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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백합나무의 속 열분해 공정에서 시료의 입자크기  함수율 조건이 열분해 산물(가스, 바이

오오일, 바이오촤)의 수율과 물리․화학  특성에 미치는 향을 구명하 다. 시료의 함수율이 낮을수록 바이오

오일의 수율은 증가하 으며 시료의 입자 크기는 수율 변화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 각 조건별로 생성된 

바이오오일은 20∼30%의 수분 함량과 pH 2.2∼2.4, 발열량 16.6∼18.5 MJ/kg의 수 을 나타내었으며 바이오

오일 내 수분 함량은 높은 함수율 시료 조건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바이오촤의 경우 80% 이상이 탄소

로 이루어져있으며 발열량은 26.2∼30.1 MJ/kg 수 으로 측정되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particle size and water content on the yields and physical/chemical

properties of pyrolytic products were investigated through fast-pyrolysis of yellow poplar. Water

content was critical parameters influencing the properties of bio-oil. The yields of bio-oil were 

increased with decreasing water content. However, the yield of pyrolytic product was not clearly

influenced by feedstock’s particle size. The water content, pH and HHV (Higher Heating Value) 

of bio-oil were measured to 20∼30%, 2.2∼2.4 and 16.6∼18.5MJ/kg, respectively. The wate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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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eedstock was clearly influenced to water content of bio-oil. In terms of bio-char, HHV of 

them were measured to 26.2∼30.1 MJ/kg with high content of carbon over 80%. 

Keywords : yellow poplar, fast pyrolysis, bio-oil, bio-char, higher heating value, water content, 

GC/MS

1. 서  론

재 세계 각국은 G8, APEC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재생 에 지 발 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내

세우며 친환경 성장을 실 하기 하여 노력하고 있

다. 이에 한 배경으로는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의 증가와 기후변화, 화석 연료의 고갈  

인구와 소득의 증가로 인한 에 지 수요 증 를 꼽을 

수 있다[1,2]. 

국제기구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향후 20여 년간  세계의 에 지 수요는 연

평균 1.6%씩 꾸 히 증가할 것이며 신재생 에 지가 

수요증가분의 67%를 공 할 것으로 망하고 있다. 

더불어 신재생 에 지 발 량의 90%를 풍력, 바이오

매스, 태양 이 차지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3]. 이 

 바이오매스는 농․임업 부산물, 작물  목재 등

으로부터 얻어지는 생물 유기체로, 에 지원으로 활

용 시 경제 이고 탄소 립 이며 황과 질소 함량이 

낮은 장  덕분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4-6]. 바이

오매스는 효소 당화  발효, 증기폭쇄, 열분해와 같

은 생화학 , 물리 , 열화학  공정을 거쳐서 유용

한 에 지의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다. 

속열분해 공정은 바이오매스를 산소가 없는 고

온의 조건에서 2  이내로 열분해시킴으로써 액상의 

바이오오일  가스, 바이오촤의 생성물을 얻게 되는 

열화학  변환 과정이다. 이 공정은 모든 종류에 해

당하는 바이오매스의 직  사용이 가능하며 생화

학  변환 방법에 비해 공정이 간단하고 안정 인 장

이 있다[7]. 한 속 열분해를 통해 생성된 바이

오연료는 원료인 바이오매스보다 훨씬 더 큰 고부가

가치를 지니며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월

등히 기 때문에 환경 친화 이고 석유 기반 수송 

원료  소재를 체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

니고 있다[8]. 

속 열분해의 주요 산물인 바이오오일은 15∼

30%의 수분과 카르보닐기, 당, 유기산, 페놀, 올리고

머 등 수백 가지의 산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

이오오일의 조성  특성은 차후 바이오오일이 활용

될 분야와 한 련이 있다[9-11]. 한편, 이러한 

열분해 생성물의 화학 조성, 물리․화학  특성  

수율은 시료의 종류  입자크기, 반응 온도, 승온 속

도, 반응기 내 체류 시간 등에 향을 받는다고 알려

져 있다[7,12]. 따라서 열분해 생성물의 효율  활용

을 해 각 생성물의 물리․화학  특성 분석  

향인자에 한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

는 특성별 바이오연료의 선택  생산  활용 가능성

이 증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백합나무 목부의 속열분해 과정

에서 원료에 한 조건변이(시료의 입자크기, 함수

율)에 따라 생성되는 열분해 생성물의 수율(Mass 

balance)  특성 변화를 찰하 다. 세부 으로 각 

조건별로 생산된 액상 연료인 바이오오일과 고형분 

바이오촤에 하여 각각 물리·화학  특성 분석을 실

시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실험에서는 16년생 백합나무(Liriodendron tu-

lipifera) 목부를 공시재료로 사용하 다. 공시재료

의 입자 크기는 0.75 mm, 함수율은 약 10% 정도를 

유지하 으며 홀로셀룰로오스와 리그닌함량은 각각 

Wise 법(1946)과 72% 황산가수분해법(TAPPI meth-

od (T222 om-88))에 의거하여 정량하 다. 주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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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lemental and Components Analysis

of Yellow Poplar Sample

Elemental analysis 
(%, wet basis)

Value

Carbon 48.8

Hydrogen 6.5

Nitrogen 0.2

Oxygena 44.5

Components analysis 
(%, dry basis)

Value 

Holocelluloseb 78.3

  Arabinose 6.7

  Galactose 1.1

  Glucose 40.4

  Xylose 18.1

  Mannose 5.3

  Ligninb 21.3

  Extractives 4.4

Ash (%, dry basis) 0.58
a by difference
b based on the weight of wax free sample

Table 2. Experimental Design for Influence 

Factors on Fast Pyrolysis

Factors

Experiments No.

operated at 500°C and 1.93s

A B C D E F

particele size 
(mm)

0.75 0.5 0.1 0.75 0.75 0.75

water content 
(%)

10 10 10 5 10 25

당류 성분과 함량은 리그닌 정량 과정에서 제조한 황

산가수분해액을 60배 희석한 후에 서울 학교 농업

생명공동기기센터의 Carbo Pac PA100 column (4 × 

250 nm)과 ED50 pulsed amperometric detector가 

장착된 고성능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HPAEC, Aionex 

system)로 정량하 다. 주요 결과는 의 Table 1에 

나타냈다. 

2.2. 열중량 분석(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공시재료인 백합나무 목부의 속열분해 공정을 

실시하기에 앞서 시료의 온도에 따른 열분해 거동을 

살펴보기 해 열 량 분석(TGA)을 실시하 다. 기

건 상태의 시료 30 mg을 10 °C/min 조건 하에 40∼

800°C 측정 범  내에서 Q-5000 IR (TA Instru- 

ments, USA)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2.3. 실험 설계

열분해 공정에서 바이오매스 입자크기와 수분 조

건이 열분해 생성물(바이오오일, 바이오촤, 가스)의 

수율  특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하여 반응

온도를 500°C, 체류시간을 1.93 로 고정한 후에 시

료의 입자크기  함수율을 다르게 설정하 다. 입자

크기의 경우 분쇄기를 이용하여 시료를 각각 0.5 mm 

이하, 0.75 mm 이하, 1.0 mm 이하 크기로 분류한 후 

사용하 다. 시료의 함수율 변화는 기건상태 건조, 

105°C 건조, 수분 공 을 통해 제어하 으며 각각 5% 

미만, 10%, 25%의 함수율을 나타내었다(Table 2).

2.4. 급속 열분해 운전 및 바이오오일, 

바이오촤 생산

백합나무 목부의 속열분해 공정은 유동형 반응

기를 이용하 다. 시료는 스크류형 공 기를 통해 시

간당 150 g의 속도로 반응기 내부에 투입되었다. 반

응기 내 균일한 열 달을 해 140 g의 모래를 정량

하여 사 에 투입하 고 모래의 효율 인 분산과 반

응기 내부의 비활성 상태를 유지하기 해 질소가스

(N2)를 공 하 다. 체류 시간은 반응기 내 모래를 

제외한 체 부피를 단  시간 당 반응기 내부로 유

입되는 질소의 부피로 나 어 구하 다. 열분해 반응 

후 싸이클론(Cyclone)을 통해 바이오촤를 분리하

고 휘발성 기체는 냉각장치(-2°C)와 기집진장치를 

거쳐 액상의 바이오오일로 회수하 다. 반응이 끝난 

후 열분해 생성물(바이오오일, 바이오촤, 가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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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rmogravimetric analysis of yellow polar sample.

                   (a)                                          (b)

Fig. 2. Thermogravimetric analysis of yellow polar sample according to particle size with slow tem-

perature rising (10°C/min, (a)) and fast temperature rising (100°C/min, (b)).

해 수율(wet basis)을 측정하 으며 각 생성물의 수

율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바이오촤의 수율(wt%) 

= 
시료의무게

생성된탄의무게
× 

바이오오일의 수율(wt%) 

= 
시료의무게

생성된오일의무게
× 

가스의 수율(wt%) 

= 100 - (바이오촤의 수율+오일의 수율)

2.5. 바이오오일 및 바이오촤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각 조건별로 생성된 바이오오일  바이오촤의 물

리�화학  특성을 살펴보기 해 다양한 분석을 실시

하 다. 바이오오일의 수분함량과 pH는 각각 Auto- 

matic Karl-Fischer titrator (DAIHAN Scientific, 



속열분해 공정에서 바이오매스의 입자크기와 수분 함량이 열분해 산물의 특성에 미치는 향

－ 449 －

Korea)와 pH meter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발열량은 Parr 6400 

(Parr instrument,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한 바이오오일 내 탄소, 수소, 질소 함량은 US/CHNS-932 

(LECO Corp,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산소 

함량은 체 100%에서 탄소, 수소, 질소의 함량을 

뺀 값으로 나타내었다. 바이오촤의 발열량과 원소조

성 한 바이오오일의 특성 분석에 용한 방법과 같

은 방법으로 수행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열중량 분석

본 연구에서는 백합나무 목부를 사용하여 속열

분해 산물에 향을 미치는 공정  요인과 원료  요

인으로 각각 반응 온도와 체류 시간, 시료의 입자 크

기와 함수율에 따른 변이를 주면서 실험을 진행하

다. TGA를 이용하여 시료의 열분해 거동을 살펴보

는 것은 이후 실제 열분해 공정에서 시료의 열분해 

메커니즘을 추측하고 열분해 산물의 특성을 악하

는데 도움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소재로써의 잠재

 이용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 요한 역할을 한다

[13]. 따라서 속 열분해 공정을 실시하기에 앞서 시

료에 한 열 량 분석을 하 으며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백합나무 시료는 측정 범  내 최종 온도인 800°C

까지 꾸 히 분해되는 경향을 보 으며 먼 , 기 

100°C에서 소량의 량감소가 일어나는 것은 시료 

내에 존재하던 수분의 손실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14]. 그 후 200∼300°C 사이에서 헤미셀룰로오스가 

분해되고 셀룰로오스 내 리코시드 결합이 끊기며 

서서히 량 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 이어서 시료가 최  속도로 분해되는 Tm1부분

은 셀룰로오스 올리고머가 분자량 화합물로 분해

되며 나타나는 피크로 알려져 있다[16]. Tm1지  이

후에도 꾸 히 시료의 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리그닌의 분해에 의한 것으로 분

석된다. 리그닌의 경우 열분해 기 온도부터 종료 

온도까지 범 한 온도 조건에서 지속 으로 분해

되는 특성이 있으며 높은 온도 조건일수록 더 많은 

양의 리그닌 고분자가 분해된다[17]. 최종 온도인 

800°C에서 잔존하는 약 10% 이하의 량은 탄으로 

분석된다.

한편 입자크기에 따른 시료의 열분해 거동 변화를 

살펴보기 하여 시료의 입자크기를 각각 0.50, 

0.75, 1.00 mm로 다르게 한 후 열 량 분석을 실시

하 다(Fig. 2). Fig. 2(a)에서 찰할 수 있듯이 모

든 입자크기 범 에서 시료가 최 로 분해되는 온도

는 360°C부근이었으며 최  분해 속도 한 큰 차이

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열분해 최종 온도 부근에서 잔존하는 탄의 

비율은 입자크기 별로 차이를 보 으며 가장 작은 입

자크기인 0.50 mm의 탄 생성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에 하여 Valenzuela-Calahorro

는 바이오매스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비표면 이 증

가하여 바이오매스 내부로의 열 달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바이오매스 내 수분과 휘발성 물질 등이 

외부로 배출하는 양 한 증가하는 데에 기인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18]. 한편, 바이오매스의 열분해 특성

은 승온속도에 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제 

속열분해 공정은 500°C 조건에서 1∼2  간 반응

하고 이 때 바이오매스에 한 승온속도를 계산해보

면 250∼500°C/s으로 약 15,000∼30,000°C/min 수

으로 상당히 높다[19]. 따라서 승온속도를 100°C/min

으로 높인 후 열 량 분석을 재실시하 다. Fig. 2(b)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승온속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입자크기에 상 없이 시료가 최 로 분해되는 정도

는 모두 비슷하 으나 그 온도 범 는 각각 차이를 

보 다. 이 때 Fig. 2(a)의 경우와는 다르게 최종온도

에서 각 조건별 생성된 휘발성 물질과 탄의 양이 비

슷하 으며 따라서 실제 높은 승온속도에서 진행되

는 속열분해 공정 시 입자크기별 열분해 산물간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3.2. 열분해 생성물의 수율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속열분해 과정에서 생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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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 Mass balance of fast pyrolysis products according to sample conditions; (a) particle size,

(b) water content.

는 산물은 크게 바이오촤, 바이오오일, 비응축성 가

스로 구분되며 바이오매스 입자크기와 수분함량에 

따른 생성물의 수율은 Fig. 3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Fig. 3(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이오

오일은 61.1∼65.4%, 바이오촤는 9.5∼11.7%로 모

든 입자크기 범  내에서 서로 비슷한 조성비를 보

다. 일반 으로 입자 크기가 특정 크기 이상으로 커

지면 단  부피당 비표면 은 감소하며 열 달이 효

과 으로 일어나지 않고 열분해 한 효율 으로 진

행되기 어렵다. 반면 입자크기가 과도하게 작을 경우 

과한 열 달로 인해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이차 반응

이 진되어 바이오오일의 수율이 감소할 수 있다

[18,20]. 하지만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입자크기 범  

내에선 열분해 산물의 조성비가 뚜렷하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Fig. 2(b)에서 나타난 TGA 분

석과도 상응되는 결과이다.

Fig. 3(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시료 내 함수율의 

변화는 열분해 산물의 조성비에 큰 향을 미쳤으며 

함수율이 5%에서 25%로 증가할수록 가스의 수율은 

14.6%에서 38.6%로 증가하 으나 바이오촤의 수율

은 21.3%에서 9.1%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바이오매스 내 수분 함량이 많은 경우 바이오촤

가 수분과 반응 하여 CO, H2등 비응축성 가스로의 

환이 진행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0]. 바이오오일의 

경우 25% 함수율 시료에서 52.3%의 낮은 수율을 나

타냈으며 이는 시료 내 높은 함수율 비 으로 인해 바

이오오일로 환될 수 있는 시료 내 탄소 기반 유기물

의 양 자체가 감소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3. 바이오오일의 물리 화학적 특성

바이오오일의 물리 ․화학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각 조건별 산물의 원소 조성, 수분함량, pH, 발

열량을 측정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3과 Fig. 4에 

제시하 다. 원소분석 결과에 의하면 탄소함량은 40.2∼ 

46.9%, 산소함량은 45.4∼52.9% 수 을 나타냈으며 

바이오오일 내 탄소함량의 경우 시료의 입자 크기가 

작고 함수율이 감소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수분 함량의 경우 반 으로 바이오오일 

질량 비 약 20∼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때 투입된 시료의 함수율을 고려해보았을 

때 바이오오일 내 수분은 부분 시료 내 존재하던 

자유수  결합수로부터 유래하는 것 외에 열분해 도

 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의 탈수 반응에 의해서도 일

부 생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7]. 일반

으로 바이오오일 내 포함된 수분은 바이오오일의 

도를 낮춰 유동성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오일의 발

열량  연소율을 감소시키는 등 연소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바이오오일의 pH는 2.2∼2.4를 나타내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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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lemental Analysis of Bio-oils

Factors
Experiments No. operated at 500°C and 1.93s

A B C D E F

particle size (mm) 0.75 0.5 0.1 0.75 0.75 0.75

water content (%) 10 10 10 5 10 25

Elemental analysis (%)

carbon 40.2 40.3 40.2 46.9 40.2 -

hydrogen 6.8 6.7 6.6 7.2 6.8 -

oxygen 52.8 52.6 52.9 45.4 52.8 -

nitrogen 0.3 0.2 0.3 0.5 0.3 -

                      (a)                                        (b)

Fig. 4.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bio-oils operated under various conditions; (a) particle

size, (b) water content.

바이오오일 내에 존재하는 아세트산이나 로피온산 

등의 유기산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바이오오일의 이러한 산성  특성은 사용 기기의 부

식을 래하여 연료로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게 하

므로 개질 방법을 통하여 이를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

다[21]. 한편 바이오오일의 발열량은 16.6∼18.5 MJ/kg

으로 측정되어 다른 에 지원( 유 40 MJ/kg, 바이

오디젤 34∼45.3 MJ/kg, 바이오에탄올 26.7 MJ/kg)

과 비교했을 때 연료로써의 가치가 다소 떨어지며 이

는 바이오오일 내 높은 수분함량과 산소함량에 기인

하는 것으로 단된다[22]. 바이오오일의 이러한 특

성들은 수첨탈산소 반응, 에스테르화 반응, 크래킹 

등의 다양한 개질 방법을 통해 보완  향상 가능하

며 이에 한 연구들 한 다수 진행되고 있다[21]. 

더 나아가, 조건 변이에 한 구체  분석을 해 

각 조건별로 생성된 바이오오일의 물리․화학  특

성을 비교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시료의 입자크

기에 따른 바이오오일의 물리․화학  특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Fig. 4(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큰 변화

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시료 내 함수율 차이는 바이오오일의 물리․

화학  특성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b)). 시료 내 함수율이 5%에서 25%로 증가

함에 따라 바이오오일 내 수분 함량은 18.9%에서 

65.1%로 크게 증가하 으며 반 으로 바이오오일 

내 수분함량이 높을수록 바이오오일의 발열량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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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Experiments No. operated at 500°C and 1.93s

A B C D E F

particle size (mm) 0.75 0.5 0.1 0.75 0.75 0.75

water content (%) 10 10 10 5 10 25

Elemental analysis (%)

carbon 82.7 83.0 82.4 84.2 82.7 79.2

hydrogen 1.3 1.1 1.0 1.7 1.3 0.9

oxygen 15.9 15.7 16.5 13.8 15.9 19.6

nitrogen 0.1 0.2 0.1 0.3 0.1 0.3

HHV (MJ/kg) 29.0 28.6 27.6 30.1 29.0 26.2

소하는 경향을 찰할 수 있었다. 25% 함수율 조건

에서 생성된 바이오오일은 다량의 수분함량으로 인

해 층분리 상이 찰되었으며 이 때문에 정확한 발

열량 측정  원소분석이 불가능하 다. 

3.4. 바이오촤의 물리․화학적 특성

일반 으로 바이오촤는 바이오매스의 열분해 과정 

시 생성되는 고형 물질로 높은 탄소 함량과 발열량 

때문에 연료  특성이 우수하며 표면  공극 특성으

로 인해 흡착제  활성 탄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

다[20]. 본 실험에서 생성된 바이오촤의 원소 조성  

발열량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시료 내 함수율이 낮고 입자크기가 

작은 원료  조건에서 생성된 바이오촤의 경우 탄소

함량이 높고 이에 따른 발열량 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바이오촤의 발열량은 26.2-30.1 MJ/kg

이며 이는 기존 석탄 연료의 발열량 28-30 MJ/kg과 

비슷한 수 으로 고형연료로써 바이오촤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단된다.

4. 결  론

백합나무 목부를 이용한 속 열분해 공정 시 시료

의 입자 크기  함수율을 변화시키며 얻은 각 조건 

별 열분해 산물의 수율을 측정하고 이 때 생성된 바

이오오일과 바이오촤의 물리․화학  특성 분석을 

실시하 다. 속 열분해 공정은 500°C, 1.9 의 체

류 시간 조건하에 이루어졌으며 시료의 입자 크기의 

경우 열분해 산물의 수율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료 내 높은 함수율은 오일 

내 다량의 물 생성과 함께 바이오오일의 수율 감소를 

래하 다. 생성된 바이오오일은 20∼30%의 수분 

함량과 pH 2.2∼2.4, 16.6∼18.5 MJ/kg의 발열량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오일의 높은 수율

과 우수한 물리·화학  특성을 고려하 을 때 10% 

이하의 함수율을 지닌 0.75 mm크기의 시료를 사용

하는 것이 최 의 조건임을 확인하 다. 바이오촤의 

경우 80% 이상이 탄소로 이루어져있으며 발열량은 

26.2∼30.1 MJ/kg 수 으로 측정되어 고형연료로 활

용이 가능할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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