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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류를,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효율 증대와 신재생 에너

지에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화석연료 사용량”

감소와 신재생 에너지 사용 증대를 도모하고 있

다 국내에서 정의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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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conducted a test of a direct burning of crude Jatropha oil (CJO) in a commercial boiler system.
The fuel, crude Jatropha oil is not biodiesel which comes from transeterification process of bio oil, but
it is pure plant oil. The higher heating value (HHV) of the CJOis 39.3 MJ/kg (9,380 kcal/kg) and is
higher than that of a commercial heating oil, 37.9 MJ/kg. Thekinematic viscosity of CJO is 36.2
mm2/s at 40 and 8.0 mm2/s at 100 . The burner used in the test is acommercial burner for a
commercial heatingoil and its capacity is 140 kW (120,000 kcal/h).

We did a preliminary test whether the combustion is stable ornot. The preliminary test was a kind
of open air combustion test using the commercial burner withcrude Jatropha oil. We found that the
combustion can be stable if the crude Jatrophaoil temperature is higher than 90 . We measured the
flue gas concentration by using a gas analyzer. The NOx concentration is 80 ~ 100 ppm and CO
concentration is nearly 0 ppm at flue gas O2 concentration of3.0 and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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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중 목질.

계 바이오에너지 사용 비중은 국내 차에너지공1

급의 수준으로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이에0.1% .

반해 유럽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중 목질계 바이

오 매스 사용은 아주 높은 편이며 핀란드의 경,

우 전체 차에너지 사용량의 를 목질계 바1 20.5%

이오매스로 사용하고 있으며 스웨덴 또한, 15.5%

를 사용하고있다 전체로는 를 목질계 바. EU 3.6%

이오 매스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

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

여 년 국내 차에너지공급대비 인 신재2006 1 2.2%

생에너지 비중을 년 까지 증가시킨다는2011 5%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바이오 에너지는 주로 수송용 바

이오 에탄올 제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최근에는 목질계로부터 당분을 추출하여 에,

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바이오 에탄올은 주로 옥수수 사탕수,

수 전분 등 식량이라든지 가축용 사료로부터 추,

출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바이오에탄올.

추출로 인해 최근에는 식량 및 가축용 사료값의

상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바이.

오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가

과도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식량문

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

기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가 낮은 바이오 연료 개

발을 하고 있는 중이다.

바이오 디젤은 주로 유럽에서 연구 개발 및 보

급이 주로 되었으며 유채유 또는 팜유등을 사용,

하여 바이오 디젤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바이오 디젤의 경우 차량.

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용 보일러에도 사

용하고 있다 는 바이오 디젤. J.E. Batey BD20 (

상용 경유 을 상용 보일러에 사용한20%, 80%)

직접 연소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의 경우. BD20

생성을 약 정도 줄어들었다는 결과를NOx 20%

제시하였으며 또한 최대 까지 감소한다, SOx 83%

고 주장하였다 은 유채로부터 추출. A.J. Robertson

한 바이오 디젤 과 폐(rapeseed methyl ester, RME)

식용유로부터 추출한 바이오 디젤(fatty acid

에 대한 연소시험을 수행하였methyl ester, FAME)

다 그는 의 경우 기존 연소시스템에 추가적. BD20

인 장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보다

바이오 디젤의 함량이 높을 경우 추가장치가 필

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등은 상용. C. Carraretto

보일러에서 경유와 바이오 디젤에 대한 년간의2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제 사용조건에서 바.

이오 디젤을 사용한 보일러는 경유를 사용한 보

일러보다 운전효율이 높았으며 사용중 큰 문제,

는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결론으로 연료가격만.

이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

한 문제라고 하였다.

유채씨 또는 팜에서 오일을 추출한 오일은 점

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에테르화 공정

를 통해 바이오 디젤로 변(transeterfication process)

환시켜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공정이 들어가게.

되면 추가로 에너지 및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바이오 오일 사용에 있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자트로파 씨앗에서 압착을 통.

해 추출한 바이오 오일(pure plant oil, crude

에 대한 연소 시험을 수행하였다 자Jatropha oil) .

트로파 오일에 대해 에테르화 공정을 하지 않았

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장점이 있으며 연소 가능

성 확인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본론2.

자트로파2.1

본 연구에 사용한 자트로파 는(Jatropha Curcas)

주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및 중앙 아메리카 등,

열대지방에서 널리 경작 또는 자생하고 있는 가

뭄에 매우 강인한 식물이다 자트로파의 많은 부.

분들은 전통적인 약용 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트로파 씨앗은 압착하여 재래식 등불의 연료

또는 비누제조에 주로 사용하고 찌꺼기는 거름,

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자트로파는 독성.

이 있어 섭취하였을 때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하,

게 된다 이러한 독성으로 인해 주로 열대지방.

농가에서 울타리로 사용하고 있다 자트로파는.

강우량이 낮은 지역에서도 잘 서생하기 때문에

바이오 오일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 경작지에 식

재된 곡식을 대체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자트로.

파의 특성으로 바이오 오일을 생산할 때 문제가

되었던 식량비용의 상승이라든지 바이오 오일 제

조시 투입되는 에너지 또는 비용 상승의 문제가

다소 낮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취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트로파 씨앗을 에Fig. 1



Fig. 1 Picture of Jatropha seeds.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길이.

정도의 땅콩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10~20 mm

있다 자트로파 씨앗과 같은 바이오 원료를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연료를 에 나타내었다 자Fig. 2 .

트로파 씨앗을 압착하게 되면 순수한 바이오 오

일 과 부산물로(pure plant oil, straight vegetable oil)

케익으로 분리된다 케익 또한 고형의 연료로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출된 바이오 오일은 상.

용 연료에 비해 점도가 다소 높으며 이러한 점도

를 낮추기 위해 에테르화(transeterification precess)

를 거치게 되면 점도가 아주 높은 글리세린과 초

기 바이오 디젤로 분리할 수 있다 여기서 추출.

된 초기 바이오 디젤을 한번 더 정제하게 되면

피치와 바이오 디젤로 분리된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 디젤로 변환되기 전의 바이오 오일을 사

용하였으며 그 연소 결과를 난방유와 비교하였,

다 추출된 자트로파 유 에 대한. (crude Jatropha oil)

원소 분석결과 및 발열량 결과를 에 나타Table 1

내었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부분 탄소성분.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황성분은 미량 포함된 것

으로 나타났다 고위발열량 또한 으로. 39.3 MJ/kg

경유의 보다 다소 높은 값을 가지고37.9 MJ/kg

있다.

의 결과를 사용하여 연소 분석을 수행Table 1

Table 1 Result of elementary analysis crude

Jatropha oil.

Elementary analysis (wt%) Higher
heating Value

[MJ/kg]C H N O S

79.90 13.30 0.04 6.75 0.0005 39.3

Fig. 2 Schematic diagram of bio fuel production.

하였다 연소 분석결과 자트로파 유 연소에 대한.

이론 공기량은 10.45 Nm3 이며 배가스 중/kg , CO2

생성량은 1.494 Nm3 이다/kg .

시험 장치2.2

자트로파 유에 대한 연소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상용연소기와 보일러를 사용하였다 시험에 사용.

된 보일러는 용량의 노174 kW (150,000 kcal/h)

통 연관식 증기 보일러이며 부착된 버(0.35 MPa) ,

너는 대기 연소시험에 사용한 140 kW (120,000

상용 경유 버너이다 보일러와 버너 사진kcal/h) .

을 에 나타내었다Fig. 3 .

배가스 중 및 농도를 측정하기O2, CO NOx

위해 가스 분석계 을 사용하였으(MK-II, Greenline)

며 연료 공급량을 계측하기 위해 전자저울, (Cas)

를 사용하였다.

예비 연소시험2.3

경유의 경우 상온에서 점도값이 보다 낮은5 cSt

값을 가지고 있지만 착유된 자트로파 유의 경우,

상온에서 약 이며 이러한 높은 점도로 인36 cSt ,

해 기존의 상용 연소기로는 연소가 일어나지 않

을 것이다 이런 높은 점도를 가진 자트로파 유에.

대해 상용 연소기에서 점화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대기상태에서 연소를 시켜보았다 외부 연료 가열.

장치를 사용하여 연소기에 공급되는 온도를 제어

하였다 자트로파 유 온도를 상온 약 과. ( 35 ) 50℃

에서 간격으로 조절하여 시험을 수~ 100 10℃ ℃

행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상용 연소기는 자체 파.

일롯 점화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대기시험을 수

행할 때에는 보조적으로 가스 토치를 사용하였다.



Fig. 3 Picture of a flue tube type boiler with burner.

자트로파 유를 상온 상태 에서 연소 가능(35 )℃

시험을 시작하였다 버너에 내장된 파일럿 연소.

장치로부터 연소는 불가능하였으며 점화를 시켰,

을 때에는 연소가 일어나지 않고 자트로파 유 액

적만 분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토.

치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연소를 유발시켜 보았

다 토치를 액적에 근접했을 때에는 토치 부근에.

서 연소가 부분적으로 발생하지만 토치를 제거하

면 연소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트로파 유가 일 때까지 유사한 결과를 나60℃

타내고 있다 자트로파 유의 온도를 로 설정. 70℃

한 후 연소 시험을 진행하였을 때에는 버너 자체

내의 파일럿 연소 장치로 연소가 시작되었으며

연소 시작에 보조적으로 사용된 토치는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파일럿 연소 후 연소가 다소 불.

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연소는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번 연소가 시작되면 연소.

로 인해 버너 출구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

러한 온도 증가로 인해 연료 온도가 다소 낮더라

도 연소가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다시 자트.

로파 유의 온도를 로 올렸을 때에도 파일럿80℃

연소로 연소가 진행되었으며 초기에는 연소가 불

안정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연소가 안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트로파 유의 온도가. 90,

일 때에는 파일럿 연소도 잘 되었으며 연소100℃

후 바로 화염이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Stable flame 

Succeed in pilot burning 

Unstable flame 

Fail in pilot burning 

Blow out without gas torch 

Pilot burning    With a external gas torch       In combustion              Remark 
TCJO 

[℃] 

~ 60 

70 ~ 80 

90 

Table 2 Pictures and test results of open air combustion.



러한 연소 특성을 에 요약해 보았다 표와Table 2 .

같이 버너 자체 연소로만으로 자트로파 유를 연

소시킬 때에는 자트로파 유의 온도가 최소한 9

이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0 .℃

보일러 연소시험2.4

기초 연소시험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파일럿

연소 이외의 외부 점화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트로파 유의 온도가 이상이어야 한다 이80 .℃

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자트로파 유의 온도

를 외부 가열장치를 사용하여 약 정도로 유100℃

지하였다 연소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자트로파.

유 및 난방유 등유경유 에 대해 연소시험( : 5.5:4.5)

을 수행하였다 보일러에 설치된 가시화창을 통.

해 연소 중 사진을 에 비교해 나타내었다Table 3 .

비록 같은 셔터속도로 측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연

소 형상에 대한 특성은 알 수 있었다 표에서 보.

는 것과 같이 자트로파 유는 난방유에 비해 화염

길이가 다소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난방유.

에 비해 자트로파 연소시 공기비가 다소 낮은 결

과라고 추측이 된다 가시화 사진을 통해 자트로.

파 유의 연소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소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자트로파 유 및

난방유에 대해 배가스 분석계를 사용하여 배기가

스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험의 재현성을 위해 여.

러번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는 자트로파 유Fig. 4 ,

Table 3 Flame pictures of heating oil and crude

Jatropha oil.

Fig. 4 NOx concentration of crude Jatropha oil,

heating oil and pitch.

난방유 및 피치에 대한 연소시험 결과를 나타내

었다 자트로파 유 및 난방유에 대한 값은 거. CO

의 이었으며 이는 연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0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트로파 유에 대한 배가.

스 중 농도값이 정도 계측되었NOx 80~100 ppm

다 난방유의 경우 배가스 산소농도가. 2.2 ~ 3.5%

일 때 농도는 약 정도였으며NOx 80 ppm , CO

농도는 에 가깝게 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0 .

연소기가 자트로파 유에 적합하게 설계되지 않았

기 때문에 연소중 다소 불안한 경우가 발생하였

다 또한 배가스 산소농도가 이하가 되면. 2.5%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CO ,

배가스 산소농도가 이상 증가하면 연소가 꺼6%

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바카라치 스모크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배가스

에 대한 스모크 를 계측하였다 스모크 측정No. .

을 난방유와 자트로파 유에 대해 각각 회씩 실3

시하였으며 모두 스모크 는 이었다 난방유, No. 1 .

와 자트로파 유 연소에 대해 각각 미연분에 대한

스모크 발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실제 배가스 출구에서 가시적인 미연분도 보이지

않았다.

결 론3.

본 연구에서는 자트로파 유에 대한 기초 연소

시험 및 보일러 내에서 연소특성 시험을 수행하

였다 연소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난방유와 피치.

에 대한 연소시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였으며 연소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Heating

Oil

Crude

Jatropha

Oil



자트로파 유 발열량은 으로 기존(1) 39.3 MJ/kg

경유보다 다소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

자트로파 유에 대한 기초 연소 시험결과 연(2)

소기로 공급되는 자트로파 유의 온도가 이상90℃

일 때 안정적으로 연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트로파 유의 보일러 연소 결과 의 경(3) CO

우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는 난방유, NOx (80

에 비해 약 증가한 정도ppm) 13% 80 ~ 100 ppm

발생하였다.

배가스의 스모크 측정 결과 자트로파 유와(4)

난방유 모두 바카라치 스모크 로 계측되었No. 1

으며 실제 배기구에서 가시적인 미연분은 없었

다.

본 연구를 통해 자트로파 유에 대한 연료(5)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오랜 시간동안 연,

소를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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