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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mara 내 알칼리 금속의 제거에 따른 열분해 특성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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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본 연구에서는 비식용 바이오매스로 활용하고자 급속열분해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바이오매스는‘반마라(banmara, Latin
name : Mikania micrantha)’로 인도, 네팔 등 열대기후의 특성을 보이는 국가에 존재
하며, 특히 현재까지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자트로파와 같이 인도차이나 반도 등 아
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야생 낙엽수로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등의 인도적 문제
가 될 우려가 없는 비식용작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속열분해 공정을 통해
반마라의 열화학공정에서의 새로운 연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
였다.

Ⅱ.실험재료 및 방법
반마라의 원소분석, 열중량감소분석(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그리고 발열
량분석 등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유동층 반응기에서의 생성물질(oil, char,
gas)의 열분해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나 기타 문헌에 따르면, 바이오매
스 내의 알칼리금속을 제거함으로써 바이오오일 내의 페놀화합물을 저감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곧 산소의 저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
서, 이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시료의 전처리를 통하여 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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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금속을 제거한 후 급속열분해를 실시함으로써 알칼리 금속이 바이오오일의 수율 또
는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질산용액을 이용하여 전처리된 반마라
를 급속열분해 공정에 적용하였다.

① Pre-Heater, ② MFC, ③ Screw Feeder, ④ Reactor, ⑤ Windbox
& Distributor, ⑥ Furnace, ⑦ Drain, ⑧ Cyclone, ⑨ Condenser
I, ⑩ Condenser II, ⑪ Dry Gas Meter, ⑫ Silica gel & Filter,
⑬ Micro-GC

Fig. 1. Schematic diagram of fast pyrolysis process

Ⅲ.실험재료 및 방법
실험은 전처리 되지 않은 시료를 이용한 실험으로부터 도출해 낸 최적조건에서 전처
리된 시료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바이오오일수율변화를 측정하였다. 분
석된 반마라 열분해 반응 생성물은 500℃ 온도범위 이후 반응이 감소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반응 생성물은 약 35% 정도의 바이오오일 생산 수율을 보였으며, 최적 운
전조건으로 500℃, 체류시간 2초를 찾을 수 있었다. 한편, 회수한 바이오오일의 발열
량 측정 결과, 약 3,800 kcal/kg의 수치를 보여 비교적 낮은 수치의 발열량을 보였으
며, 이는 바이오오일 내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의 함량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GC-MS 분석을 통하여 전처리된 시료와 전처리되지 않은 시료의 바이오오일을
비교하여 바이오오일 내의 화합물 변화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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