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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aquathermolysis 반응을 이용하여 감압잔사유(VR)의 개질 반응을 실시하였다. 감압잔사유는 30 bar, 300 
℃ 이상에서 24 h 동안 수증기(steam)와 반응하면, 구성성분 중에서 레진류와 아스팔텐류가 감소하고, 포화탄화수소류
(saturates)나 방향족탄화수소류(aromatics)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수증기(steam)량이 감압잔사유와 
동일 중량부 이상으로 과량 사용 시 더 확연하였다. 300 ℃, 30 bar 이상에서 48 h 반응하는 경우 VR 조성물은 초기상
태(S/A/R/A = 7.3%/43.7%/25.6%/23.5%)에서 최종상태(S/A/R/A = 6.8%/57%/12.2% /24.0%)로 레진류의 함량이 전체에서 
13% 정도 감소하고 방향족화합물들은 13% 정도 증가하였다. 이때 점도는 880,000 cp에서 290,000 cp로 68% 정도 감소
하였다. 수소를 제공하기 쉬운 데칼린(decalin)을 10% 첨가하는 경우 24 h에 점도가 68% 정도 감소하였고, VR 조성물
은 초기상태(S/A/R/A = 7.3%/43.7%/25.6% /23.5%)에서 최종상태(S/A/R/A = 4.5%/63.5%/12.5%/20.0%)로 레진류 및 아스
팔텐의 함량이 49%에서 17%가 감소하였고, 방향족 화합물의 함량이 63.5%로 극대화되었다. Aquathermolysis 반응으로 
형성된 기체층을 포집하여 GC-MS spectroscopy로 분석한 결과 에틸벤젠, 옥탄, 디메틸벤젠 등 다양한 탄화수소 화합물
들이 검출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reforming reaction of vacuum residue (VR) was carried out using aquathermolysis reaction. VR showed 
a prone to decrease the amount of resins and asphaltenes in the constituents, and to increase saturates and aromatics when 
reacting with steam at 30 bar and above 300 ℃ for 24 h. This tendency became more evident when the amount of steam 
used was excessive than the amount of VR. When the aquathermolysis reaction was performed at 300 ℃ and 30 bar for 
48 h, the VR composition was changed from the initial state (S/A/R/A = 7.3%/43.7%/25.6%/23.5%) to final state (S/A/R/A 
= 6.8%/57%/12.2%/24.0%), and the contents of the resins decreased by 13% and the aromatic compounds increased by 13%. 
The viscosity decreased from 880,000 cp to 290,000 cp by 68%. When 10% of decalin, which is easy to provide hydrogen, 
was added, the viscosity decreased by 68% in 24 h. The VR composition showed a reduction in the contents of resins and 
asphaltenes from 49% to 17% from the initial state (S/A/R/A = 7.3%/43.7%/25.6%/23.5%) to the final state (S/A/R/A = 
4.5%/63.5%/12.5%/20.0%), and the content of aromatics was maximized to 63.5%. The gas layer formed by the aqua-
thermolysis reaction in the reactor chamber was collected and analyzed by GC-MS spectroscopy. As a result, various hydro-
carbon compounds such as ethylbenzene, octane and dimethylbenzene were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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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오일샌드(oil sand)나 비튜멘(bitumen)과 같은 중질유는 일반적으로 

레진이나 아스팔텐이라 부르는 탄소수가 60이 넘는 분자량이 높은 화

합물 함량이 높아 고점도로 유동성이 나쁘고 끓는점이 높다[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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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원유를 감압 증류할 때 부생되는 감압잔사유(vacuum residue, VR)

는 물리화학적 물성들이 중질유와 비슷하다. Aquathermolysis 공정은 

산소공급이 차단된 고온 고압에서 수증기를 가해 중질유를 개질하는 

수첨열분해(hydrous pyrolysis) 공정을 말한다. 지금까지 오일샌드나 

중질유분은 100 cP이고 밀도가 930 kg/m2 이상으로 고점성으로 인해 

이송하기도 어려워 채굴을 위해서는 점도를 낮추는 기술이 중요한데 

aquathermolysis 기술은 수증기나 뜨거운 물로 오일 샌드나 중질유분

을 화학적 변화시키는 개질 공정으로 레진이나 아스팔텐의 함량을 낮

춰 점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3-5]. 따라서 최근에는 aquathermolysis 

반응에 따른 점도 물성의 변화와 중질유 개질 반응 및 메커니즘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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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action apparatus for aquathermolysis. 

연구에 관심이 많이 증가되었다. 1980년대 초반 Hyne 등에 의해 소개

된 이 방법은 중질유의 개질 공정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주로 초

창기에는 고압반응기 속에서 200-300 ℃의 반응 조건에서 일정량의 

수증기를 첨가하고 장시간 반응시키는 회분식 공정형(batch process) 

실험이 진행되었다[6]. Hyne 등은 240 ℃에서 중질유와 물을 고압반

응기나 석영관 반응기(quartz tube reactor)에서 반응시킬 때 메탄을 비

롯한 탄화수소류와 H2S,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수소 등의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다른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스팔텐 성분 결

합의 분해로 S, N, O 라디칼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고

분자 반응이 일어나 고분자의 거대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6-9]. 

이 반응에 적절한 촉매가 첨가되면 가수분해와 탈산소, 탈황, 탈질

소가 동시에 진행되어 중질유 속의 O, S 및 N 유도체들이 제거되는 

비가역적 반응이 발생된다. 또 적절한 촉매을 사용함으로써 수소가 

첨가되어 올레핀계 탄화수소들이 파라핀계 탄화수소로 전환될 수 있

다[8-13]. Wang은 방향족 황화철(aromatic sulfonic iron)과 같은 촉매

가 첨가되는 반응에서 포화 또는 불포화 탄화수소 체인(chain)의 열분

해가 일어나거나 이성질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촉매의 

역할은 금속 촉매 작용점에서 고분자 반응, S화합물의 산화, 포화나 

불포화 고리화합물의 개환반응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다[13]. 레진과 

아스팔텐 부분이 반응하여 알칸이나 올레핀 화합물을 만들어 내거나, 

결과적으로 점도를 저하한다는 결과를 얻었다[10-16]. 고체 촉매들은 

금속산화물, 카바이드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알루미나, 실리카 또는 티

타니아와 같은 비활성 전이금속 지지체에 고정된다. 티타니아와 같은 

금속 산화물 또는 제올라이트에 기초한 촉매 구조체는 우수한 촉매 

활성을 보인다[13-16]. 촉매는 aquathermolysis 반응 동안 중요한 역할

을 하는데 그중 하나는 지방족 황 결합 화합물을 분해시켜 황화수소

를 발생시키고 저분자량의 탄화수소로 분해하는 반응을 진행시킨다. 

그 결과 수지 및 아스팔텐에 비해 저분자량의 화합물이 증가하고 점

성이 낮아지게 된다. 촉매 역할은 레진과 아스팔텐 복합체를 깨서 점

도를 낮추는 것이다. 또 촉매는 열전달을 촉진하고 스팀 효과를 촉진

하는데 산성 제올라이트, 헤테로폴리산 및 그의 염화합물들은 레진과 

아스팔텐을 공격하여 분열, 파열, 고리화 및 절단반응을 진행한다

[10-16]. Aquathermolysis 반응에서 수소를 내어 놓을 수 있는 물질들

(hydrogen donors)을 첨가시키면 라디칼 형성을 촉진시키거나 안정화

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 중질유분의 수소 첨가 분해를 촉진시키게 

된다. Aquathermolysis 반응에서 이러한 물질들은 유기산 또는 기능성 

고리형 탄화수소와 같은 용매로서 반응의 일부 단계에서 수소를 내어 

놓게 된다. 그들의 수소 제공, 급진적인 반응의 제어와 관련해서는 많

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다. Ovalles는 베네수엘라의 Hamaca 중

질유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테트라린(tetralin)을 사용했다. 반응 메커

니즘은 중유로부터 수소를 이동시켜 디하이드로 나프탈렌을 형성시

켰고 결과적으로 나프탈렌을 형성하였다. 두 화합물 모두 용매에 의

한 점도 감소를 잘 나타내준다[15-20]. Liu는 수소 제공체로서 개미산

을 사용했다. 수소 제공체 효과 실험을 위해 80%의 Liahoe 중유에 

스팀을 넣고 24 h 동안 다양한 농도의 개미산으로 280 ℃에서 

aquathermolysis 반응을 수행했다[16-22]. Fourier transformed infrared 

spectroscopy (FTIR) 결과는 수소 공격에 의한 탈카르복실화 메커니즘

을 추론하게 하였는데 포름산에 의해 제공된 수소는 매우 활동적이며 

강력하게 반응에 관여하여 무거운 방향족 고리 화합물을 빠르게 가벼

운 화합물로 분해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촉매 물질과 수소 제공체 

사이의 상승작용으로 인해 촉매 입자표면에서의 수소 제공체의 분열 

및 분해와 함께 수소 이동이 진행된다. 그러므로 C-C 결합 열분해, 방

향족 고리의 개방 및 후속 절단, 결합 파괴 및 C-O, C-S 및 C-N 결합

의 분열반응으로 점도 감소가 일어나고, 가벼운 화합물의 농도 증가 

및 무거운 레진과 아스팔텐 양의 현저한 감소가 수반되었다[15-22]. 

본 연구에서는 수소 제공체를 선정하고 고온 고압에서 thermolysis 

반응을 실시하여 점성의 변화를 확인하고 생성물의 포화탄화수소류

(saturates)/방향족탄화수소류(aromatics)/레진(resins)류/아스팔텐(aspha-

ltene)류의 함량을 분석하는 SARA분석을 통해 반응의 정도를 이해하

여 보았다. 최근 extra heavy oil이나 Niujuhan heavy oil에 대한 aqua-

thermolysis 반응을 고체산 촉매를 사용하는 경우 반응 온도를 

100-220 ℃ 정도로 낮추었을 때 점도가 50~65% 정도 감소하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2,4], 이 경우에는 촉매 회수와 같은 문제

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촉매 조건에서 반응 온도와 압

력을 높여서 VR을 개질하여 점도를 70% 이상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집중 연구하였다.

2. 실    험

2.1. 반응기

본 실험에 사용된 고압 반응기는 UTO Engineering Co. (Korea)에서 

특수 제작하였다(Figure 1). 최대압력은 80 bar, 최대 반응 온도는 350 

℃로 설계하였고, 일정 반응 온도까지 시료의 온도를 증가시킨 후 pre-

heater에서 예열되어 생성된 스팀(steam)을 반응기 내부에 투입하면 압

력이 증가되었고 24 h, 48 h 및 72 h 동안 고온고압에서 반응시켰다. 

 

2.2. 원료 

본 실험에 사용된 감압잔사유(vacuum residue, VR)는 SK Energy에

서 제공받았고, 원소분석에 따르면 탄소(84.6%), 수소(10%), 질소

(0.4%) 및 황(5.4%)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질유나 오일을 네 가지 

혼합물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SARA analysis가 있다. SARA의 

첫 번째 S는 포화탄화수소류(saturates) 성분으로 주로 비극성 물질로 

직쇄, 사슬 또는 고리형의 파라핀계 탄화수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고, 두 번째 A는 방향족탄화수소류(aromatics) 성분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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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ARA analysis as changing the steam contents (%) at 300 
℃ on aquathermolysis reaction. a) steam 300 wt%, b) steam 440 wt%, 
and c) steam 600 wt%.

Figure 3. Viscosity reduction as changing the steam contents (%) at 
300 ℃ on aquathermolysis reaction. a) steam 300 wt%, b) steam 440 
wt%, and c) steam 600 wt%.

Figure 4. SARA analysis as changing of reaction time on 
aquathermolysis reaction. a) 24 h, b) 48 h, and c) 72 h.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방향족 화합물을 함유하는 물질로 약하게 극성

을 지닌 물질들을 의미한다. 세 번째의 R은 레진(resins) 성분들로 헵

탄이나 펜탄에 혼합될 정도의 극성을 띄는 고분자량의 물질들을 의미

하고, 마지막 A는 아스팔텐(asphaltene)으로 과량의 헵탄이나 펜탄에 

전혀 녹지 않는 비극성형 고분자량 물질들을 말한다. SARA 분석(전

개조건 : 1차 헥산 10 cm, 2차 톨루엔 6 cm, 3차 디클로로메탄(DCM)/

메탄올(95.8%/4.2%) 2.5 cm) 결과 포화탄화수소류(saturates)가 7.3%, 

방향족탄화수소류(aromatics) 43.7%, 레진류(resins) 25.6% 및 아스팔

텐류(asphaltenes) 23.5%로 구성되어 있었다. 

2.3. 점도 측정

Aquathermolysis 반응 진행 전⋅후의 점도는 Brookfield 점도계

(Brookfield, DV2T Model, spindle HB7)를 사용하여 60 ℃ 항온 조건

에서 실시하였다.

2.4. Aquathermolysis 반응

Aquathermolysis 반응은 중질유 100 g에 스팀(steam)의 함량을 300, 

440 g 및 600 g으로 증가시키며 300 ℃에서 24 h 동안 진행하여 보았

다. 먼저 반응기에 VR을 넣고 스팀(steam)을 300, 440 wt% 및 600 

wt% 각각 투입하였는데 반응기 내부압은 40 bar 이상으로 상승되었

다. 또 스팀(steam)의 함량을 300 wt%로 고정시킨 후 반응 시간을 24, 

48 h 및 72 h로 증가시켜 보았다. 수소를 제공할 수 있는 물질들

(hydrogen donors)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톨루엔(toluene), 테트라린

(tetralin), 데칼린(decalin),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DMC) 및 

메탄올(methanol) 등을 첨가하여 Aquathermolysis 반응을 진행하였다.

2.5. Aquathermolysis 반응 생성기체의 분석 

Aquathermolysis 반응을 실시한 후 반응기 내에 생성된 기체생성물

을 가스포집기를 이용하여 포집한 후 GC-MS 분석기(Shimadzu, 

GCMS-QP2010 model)로 성분 분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일차적으로 300 ℃에서 스팀의 함량을 증가시키며 24 h 동안 aqua-

thermolysis 반응을 진행한 결과 초기 감압잔사유(VR)에 비해 스팀의 

함량이 VR 대비 3배 중량으로 투입하였을 때까지는 방향족탄화수소

류(aromatics)의 함량이 증가하였고 스팀(steam) 함량이 너무 높으면 

포화탄화수소류(saturates)의 함량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Figure 

2). Figure 2의 c에서처럼 스팀 함량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레진함량

이 줄고 포화탄화수소류의 함량이 과량 증가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

다. 이는 레진에 대한 가수분해량이 많이 늘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

다. Aquathermolysis 반응을 통해 스팀(steam) 성분이 분자량이 거대한 

레진류(resin)의 결합을 깨서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적은 방향족탄화수

소류(aromatics)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Aquathermolysis 반응 

시간을 증가시킨 결과(Figure 3)를 보면 24 h 반응시키는 경우보다 48 

h 반응시킨 경우 조금 더 레진류가 줄고 방향족탄화수소류(aromatics)

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더 이상의 반응 시간을 증가시켜도 스

팀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팀의 첨가에 따라 점도는 Figure 3

과 같이 감소하였는데, VR 점도 880,000 cp에서 스팀(steam) 300 wt%

로 24 h 반응시켰을 때 243,500 cp로 70% 이상 감소하였다. 

스팀(steam) 300 wt%로 고정시킨 후 반응시간을 변화시켜 본 결과 

반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방향족탄화수소류(aromatics) 함량이 최대

로 상승하였고, 48 h 반응 후에는 레진류(resins) 함량이 절반으로 줄

어들고 대신에 방향족탄화수소류(aromatics)가 최대로 생성되었다

(Figure 4). 이때 감압잔사유(VR)의 점도는 881,900 cp에서 289,300 cp

로 67% 이상 감소되었다.

Aquathermolysis 반응에서 수소를 제공할 수 있는 물질들(hydrogen 

donors)을 첨가시키면 중질유분의 수소 첨가 분해를 촉진시키게 되어 



470 고진영⋅박동호⋅박승규

공업화학, 제 28 권 제 4 호, 2017

Figure 5. SARA analysis as changing the steam donors on 
aquathermolysis reaction. a) tetralin, b) decalin, and c) DCM/methanol.

Figure 6. Viscosity reduction as adding of hydrogen donors on 
aquathermolysis reaction. a) tetralin, b) decalin, and c) DCM/ 
Methanol.

Figure 7. SARA analysis as changing of toluene contents (%) on 
aquathermolysis reaction. a) toluene 20 wt%, b) toluene 40 wt%.

포화탄화수소류(saturates)나 방향족탄화수소류(aromatics)의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를 제공할 수 있는 물질들

(hydrogen donors)로 톨루엔(toluene), 테트라린(tetralin), 데칼린(decalin),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DMC) 및 메탄올(methanol) 등을 VR

에 첨가하여 aquathermolysis 반응을 진행하였다. VR 100 g에 스팀 

300 g을 투입하여 300 ℃, 40 bar 조건에서 24 h 반응하는 aqua-

thermolysis 반응에 데칼린(decaline)을 10 wt% 첨가한 경우 24 h 반응

으로 레진과 아스팔텐이 15% 이상 감소하고 방향족탄화수소류(aromatics)

가 약 20% 정도 상승하는 개질이 진행되었다(Figure 5). 또 디클로로

메탄과 메탄올을 혼합하여 첨가하였을 때에는 레진의 비율이 가장 많

이 감소되었다. 수소 제공 물질들에 따른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aquathermolysis를 실시할 때에 비해 전반적

으로 레진류와 아스팔텐류가 훨씬 더 많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수소 제공 물질들 중에서 데칼린(decalin)을 사용하는 경우 아스팔텐 

함량이 aquathermolysis 반응 후 4% 정도로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Figure 6는 수소 제공 물질들을 첨가시켜 aqua-

thermolysis 반응을 시킬 때 점도의 감소 결과를 보여준다. 테트라린, 

데칼린 또는 DCM/메탄올 혼합용매 첨가 조건 모두에서 점도가 65% 

정도 감소되었고, 그중에서 데칼린을 사용하는 경우 점도 하락이 68%

로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  

Table 1은 VR 100 g에 스팀 300 g을 투입하여 300 ℃, 40 bar의 

압력 조건에서 decaline을 수소 제공 물질로 20 wt% 첨가하여 24 h 

반응시키고(Figure 5의 b 조건), 반응이 종결된 반응기 내부의 기체상

을 테그라백 가스포집기로 포집한 후 GC-MS spectroscopy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체류시간 20 min에서 45 min 사이에서 에틸벤젠, 

옥탄, 디메틸벤젠 등 80여 종의 탄화수소 화합물들이 검출됨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탄화수소들은 GC-MS의 표준 Library (Wiley7, 

NIST21, NIST107 등) 상의 spectrum과의 비교를 통해 구조가 확인되

었다. 대부분 VR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훨씬 적은 화학물질

(chemicals)로 반응 조건에 따른 발생량의 변화, 유용성 등에 대한 추

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Figure 7은 톨루엔을 수소 제공 물질(hydrogen donors)로 첨가하였

을 때의 SARA 성분들의 조성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VR 100 g에 스

팀 300 g을 투입하여 300 ℃, 40 bar 조건에서 24 h 반응하는 aqua-

thermolysis 반응에 톨루엔을 20 wt% 첨가시키면 레진류(resins)가 

15% 감소하고 방향족탄화수소류(aromatics)가 15% 증가하는 분석 결

과를 보여주었다. Jiang 등은 니켈 촉매와 톨루엔을 함께 첨가하여 

240 ℃에서 24 h 반응시키면 Lihaoe 오일의 점도가 85% 정도 감소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촉매 조건에서도 톨루엔을 첨가

하면 점도가 70% 정도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레진의 개질로 아로마

틱 성분들의 함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10,21-22]. 

이처럼 우수한 개질 효과를 보인 이유는 300 ℃, 40 bar 조건의 반응 

조건이 무촉매 조건에서도 레진류(resins)가 분해될 수 있는 충분히 반

응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분자량이 크고 점도가 높은 레진류가 

분해되어 GC-MS 분석으로 관찰되었듯이 다양한 포화탄화수소류

(saturates)나 방향족탄화수소류(aromatics)의 함량 증가로 이어져 점도

가 70%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Aquathermolysis 반응을 통한 

VR의 개질로 낮아진 점도 효과는 수송 등 다음 공정의 진행에도 도움

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quathermolysis 반응을 이용하여 감압잔사유(VR)의 

개질 반응을 실시하였다. 감압잔사유(VR)는 30 bar, 300 ℃ 이상에서 

수증기(steam)와 반응하면 레진류(resins)와 아스팔텐류(asphaltens)가 

감소하고 포화탄화수소류(saturates)나 방향족탄화수소류(aromatics)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감압잔사유를 3배 과량의 스팀(excess 

steam)과 24 h 반응시켰을 때 레진류(resins)가 12% 정도 줄고 방향족

탄화수소류(aromatics)가 12% 정도 늘어남으로써 VR이 개질되었고, 

점도도 880,000 cp에서 70% 이상 감소하여 가공성이 우수해졌다. 수

소 제공 물질로 데칼린을 사용하는 경우 레진과 아스팔텐이 같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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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Components RT Components

21.911 N-(p-Toluenesulphonyl)-1H- azepine 29.788 2-Methyl-2-octene

22.143 CYCLOHEPTATRIENE-7-D 30.000 Nonane 

22.335 (1-chloroethenyl)-Benzene   30.092 cis-2-Nonene

22.550 1-Deutero-4-Merthylbenzene 30.220 8-methyl-4-Decene   

23.021 1,5-Heptadien-3-yne 30.479 3,7-dimethyl- 1-Octene  

23.128 3-methyl-Thiophene 30.571 1,2-dimethyl-3-(1-methylethy) Cyclopentane  

23.287 (1,1-dimethylethyl)-Cyclohexane   30.718 1-methyl-3-(1-methylethyl)-Cyclohexane  

23.524 2-Isopropyl-3-Vinyloxirane 30.889 (1-methylethyl)-Benzene    

23.728 1-Octene 30.990 7-methyl-4-Undecene   

24.147 (E)-4-Octene 31.272 2,5-dimethyl-Octane  

24.344 Octane 31.446 6-methyl-Tridecane    

24.501 (E)-2-Octene 31.770 (2-methylpropyl)-Cyclohexane 

24.607 1-Pentanethiol 31.859 Benzaldehyde    

24.733 3,5-Dimethyl-2-hexene 32.053 Heptane, 2,3,4-trimethyl-  

24.991 (Z)-2-Octene 32.316 3-ethyl-2-methyl-Heptane    

25.498 3-Pyridinemethanol 32.465 (Z)-9-Octadecenoic acid 

25.629 1,2,3,4-tetramethyl-Cyclobutene 32.667 1-Octyn-3-ol  

26.026 2,6-dimethyl-Octane 32.822 1,3,5-trimethyl-Benzene   

26.199 propyl-Cyclopentane 32.947 1-ethyl-2-methyl-Benzene

26.339 ethyl-Cyclohexane   33.146 7-methyl-4-Undecene    

26.422 2,5-dimethyl-Heptane 33.242 2,3,4-trimethyl-Heptane 

26.637 1,2,3-trimethyl-Cyclohexane 33.377 2-Methylnonane

26.886 1-Propylcyclopentene 33.518 Cyclopentane

27.077 2,6-dimethyl-1-Heptene 33.725 1-ethyl-2-methyl-Benzene

27.330 ethyl-Benzene 33.803 2,3,4-trimethyl-Thiophene

27.423 2-ethyl-Thiophene  34.287 2-Methyl-1-nonene

27.520 2,4-Dimethyl-1-heptene 34.563 1,3,5-trimethyl-Benzene

27.662 2,3-dimethyl-Heptane 34.871 (1H)-Hexahydroindene

27.833 1,3-dimethyl-Benzene 35.110 n-Decane

28.058 4,5-dimethyl- Nonane   36.020 1,2,4-trimethyl-Benzene

28.203 1-Octyne 38.904 Naphthalene

28.465 3-methyl-Octane 39.063 trans-Naphthalene  

28.684 2,3-dimethyl-Thiophene 39.215 2-Methylen-bicyclo[4.3.0] nonan  

28.768 Pentanoic acid, pentyl ester 39.619 (E)-3-Tridecene   

29.058 2-methyl-1-Octene 40.112 Undecane

29.152 1,2-dimethyl-Benzene   41.014 decahydro-cis-Naphthalene 

29.340 1-Nonene 41.494 2-methylene-Bicyclo nonane 

29.473 1-Ethyl-4-methylcyclohexane 42.716 1,2,3,4-tetrahydro-Naphthalene 

29.608 2-ethyl-2-Hexenal

Table 1. GC-MS Data of Gaseous Phase Production after Aquathermolysis Reaction at 300 ℃, 40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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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방향족탄화수소류(aromatics)가 20% 이상 증가하였다. 이 과

정에서 아스팔텐 함량이 약 4% 정도 감소하였고 VR의 점도 하락도 

68% 정도로 많이 진행되었다. Aquathermolysis 반응이 끝난 후 기체

상을 테드라 백으로 포집하여 GC-MS spectroscopy로 분석해 보니 에틸

벤젠, 옥탄, 디메틸벤젠 등 80여 종의 탄화수소 화합물들이 검출됨을 

확인되었다. 톨루엔을 수소 제공 물질(hydrogen donors)로 첨가하였을 

때에는 레진류(resins)가 15% 감소하고, 방향족탄화수소류(aromatics)가 

15% 증가하는 분석 결과가 얻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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