chamber를 이용하여 규명한 연구

가 있다 (Smolik and Vitovec, 1989; Okuyama et al.,

1988). 또한 국내에서는 DOP 가스의 액적형성에 미

치는 온도경사 및 체류시간의 향에 하여 연구되

어진 바 있다(Lee and Park, 2010). 이 외에 연소공정

에서 발생되는 중금속 물질인 카드뮴을 제거하기 위

하여 나노구조의 흡착제 (MMT: montmorillonite) 및

액상 전구물질 (TMDS: Tetra Methyl Di-Siloxane)을

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 흡착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

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Lee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참나무류 등의 바이오매스 탄화공

정 시 발생되는 목초액을 표적인 응축성 가스상

물질로 삼아, 이들이 액상으로 주입되어 후단의 환경

조건 (가열온도, 온도경사, 체류시간) 변화에 따라 어

떠한 거동을 보이는지를 입경분포 변화로 살펴보았

다. 또한 입자의 생성, 성장 및 흡착 메카니즘을 응용

하여 응축성 가스상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액상

실리카 전구물질을 도입하 으며, 그 제거특성을 고

찰하 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응축성 물질의 발생원으로 참나무

의 탄화공정에서 추출된 목초액을 사용하 다. 사용

한 목초액의 물리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

이, 비중 1.02, 표면장력 0.043 N/m, 굴절율 1.346, 점

도 1.5×10-3 Pa∙s, pH 4.1, 끓는점 133.9�C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매스의 탄화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응축성

물질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장치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응축성 물질을 발

생시키기 위하여 Atomizer (Model 4820, HCT Co.

LTD.)가 사용되어졌다. 

Atomizer에 약 30 mL의 액상 목초액을 주입하고

압축공기를 공급하면 목초액 액적이 발생되고 (목초

액의 공급량: 약 108.8 mg/min), 이들이 후단의 튜브

형 반응로에서 휘발되어 응축성 가스상 물질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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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used pyroligneous liquid.

Measured value Remark

Specific gravity [-] 1.02 KS M 0004: 1997
Surface tension [N/m] 0.043 KS M 1071-4: 2007
Refractive index [-] 1.346 KS M 0005: 1997
Viscosity [Pa∙s] 1.5×10-3 KS M 0531: 2011
pH [-] 4.1 KS M 0011: 2008
Boiling point [�C] 133.9 KS M 1071-2: 2007



되게 된다. 바이오매스의 탄화공정에는 일반적으로

공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향후 바이오매스의 연소효

과를 고려하여 공기를 유체로 사용하 다. 반응로 가

동온도에 따른 응축성 가스상 물질의 휘발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실온에서부터 800�C까지 변화시켰으

며, 반응로 후단부에서 온도경사의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냉각기 (MRC-1011DSB)를 설치하여 온도를

0~30�C (dT/dx==-15.79~-15.00�C/cm)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체류시간에 의한 향을 파

악하기 위하여 출구덕트 (원통관)의 길이조절이 가능

하도록 구성하 다. 응축성 가스상 물질의 입자화에

미치는 온도경사 및 체류시간의 향은 DMA (Differ-

ential Mobility Analyzer)와 CPC (Condensation Parti-

cle Counter)로 구성된 SMPS (Scanning Mobility Parti-

cle Sizer, TSI Inc., Model: 3936L-75N (DMA 3081,

CPC 3775))를 이용하여 입경분포를 측정하여 파악하

다. SMPS를 이용하여 응축된 액적의 입경분포를

측정할 때는 Diffusion dryer로 먼저 수분을 제거하

으며, 액적의 개수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측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희석기 (DI-120, HCT Co.

LTD.)로 100배 희석하여 입경분포를 측정하 다. 또

한 측정의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측정은 3

회 이상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사용된 액체상 흡착제 TMDS (Sigma

aldrich, 98% 이상)는 일정온도로 유지된 임핀저에서

50 mL/min의 질소가스 (N2)로 Bubbling하여 주입 (주

입량: 47.61 mg/min)하 으며, 응축성물질의 전구물질

(목초액)과 함께 고온반응로 (실온~800�C)를 통과하

게 된다. TMDS의 주입에 따른 응축성물질의 입경분

포 변화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TMDS 공급량 (가열

판의 온도), 온도경사 및 체류시간 (출구덕트의 길이

조절) 등을 변화시켰다. 

3. 결과 및 고찰

3. 1 응축성 물질의 거동

3. 1. 1  응축성 물질의 휘발량에 따른 하류부에서의

입자생성 특성

그림 2는 반응로의 가동온도를 실온~800�C의 범

위로 변화시키면서 응축성 가스상물질의 거동 특성

을 나타낸 것이다. 반응로 후단으로부터 0.38 m 떨어

진 지점 (실온기준의 체류시간: 0.35초)에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경분포를 측정한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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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setup to clarify the behaviour of condensing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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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희석배수 100배, 이하 모두 동일 적용). 반응로의

가동온도가 100�C와 200�C의 경우에는 총입자개수

농도가 약 6×105 #/cm3를 나타내고 있으나, 가동온

도 350~600�C에서는 총입자개수농도가 약 3×106

#/cm3로 약 5배의 액적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반응로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Atomizer에서

발생된 목초액 액적이 잘 휘발되어 응축성 가스상

분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후단에서 입자의 생성 및

성장 메커니즘에 의해 많은 수의 입자가 생성되었음

을 알 수 있다. 350�C 이상에서는 입경분포상의 차이

가 미미한 것으로 보아, 350�C에서 목초액 액적이

부분 휘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초액의 가열온도가 100�C에는 기하평균입경이

159 nm, 200�C에는 155 nm을 나타내었으나, 350~

600�C 범위에서는 기하평균입경이 약 110~123 nm

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낮은 온도에서는 액적으로

존재하던 것들이 높은 온도에서는 휘발되어 가스상

으로 전환된 후, 핵생성, 응축, 응집에 의해 작은 입자

들이 많이 생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온도별 총부피농도로 살펴본 결과, 발생된 응축성

물질의 총부피농도 (2.7×1012 nm3/cm3)보다 높은 총

부피농도 (5.4×1012 nm3/cm3)를 가진 응축성 물질이

350�C 이상의 온도에서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SMPS의 측정범위보다 큰 입자들이 휘발되어 입자

의 생성에 관여하 음을 의미한다. 또한 800�C에서

는 입경분포가 오히려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

으나, 이는 응축성 가스상 물질이 너무 고온이 되면

고온 분해되어 입자로 형성되는 것이 지연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바이오매스의 탄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응축성 가스상 물질의 모사시스

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약 350�C 이상의 가열장치

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3. 1. 2  반응로 후단의 온도경사에 따른 응축성

물질의 거동

반응로에서 휘발되는 응축성 물질의 양을 일정하

게 유지하기 위하여 반응로의 온도를 600�C로 고정

하 으며, 반응로 후단의 냉각기 온도를 0�C, 10�C,

20�C, 30�C로 변화시킴에 따른 온도경사 (dT/dx==

-15.79~-15.00�C/cm)가 응축성 물질의 입경분포

변화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그림 3에 측정결

과를 나타내었으며, 비교를 위해 반응로 전단부와 냉

각기 미가동 상태에서 측정한 입경분포 결과도 함께

나타내었다. 

냉각기의 온도를 30�C에서 0�C로 변화시켰을 때,

기하평균입경은 141.13~136.40 nm 범위로써 입경변

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입자개수농도

는 3.09×106 #/cm3에서 2.96×106 #/cm3범위로써 커

다란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냉각기의 냉

각온도를 0~30�C로 변화시키더라도 이 온도경사

범위에서는 입경분포의 변화(기하평균입경과 총입자

개수농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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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heating temperature in a tubular reactor
on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condensing species
(Residence time: 0.35 s, Tf==room temperature~~
800��C, Tc==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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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temperature gradient downstream of a
tubular furnace on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con-
densing species (Residence time: 0.35 s, Tf==600��C,
Tc==0~~3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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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따른 기하평균입경의 변화로 볼 때, 냉각기 미

가동 상태에서 측정한 기하평균입경 119.71 nm보다

는 약 14~18% 정도 증가하기는 했으나, 투입되는

에너지에 비해 입자크기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한 경

향을 나타내었으며 (Lee and Park, 2010), 겨울철과 여

름철의 외기온도를 토 로 쉽게 냉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본 연구의 냉각범위 내에서는 온도경사의 효

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냉각을

통한 응축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온도경사를 아주

높게 유지 (상당히 높은 에너지를 투입)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되어진다.

3. 1. 3  반응로 후단에서의 체류시간에 따른

응축성 물질의 거동

체류시간에 따른 응축성 가스상 물질의 거동특성

을 살펴보기 위하여 응축성 가스상 물질의 발생량과

온도경사를 일정하게 유지한 후, 반응로 후단 덕트의

길이를 조절하여 체류시간을 변화시켰다. 본 연구에

서는 공정 내의 유량조절에 의한 방법이 체류시간의

향을 충분히 반 할 수 없다는 Lee and Park (2010)

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반응로 후단 덕트 길이를

변화시켜 체류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따라서 Atomizer의 유량과 반응로의 가동온도를 일

정하게 유지하여 응축성 물질의 발생량을 약 108.8

mg/min로 하 으며, 냉각기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

서 튜브의 길이를 조절하여 5개의 지점(반응로 전단,

반응로 후단으로부터 0.38 m (0.35 s), 1 m (0.68 s), 2 m

(1.23 s), 3 m (1.78 s) 떨어진 지점)에서 각각 입경분포

를 측정하 다. 그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응축

성 물질이 휘발되어진 후에는 입경분포 변화에 커다

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류부로 갈수록

(체류시간이 증가할수록) 액적의 기하평균입경이

119.71 nm (체류시간: 0.35 s)에서 139.86 nm (체류시

간: 1.78 s)로 다소 증가하며, 총입자개수농도는 2.80

×106 #/cm3에서 2.29×106 #/cm3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로 후단에서부터의 체류시간이

약 2초 이하로써 입자가 크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지

만, 온도경사에 의한 향보다는 크게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Lee and Park (2010)의 연구에서는

DOP 입자가 두 배 정도의 크기로 성장하는 데 10초

라는 체류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면 응축성 가스상 물질로부터 전환

되는 입자의 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3. 2 흡착제 주입에 따른 응축성 물질 거동

3. 2. 1  흡착제의 주입량 (가열판의 가열온도)에 따른

흡착제 발생특성

그림 5는 Atomizer에 목초액을 주입하지 않고 반

응로의 가동온도는 600�C로 유지하 으며, TMDS의

주입조건 (N2 가스 유량: 50 mL/min, 가열판의 온도:

실온~65�C)에 따른 액체상 흡착제의 입경분포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반응로 후단으로부터 0.38m 떨어

진 지점 (체류시간: 0.35초)에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경분포를 측정한 결과이다. 가열온

도를 실온에서 65�C로 증가시킴에 따라 실온에서의

기하평균입경 120.15 nm, 총입자개수농도 약 5.29×

105 #/cm3에서 점차 증가하여 65�C의 경우에는 기하

평균입경 146.68 nm, 총입자개수농도 약 4.48×106

#/cm3로써, 기하평균입경은 약 22%, 총입자개수농도

는 약 8.5배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열판

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임핀저에서 TMDS가 액적

또는 가스상으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후단에서 입

자의 생성 및 성장 메커니즘에 의해 많은 수의 입자

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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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residence time downstream of a tubular
reactor on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condensing
species (Residence time: 0.35~~1.78 s, Tf==600��C,
Tc==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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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2  흡착제 주입에 따른 응축성 물질의 배출특성

그림 6은 반응로의 온도를 600�C로 일정하게 유

지하고, TMDS 주입을 위한 가열온도를 실온 (18�C)

에서 65�C로 변화시키면서 응축성 가스상 물질의 흡

착 거동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입경분포는 반응로 후

단으로부터 0.38 m 떨어진 지점 (체류시간: 0.35초)에

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측정하 다. 비교

를 위해 TMDS를 주입하지 않고 실온인 상태에서

측정한 입경분포 결과도 함께 나타내었다. 가열판의

온도가 실온(18�C)에서는 기하평균입경이 141.72 nm,

총입자개수농도가 4.36×106 #/cm3를 나타내고 있으

나, 65�C에서는 기하평균입경 285.69 nm, 총입자개수

농도가 약 7.29×106 #/cm3로서 약 102%, 약 6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MDS를 주입하지

않았을 때의 기하평균입경 103.47 nm, 총입자개수농

도 약 3.09×106 #/cm3에 비해 약 176%, 약 136%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열온도가 높아짐

에 따라 임핀저에서 발생된 TMDS 분자들이 증가하

여 Atomizer에서 발생된 목초액 액적과의 반응이 활

발히 이루어져, 후단에서 입자의 생성 및 성장 메커

니즘에 의해 많은 수의 입자가 생성되고 성장하 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MDS의 물리화학적 특성상

끓는점이 약 70�C로써 그 이상으로 가열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3. 2. 3  흡착제 주입과 냉각에 따른 응축성 물질의

배출특성

흡착제 주입에 의한 응축성 물질의 흡착 시, 반응로

후단의 냉각 (온도경사)에 의한 제거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임핀저 온도를 40�C, 반응로의 온도를 600�C

로 고정하 으며 반응로 후단의 냉각온도는 0�C,

10�C, 20�C, 30�C로 변화시켰다. 그림 7에 측정결과

를 나타내었으며, 비교를 위해 TMDS를 주입하지 않

고 반응로 온도를 실온으로 유지하 을 때의 입경분

포 결과도 함께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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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heating temperature of an impinger on
particle size distribution by TMDS injection (Resi-
dence time: 0.35 s, Tf==600��C, Tc==room tempera-
ture, TI==room temperature~~6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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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TMDS supplying amount on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condensing species (Residence time:
0.35 s, Tf==600��C, Tc==room temperature, TI==room
temperature~~6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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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temperature gradient on particle size dis-
tribution of condensing species by TMDS injection
(Residence time: 0.35 s, Tf==600��C, Tc==0~~30��C, TI

==4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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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의 온도를 30�C에서 0�C로 변화시킬 수록

기하평균입경이 212.35 nm에서 236.57 nm로 다소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입자개수농도는 5.45×

106 #/cm3에서 5.38×106 #/cm3으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냉각기의

냉각온도를 0~30�C로 변화시키더라도 이 온도범위

에서는 입경분포의 변화(기하평균입경과 총입자개수

농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술한 바

와 같이, 냉각을 통한 응축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온도경사를 아주 높게 유지 (상당히 높은 에너지를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2. 4  흡착제 주입과 체류시간에 따른 응축성

물질의 배출특성

흡착제 주입과 체류시간에 따른 응축성 가스상 물

질의 거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앞 절에서와 같이

응축성 가스상 물질의 발생량과 온도경사를 일정하

게 유지한 후, 반응로 후단 덕트의 길이 (반응로로부

터 0.38 m (0.35 s), 1 m (0.68 s), 2 m (1.23 s), 3 m 떨어진

지점 (1.78 s))를 조절하여 체류시간을 변화시켰다. 그

측정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으며, 비교를 위해 반

응로로부터 0.38 m 지점(0.35 s)의 경우에는 TMDS를

주입하지 않고 측정한 입경분포 결과도 함께 나타내

었다. 반응로로부터 0.38 m 지점에서 측정된 입경분포

결과로부터, TMDS 주입에 의해 액적의 기하평균입

경이 114.94 nm에서 210.07 nm로 약 83% 정도 증가

하 고, 총입자개수농도는 3.20×106 #/cm6에서 4.68

×106 #/cm3로 약 4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응축성 물질이 휘발되어진 후 최종 입경분포는

TMDS 주입에 의해 하류부로 갈수록 (체류시간이 증

가할 수록) 액적의 기하평균입경이 114.94 nm에서

276.42 nm로 약 1.4배 정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총입자개수농도는 3.20×106 #/cm3에서

3.90×108 #/cm3로 TMDS를 주입하는 정도에 상응하

는 개수농도가 증가하 으나, 체류시간이 증가할수록

약 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MDS의 주입에 따라 체류시간이 증가할수록 액적

의 기하평균입경은 증가하고, 총입자개수농도는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입자의 성장 메카니즘이 효과적

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체류시간이 약 1.78초(반응로 후단

으로부터의 지점)로써 체류시간은 2초 이하일지라도

입자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온도

경사에 의한 향보다는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Lee

and Park (2010)의 연구에서도 DOP 입자가 약 10초

라는 체류시간에서 두 배 정도의 크기로 성장하 음

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체류시간을 적절히 조절하

면 응축성 가스상 물질로부터 전환되는 입자의 크기

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향후 발생되는 응축성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어하

기 위해서는, 체류시간 조절에 의한 입자의 성장과

고비표면적의 흡착제 선정 및 주입량 조절을 활용함

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입자의 생성

및 성장 메카니즘을 최 한 활용하여, 집진설비에서

최소 집진효율을 가지는 입경범위의 입자들이 생성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응축성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4. 결 론

바이오매스의 탄화공정 시 발생되는 목초액을 응

축성 가스상 물질의 전구물질로 이용하여 시스템 내

에서의 온도경사 및 체류시간이 응축성 가스상 오염

물질의 입자화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 으며, 액체

상 흡착제 TMDS의 주입에 의한 응축성 가스상 오

염물질의 제거특성을 입경분포 변화로부터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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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residence time on particle size distribu-
tion of condensing species by TMDS injection (Re-
sidence time: 0.35~~1.78 s, Tf==600��C, Tc==No con-
trol, TI==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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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매스의 탄화공정에서 발생되는 응축성 가

스상 물질의 전구물질로 선정된 목초액은 반응로

의 가열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휘발특성이 높아

가스상태로 많이 전환되며, 그 발생량의 차이에

따라 입경분포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

축성 가스상 물질이 입자로 생성 및 성장하는 데

있어, 반응로 후단에서 냉각에 의한 온도경사

(dT/dx)의 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하여 응축성 가스상 물질을 응축법에 의해

제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여 급격

한 응축을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반면, 반응로 후단에서의 체류시간이 응축성 가스

상 물질이 입자로 생성 및 성장하는 데 비교적

크게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발생되는 응축성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어하

기 위해서는 체류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응축성 물

질을 입자화하여 크기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실리카 전구물질인 TMDS의 주입으로 인해 가스

상으로 전환된 응축성 물질이 실리카 입자에 흡

착되어, 응축성 물질의 입자화 메카니즘이 제어되

었음을 입경분포 결과로부터 알 수 있었다. 여기

에는 흡착제의 주입량 및 체류시간이 비교적 큰

향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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