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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처리 및 탄화처리 소나무재(Pinus densiflora Sieb. et Zucc.)의
구조 및 물리⋅화학적 특성(Ⅲ)1

- 소나무재 톱밥의 열분해 반응 -

이 인 자2⋅이 원 희3,†

Analysis of Structure and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Carbonized Pine Wood (Pinus densiflora Sieb. et Zucc.) Materials1

- Pyrolytic Behavior of Pine Wood Dust -

In-Ja Lee2⋅Won-Hee Lee3,†

요  약

목재의 열분해 메카니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소나무재(Pinus densiflora Sieb. et Zucc.) 톱밥을 180∼
450°C에서 열분해시켜 얻은 목탄과 휘발성 물질을 원소분석, IR과 GC/Mass로 분석하였으며, 활성화 과정이 목탄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600°C에서 탄화시킨 것과 750°C에서 활성화시킨 목탄을 원소분석 및 IR로 분

석하였다. 그 결과, 목분의 열분해는 240°C 부근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며, 270°C까지는 화학적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300°C에서 원소의 성분비와 IR 스펙트럼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 리그닌의 방향족 

고리가 450°C에서도 여전히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온도에서 분해되지 않은 리그닌이 일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활성화 시간은 활성탄의 화학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ABSTRACT

To extend the understanding of the pyrolysis mechanism of wood, we have investigated wood dust charcoal and con-
densate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 obtained during the pyrolysis of red pine (Pinus densiflora Sieb. et 
Zucc.) at 180∼450°C using elemental analysis, IR and GC/Mass. The effect of activation process on the charcoal 
structure also has been studied by comparing elemental analysis and IR data of charcoal carbonated at 600°C and char-
coals activated at 750°C. The results show that pyrolysis of wood has mainly started near at 240°C and its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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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did not changed much up to 270°C. However, the element contents and IR spectra drastically changed at
300°C. The fact that IR peaks related to the aromatic ring of lignin are observed in the charcoal pyrolized at 450°C
indicates that a small part of lignin still remains at this temperature. The chemical structure of the activated charcoal
seems almost unaffected by the activation time. 

Keywords : Physico-chemical properties, Wood charco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Pyrolysis, FT-IR, Raman

1. 서  론

목재의 주요 성분은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

스, 리그닌 및 소량의 추출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Fengel et al. 1989; Sjӧstrӧm. 1993), 이 성분들은 각

각 특성적인 열화학 반응을 경험한다(Shafizadeh 
1985; Capallero et al. 1993; Christner et al. 1993; 
Avni et al. 1985; Pastor-Villegas et al. 1998; Alén 
et al. 1996; Bacon et. al. 1964). 목재의 열분해 반응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

었는데, 셀룰로오스를 150°C 지열처리하면 주로 흡

착되어 있던 물이 제거되며, 150∼230°C 범위에서는 

hydroxyl group의 condensation에 의해 물이 생성된

다고 알려져 있다. 230∼400°C 범위에서는 고리 내

의 C-O 및 C-C 결합이 끊어지고, depolymerization 
반응이 일어나서 많은 휘발성 기체가 생성되며, 
mesopore 및 macropore도 이때 생성된다. 400∼
800°C 범위에서는 휘발성 기체들의 생성은 미미하

지만 He이 접근할 수 있는 micropore들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stor-Villegas et al. 1998). 탄

화 과정에서 목탄과 휘발성 성분은 동시에 얻어지지

만 이들에 대한 연구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단편적인 결과들만을 주므로(Pastor-Villegas et al. 
1998; Alén et al. 1996),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종합

적인 이해는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나무재(Pinus densiflora Sieb. et Zucc.) 톱밥을 이

용하여 목재의 열분해 메카니즘을 심층적으로 이해

하기 위하여 500°C 이하에서 탄화시킨 것과 750°C
와 900°C에서 활성화시킨 목탄과 휘발성물질을 원

소분석 및 IR분석과 GC/Mass로 분석하여, 좀 더 체

계적으로 탄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

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시료

국산 소나무(Pinus densiflora Sieb. et Zucc.)의 수

피를 제거한 후, 톱밥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톱

밥은 둥근 톱으로 절단시 나오는 거친 것으로서 

입도를 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탄화 시료로 사용하

였다.

2.2 탄화 방법 및 휘발성 기체의 포집 방법

톱밥을 열분해 시키는데 사용한 장치는 Fig. 1에 

나타내었다. 튜브 전기로에 석영관을 장착하고, 석

영관의 출구 쪽은 유리관이 꽂힌 실리콘으로 막았

으며, 유리관 끝은 포집병에 연결하였다. 시료는 

알루미나로 된 용기에 담아 석영관 내의 일정한 

위치에 놓았고, 시료의 온도는 시료 위에 위치한 

열전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질소 기체를 200 cc/min 로 흘려주었다.
시료의 열분해 온도 T2는 각각 210, 240, 270, 

300, 350, 400, 450°C이었으며, 대응되는 휘발성 액

체는 180∼210, 210∼240, 240∼270, 270∼300, 
300∼350, 350∼400, 400∼450°C 구간에서 포집하

였다. T2에서 열분해 시킨 시료에 대한 가열 곡선은 

Fig. 2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실험에서 최저온도 T1

까지는 2°C/min의 속도로 가열하였으며, T1에서 20
분간 열적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T2까지 

1°C/min로 가열하였고, T2에서 1시간 항온시킨 후 

실온으로 자연 냉각시켰다.
포집병에 모인 휘발성 기체는 액체 질소를 이용하

여 냉각시켰으며, Fig. 2의 a 이전에 포집된 기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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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low-temperature py-
rolysis system.

Fig. 2. Heating Curve.

버리고, a∼b 온도 구간에서 포집한 휘발성 기체만 

응축시켜 액체 시료로 사용하였다. 주어진 온도에서 

열분해되고 남은 숯은 전기로를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석영관에서 꺼내어 무게를 측정하였다. 숯은 원소 

분석 및 I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휘발성 물질

은 GC/Mass로 분석하였다.

2.3 분석 방법
 
원소 분석 및 IR은 전보에서 실행한 것(Lee & 

Lee 008a, 2008b)과 같은 방식으로 실험하였다. IR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하여 목분 및 목탄 가루를 

KBr과 함께 섞어서 분말화한 후, 펠릿을 만들었다. 
펠릿의 지름은 12.9 mm이었으며, 두께는 0.4 mm이

었다. FT-IR 스펙트럼은 Bomem사의 MB-100을 이

용하여 4 cm-1의 분해능으로 측정하였다. 열분해 과

정에서 수집한 휘발성 액체의 성분은 HP-Ultra 1 
fused-silica capillary GC Column (50 m × 0.32 mm 
: 0.17m  film thickness)을 장착한 GC/Mass (HP사

의 5,937 GC-MS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휘발성 

시료는 ethyl ether로 희석하였으며, 운반 기체 헬륨

은 0.8 mℓ/min 속도로 흐르도록 하였다. 오븐은 

40°C에서 280°C까지는 2°C/min의 속도로 가열하였

고, 280°C에서 15분간 유지하였다. Mass spectra 의 

해석은 GC 에 연결된 automatic library search와 목

재의 주성분에 대한 열분해 연구 결과(Alén et al., 
1996; Branca et al., 2003)를 참고로 하였다.

2.4 목탄의 활성화

소나무 톱밥을 앞에서 사용했던 탄화 장치를 이

용하여 600°C에서 예비 탄화시켰다. 가열속도는 

600°C까지는 10°C/min로 했으며, 600°C에서 2시간 

항온시킨 후 실온으로 자연 냉각하였다. 그리고 질소 

기체는 200 cc/min로 흘려주었다.
숯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공기를 이용하는 방법, 

수증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이용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이

용하여 활성화시켰다. 예비 탄화된 시료를 탄화장치

를 이용하여 750°C에서 각각 1시간, 2시간 및 3시간

씩, 또는 800°C와 850°C에서 각각 20분, 40분, 1시
간씩 활성화시켰다. 가열속도는 활성화 온도까지는 

50°C/min로 했으며, 활성화 온도에서 주어진 시간만

큼 항온 시킨 후 실온으로 자연 냉각하였다. 활성화 

온도까지는 질소 기체를 200 cc/min로 흘려주었고, 
활성화 온도에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200 cc/min로 

흘려주었다. 

3. 결과 및 토론

3.1 소나무재 목분의 열분해 반응

3.1.1 char yield

Table 1은 주어진 온도 구간에서 사용한 건조 

톱밥, 생성된 목탄의 양 및 열분해 후에 남아있는 

목재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열분해 반응은 

240°C 부근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며, 300
∼400°C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휘발성 기체 응축물

이 포집되었다. 이것은 이 온도 범위에서 화학적 분

해 과정이 매우 활발히 일어남을 의미하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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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lysis 
temperature

(°C)
contents(%)

untreated 180 210 240 270 300 350 400 450

C 48.7 49.6 50.8 52.6 56.6 70.9 75.6 78.0 82.6

H 6.3 6.2 6.0 6.0 5.8 4.9 4.4 3.3 3.0

O 41.8 41.7 39.8 38.2 34.4 19.9 16.8 13.7 11.0

N 0.02 0.08 0.08 0.08 0.07 0.08 0.07 0.06 0.06

S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Table 2. Results of elemental analysis of untreated and heat treated Korean Red Pine

pyrolysis temperature (°C) 180 210 240 270 300 350 400 450

solid 
(g)

before pyrolysis 2.65 2.72 2.70 2.59 2.84 2.36 2.82 2.79

after pyrolysis 2.54 2.51 2.33 1.70 1.06 0.74 0.84 0.72

char yields (%) 95.8 94.5 86.3 65.6 37.3 31.4 29.8 25.8

volatile liquid (g) - 0.2 0.32 0.31 0.58 0.72 0.65 0.24

Table 1. Mass of sawdust and volatile liquid obtained after the pyr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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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eight change as a function of carbonization 
temperature.

350°C에서 액체가 가장 많이 포집되었다. 이미 상당

량의 물질이 400°C 이하에서 분해되었기 때문에, 
450°C 이상의 탄화 온도 구간에서 포집되는 액체량

은 많지 않았다. 목분을 180 및 210°C에서 열분해 

시킨 경우에 목분의 질량은 약간 감소하고, 휘발성 

액체는 거의 포집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저온에서의 열분해는 목재에 흡착되어 있던 수증기

가 탈착하고, 비점이 매우 낮은 CO 및 CO2와 같은 

화합물이 생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1.2 원소 분석

앞의 8단계의 열분해 과정에서 얻은 목탄에 대

한 원소 분석 결과를 Table 2와 Fig. 3에 나타내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및 황 등 5가지 원소에 대하

여 분석하였는데, 황은 실험 오차 범위 내에서 어떤 

시료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열분해 온도가 상승함

에 따라 목탄의 탄소의 함량은 증가하였으며, 수소와 

산소의 함량은 점차 감소하였다. 특히 수소에 비하여 

산소의 함량이 더 많이 감소하였지만, 두 원소의 원

자량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수의 수소 원자가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다. 300°C에서 열분해시킬 때 원소의 

조성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것은 상당량의 목

재 구성 성분이 300°C에서 열분해 되었기 때문으로, 
Table 1에서 char yield가 급격히 감소한 점과 관련된

다. 300°C 이상에서도 열분해 반응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탄소의 성분은 계속 증가하며, 수소와 산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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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R spectra of heat treated Korean Red Pine. 
(a) untreated, (b) carbonated at 180°C, (c) carbo-
nated at 210°C, (d) carbonated at 240°C, (e) carbo-
nated at 270°C, (f) carbonated at 300°C, (g) carbo-
nated at 350°C, (h) carbonated at 400°C, (i) carbo-
nated at 450°C, respectively.

성분은 감소한다. 그러나, 300°C 이하에서 초기 질량

의 약 65% 이상이 이미 열분해 되었으므로, 목재의 

성분은 상대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3.1.3 IR

Fig. 4는 180∼450°C사이에서 열분해시켜 얻은 목

분의 열분해 탄화물의 I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으로, 
열분해 온도가 270°C 이하인 경우에는 목탄의 IR 스
펙트럼이 raw 목분의 IR 스펙트럼과 거의 비슷하였

다(Fig. 4 (a)-(e)). 이 결과는 목분을 270°C로 열분해 

시켜도 그 화학적 구조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

을 나타내며, 셀룰로오스의 IR 스펙트럼이 탄화 

(190°C) 전후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Friedel 등의 

보고(Friedel et al. 1956)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것

은 목분이 탄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저온에서의 열분해로 생성된 대부분의 물질들

은 휘발성으로 IR 스펙트럼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

이며, 또한 상당량의 목분이 아직 열분해 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다.
목재의 주요 성분은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으로, Pandey 등(Pandey et al. 003), Erҫin 등
(Erҫin et al. 003), Lee 등(Lee et al. 008, II)의 방법

에 따르면, 3400 cm-1에서 관찰되는 피크는 강한 수

소결합을 보이는 O-H 신축에 기인하고, 1738 cm-1부

근에서 관찰되는 피크는 헤미셀룰로오스의 비편재화

된 C=O 결합에 의한 것이다. 리그닌은 방향족 특성

을 갖고 있으며, 1600 cm-1 부근에서 나타난 피크가 

리그닌의 방향족 고리의 골격에 의한 것이다. 한편, 
1265 cm-1의 피크는 리그닌의 C-O 신축, 그리고 

1156 및 1058 cm-1에 위치한 피크는 각각 셀룰로오

스와 헤미셀룰로오스의 C-O-C 및 C-O 신축에 의한 

것이다. 2955 및 2885 cm-1에 위치한 두 띠는 C-H 
비대칭 및 대칭진동과 관련된다.

탄화 온도가 300°C로 상승함에 따라 1,000∼1,750 
cm-1 범위의 스펙트럼이 크게 변하였는데, 이것은 목

탄의 화학적 구조가 300°C에서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e)와 비교하여 glycosidic 구조에 대

응되는 900∼1,150 cm-1의 피크 세기는 현저히 감소

하였는데, 이 결과는 300°C에서 셀룰로오스 및 헤미

셀룰로오스의 C-O, C-O-C 작용기는 상당량 사라졌

음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C=O 작용기는 350°C 이
상에서 크게 감소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에테르 결

합은 C=O 결합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는 대조적으로 리그닌의 aromatic C=C 및 리그닌 

C-O 신축진동으로 할당된 1,600 및 1,265 cm-1영역

의 피크는 300°C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관

찰되었다. 이것은 리그닌은 300°C에서 열분해 되지

않기 때문에 1,600 및 1,265 cm-1 피크가 그대로 존

재하지만, 300°C에서 분해되는 셀룰로오스 및 헤미

셀룰로오스와 관련된 피크들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들 피크가 상대적으로 커진 것처럼 관찰되는 것이다. 
이것은 열분해 과정에서 리그닌이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리그닌과 셀룰로오스 및 헤미

셀룰로오스의 상대적인 열 안정성을 이용하여 이해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열에 더 불안정한 셀룰로오

스나 헤미셀룰로오스는 300°C에서 상당량이 분해되

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피크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에, 상대적으로 안정한 리그닌은 적은 양만 분해되기 

때문에 리그닌과 관련된 피크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관찰되는 것이다. 물론 탄화 과정에서 이들 

영역에서 관찰되는 작용기를 갖는 화합물이 일부 생

성될 수도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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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relative quantity of various product 
groups as a function of pyrolysis temperature.

Fig. 5. GC-Mass chromatogram of volatile liquid ob-
tained at 240∼270°C during the pyrolysis. 

그닌의 방향족 고리와 관련된 1,600 cm-1에 위치한 

피크가 450°C에서도 여전히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리그닌의 일부가 아직 분해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두 피크가 이 온도영역까지도 존속하는 것

으로 보아 리그닌은 450°C까지도 비교적 안정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3.1.4 휘발성 액체 성분

목재의 주요 성분은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및 리그닌으로, 목재의 열분해는 이들의 열분해를 의

미한다. 이들 성분은 여러 온도 구간에 걸쳐서 분해

된다고 보고되었다(Christner et al. 1993; Shafizadeh 
1975; Shafizadeh et al. 1977). 셀룰로오스는 저온 숯 

제조 반응과 고온 숯 제조 반응이 경쟁적으로 일어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ntal et al. 2005). 저온 반응

에서는 숯, 수증기, CO 및 CO2가 생성되고, 고온에서

는 고분자 분해반응에 뒤이어 휘발성 성분이 생성된

다. 헤미셀룰로오스의 열분해 반응은 셀룰로오스의 

열분해와 정성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정량적으로는 다

르다(Gronli et al. 2002).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는 

리그닌의 열분해 메커니즘은 잘 이해되지 않고 있으

며, 다만 골격의 균등분해(or α- 및 β- alkyl aryl 
ether 결합의 균등 열분해) (van der Hage et al. 
1993) 및 C-O-C 결합과 C-C 결합의 절단과 관련 있

을 것으로 예상할 뿐이다(Avni et al. 1985). 
Fig. 5는 300°C에서 열분해할 때 포집한 휘발성 

액체 시료의 GC-Mass 크로마토그램을 나타낸 것으

로, 분석결과 휘발성 액체는 카르복시산 류, cyclo-
penteneone 류, 알코올류, 알데히드 및 케톤 류, 페놀 

유도체, furan 유도체, guaiacol 유도체 등 수 많은 성

분을 포함하였다. 이 결과는 기존에 보고된 자료 

(Piskorz et al. 1998)와 유사하였으며, 생성된 화합물

의 종류와 양은 열분해 온도에 따라 크게 변화하였

다. 소나무재 톱밥의 많은 열분해 생성물 중에서 몇

몇 furan, 케톤, 아세트산 및 페놀 유도체들의 포집량

을 열분해 온도의 함수로 Fig. 6에 나타내었다. 케톤 

류는 비방향성 케톤 및 알데히드류를 포함하며, 아세

트산류는 비방향성 아세트산 류를 의미하며, 페놀류

에는 guaiacol 류, eugenol 류 등도 포함되었다.  
furan, 아세트산 및 케톤류 유도체는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의 분해 산물이며, 페놀 유도체는 리

그닌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것이다(Murwanashyaka 
et al. 2001; Shafizadeh et al. 1977; Egsgaard et al. 
2001; Rio et al. 2001). 목분의 열분해는 200°C 이상

에서 시작되어, 270∼400°C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uran, 케톤 및 카르복실산 

유도체들은 270∼350°C에서 대부분 생성되었으며, 
350°C 이상에서는 거의 포집되지 않았다. 이들의 수

득율이 낮은 온도에서 높다는 점은 다른 논문들의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열분해 온도가 300°C에 도달

할 때까지는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가 주로 

분해되다가, 300°C 이상에서는 리그닌의 분해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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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izing temperature(°C)
element contents(%) char-600

Activation temperature

750 (°C) 800 (°C) 850 (°C)

1 hr 2 hrs 3 hrs 1 hr 1 hr

C 86.1 85.8 81.2 83.3 85.3 80.3

H 1.7 0.68 0.81 0.82 0.96 1.42

O 5.44 6.82 8.67 9.00 11.8 14.2

N 0.03 0.02 0.02 0.03 0.02 0.23

S 0.00 0.00 0.00 0.00 0.00 0.00

Table 3. Results of elemental analysis of wood char-600 and activated carbon at 750°C treated Korean Red 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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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R spectra of wood char carbonated at 600°C
(a) and activated carbon at 750°C (b∼d) treated 
Korean Red Pine. 

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열분해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페놀류의 생성량은 점점 증가하여 400°C에서 최

대에 도달하였다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400°C 이하에서 이미 상당량의 리그닌이 분

해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2 목탄의 활성화

3.2.1 원소 분석

600°C에서 탄화시킨 목탄과 750°C에서 CO2 기류 

하에서 1, 2, 3시간 동안 활성화시킨 활성탄의 원소 

분석 결과 및 800°C 및 850°C에서 각각 1시간씩 활

성화 시킨 활성탄의 원소 분석 결과를 Table 3에 나

타내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및 황 등 5가지 원

소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황은 실험 오차 범위 내

에서 어떤 시료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3에 

따르면, 목탄은 활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활성화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탄소의 함량은 감소하고, 산소의 

함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50°C에서 활

성화 시킨 경우에, 활성화 시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소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데, 800°C와 

850°C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관찰하였다.

3.2.2 IR

600°C에서 탄화시킨 목탄(Fig. 7-a)과 750°C에서 

CO2 기류 하에서 1시간, 2시간, 및 3시간(Fig. 7- 
b,c,d) 활성화시킨 활성탄의 IR 스펙트럼을 Fig. 7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b)-(d)는 피크의 모양이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목탄을 활성화 시키는데 걸

리는 기간은 활성탄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3450과 3180 cm-1에서 보이는 넓은 띠

는 hydroxyl group의 O-H 신축에 의한 것이고, 1800 
cm-1의 약한 피크는 lacton과 anhydride 등에 존재하

는 C=O 신축과 관련이 있다. 1600 cm-1의 피크는 목

탄에 비하여 활성탄에서는 그 세기가 매우 약해지는

데, 이 피크는 산소를 포함하는 원자단이나 방향족 

핵과 짝지은 구조를 갖는 C=C 신축에 의한 것으로, 
리그닌의 방향족 고리와 관련이 있다. 활성화 과정 

전에 약 2시간의 탄화과정만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탄화되지 않고 남아있던 소량의 리그닌이 활성화 과

정에서 분해되었기 때문에 1600 cm-1에 존재하는 피

크는 그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1,400- 
900 cm-1의 넓은 띠는 hydroxyl group과 ether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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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신축에 의한 것이다. 목탄과 활성탄의 스펙트럼

의 차이는 1,400-900 cm-1에 대한  1600 cm-1 피크의 

상대적인 세기가 활성탄에서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4. 결  론

소나무(Pinus densiflora Sieb. et Zucc.)재 톱밥을 

이용하여 목재의 열분해 메카니즘을 심층적으로 이

해하기 위하여 목분을 180∼450°C에서 열분해시켜 

얻은 목탄과 휘발성 물질을 원소분석, IR과 GC/ 
Mass로 분석하였으며, 활성화 과정이 목탄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600°C에서 탄화시

킨 것과 750°C에서 활성화 시킨 목탄과 휘발성물질

을 원소분석 및 IR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열분해반

응은 240°C 부근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

며, 300∼400°C에서 휘발성기체 응축물이 많이 포집

되었고, 350°C에서 가장 많은 액체가 포집되었다. 목
분을 270°C로 열분해 시켜도 화학적 구조는 크게 변

하지 않다가 300°C로 상승시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1,000∼1,750cm-1범위에서 관찰되었다. 300°C 이하

에서 초기질량의 약 65% 이상이 열분해 되어 이때 

원소의 조성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났으며, 탄소의 함

량이 크게 증가하는 온도이기도 하다. 또 1,600∼
1,265cm-1의 피크관찰로부터 리그닌의 방향족 고리가 

450°C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리그

닌의 일부는 아직 분해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활
성탄의 활성화 시간을 달리해도 IR스펙트럼의 피크모

양이 거의 같은 사실로부터 목탄을 활성화 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활성탄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목탄과 활성탄의 스펙트럼의 차

이는 1,400∼900 cm-1에 대한 1,600 cm-1 피크의 상대

적인 세기가 활성탄에서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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