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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Biomass, a carbon-neutral fuel, has great advantages because it can
replace fossil fuel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However, due to its low
density, high water content, and hydrophilicity, biomass has disadvantages for 
transportation and storage. To improve these properties, a pretreatment proc-
ess of biomass is required. One of the various pre-treatment technologies, torre-
facion, makes biomass similar to coal through low-temperature pyrolysis. In this 
study, torrefacion treatment was carried out at 200, 230, 250, 280, and 300℃
for wood pellet, empty fruit bunch (EFB) and kenaf, and the feasibility of replac-
ing coal with fuel was examined. Hygroscopicity test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hydrophobicity of biomass, and its chemical structure changes were inves-
tigated using Infrared spectrum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hygro-
scopicity was decreased gradually as the torrefacion temperature increased  ac-
cording to the hygroscopicity tests. The hydrophilicity was reduced according to 
the pyrolysis of hemicellulose, cellulose, and lignin of biomass.

Key words : Torrefaction(반탄화), Biomass(바이오매스), Chemical structure(화학 
구조), Hydrophobic(소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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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은 20세

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에서 모든 국가

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파리협정이 체결

됨에 따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

비 37%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1,2). 온실가스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 정부는 “신재생 3020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총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보급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그중 

5%는 wood pellet과 같은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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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바이오매스는 탄소중립성을 가지는 연료로 탄소

배출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큰 이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와 관

련된 연구와 활용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
4). 하지만 바이오매스는 석탄

과 비교하여 발열량과 밀도가 낮고 높은 수분함량 

및 친수성으로 인하여 운송 및 보관 등에 큰 어려움

을 가지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전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 그중 저온 열분

해를 통하여 바이오매스의 탄소비율을 높여 석탄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방법인 반탄화 기술이 국내·

외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5).

반탄화는 200-300℃의 온도에서 열처리를 가하는 

방법으로 바이오매스의 구성요소인 헤미셀룰로오

즈, 셀룰로오즈 그리고 일부분의 리그닌이 열분해가 

된다. 그중 헤미셀룰로오즈는 구조적으로 내열성이 

약하여 쉽게 탄화가 이루어져 탄소함량이 증대되게 

된다. 또한 헤미셀룰로오즈는 셀룰로오즈와 리그닌

에 비하여 낮은 온도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함께 

분해가 일어나고, 친수성 작용기가 감소되어 흡습성

을 감소시킨다. 이 과정에서 탈수 반응이 일어나 친

수성이 줄어드는데, 이는 외부환경의 함수율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킨다
6-8). 또한 반탄화에 의한 구조 변

화는 바이오매스의 분쇄도를 증가시킨다. Ohliger 

등
9)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탄화 처리된 바이오매

스의 분쇄도(HGI)는 반탄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질

량손실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의 

반탄화 처리에 따른 소수성 변화 및 연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인 wood pellet

과 empty fruit bunch (EFB), 초본계 바이오매스인 

Kenaf을 이용하여 온도 조건에 따른 반탄화 처리를 

통하여 연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증대시키고자 한

다. 반탄화 온도에 따른 바이오매스의 소수성 변화

를 비교하기 위하여 흡습성 및 화학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석탄을 대체할 수 있

는 연료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실험방법

2.1 바이오매스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인 베트남에서 가공된 목

질계 바이오매스인 wood pellet, 인도네시아 오일팜 

부산물인 EFB와 국내 새만금단지에서 재배한 초본

계인 Kenaf를 사용하였다. 화력발전소에서 주로 사

용하는 바이오매스 입도는 1 mm 이하이며
10), 이에 

준하는 실험을 하기 위하여 600 µm-1 mm의 입도를 

가지도록 분쇄(Vibratory disc mill, RS 200, Retsch 

GmbH, Haan, Germany)하여 사용하였다.

2.2 반탄화연료 제조방법

반탄화 처리는 상용 공업분석기(TGA701, LECO, 

CO., USA)를 사용하였으며, 균일한 반탄화 처리를 

위하여 하나의 crucible 당 1.5 g 내외의 연료를 투입

하였으며, 연료의 산화 반응을 막기 위하여 질소분위

기에서 반탄화를 진행하였다. 반탄화 온도 조건에 따

른 소수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료는 200, 230, 

250, 280, 300℃ 조건에서 준비되었다. 반탄화 온도

에 도달하기 위한 공업분석기의 승온율은 10℃/min

으로 설정하였으며, 도달 후 20분간 유지하였다. 

또한 제조된 반탄화 연료들은 입자 표면의 수분 

재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40±2℃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건조기에 보관하였다.

2.3 물성 변화 분석

원 바이오매스 연료 3종과 제조된 반탄화 연료의 

공업분석은 공업분석기(TGA701, LECO, CO., USA)

를 이용하였으며, 결과값의 신빙성을 위하여 2회에 

걸쳐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1회당 약 2.5 g의 연료를 

사용하였다. 원소 분석은 원소분석기(Inductar EL 

cube, Elementar Analysen systeme GmbH,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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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Proximate analysis 

(db, wt.%)
Calorific   

value

Biomass Temp. V.M F.C Ash
HHV 

(MJ/kg)

Wood 
pellet

Rawa 77.31 20.35 2.34 18.41

200 76.23 21.15 2.25 18.87

230 72.97 24.13 2.56 19.65

250 64.21 32.17 3.11 21.51

280 51.46 43.92 3.65 23.58

300 41.42 52.13 5.08 24.81

EFB

Rawa 74.99 21.12 3.89 17.21

200 73.79 21.66 4.56 18.37

230 69.09 26.44 4.22 19.69

250 56.65 34.97 8.39 19.86

280 40.57 49.28 10.15 22.61

300 36.26 50.89 12.85 22.66

Kenaf

Rawa 74.99 20.06 4.95 15.62

200 73.31 21.50 4.75 18.30

230 58.89 35.88 5.53 18.97

250 49.51 43.75 6.74 20.13

280 37.57 53.62 8.81 21.59

300 35.53 54.64 9.84 22.90

Wood pellet: 9.46%, EFB: 4.83%, Kenaf: 11.52%. 
aMoisture content (as received, wt%).

Table 1. Proximate and calorific value analysis of the samples

Samples Ultimate analysis (db, wt.%)

Biomass Temp. C H N S O ash

Wood Pellet

Raw 41.56 5.74 0.37 0.22 49.77 2.34

200 42.07 5.23 0.91 0.08 49.46 2.25

230 44.47 5.25 0.55 0.04 47.13 2.56

250 47.88 4.90 0.74 0.02 43.35 3.11

280 53.96 3.98 0.97 0.02 37.42 3.65

300 54.88 3.88 1.03 0.02 35.11 5.08

EFB

Raw 35.42 4.86 0.22 0.08 55.54 3.89

200 41.71 5.10 0.18 0.06 48.40 4.56

230 48.13 4.63 0.28 0.11 42.63 4.22

250 49.05 4.22 0.37 0.11 37.86 8.39

280 49.51 3.35 0.67 0.19 36.13 10.15

300 54.48 2.77 0.45 0.18 29.27 12.85

Kenaf

Raw 37.77 5.23 0.67 0.07 51.31 4.95

200 38.63 4.90 0.44 0.03 51.25 4.75

230 44.35 4.84 0.44 0.04 44.81 5.53

250 44.38 4.15 0.66 0.04 44.03 6.74

280 52.56 3.92 0.75 0.03 33.93 8.81

300 54.40 3.36 0.73 0.03 31.64 9.84

Table 2. Ultimate analysis of the samples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발열량 측정은 열량계

(5E-C6600, CKIC, CO., China)를 이용하였다. 분석

들은 American Standards for Testing of Material 

(ASTM) 기준에 의거하여 분석이 되었다
11,12). 반탄

화 온도 조건에 따른 공업분석 및  발열량 결과값은 

Table 1, 원소 분석값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반탄화 처리 전후의 연료의 중량 및 발열량 변화

를 이용하여 질량수율(MY) 및 에너지수율(EY)을 계

산하였으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1)

(WO = 반탄화 처리 전 시료의 중량, WT = 처리 

후 시료의 중량)

 


×  (2)

(CO = 반탄화 처리 전 시료의 발열량, CT = 처리 

후 시료의 발열량)

2.4 흡습성 실험

흡습성은 연료의 운송 및 보관 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이다. Ibrahim 등6)
의 연

구 결과에 의하면 연료의 소수성 변화에 따라 열 효

율성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

에 반탄화 온도에 따른 소수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

하여 흡습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항온항습기

(CT-DTH, Coretech Korea, Co., Korea)를 사용하였

으며, 국가 표준 규격인 KS F 2205(목재 흡습성 시

험)에 의거하여 105±2℃에서 48시간 건조된 연료 1 

g을  온도 40±1℃, 상대 습도 75±1%로 조정되어 있

는 환경에서 진행하였다. 연료를 24시간 동안 조습

한 후, 연료의 중량 변화에 대한 흡습률을 측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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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rrelation between energy yield & mass yield of torre-
fied biomass

으며, 흡습률(M, %)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  (3)

(WO = 조습 후 중량, W = 조습 전 전건중량)

2.5 FT-IR 분석

바이오매스의 반탄화 전·후 연료의 소수성 변화

를 화학구조적 특성 변화에 기인하여 분석하기 위하

여 적외선 분광분석기(Vertex 80, Bruker Co,. US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진행된 연료는 105±2℃에서 48시간 건조하

였으며, 연료 0.1 mg과 브롬화칼륨(KBr) 0.9 mg을 혼

합 및 압축시켜 펠릿형태로 제조하여 3회에 걸쳐 실험

하였다. 분해능은 4 cm-1
이며 스캔 범위는 4,000-600 cm-1, 

횟수는 128회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반탄화 처리된 바이오매스의 수율 및 연료 특성

Fig. 1은 바이오매스의 반탄화 처리 온도에 따른 

질량수율과 에너지수율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

다. 세 종류의 바이오매스 모두 반탄화 온도가 상승

함에 따라 질량수율은 감소하지만 에너지수율이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탄화시 질량수율의 감소는 바이오매스를 구성

하는 헤미셀룰로오즈, 셀룰로오즈, 리그닌에서 원인

을 찾을 수 있다. 헤미셀룰로오즈, 셀룰로오즈, 리그

닌의 열분해 특성은 큰 차이가 있으며
13), 그중 헤미

셀룰로오즈는 다른 성분들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온

도인 200℃에서 분해가 시작되어 235-300℃에서 가

장 분해가 활발히 일어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14,15). 

또한 Chin 등16)
의 연구에서는 오일팜 부산물의 반탄

화 처리 후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여 반탄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헤미셀룰로오즈의 함량이 감소되어 

오일팜 부산물의 중량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밝혔다.

목질계 바이오매스인 wood pellet와 EFB의 발열

량은 원 연료에 비교하여 각각 약 3-35%, 6-31% 증

가되어 서로 비슷한 양의 발열량이 증가되었다. 이

에 반해 초본계 바이오매스인 Kenaf는 17-46%의 발

열량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Kenaf는 반탄화 온도 조

건에 따라 발열량이 크게 상승하였더라도 질량수율

이 큰 폭으로 감소되어 목질계와 비슷한 에너지수율

을 가지게 되었다.

반탄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발열량의 증가는 

공업분석 및 원소 분석을 통하여 설명을 할 수 있다. 

반탄화가 진행됨에 따라 열처리에 의하여 바이오매

스의 구조내 탈수 반응이 진행되며, 이로 인하여 수

분 및 일부분의 휘발분이 제거되어
17), 상대적으로 

휘발분의 비율이 감소하게 되고 고정탄소분의 비

율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바이오매스 구성 성분인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리고 황의 비율을 분석하

면 발열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원소는 탄소이

다. 수소도 연소에 있어 중요한 인자지만 일반적으

로 수소함량의 증가는 탄소함량을 낮아지게 한다. 

그러므로 반탄화가 진행됨에 따라 비교적 많은 양

의 수소와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수분 및 휘발분이 

제거되어 탄소함량의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7). 발열

량과 공업, 원소분석의 상관관계는 Table 3에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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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isture absorption ratio of raw and torrefied (a) wood 
pellet, (b) EFB, (c) Kenaf

Equations (HHV, MJ kg-1) Reference
HHVa=0.3536FC+0.1559VM+0.0078Ash Parikh et al.26)

HHVa=0.2949C+0.8250H Yin27)

aDry basis (wt%).

Table 3.  Equations for HHV

3.2 흡습성 실험

본 연구에서는 반탄화 온도 조건에 따른 서로 다

른 특성을 가지는 세 종류의 바이오매스가 가지는 

소수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에 

따른 흡습성 실험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모든 

시료는 반탄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흡습률이 낮아

졌다. 이러한 결과는 Lee 등18)
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

목질계 바이오매스인 wood pellet, EFB 원시료의 

흡습률은 약 10.7, 10.4%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

다. 또한 200℃에서의 흡습률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조건에서의 반탄

화 처리가 끼치는 영향이 미비하여 흡습률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초본계 바이오매스인 Kenaf의 흡습률은 목질계와

는 큰 차이를 보였다. 원시료 Kenaf의 흡습률은 약 

17%로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비하여 많은 양의 수분

이 흡습되었으며, 반탄화 온도 조건 중 가장 높은 온

도인 300℃에서의 흡습률은 11.6%로 원 연료에 비

하여 흡습률은 감소하였지만,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원시료 흡습률과 비슷하였다.

세 종류의 바이오매스 모두 230-280℃에서 흡습

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Wood 

pellet의  흡습률 변화는 원시료 대비 3.2-42.2% 감소

하였으며, EFB와 Kenaf는 각각 9.8-39.6%, 13.6- 

30.3% 감소하였다. 흡습률의 감소는 연료의 운송 

및 보관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발열량 손실을 최소한

으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반탄화 처리된 바이오매

스는 연료로서 그 품질 유지가 반탄화 처리되지 않

은 바이오매스 연료와 비교하여 효과적이라고 사료

된다.

3.3 소수성 분석

바이오매스의 반탄화 전·후 연료의 소수성 변화

를 화학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진행하였



54    반탄화 과정을 통한 바이오매스의 소수성 개선 연구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 논문집 제30권 제1호 2019년 2월

Table 4. The main functional groups of the hemicellulose, cel-
lulose, and lignin

Wavenumber 
(cm-1)

Functional groups Compounds

3,600-3,000 (s) OH stretching Acid, methanol

2,860-2,970 (m) C–Hn stretching
Alkyl, aliphatic, 

aromatic

1,700-1,730 (m),
1,510-1,560 (m)

C=O stretching
Ketone and

carbonyl

1,632 (m) C=C
Benzene 

stretching ring

1,613 (w), 
1,450 (w)

C=C stretching
Aromatic skeletal

mode

1,470-1,430 (s) O–CH3 Methoxyl–O–CH3

1,440-1,400 (s) OH bending Acid

1,402 (m) CH bending

1,232 (s) C–O–C stretching
Aryl-alkyl ether 

linkage

1,215 (s) C–O stretching Phenol

1,170 (s), 1,082 (s)
C–O–C stretching 

vibration
Pyranose ring

skeletal

1,108 (m) OH association C–OH

1,060 (w)
C–O stretching and 
C–O deformation

C–OH (ethanol)

700-900 (m) C–H Aromatic hydrogen

700-400 (w) C–C stretching

s, strong; m, middle; w, weak.

Fig. 3. FT-IR spectra of raw and torrefied (a) wood pellet, (b) 
EFB, (c) Kenaf

다. 4,000-600 cm-1
까지의 스펙트럼을 확인하였으며, 

각 시료의 IR 스펙트럼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고,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영역대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용기 및 화합물을 Table 4에 

표기하였다
19-21). 바이오매스에서는 특정 작용기가 

빈번하게 관찰되는데, 그중 소수성 특성 변화에 가

장 큰 영향을 끼치는 작용기는 친수성 작용기인 

-OH (3,400-3,200 cm-1), C–O–(H) (1,040-1110 cm-1)

이다
22).

Wood pellet, EFB, Kenaf 모두 3,600-3,000 cm-1

에서 강한 수소결합을 보이는 -OH기가 관찰되었는

데, 이는 반탄화 처리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피크가 

감소함을 나타낸다. 또한 1,040-1,110 cm-1 
영역대에

서 나타난 피크는 헤미셀룰로오즈와 셀룰로오즈의 

C-O-(H) 신축진동에 의하여 나타난 피크로서
23), 

3,600-3,000 cm-1
와 같이 반탄화 온도가 증가할수록 

피크가 감소하였다. 이는 Park 등24)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시료의 반탄화 온도 조건에 따른 소수성 특성 변

화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OH와 

C-O-(H)가 관찰되는 해당 영역대를  정량화하여 나

타내었다(Figs.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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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H quantity of biomass from 3,400-3200 cm-1 

Fig. 5.  C-O-(H) quantity of biomass from 1,040-1,110 cm-1

세 종류의 바이오매스 모두 230-280℃에서 친수

성 작용기의 양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온도 영역대에서의 흡습률이 급

격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EFB의 경우 3,600-3,000 cm-1 영역대에서 관찰되

는 친수성 작용기의 양이 적고 또한 감소율이 비교

적 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aw-230℃ 조건에서 초본계 바이오매스인 Kenaf

는 목질계인 wood pellet과 EFB와 다르게 -OH 및 

C-O-(H) 영역대 모두에서 급격하게 친수성 작용기

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본계 바이

오매스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보다 헤미셀룰로오즈의 

양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있다. 또한 헤미셀룰로오

즈가 구조적으로 가지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자

량이 낮아 가수분해가 쉽게 일어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25).

4. 결 론

본 연구의 목표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바이

오매스를 대상으로 반탄화 온도 조건에 따른 소수성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에너지수율 및 질량수율

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석탄의 대체 연료로서

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었다. 

연료로서의 이용 가능성 알아보기 위하여 목질계 바

이오매스인 wood pellet과 EFB, 초본계 바이오매스

인 Kenaf를 선정하여 반탄화 온도 조건에 따른 에너

지수율 및 질량수율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으며, 소

수성 특성 변화를 확인하고자 흡습성 실험 및 FT-IR

분석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반탄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발열량은 탈수,  

탈휘발 반응에 의하여 공업분석 및 원소 분석 변화

에 기인하여 상승을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온

도의 반탄화에서는 질량수율이 감소되어 에너지 수

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수분 흡습량의 정도에 따라 연료가 가지는 열 

효율성이 변화하는데, 반탄화 온도에 따른 연료들의 

흡습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흡습성 실험을 24시간 동

안 진행하였다. 그 결과 wood pellet, EFB, Kenaf 모

두 반탄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흡습률이 낮아졌으

며, 230-280℃에서 흡습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3) 바이오매스의 반탄화 전·후 연료의 소수성 변

화를 화학구조에 기인하여 분석하였는데, 소수성 특

성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OH와 C-O-(H) 

작용기에 대하여 반탄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흡광

도 피크가 감소하였다. 또한 해당 영역대를 정량적으

로 나타내어 분석한 결과, wood pellet, EFB, Ken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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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230-280℃에서 친수성 작용기의 양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는 해당 온도 영역대에서의 흡습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흡습성 실험 및 화학구조 변화 분석을 통하

여 온도에 따른 반탄화 과정은 바이오매스의 소수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바이오매스의 에너지수율과 질량수율의 상관

관계, 흡습성 실험 결과 및 화학구조적 특성 변화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반탄화된 바이오매스는 원 시

료에 비하여 발열량과 소수성이 개선되었으므로 석

탄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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