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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중량 분석기(TGA)를 이용하여 승온속도를 0.5, 1.0 및 2.0 ℃/min으로 변화시키면서 nylon-6 재질 폐어망과 선박

용 폐윤활유 혼합물에 대한 열분해반응 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폐어망은 300 ℃부터 열분해반응이 시작되었으

며, 각각의 승온속도에서 열분해반응은 360∼440 ℃ 구간에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폐어망과 폐윤활유를 혼합하

여 열분해할 경우 각각을 열분해할 때보다 낮은 온도에서 열분해 반응이 진행되었으며 열중량 변화곡선의 형태

도 각각을 열분해 했을 때와 구분되었다. 열중량 분석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는 미분법으로 열분해반응 활성화에

너지 및 빈도인자를 구하였다. 혼합물의 열분해반응 전환율이 5∼95%일 때 활성화에너지는 98∼427 kJ/mol 내에 

분포하였다. 미분반응기를 이용하여 반응온도 440 ℃에서 반응시간 80 min 동안 열분해반응 실험을 수행한 결과 

폐어망, 폐윤활유 및 혼합물은 특정한 탄화수소화합물에 대한 선택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생성된 오일의 탄소

수 분포는 대부분 C22 이하였다.

Kinetic tests on pyrolysis of waste fishing net [WFN; nylon-6], waste ship lubricating oil [WSLO] and their mixture 

were carried out by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with heating rate of 0.5, 1.0, and 2.0 ℃/min. Pyrolysis of 

waste fishing net started at 300 ℃, and the main region of decomposition temperature was between 360 and 440 ℃ 

at each heating rate. Decomposition temperature of the mixture of WFN and WSLO was lower than that of WFN and 

WSLO, and the shape of thermogravimetic graph of mixture was different as well. The corresponding kinetic 

parameters including activation energy and pre-exponential factor were determined by differential method over the 

degree of conversions. The values of activation energies for the mixture of WFN and WSLO were between 98 and 

427 kJ/mol as the conversion increased from 5% to 95%. Tubing reactor was used to analysis of pyrolyzed oil at 440 

℃ for 80 min. The selectivity of specific hydrocarbons was not detected and the carbon number distribution of the 

pyrolyzed oil was below C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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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에는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폐기물인 폐어망, 폐어구, 

어업용 폐로프 및 선박용 폐윤활유 등에 의한 해양환경오염 문제가 

부각되면서 해양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1]. 폐어망은 주로 polyamide 수지, polypropylene (PP)과 polyethylene 

(PE)을 원료물질로 하여 제조가 된다. 폐어구 중에서 부표로 사용되는 

것은 주로 발포 폴리스티렌(expanded polystyrene)으로 제조가 된다. 

어업용으로 사용되었던 해양폐기물은 어업과정에서의 유실 또는 고

의적인 해양투기에 의해 부유, 침적 및 해안이동을 하게 된다. 어업용 

폐기물은 바다생물의 먹이로 오인되어 바다생물의 폐사를 유도하며,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어업손실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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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 안전운항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국내

에서도 해양 폐기물 처리를 위한 열분해 연구들이 시도 되었다[1-4]. 

열분해(pyrolysis)는 산소와 접촉 없이 혹은 산소가 희박한 상태에서 

고온으로 원료물질을 분해하는 방법이다[5]. 열분해 방법으로 고분자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가연성의 기체, 액체상태의 연료 혹은 화학공

업의 원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2차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

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원으로서 재생가능성이 높은 고체상 

탄화수소 폐기물로는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어망과 폐타이어 등이 있

고, 액체상은 폐윤활유 등이 대표적인 물질이다.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연료유나 화학공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성분 회수를 목적으

로 열분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범용 

폐플라스틱 물질 중에서 polystyrene은 styrene monomer로의 회수 가

능성이 높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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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lemental Analysis of Waste Fishing Net [WFN] and Waste 

Ship Lubricating Oil [WSLO]

Element (wt%) H/C 

ratioC H N S O

Waste fishing net 56.28 8.86 10.92 0.05 14.83 1.89

Waste ship lubricating oil 82.67 14.63 1.37 - 1.75 2.12

Table 2. Properties of Waste Ship Lubricating Oil [WSLO]

Test Item Test Result Test Method

Dynamic Viscosity

(mm
2
/sec)

40 ℃ 99.86

KS M 2014-1999100 ℃ 13.49

Viscosity Index 135

Sulfer content (wt%) 0.27 ASTM D 1552

Ash content (wt%) 1.13 KS M 2044-2000

Density (15 ℃, g/cm
3
) 0.8819 KS M 2002-2001

Table 3. Conditions of Gas Chromatography

Detector FID

Column

HP-1 capillary column 

(5 m × 0.53 mm × 2.65 µm thickness, 

Methyl Silicon Gum)

Carrier gas Nitrogen, 17 mL/min

Injector temperature

programming

Initial temperature 70 ℃

Heating rate 10 ℃/min

Final temperature 370 ℃

Oven temperature

programming

Initial temperature 50 ℃

Heating rate 10 ℃/min

Final temperature 350 ℃

Detector temperature 350 ℃

기존에 어망은 대부분 polyamide 수지 및 polyethylene 수지로 만들었

으며, 어망의 일부분인 로프는 polypropylene 수지류로 제조했다. 

Polyamide 수지의 열분해반응 특성 및 이 물질로부터 caprolactam을 

회수하기 위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9-12]. 폐어망이나 폐어구류와 함

께 대표적인 해양 폐기물인 선박용 윤활유의 경우 2005년도 국내 생

산량이 약 158000 kL 였으며[13], 생산된 선박용 윤활유는 대부분 사

용한 후 폐기물로 배출된다. 폐플라스틱의 경우 다양한 재질이 혼합

되어 있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물질로 회수를 하기 위해서 먼저 플라

스틱 종류별로 선별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현실적

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런 문제점이 범용 폐플라스틱 혼합물 처리

를 위한 실용화과정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폐어망과 선

박용 폐윤활유를 혼합하여 열분해할 경우 폐윤활유가 폐어망을 팽윤

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열전달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효과들로 인해 폐어망과 폐윤활유 각각

을 열분해할 때보다 낮은 온도에서 열분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많

은 양의 폐윤활유와 폐어망과 같은 플라스틱 혼합물을 처리하기 위해

서 고분자 혼합물에 대한 열분해 반응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

절한 반응속도론적 해석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전 연구에서 nylon 재질의 폐어망[2,3]과 선박용 윤활유[15]를 대

상으로 열분해반응 특성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 폐어망/폐윤활유 혼합물의 열분해반응 특성 연구를 수행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nylon 재질의 폐어망과 선박용 폐윤활유 혼합

물을 대상으로 가열속도를 변화시켜 얻은 열중량 곡선으로부터 미분

법을 이용하여 전환율 변화에 대한 활성화에너지 변화를 구하고, 반

응차수를 0차와 1차로 고정한 후 빈도인자(pre-exponential factor)를 

구하였다. 또한 미분반응기에서 반응온도를 440 ℃ 고정시킨 후 60∼

80 min 동안 열분해반응 실험을 수행한 후 생성된 오일 성분의 탄소

수 분포와 FT-IR을 이용하여 반응 생성물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2. 실    험

폐어망과 선박용 폐윤활유 혼합물의 열중량 실험은 TGA (Cahn, 

TG-2171)를 사용하였다. 각각은 1:1 질량비로 혼합하여 1회 실험에 400 

mg의 시료를 사용하였다. 반응온도구간(20∼500 ℃)에서 승온속도를 

0.5, 1.0 및 2.0 ℃/min으로 변화시켰으며 질소를 20 mL/min의 속도로 

일정하게 흘려주었다. 미분반응기(micro-scale tubing reactor)를 이용한 

열분해반응 실험을 위한 장치는 미분반응기, 용융염 가열로(salt bath), 

교반기, 온도 조절기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에서 미분반응기에 넣는 시

료의 양은 5 g이고 반응 종결 후 생성된 오일은 탄소수를 분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폐어망과 선박용 폐윤활유의 원소 분석 결과와 H/C

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폐윤활유는 질소와 산소가 각각 1.37 

wt%, 1.75 wt% 포함되어 있으며, H/C비는 2.12였다. 실험에 사용된 

폐어망은 nylon 재질이며, 질소와 산소의 함량이 각각 10.92 wt%와 

14.83 wt%였다. Table 2에는 선박용 폐윤활유의 여러 가지 물리적 성

질의 분석 값들이며 실험 시료의 회분의 함량이 1.13 wt%였다.

열분해반응 후 생성된 오일의 탄소수 분포는 비등점분포를 이용하

여 결정하였다. 분석에는 Gas Chromatography (GC; Younglin, M600D)

를 사용하였으며 ASTM D 2887방법을 이용한 모사 증류를 통해 끓는

점의 분포를 측정한 다음 Hewlett-Packard에서 제공하는 탄소수와 끓

는점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오일성분의 탄소수 분포를 결정하였다. GC

를 이용한 생성물의 탄소수 분석 조건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또한 

Thermo Mattson 사의 FT-IR (60AR)을 이용하여 특정 생성물의 생성을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활성화에너지 계산

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는 온도의 함수로써 질량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장치이며 고분자물질의 열분해반응에서 반응생

성물의 성분분석이 쉽지 않은 경우 질량변화로부터 총괄 반응 속도 

연구를 위해 많이 사용되어 왔다. 열중량 분석법으로 얻은 곡선의 모

양으로부터 활성화에너지, 반응차수 및 반응 속도 상수를 구할 수 있

다. TGA에서 온도의 증가에 따른 실험 시료의의 열분해반응 전환율

(X)은 다음 식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1)

여기서 

, 와 

∞
는 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무게, 일정 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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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effect of pyrolysis rate of waste fishing net [WFN], waste 

ship lubricating oil [WSLO] and their mixture on various heating rates; 

1: WFN 0.5 ℃/min, 2: WFN 1.0 ℃/min, 3: WFN 2.0 ℃/min, 4: WSLO 

0.5 ℃/min, 5: WSLO 1.0 ℃/min, 6: WSLO 2.0 ℃/min, 7: WFN + 

WSLO 0.5 ℃/min, 8: WFN + WSLO 1.0 ℃/min, 9: WFN + WSLO 

2.0 ℃/min.

Figure 2. Variation of the instantaneous reaction rate with temperature 

at different heating rates for the pyrolysis of waste fishing net [WFN], 

waste ship lubricating oil [WSLO] and their mixture; 1: WFN 0.5 

℃/min, 2: WFN 1.0 ℃/min, 3: WFN 2.0 ℃/min, 4: WSLO 0.5 ℃/min, 

5: WSLO 1.0 ℃/min, 6: WSLO 2.0 ℃/min, 7: WFN+WSLO 0.5 ℃/min, 

8: WFN+WSLO 1.0 ℃/min, 9: WFN+WSLO 2.0 ℃/min.

서 열분해된 시료의 무게 및 TGA에서 열분해반응 종결 후 샘플 팬에 

남아있는 무게이다. 

열분해반응에서 전환속도 



는 다음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2)

반응속도상수 k는 온도 의존성을 나타내는 Arrhenius 식에 의해 식 

(3)과 같다.

  
  (3)

온도에 의존하지 않는 전환율함수 f(X)는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식 (3)과 식 (4)를 식 (2)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5)

식 (5)에 대수를 취하면 다음 식 (6)과 같이 표현된다.


     








(6)

여기에서 A : 빈도인자(min
-1

)

n : 반응차수

E : 활성화에너지(kJ/mol)

R : 기체상수(8.314 J/mol⋅K)

T : 온도(K)

t : 시간(min)

X : 전환율

위 식 (6)에서 
 와 






의 관계를 이용하여 고정된 전환율에서 

활성화에너지(E)를 구할 수 있다. 식 (6)의 절편 값은 식 (7)과 같이 

표현되며, 이 식을 이용하여 고정된 전환율에서 반응차수를 고정시키

고 빈도인자를 구할 수 있다.

        (7)

  3.2. 폐어망과 선박용 폐윤활유 혼합물의 열분해 속도

Nylon 재질 폐어망과 선박용 폐윤활유를 혼합하여 열분해할 경우 

폐윤활유가 폐어망을 팽윤시키는 효과와 열전달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효과들로 인해 폐어망만을 열분해할 

때보다 낮은 온도에서 열분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GA를 이용하여 폐어망과 선박용 폐윤활유를 1 : 1의 무게비로 혼합

하여 열중량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열분해 특성을 파악하였

다. Figure 1에 nylon 재질의 폐어망, 선박용 폐윤활유 및 이들 혼합물

의 열중량 변화곡선을 나타내었다. 각각의 시료는 열중량 실험을 위해 

500 ℃ 이하의 온도구간에서 승온속도를 0.5∼2.0 ℃/min으로 변화시

켰다. 승온속도를 0.5, 1.0과 2.0 ℃/min으로 유지했을 때 폐어망의 열

분해반응이 시작되는 온도는 각각 314, 319, 327 ℃였으며, 열분해반응

은 350∼440 ℃ 온도구간에서 급격하게 일어났다[2,3]. 동일한 조건에

서 선박용 폐윤활유는 250 ℃ 이상의 온도에서 열분해반응이 진행되기 

시작하여 280∼430 ℃ 온도구간에서 급격하게 일어났다[14]. 한편, 폐

어망과 폐윤활유 혼합물의 열분해 반응은 승온속도가 0.5 ℃/min일 때 

250 ℃부터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폐어망과 폐윤

활유의 경우 열분해가 시작되는 온도는 각각 314 ℃와 25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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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pplication of equation (6) with heating rate of 0.5, 1.0 and 

2.0 ℃/min for the mixture of waste fishing net [WFN] and waste ship 

lubricating oil [WSLO].

Figure 4. Calculated activation energies at different conversions for 

pyrolysis of waste fishing net [WFN], waste ship lubricating oil 

[WSLO] and their mixture [WFN : WSLO = 1 : 1 wt ratio].

승온속도를 0.5, 1.0과 2.0 ℃/min로 유지했을 때 폐어망/폐윤활유 혼합

물의 열분해 반응이 폐어망과 폐유활유 각각을 열분해했을 때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앞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폐윤활유를 첨가함으로써 혼합물의 열분해가 시

작되기 전에 폐윤활유가 폐어망를 팽윤시키는 효과가 있고 폐어망만

을 열분해할 때보다 열전달을 개선시키기 때문이다. 폐어망/폐윤활유 

혼합물의 열분해 반응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구간의 반응전환율을 5∼

95%로 보았을 때 269∼427 ℃ 온도범위에서 분해반응이 급격하게 일

어났다. 또한 Figure 1에서 폐어망/폐윤활유 혼합물의 열분해 반응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구간에서 열중량 곡선의 기울기는 폐어망과 폐윤

활유 각각을 분해했을 때와 다른 형태를 나타냈다. 열중량 곡선에서 

기울기의 값이 가지는 의미는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물의 열분해 정도

를 나타낸다. 승온속도 변화에 따라 폐어망과 선박용 폐윤활유 및 이들 

혼합물의 열중량 변화 곡선의 기울기 값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하나의 

기울기 값을 나타냈다. 이것은 하나의 지배적인 반응에 의해 선박용 

폐윤활유의 열분해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폐어망/폐

윤활유 혼합물은 각각의 물질을 열분해했을 때보다 전체적으로 넓은 

온도영역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기울기 변화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혼합물을 열분해할 경우 열분해 반응 초기에는 분해반응 온도가 낮은 

폐윤활유가 주도적으로 분해되고 중반 이후부터 폐어망이 분해되어 

Figure 1과 같은 열중량 곡선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2는 승온속도를 0.5, 1.0 및 2.0 ℃/min으로 하였을 때 전환

율 변화속도를 온도증가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폐어망의 전환율 

변화속도가 최대인 온도는 각각의 승온속도에서 364, 380과 400 ℃였

으며[3], 폐윤활유의 경우 328, 342과 359 ℃였다[12]. 동일한 조건에

서 폐어망/폐윤활유 혼합물은 345, 362와 387 ℃였다. 승온속도가 증

가할수록 전환율 변화속도가 최대인 온도가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활성화에너지(E)와 빈도인자(A) 값을 결정하기 위해

서 식 (6)과 같은 형태의 Friedman 방법을 응용하였다. 식 (6)을 이용

하여 폐어망과 선박용 폐윤활유의 열분해반응 전환율 변화에 따른 활

성화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다. 

Figure 3은 승온속도를 변화시켰을 때 각각의 승온속도에서 일정한 

전환율일 때 식 (6)에서 전환율 변화속도 
 와 




로부터 활성화

에너지를 계산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열중량 분석으로부터 활성

화에너지를 구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폐어망/폐윤활유 

혼합물을 열분해 시킬 때 반응 전환율이 5%인 경우 승온속도 0.5, 1.0 

및 2.0 ℃/min에서 



값은 각각 1.8366 × 10

-3
, 1.7831 × 10

-3
와, 1.7488 × 

10
-3 

였다. 이때 동일한 전환율에서 전환율 변화속도 
 는 각각 

-11.4282, -10.7546 및 -10.0092였다. 



값을 x축으로 하고, 

 를 

y축으로 하여 그래프를 그리면 전환율 변화에 따라 Figure 3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반응 전환율이 5%인 경우 Figure 3의 기울기로부

터 계산한 활성화에너지는 131 kJ였다. 이때 절편 값은 식 (6)의 ln[A⋅

(1-X)
n
]의 값에 해당하며, 전환율이 5%일 때 17.6320였다. 식 (7)을 이

용하여 고정된 전환율에서 반응차수를 고정시키고 빈도인자를 구할 

수 있다. 반응차수를 0차 혹은 1차로 가정을 하여 구한 빈도인자(A)는 

각각 9.98 × 10
13
과 1.05 × 10

14
이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의 값들을 

전환율이 95%일 때까지 구하였다.

Figure 4는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폐어망, 선박용 폐윤활유 및 혼

합물의 열분해반응 전환율이 5∼95%일 때 활성화에너지 분포를 나타

낸 것이다. 폐어망의 경우 전환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활성화에너지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폐어망을 열분해할 때 분

해반응 초기에 비교적 결합에너지가 약한 부분에서 탄화수소 화합물

이 주사슬로부터 분해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주사슬이 

분해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혼합물의 활성화에너지는 전환율

이 50%일 때까지 각각을 열분해 했을 때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

며, 폐어망과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폐어망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다. 폐어망의 활성화에너지 평균값은 220.11 kJ/mol이고 

폐윤활유의 평균값이 133.20 kJ/mol이었다. 회분식 반응기에서 자동

차용 폐윤활유를 열분해 했을 때 활성화에너지는 322.69 kJ/mol이었

다[12]. 자동차용 폐윤활유의 평균 활성화에너지 값이 2배 이상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값은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한 반응조건이라 하더라도 사용된 반응기와 시료의 종

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 폐어망/폐윤활유 혼합

물을 열분해했을 때 전환율 변화에 따라서 구한 활성화 에너지의 평

균값은 186.39 kJ/mol이었다. 또한 혼합물의 활성화 에너지 평균값은 

폐어망과 폐윤활유의 중간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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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pplication of Eq. (7) to Calculate Pre-Exponential Factor with Heating Rate of 0.5, 1.0 and  2.0 ℃⋅min
-1

Reaction

Order

Conversion [%]

5% 10% 20% 30% 40% 50% 60% 70% 80% 90% 95%

WFN
0th 1.23 × 10

5
9.61 × 10

5
2.25 × 10

7
2.88 × 10

8
2.67 × 10

9
3.49 × 10

10
7.58 × 10

11
8.35 × 10

13
3.44 × 10

16
5.39 × 10

23
5.84 × 10

36

1st 1.29 × 10
5

1.07 × 10
6

2.82 × 10
7

4.12 × 10
8

4.46 × 10
9

6.98 × 10
10

1.90 × 10
12

2.78 × 10
14

1.72 × 10
17

2.39 × 10
24

1.17 × 10
38

WSLO
0th 8.83 × 10

6
4.07 × 10

7
1.13 × 10

8
1.29 × 10

8
1.29 × 10

8
1.06 × 10

8
7.15 × 10

7
3.45 × 10

7
1.43 × 10

7
8.86 × 10

5
2.46 × 10

4

1st 9.30 × 10
6

4.46 × 10
7

1.42 × 10
8

1.84 × 10
8

2.15 × 10
8

2.12 × 10
8

1.79 × 10
8

1.15 × 10
8

7.16 × 10
8

8.86 × 10
6

4.92 × 10
5

WFN:WSLO 

= 1:1 wt ratio

0th 9.98 × 10
13

2.94 × 10
8

1.13 × 10
8

8.86 × 10
6

1.75 × 10
7

4.11 × 10
7

1.31 × 10
8

3.82 × 10
8

3.82 × 10
10

1.58 × 10
17

1.06 × 10
31

1st 1.05 × 10
14

3.27 × 10
8

1.42 × 10
8

1.27 × 10
7

2.92 × 10
7

8.21 × 10
7

3.28 × 10
8

1.27 × 10
9

1.91 × 10
11

1.58 × 10
18

2.12 × 10
32

Table 5. Distribution of Oil, Gas and Coke For Waste Fishing Net 

(WFN), Waste Ship Lubricating Oil (WSLO) and the Mixture of 

WFN and WSLO in Tubing Reactor; 440 ℃, 60∼80 min

Reaction condition
Pyrolyzed products [wt%]

Oil Gas Coke

Waste fishing net (WFN)
60 min - 3.94 -

80 min - 4.81 -

Waste ship lubricating oil 

(WSLO)

60 min 94.35 3.78 1.87

80 min 92.82 5.09 2.09

WFN : WSLO = 

1 : 1 wt ratio

60 min - 5.49 -

80 min - 6.65 -

Figure 5. The effect of reaction time on carbon number distribution for 

the pyrolysis of waste fishing net [WFN], waste ship lubricating oil 

[WSLO] and their mixture [440 ℃, 80 min].

폐윤활유가 폐어망을 팽윤시키는 용매로 작용해서 폐어망이 부풀려

진 상태에서 분해가 진행되기 때문에 분해시작 온도가 낮고, 각각의 

승온속도에서 전환율 변화속도가 커져 각 성분만을 열분해했을 때 활

성화 에너지 중간값보다 더 작은 활성화에너지 값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전환율의 변화에 따라 각 구간에서의 반응차수를 1차 및 0차로 가

정하고 식 (7)을 이용하여 계산한 빈도인자(A)를 Table 4에 나타내었

다. 빈도인자는 온도의 함수이며 반응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 전환

율도 증가하는 것을 Figure 1의 열중량 변화 곡선으로 확인하였다. 폐

어망/폐윤활유 혼합물의 경우 반응차수가 1차와 0차일 때 반응 전환

율이 10∼60%로 증가할 때 빈도인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

다. 열중량 변화 곡선이 거의 직선인 구간, 즉 활성화에너지의 변화가 

거의 없는 구간에서 빈도인자의 차수는 10
7
∼10

8
 이내의 값을 나타냈

다. 동일한 실험장치와 실험조건에서 nylon 재질의 폐어망을 열분해 

했을 때 열중량 변화 곡선이 거의 직선인 구간에서 빈도인자의 차수

는 10
5
∼10

12
 이내의 값을 나타냈다. 식 (7)로부터 빈도인자를 구하며 

이 식의 절편값이 빈도인자이다. 따라서 이 값의 차수가 크다는 것은 

온도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폐어망과 선박용 폐윤활유 혼합물의 열분해 생성물 분석

폐어망과 선박용 폐윤활유 및 이들 혼합물을 미분반응기에 투입한 

후 반응온도 440 ℃에서 60∼80 min 동안 반응시킨 후 생성된 물질의 

오일, 기체와 코크(coke) 수율(yield) 계산 및 GC를 이용한 생성 오일

의 탄소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FT-IR을 이용하여 특정 결합구조

를 가진 생성물의 생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기체 성분의 수율은 반응 

전 시료의 무게와 반응종결 후 반응기를 상온까지 냉각한 후 반응기

의 캡을 열었을 때 열분해반응 과정에서 생성된 기체가 빠져나간 후 

무게 차로부터 계산을 하였다. Table 5는 nylon 재질의 폐어망, 선박용 

폐윤활유 그리고 이들 혼합물을 대상으로 미분반응기를 이용하여 실

험한 후 생성된 오일, 가스 및 코크의 수율을 나타낸 것이다. 폐어망

은 열분해반응 후 생성된 오일의 점도가 높아 기공의 크기가 0.45 µm

인 필터로는 여과가 되지 않아서 오일과 코크 성분을 분리할 수 없었

다. 폐어망, 폐윤활유 및 폐어망/폐윤활유 혼합물의 경우 동일한 온도

에서 반응시간이 증가할수록 기체 성분의 수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냈다. 이것은 각각의 반응물이 반응기 내에서 체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1차 반응생성물이 더 분해가 진행되어 기체 성분의 생성량이 늘

어나는 것이다. 폐윤활유는 반응시간이 증가했을 때 오일의 수율은 

감소했고, 기체와 코크 수율은 오일 수율 감소분만큼 증가하였다.

Figure 5에 폐어망, 선박용 폐윤활유 및 폐어망/선박용 폐윤활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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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T-IR spectra for the pyrolyzed oil from the mixture of waste 

fishing net [WFR] and waste ship lubricating oil [WSLO]; 440 ℃, 60 min. 

합물을 대상으로 440 ℃에서 80 min 동안 열분해 하여 생성된 오일의 

탄소수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한 선박용 폐윤활유는 

C19 이상이 98.9 wt% 탄화수소화합물이였다. 반응온도 440 ℃에서 80 

min 동안 반응을 시켰을 경우 대부분의 탄화수소화합물은 C19 이하였

다. Bockhorn 등[11]은 순수한 nylon-6 수지를 이용하여 촉매를 사용

하지 않고 열분해반응 실험을 수행한 결과 92 wt% 이상의 카프로락탐

을 회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촉매를 사용하지 않

고 미분반응기와 같은 밀폐된 반응기를 사용하여 440 ℃에서 nylon-6 

재질의 어망을 열분해 했을 때 카프로락탐에 해당하는 탄소수(C6)에 

대한 선택성을 뚜렷하게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탄소수 C42∼C44에 해

당하는 생성물도 미량이 생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생성물의 분포도 

넓은 것을 확인하였다. 폐어망/폐윤활유 혼합물의 경우 생성된 오일은 

대부분의 탄화수소화합물은 C22 이하였으며, 생성물 중에 특정 탄화수

소화합물에 대한 선택성의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6은 폐어망/선박용 폐윤활유 혼합물을 440 ℃에서 60 min 

동안 열분해반응 실험을 수행한 후 생성된 오일의 FT-IR 분석결과이

다. FT-IR 분석결과 1350∼1500 cm
-1

 사이에서 C-H scissoring와 

2800-3000 cm
-1

 사이에서 C-H stretching이 나타났다. 그리고, C=O 

(1650 cm
-1

), N-H (3200 cm
-1

)과 C-N (1350∼1500 cm
-1

)이 나타났다. 

Table 1에서도 살펴본바와 같이 nylon 재질의 폐어망은 질소와 산소가 

각각 10.92 wt%와 14.83 wt%였다. 따라서 C=O, N-H와 C-N 같은 결합

구조를 가진 물질은 폐어망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폐어망과 선박용 폐윤활유 혼합물의 열중량 변화 실험과 미분반응

기에서 열분해반응 후 생성된 오일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를 이용하여 승온속도를 변화

시키면서 폐어망과 선박용 폐윤활유 혼합물의 열분해반응 실험을 수

행하여 각각의 전환율에서 활성화에너지를 계산하였다. 활성화에너지

는 전환율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전환율 변화에 

따라 98∼427 kJ/mol의 범위 내에 분포하였다. 

2) 실험값을 이용하여 전환율 변화에 따라 반응차수(n)를 0차와 1차

로 고정한 후 빈도인자를 구하였다. 폐어망과 폐윤활유 혼합물의 열

분해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구간에서 빈도인자의 차수는 10
8

∼10
11

 이내의 값을 나타냈다.

3) 폐어망, 선박용 폐윤활유 및 이들 혼합물을 미분반응기에 투입

한 후 반응온도 440 ℃에서 60∼80 min 동안 반응실험을 수행한 결과 

반응시간이 증가할수록 기체의 수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폐

어망/폐윤활유 혼합물의 열분해반응 후 생성된 오일의 탄소수는 대부

분이 C22 이하였으며 특정 물질에 대한 선택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생

성된 오일의 FT-IR 분석결과 C-H, C=O, N-H와 C-N 같은 결합구조를 

가진 물질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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