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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biodiesel as bioenergy is defined as ester compounds formed by esterification of animal/vegetable oils, in this study 

three vegetable cooking oils (market, waste and refined waste ones) were esterified by reactions of alkali catalyst and 

immobilized enzyme. The fatty acid composition of the formed ester compounds was analyzed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biodiesel production. 

By lipolysis (i.e, hydrolysis of Triglyceride (TG)), all three vegetable oils used in this study were found to produce 

Diglyceride (DG), Monoglyceride (MD) and Fatty acid ethylester (FAEE). However, the amount of produced FAEE (which 

can be used as an energy source) was in the increasing order of market cooking oil, waste one and refined waste one. With 

NaOH catalyst, FAEE was produced about 24.92, 17.63 and 11.31 % for the respective oils while adding Lipozyme TL 

produced FAEE about 43.54, 38.16 and 24.47 %, respectively. This indicates that enzyme catalyst is more effective than 

alkali one for transesterifica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composition of fatty acids produced by hydrolysis of TG 

was unchanged with alkali and immobilized enzyme reactions. Thus it can be expected that stable conditions remain in the 

course of mixing with gasoline whose composition is similar to that of the fatty ac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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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브뤼셀대학의 G. Chavanne의 'Procedure for the 

transformation of vegetable oils for their uses as 

fuels'에 관한 특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특허는 식물

성유지의 알코올화 반응(alcoholysis)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단쇄 알코올(short linear alcohols)을 이용하

여 식물성유지의 글리세롤을 대체함으로써 지방산을 

분리하는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바이오디젤의 최초 생산 기술인 것으로 보인다(Elliott, 



1248 신 춘 환

2007).

현재에 와서는 에스테르 교환 반응 (transesteri- 

fication)을 이용한 저이용 지질류의 고부가가치화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서, 2008; Lee, 2007) 식물성 기

름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 생산기술, 트랜스지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소첨가 반응 대체 기술, trepeneester

와 같은 방향 성분 생산 기술 및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MCT (Medium Chain Triglyceride) 생산 기술 등의 

다양한 화학공학 분야, 식의약, 화장품 산업에 이르기

까지 응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김 등 2008). 

최근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은 세계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고 대체 에너지 개

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됨에 따라 현재 여러 나라에

서 대체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

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해 신 성장 동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온실 가스 감축 및 기후 변화 대

응을 위해 석유 대체 에너지로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태양열, 태양광발

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

물 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부

분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대체 에너지 개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바이오 연료와 석탄액화가스화 개발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열분해 방법은 원료 유기물에서 

고온고압으로서 가스화 및 연료를 액화 시키는 기술

로서 고분자 상태의 원료를 열분해 하는 방법으로 수

소화 시키는 공정을 이용하고 있다(김 등, 2007; 김 

등, 2008). 그러나 이 공정에서 필요한 수소는 조작이 

어렵고 단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음을 감안 할 때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수적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 에너지의 생산을 위해 알

칼리 촉매와 고정화 효소를 사용하여 바이오 에너지

로서 바이오 디젤의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였

다.

여기서 바이오 에너지는 크게 바이오 디젤 및 바이

오 에탄올과 같은 액체연료와 바이오가스와 같은 기

체연료로 구분되며 바이오디젤은 유채유, 해바라기

유, 대두유, 야자유, 폐식용유 등 식물성유와 어유 등

의 동물성유를 알코올과 반응시켜 생성되는 에스테르 

화합물로 정의되기 때문에(임 등, 2009; 지식경제부, 

2005; 지식경제부, 2008, 홍과 홍, 2007) 본 연구에 사

용한 세 종류의 식물유의 조성 및 생성된 에스테르 화

합물의 지방산 조성을 제시하여 바이오 디젤 생산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폐식용유는 폐기

물로서의 처리 보다는 생분해성 재생 비누 제조(신 

등,1996) 및 zeolite 촉매를 이용한 biomethanol 생산

(Koh와 Chung, 2008) 등의 연구에서처럼 폐자원의 

자원 순환 체계의 원료 물질로서 활용이 가능함이 확

인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시판 식용유, 정제된 폐식

용유를 비교 대상 물질로 사용하고, 폐식용유를 에너

지원으로 사용하여 NaOH를 알칼리 촉매로, lipozyme 

TL을 고정화 효소로 사용하여 triglyceride (TG)의 분

해에 의한 alkylester 생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식용유

로 부터 바이오 에너지 생산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또한 TG의 분해에 의해 생성된 지방산은 알칼

리 반응 및 고정화 효소 반응에 의한 조성 변화에 따

라  이와 조성이 비슷한 경유와의 혼합 가능성을 타

진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사용 재료

부산시 각 급 학교의 주방으로 부터 2009년 10월 

수거된 폐식용유 및 이를 정제한 정제폐유, 그리고 시

중에 판매되는 H 사의 시판 식용유의 세 종류의 식물

유를 사용하였다.

2.2. 점도 측정

폐식용유 및 정제폐유 그리고 시판 식용유의 점도 

측정을 위해 점도계(Model VT-03E, Orion, Japan)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2.3. 비누화가 측정

시료 1 g을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0.5 N-KOH-에탄

올 용액 25 ml 첨가한 후 환류냉각기를 연결하여 30

분 간 물중탕 한 후 냉각시켜 페놀프탈레인용액을 지

시약으로 하여 과잉의 KOH를 0.5 N-HCl용액으로 분

홍색이 없어지는 점을 종말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비누화가 = 28.05 * (A-B) * F / 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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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 : 바탕시험의 HCl 소비량(ml)

F : 0.5 N-HCl의 농도계수

B : 본 실험의 HCl 소비량(ml)

C : 시료 채취량(g)

2.4. 요오드가 측정

시료 1 g 씩 삼각플라스크에 분취하여 4염화탄소 

10 ml를 가하여 완전용해 시킨 다음 wijs용액 25 ml을 

가하여 암소에서 30분 간 방치한 후에 10% KI용액 20 

ml와 증류수 100 ml을 가한다. 0.1 N-NaS2O3용액으

로 시험액이 엷은 황색이 될 때까지 적정하고 가용성 

녹말용액을 몇 방울 가하여 푸른색이 없어질 때까지 

다시 NaS2O3로 적정한다. 요오드값은 다음과 같이 계

산하였다.

요오드가 = (A-B) * F * 1.269 / C (2)

여기서 A : 바탕시험의 NaS2O3용액 소비량(ml)

B : 본 실험의 NaS2O3용액 소비량(ml)

F : 0.1 N-NaS2O3용액의 농도계수

C : 시료 채취량(g)

2.5. 산가 측정

시료 각 10 g 씩 삼각플라스크에 분취한 후에 에탄

올-에테르혼합 용액(1:2) 100 ml 에 시료를 완전 용해

시킨 후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가한 후 0.1 N-KOH-

알코올용액으로 적정하여 엷은 분홍색이 30초 가량 

지속되는 점을 종말점으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계

산하였다.

산가 = 56.11 * A * B * F / C (3)

여기서 A : KOH의 소비량(ml)

B : KOH의 노르말 농도

F : KOH의 농도계수

C : 시료 채취량(g)

2.6. 과산화물가 측정

시료 각 1 g 씩 삼각플라스크에 분취한 후 아세트산

-클로로포름 혼합액 25 ml를 가하여 녹인 다음 포화 

요오드화칼륨 용액 1 ml를 가하여 진탕후 암소에 10

분 간 방치한 후에 녹말용액 1 ml을 지시약으로 가하여 

0.01 N-Na2S2O3 용액으로 적정하여 옅은 팥색이 무색

이 될 때를 종말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과산화물가 = (A-B) * F *10 / C (4)

여기서 A : 본 실험의 0.01 N-Na2S2O3소비량(ml)

B : 바탕시험의 0.01 N-Na2S2O3소비량(ml)

F : 0.01 N-Na2S2O3용액의 농도계수

C : 시료 채취량(g)

2.7. 에탄올화 반응

본 실험에서 사용된 3 종류의 시료 5 g를 기질에 대

한 3 w%의 무기촉매 NaOH와 고정화 효소인 lipozyme 

TL I M을 사용하여 shaking incubator상에서 에탄올

화 반응하였다. 반응조건은 모두 60 C〬, 120 rpm의 조

건으로 수행되었고, 반응 시간은 30시간이다. 에탄올의 

몰 함량비는 NaOH 처리 시 6배수(1.72g), Lipozyme 

TL IM처리 시 3배수(0.86g)이며 효소 처리의 경우 에

탄올에 의한 효소 불활성화를 막기 위하여 1배수씩 3

회에 걸쳐 10시간마다 첨가하였다.

2.8. 에탄올화 반응의 분석 방법

에탄올화 반응에 따른 시료의 구조 분석을 위하여 

HPLC(Waters 600E, USA)를 사용하였으며 column

은 C18(4.6×150 mm)를 사용하였다. 검출기는 UV 

Detector(Waters 484, USA)를 사용하였으며 분석파

장은 205 nm로 수행하였다. Methanol(용매A)과 

2-propanol : hexane(5:4(v/v))(용매B)을 이동상으로 

사용했으며 유속은 1 ml/min 이었다. 시료 주입 후 15

분 동안 용매A와 B를 100:0 에서 50:50 부피비로 변

화시켰고 15분에서 25분 까지 50:50 부피비로 유지하

였다가 25분부터 30분까지 용매 A와 B를 100대 0으

로 변화 시켰다(백 등 2009). 사용한 GC(Shimadsu, 

GC-2010, Japan)의 Column은 HP-INNOWax(30 m × 

0.32 mm × 0.5 μm)이며, 검출기는 FID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기초 물성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점도는 사용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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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Properties

Waste 
cooking oil

Refined waste 
cooking oil

Fresh cooking oil

Viscosity(CPS) 110 85 97

Acid Value(-) 4.43 1.65 0.3

SoapValue(-) 223.00 252.45 278.2

Iodine value(-) 23.77 25.38 27.09

Peroxide Value(-) 5.08 1.51 0.25

Table 1. Properties of sample

도에 다라 상승하고 비누화 값은 감소하고 있어 탄소

원으로 구성된 유류는 사용에 따라 저급 지방산의 비

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패에 의한 

유리지방산의 비율을 확인 할 수 있는 산값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용 빈도가 증가 하면 산패 정도가 커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산화물 값은 유지의 

변질 정도를 나타내며 고리화된 과산화물이나 그 중

합체 혹은 과산화수소의 함유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사용빈도가 높은 식용유 일수록 FTIR spectrum 의 

3,500 Cm
-1
에서 hydroxyl 기가 강하게 나타나 ester 

group 의 열에 의한 가수 분해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는 결과와 1,715 Cm
-1
에서

 
유리지방산의 흡수대에 해

당하는 peak가 나타난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도 일

치하고 있다(신 등, 1996 ).
 
또한

 

요오드값으로 부터는 

이중결합 등 불포화기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다. 

Table 1의 요오드값은 사용 빈도에 따라 감소하고 있

어 사용빈도가 작을수록 이중결합의 peak가 UV 

spectrum 에 나타는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신 등, 

1996). 따라서 식용유 구조중의 일부는 가수분해 되어 

유리 지방산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결과로 판단이 가

능하기 때문에(서, 2008; 최 등, 2008; Designer, 2008) 

이러한 식용유의 기초 물성은 알칼리 촉매 및 고정화 

효소를 이용한 에스테르화 반응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HPLC에 의한 구조분석

3.2.1. 원 시료의 HPLC 분석

실리카겔 칼럼을 이용한 Mono-Di-and Triglyceride 

Mix의 HPLC분석의 monoolein 2.7 min, diolein 9.7 

min, triolein 19.9 min의 retention time(RT)의 결과를 

이용하여(백 등 ,2009) 10분 이전의 RT 값을 가지는 

피크는 소량의 MG, DG, ester 등으로 확인되며 분석

결과 각각의 RT 값은 MG 2-3분, ester는 4-4.5분, DG 

6-11분, TG 16-26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조성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a)

(b)

(c)

Fig. 1. HPLC chromatography of raw samples(a: fresh 

cooking oil, b: waste cooking oil, c: refined waste 

cooking oil).

Fig.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반응 전의 a, b, c 

시료 모두에서 TG 의 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DG와 MG는 상대적으로 낮은 피크

를 보이고 있으며 FAEE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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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알칼리 촉매에 의한 에탄올화 반응 

Fig. 2에는 NaOH를 알칼리 촉매로 사용하여 처리

된 시료들의 HPLC 피크를 나타내었다.

MG
ESTER

DG

TG

(a)

(b)

(c)

Fig. 2. HPLC chromatography of NaOH treated samples. 

(6M ethanol, 60 C〬, 120rpm, 30h, a: fresh cooking oil, 

b: waste cooking oil, c: refined waste cooking oil).

 

Fig.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TG의 분해에 의해 

DG, MG, ethylester의 생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각

각의 결과는 전체 w%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백 등, 

2009). 여기서 보면 시판 식용유의 경우 TG 는 93.83%

에서 49.2%로 감소 한 반면, DG는 4.3%에서 12.98%, 

MG는 1.87%에서 12.85%, FAEE는 0%에서 24.92%

로 각각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G는 글

리세롤 한 분자에 각각 2와 1개의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DG 와 MG로 분해되고 시판 식용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FAEE가 24.92% 만큼 생성하고 있

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폐식용유는 TG가 89.66%에서 

57.0%, DG가 4.36%에서 12.33%, MG가 5.98%에서 

13.04%, FAEE가 0%에서 17.63%로 확인 되었으며 

정제 폐식용유의 경우에는 TG가 93.75%에서 

68.35%, DG가 3.41%에서 26.31%, MG가 2.84%에

서 5.34%, FAEE가 0%에서 11.31%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정제 폐식용유는 정제과정을 통해 

시판식용유와 비슷한 농도의 TG로 정제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FAEE는 

오히려 폐식용유 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폐식용유의 정제를 위해 가열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폐식용유 자체 보다는 더 많은 열 이력

을 가지고 있어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폐식

용유 보다는 오히려 점도가 낮은 현상을 보이는 결과

로 부터 TG가 FAEE로 전환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Table 1의 결과처럼 열 이력을 가지지 않은 

시판 식용유는 산패 및 열에 의한 분해반응이 일어나

지 않아 TG의 FAEE로의 전환이 용이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3.2.3. 고정화 효소 에 의한 에탄올화 반응

Fig. 3 에는 lipozyme TL을 효소 촉매로 사용하여 

처리된 시료들의 HPLC 피크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보면 시판식용유는 TG가 22.04%, DG가 14.85%, 

MG가 19.56%, FAEE가43.54%로 계산되었으며 폐

식용유는 각각 26.71%, 16.25%, 18.88%, 38.16%로, 

정제 폐식용유는 45.51%, 11.68%, 18.34%, 24.47%

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 역시 시판식용유에서 가장 높은 FAEE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어 알칼리 촉매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알칼리 촉매반응과의 생성된 

FAEE의 비교에서는 시판식용유는 24.92%와 43.54%, 

폐식용유는 17.63%와 38.16%, 폐정제식용유는 11.1%

와 24.47%로 나타나 모든 시료에서 lipozyme TL을 

고정화 효소로 사용했을 경우가 월등히 높은 FAEE를 

생성시킨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폐식용유 중의 유리지방산은 염기촉매와 중화 반응하

여 염을 생성시킬 뿐 아니라 촉매 소요량을 증가시키

며 생성된 염은 바이오디젤과 글리세롤의 분리를 어

렵게 하여 바이오디젤 생산 수율을 감소시킨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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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sition(%) of raw samples by HPLC analysis(a: fresh cooking oil, b: waste cooking oil, c: refined waste 

cooking oil)

(a)

Sample
Composition

Fresh cooking oil NaOH treated Lipozyme treated

Triglycerides 93.83 49.24 22.04

Diglycerides 4.3 12.98 14.85

Monoglycerides 1.87 12.85 19.56

Fatty acid ethyl esters 0 24.92 43.54

(b)

Sample
Composition

Waste cooking oil NaOH treated Lipozyme treated

Triglycerides 89.66 57.0 26.71

Diglycerides 4.36 12.33 16.25

Monoglycerides 5.98 13.04 18.88

Fatty acid ethyl esters 0 17.63 38.16

(c)

Sample
Composition

Refined waste cooking oil NaOH treated Lipozyme treated

Triglycerides 93.75 68.35 45.51

Diglycerides 3.41 26.31 11.68

Monoglycerides 2.84 5.34 18.34

Fatty acid ethyl esters 0 11.31 24.47

과(Lee, 2007; 김 등, 2007; 김 등 ; 2007)와 효소 반응

에 의해 높은 수율의 FAEE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백 

등, 2009; Herod 등, 2007; Koh와 Chung, 2008 )와 동

일하다. 따라서 에스테르 교환반응에서 알칼리 촉매

의 단점인 많은 에너지소모, 불포화 지방산에 의한 2

중 결합 혹은 3중 결합을 가지는 중합체의 생성을 해

소 하기위해서는 효소 반응에 의한 에스테르 전환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a)

(b)

(c)

Fig. 3. HPLC chromatography of Lipozyme TL treated 

samples(3M ethanol, 60 C〬, 120rpm, 30h, a: fresh 

cooking oil, b: waste cooking oil, c: refined waste 

cooking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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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GC-FID 에 의한 지방산 조성 분석

Fig. 4에 GC로 분석한 원 시료들의 피크를 나타내

었고 Fig. 5에 알칼리촉매 반응에 의한 피크를, 그리고 

Fig. 6에 고정화 효소 반응에 의한 피크를 각각 나타내

었으며 Table 3에는 지방산 조성의 분석결과를 나타

내었다. 여기서 보면 본 실험에 사용한 세 가지 시료 

모두에서 linoleic acid, oleic acid, palmitic acid가 가

장 많았으며 정제 폐식용유는 myristic acid와 

palmitoleic acid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가장 불포

화도가 높은 linoleic acid와 linolenic acid는 시판 식

용유와 비교하여 폐식용유는 감소하고 있어 Table 1

의 기초 물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산화작용에 의

해 2중 결합 혹은 3중 결합이 형성된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가장 많은 조성을 나타내고 있는 불

포화 지방산인 linoleic acid의 알칼리 촉매 반응에 의

한 조성 변화와 효소 반응에 의한 조성 변화를 비교해 

보면 시판식용유의 경우 초기 조성 51.88%에서 알칼

리 촉매 반응 결과 55.74%, 효소반응 결과 55.88%를 

나타내고, 폐식용유는 초기 조성 46.66%에서 각각 

47.1%, 46.42%, 정제 폐식용유는 초기 조성 56.05%

에서 각각 52.67%, 52.41%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지방산의 경우도 조성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HPLC 구조 분석 결과와

는 달리 알칼리 촉매 반응 및 효소 반응에 의한 조성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였으며 에너지원으

로 사용 가능한 FAEE는 TG의 전이 에스테르화 반응

에 의해 생성 되지만 일단 생성된 FAEE의 조성은 반

응에 의해서는 변하지 않는 안정한 상태로 존재한다

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식물성 유지로부터 

생성된 지방산 에스테르는 biodiesel로 사용할 경우 

석유 정제에 의해 생산된 경유와 혼합하여 사용한다

고 해도 그 조성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

며 생산 과정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배출량이 매우 

적으며 사용 시 매연이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공

해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 

실험의 결과를 이용한 연속적인 실험에서 BD5, BD20

와 같이 나타내는 경유와의 혼합 비율에 따른 연소 효

율 등을 제시 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

(b)

(c)

Fig. 4. GC chromatography of raw samples(a: fresh cooking 

oil, b: waste cooking oil, c: refined waste cooking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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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5. GC chromatography of NaOH treated samples(6M 

ethanol, 60 C〬, 120rpm, 30h, a: fresh cooking oil, b: 

waste cooking oil, c: refined waste cooking oil).

(a)

(b)

(c)

Fig. 6. GC chromatography of Lipozyme treated samples 

(6M ethanol, 60 C〬, 120rpm, 30h, a: fresh cooking 

oil, b: waste cooking oil, c: refined waste cooking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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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 of fatty acid composition(%) by GC-FID analysis(a: fresh cooking oil, b: waste cooking oil, c: refined waste 

cooking oil)

(a)

Sample

Composition
Fresh cooking oil NaOH treated Lipozyme treated

Myristic acid 0.15 0.00 0.00

Palmitic acid 12.77 11.23 11.20

Palmitoleic acid 0.17 0.11 0.11

Stearic acid 4.89 3.98 3.91

Oleic acid 24.57 23.22 23.06

Linoleic acid 51.88 55.74 55.88

Linolenic acid 5.57 5.73 5.85

(b)

Sample

Composition
Waste cooking oil NaOH treated Lipozyme treated

Myristic acid 0.25 0.24 0.23

Palmitic acid 14.06 13.53 14.30

Palmitoleic acid 0.64 0.62 0.69

Stearic acid 5.07 5.08 5.11

Oleic acid 28.23 28.23 28.08

Linoleic acid 46.66 47.11 46.42

Linolenic acid 5.09 5.19 5.16

(c)

Sample

Composition
Refined waste cooking oil NaOH treated Lipozyme treated

Myristic acid 0.00 0.00 0.00

Palmitic acid 11.24 12.46 12.65

Palmitoleic acid 0.00 0.00 0.19

Stearic acid 3.88 4.89 4.74

Oleic acid 23.04 24.44 24.44

Linoleic acid 56.05 52.67 52.41

Linolenic acid 5.79 5.54 5.57

4. 결 론

시판 식용유와 폐식용유 및 정제 폐식용유를 biodiesel 

생산을 위해 알칼리 촉매 반응 및 효소 반응을 실시하여 

HPLC와 GC-FID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본 실험에 사용한 식용유들은 사용빈도를 나타내

는 열 이력이 클수록 산패가 진행되어 폐식용유 및 정제 

폐식용유에서 산도 및 과산화 값의 상승을 확인할 수가 

있어 가능하면 열 이력이 작은 식용유를 biodiesel 생산

의 출발 물질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HPLC 분석결과 시판식용유는 TG의 분해과정

을 통해 알칼리 촉매 반응에서 24.92%, 효소 반응에서 

43.54%의 FAEE를 생산하고 있으며, 폐식용유는 각각 

17.63%, 38.16%, 폐 정제 식용유는 각각 11.31%, 

24.47% 를 생산하고 있어 2중 결합 및 3중 결합이 형

성되지 않은 식용유가 많은 FAEE를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효소 반응에 의한 FAEE 생성이 알칼

리 촉매 반응 보다 효율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3. GC-FID에 의한 지방산 분석 결과로부터 불포화 

지방산인 Linoleic acid의 알칼리 촉매 반응에 의한 조

성 변화와 효소 반응에 의한 조성 변화를 비교해 보면 

시판식용유의 경우 초기 조성 51.88%에서 알칼리 촉



1256 신 춘 환

매 반응 결과 55.74%, 효소반응 결과 55.88%를 나타

내고, 폐식용유는 초기 조성 46.66%에서 각각 47.1%, 

46.42%, 정제 폐식용유는 초기 조성 56.05%에서 각

각 52.67%, 52.41%를 나타내고 있어 알칼리 촉매 반

응 및 효소 반응에 의해서는 그다지 조성이 변하지 않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원으로 사

용 가능한 FAEE는 TG의 전이 에스테르화 반응에 의

해 생성 되지만 일단 생성된 FAEE의 조성은 반응에 

의해서는 변하지 않는 안정 상태로 존재한다는 결론

으로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성된 지방산 에스테

르를 biodiesel로 사용할 경우 석유 정제에 의해 생산

된 경유와 혼합하여 사용한다고 해도 그 조성이 변하

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09년 예비 기술 창업자 지원 사업 및 

동서대학교 2009년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의해 수행

되었으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김덕근, 최종두, 박지연, 2009, 황산을 이용한 열대작물 

오일의 전처리 반응 최적화 및 바이오디젤 생산, 

KChE, 47 (6), 762-767. 

김승수, 김기호, 신성철, 임의순, 2007, 바이오디젤 보급

을 위한 정책 및 시장현황, 공업화학과 전망, 11 (3), 

401-411.

김승수, 김영식, 김진수, 2008, 국내 신재생에너지로서의 

바이오디젤 동향, 공업화학과 전망 11(3), 1-10.

김영주, 이진석, 김덕근, 2007, 강산성 이온성 액체에 의

한 유리지방산의 에스테르화 연구, KChE, 45(3), 

286-290.

백성신, 권경태, 정고운, 안향민, 심정은, 강희문, 전병수, 

2009, 초임계 이산화탄소에서 밀배아유의 효소적 

에탄올화 반응 특성, KChE, 47(5), 546-552. 

서영웅, 2008, 수첨 바이오디젤(HBD) 생산기술의 최근 

동향 및 전망, 공업화학과 전망, 11(3), 35-45.

신춘환, 김희숙, 허근태, 1996, 폐식용유로 제조된 재생 

비누의 생분해 속도, 한국 환경과학회지, 5(1), 83-91.

임영관, 전철환, 김신, 2009, 다양한 식물성오일로부터 

생산된 바이오디젤의 혼합에 따른 연료특성 분석, 

KChE, 47 (2), 237-242.

지식경제부 고시 제 005-55호, 2005, 바이오디젤 시범 보

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 007-83호, 2007, 바이오디젤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최종두, 김덕근, 박지연, 2008, Amberlyst-15를 이용한 

자트로파 오일의 에스테르화 반응 최적화 및 바이오

디젤 생산, KChE, 46(1), 194-199. 

홍연기, 홍원희, 2007, 바이오디젤 공정기술과 연료특성, 

KChE, 45(5), 424-432. 

Designer, G. K., 2008, Biodiesel: Optimizing fatty ester 

composition to improve fuel properties, Energy 

Fuels, 22(2), 1358-1364.

Elliott, D. C., 2007, Historical developments in hydro- 

processing bio-oils, Energy Fuels, 21(3), 1792-1815.

Herod, A. A., Bartle, K. D., Kandiyoti, R., 2007, 

Characterization of heavy hydrocarbons by chromato- 

graphic and mass spectrometric methods,  energy 

Fuels, 21(4), 2176-2203.

Koh, T. S., Chung, K. H., 2008, Production of biodiesel 

from waste frying oil by transesterification on 

zeolite catalysts with different acidity, J. Korean 

Ind. Eng. Chem., 19(2), 214-221.

Lee, K. W., 2007, A kinetic study on the transesteri- 

fication of glycerol monooleat and used soybean oil 

to biodiesel, J. Ind. Eng. Chem., 13(5), 799-807.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AmeriGarmnd-BT
    /AmeriGarmnd-BTBold
    /AmeriGarmnd-BTBoldItalic
    /AmeriGarmnd-BTItalic
    /Baskerville-BT
    /BernhardFashion-BT
    /Blippo-BlkBT
    /Bodoni-BdBT
    /Bodoni-BdBTItalic
    /Bodoni-BkBT
    /Bodoni-BkBTItalic
    /BroadwayEngraved-BT
    /BrushScript-BT
    /CentSchbook-BT
    /CentSchbook-BTBold
    /CentSchbook-BTBoldItalic
    /CentSchbook-BTItalic
    /CommercialScript-BT
    /Cooper-BlkBT
    /Cooper-BlkBTItalic
    /Courier10-BTBold
    /Courier10-BTBoldItalic
    /DomCasual-BT
    /Freehand591-BT
    /FuturaBlack-BT
    /FZWBFW--GB1-0
    /FZXKJW--GB1-0
    /GoudyOlSt-BT
    /GoudyOlSt-BTBold
    /GoudyOlSt-BTBoldItalic
    /GoudyOlSt-BTItalic
    /H_CIRNUM
    /H_EQSYM1
    /H_EQSYM2
    /H_HEBREW
    /H_KEYBD
    /H_MULTI1
    /H_MULTI2
    /H_PROSYM
    /HighlightLetPlain
    /Hobo-BT
    /JohnHandyLetPlain
    /LaBambaLetPlain
    /Liberty-BT
    /MBatang
    /MDotum
    /MekanikLetPlain
    /MGungHeulim
    /MGungJeong
    /MJemokBatang
    /MJemokGothic
    /MSugiHeulim
    /MSugiJeong
    /MurrayHill-BdBT
    /Newtext-BkBT
    /OCR-A-BT
    /OCR-B-10-BT
    /OdessaLetPlain
    /OrangeLetPlain
    /Orator10-BT
    /ParkAvenue-BT
    /PumpDemiBoldLetPlain
    /QuixleyLetPlain
    /RuachLetPlain
    /SandSm
    /SandTm
    /ScruffLetPlain
    /Swis721-BT
    /Swis721-BTItalic
    /TirantiSolidLetPlain
    /UniversityRomanLetPlain
    /VictorianLetPlain
    /WestwoodLetPlain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1200 12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