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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abate the environmental burden derived from the massive generation of cattle manure (CM), pyrolysis
of CM was suggested as one of the methods for manure treatment. In respect of carbon utilization, pyrolysis has an
advantage in that it can produce usable carbon-based chemical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a syngas production
from pyrolysis of CM in CO2 condition. In addition, mechanistic functionality of CO2 in CM pyrolysis was investigated.
It was found that the formation of CO was enhanced at ≥ 600 ℃ in CO2 environment, which was attribute to the
homogeneous reactions between CO2 and volatile matters (VMs). To expedite reaction kinetics for syngas production
during CM pyrolysis, Catalytic pyrolysis was carried out using Co/SiO2 as a catalyst. The synergistic effects of CO2

and catalyst accelerate the formation of H2 and CO at entire temperature range. Thus, this result offers that CO2 could
be a viable option for syngas production with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Keywords: Cattle manure, Pyrolysis, Catalyst, Syngas, Carbon dioxide

초 록: 가축분뇨의 대량 발생에 따른 환경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열분해를 가축분뇨 처리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탄소 활용 측면에서, 열분해는 분뇨로부터 유용한 탄소 기반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우분 열분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적용에 따른 합성가스 발생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험결과,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600 ℃이상에서 일산화탄소 가스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산화탄소와 우분 유래 휘발성물질의 균질반응에 기인한다. 우분 열분해 시 합성가스 증대를 위해, Co/SiO2를

활용하여 촉매 열분해 실험을 추진하였다. 촉매를 이용한 우분 열분해 시 합성가스인 수소와 일산화탄소가 모든 

온도 영역에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가 가축분뇨 열분해를 통한 합성가스 생산에

활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우분, 열분해, 촉매, 합성가스,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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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은 화석연료의 이용

과 함께 눈부시게 발전하였다1). 최근 들어 화석연료

의 사용량은 더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2000년 8,050 
million toones of oil equivalent (Mtoe)에서 2018년 

11,739 Mtoe로 약 1.5배 증가하였다2). 화석연료에 대

한 높은 의존도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

하였고, 연소 과정에서 방출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인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전 지구적 환경

오염을 야기했다3). 국제 에너지기구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화

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약 33,285 Mt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2). 이는 생태계의 탄소 순

환 체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용범위

를 벗어난 양이며, 매년 증가하는 이산화탄소의 배

출량은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4). 따라서 학

계와 산업계에서는 화석연료의 높은 의존도를 줄이

기 위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

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5,6). 다양한 대체 에

너지 생산 기술 중에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바이오

매스의 화학적 특성상 다른 대체 에너지 원들에 비

해 상대적인 에너지 밀집도가 높다는 점7,8), 그리고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된 바이오 연료가 탄소 기반

의 연료이기 때문에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

반 시설과 호환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9,10). 이와 같

은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의 환경적인 가치에 주목해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매스 기반의 연료를 기존연료

에 일정 비율이상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신재생에너

지 연료 의무 혼합 제도 (Renewable Fuel Standard, RFS)
를 시행하고 있다11,12). 하지만 이런 바이오매스 기반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하는 

기술적 문제점은 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손

실 (Carbon loss)을 줄이는 것이다13). 다시 말해서 원

료내의 탄소 활용을 극대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
이오 에탄올 생산 과정은 대표적인 바이오연료 생

산 과정으로 미생물 대사에 의해 많은 양의 탄소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손실된다14). 추가적으로 대부분

의 바이오 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는 원

료 내 특정 물질, 예를 들어 바이오디젤은 지방, 바
이오에탄올은 탄수화물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

하는데, 이 역시 탄소 활용 측면에서 제한적일 수 있

다15,16). 따라서 전체 공정에서 탄소 손실을 최소화함

과 동시에 원료 내 탄소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위에 언급된 기술적 한계점을 고려하였을 때, 열

화학 공정인 열분해 기술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열분해 공정이 원료 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탄소 원을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 가능한 열분

해 생성물질(가스, 오일, 바이오차)로 전환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17). 추가적으로 열분해 생성 물질의 경

우, 열분해 공정 조건에 따라 생성물의 비율을 조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8,19). 그러나 바이오매스

를 활용한 열분해 공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는 단일 원료를 대량으로 지속적으로 공급 받는 것

이 필요한데, 바이오매스의 지역적/계절적 요인에 

의한 원료 수급 문제 때문에 바이오매스를 대량으

로 공급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20-22). 이는 결과적

으로 공정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원료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원료 가운

데 가축분뇨는 다른 바이오매스와 달리 계절적/지역

적 제한 없이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23), 그
리고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고정적이라

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축분뇨 중 우분을 이용

하여 열분해 공정에서 생산되는 생성물 중 열분해 

가스와 열분해 오일에 대해 조사하였다. 추가적으로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분해 생성물 중에서 합성가스의 생산량을 증

대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이산화탄소

를 직접 반응가스로 활용하여 기존 공정 대비 합성

가스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이산화탄소를 에너지원

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분의 열분해 공정에서 생산되

는 합성가스의 생산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코발

트 (Co/SiO2)를 촉매로 활용한 열분해 연구를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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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및 화학물질

열분해 시험에 이용된 한우분은 전라북도 김제시

에 위치한 한우농가에서 수거하였다. 본격적인 실험

에 앞서 한우분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104℃ 드라

이오븐에서 24시간 동안 건조되었다. 건조가 완료된 

샘플은 믹서기로 분쇄한 후, 체를 활용해 최종적인 

입자 크기를 600µm로 균질화 한 후 실험에 사용하

였다. 디클로로메탄(CH2Cl2, ≥99.5%), 질산(HNO3, ≥
69.0%), 메탄올(CH3OH, ≥99.9%), 염화코발트(II)수
화물(CO(NO3)2⋅6H2O, 99.999%) 및 촉매 합성용 실

리카(SiO2, Davisil Grade 633)는 Sigma-Aldrich에서 

구매했으며, 고순도 (99.999%) 질소(N2)와 이산화탄

소(CO2), 산소(O2), 아르곤(Ar), 헬륨(He) 가스는 대

덕가스에서 구매하였다.

2.2. 촉매제조 및 합성

촉매 열분해 실험에 따른 합성가스 증대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초기 습윤 함침법 (incipient wetness 
impregnation method)을 활용하여 5wt.% Co 촉매를 

합성하였다. 염화코발트(II) 수화물을 증류수를 이용

해 약 20℃에서 6시간동안 용해시킨 후, 스포이드를 

이용해 실리카에 고르게 첨가한다. 이후 용액이 완

전히 첨가된 촉매제는 104℃에서 12시간 이상 건조 

시킨 후, 400℃에서 6시간동안 소성(calcination)과정

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600℃에서 24시간동안 환원

(Reduction) 과정을 거쳐 촉매를 제조하였다. 완성된 

Co/SiO2 촉매제는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ICP-MS)(NexION 2000, PerkinElmer, USA)를 통해 

금속의 함량(5 wt.%)을 확인하였다. 

2.3. 재료의 특성분석

실험에 사용된 한우분의 이화학적 특성분석은 원소

분석(Ultimate analysis)과 공업분석(Proximate analysis)을 

통해 수행되었다. 원소분석은 원소분석기(Vario MACRO 
cube, Elementar Analysensysteme GmbH, Germany)를 

활용하여 탄소, 수소, 질소, 황, 산소의 함량을 알아

보았고, 한우분의 공업분석과 열적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 산소와 질소,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열 중량 분석

(TGA)(STA 449 F5 Jupiter, Netzsch, Germany)을 수행

하였다. 원소분석과 공업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정

리하였다. 열 중량 분석 실험을 위해 약 10 ± 0.01 mg
의 한우분을 도가니에 채운 후, 40 ℃부터 900℃까

지 10℃/min의 승온 속도로 온도를 증가시켜 한우분

의 무게 감량 및 열 분해율을 조사하였다. 

2.4. 열분해 실험 및 열분해 생성물 분석방법

한우분을 활용한 열분해 실험을 위해 석영관(ID:2.2cm, 
L:100cm)과 튜브형 전기로(FT-830, DAIHAN®, Korea)
를 결합하여 원형 반응기를 구성하였다. 무 산소 조

건을 유지하기 위해 질소 혹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0.1 L/min의 유량으로 주입하였다. 열분해 실험에서 

촉매의 영향을 입증하기 위해 3단계의 실험으로 진

행하였다. 먼저 1단계 열분해 실험에서는 1개의 튜

브형 전기로를 200 ℃부터 720℃까지 10℃/min의 속

도로 승온하는 조건으로 구성하였다. 2단계 열분해 

실험에서는 2개의 튜브형 전기로를 활용하여, 첫 번

째 전기로는 200℃부터 720℃까지 승온하였으며, 2
번째 전기로는 600℃로 유지하여 휘발 된 열분해 생

성물의 추가적인 분해를 유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촉매 
열분해 실험에서는 두 번째 전기로에 5wt.% Co/SiO2

촉매를 설치한 후 촉매 적용에 따른 열분해 비교실

험을 진행하였다. 한우분 열분해 실험을 통해 배출된 

가스 물질은 Micro-GC (Micro GC Fusion, INFICON, 

Ultimate analysis Proximate analysis 

wt.% (dry basis)

C H N S O Volatile matters Fixed carbon Ash
39.91 5.09 4.08 1.46 31.99 62.68 19.14 18.18

Table 1. Ultimate and Proximate Analysis Results of the CM used as Feed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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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zerland) 장비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였는데, 실
시간으로 배출되는 가스 중 수소, 메탄, 일산화탄소 

및 C2-C6 탄화수소 등의 물질 분석을 위해 사전에 표

준 가스를 활용하여 정량, 정성 분석을 추진하였다. 
한우분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오일은 -30℃의 cold trap
을 이용하여 응축시켜 포집 한 후, 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er (GC/MS) (7890B GC/5977A MSD, 
Agilent, USA)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재료의 특성분석

우분 열적 거동을 조사하기 위해 TGA 장치를 활

용하여 열 중량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Fig. 1
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열 중량 분석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샘플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샘플의 물리적인 열적 거동을 알 수 있

다24). 실험에서 사용한 한우분은 한우의 섭식 및 대사

과정에서 소화된 식물성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하기 

때문에 리그노셀룰로직 바이오매스의 주요 구성요

소인 헤미셀룰로스, 셀룰로스, 리그닌의 열적 거동

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질소 (N2)조

건에서의 중량감소(TG) 그래프를 보면 40 - 200℃구

간에서 발생하는 중량감소 (2.22 wt.%)는 한우분에 

포함된 수분이 제거되면서 발생하는 것이고, 이후 

200℃부터 430℃까지의 약 48.4wt.%가 감소하였는

데, 이는 원료 내 상대적인 열적 안정도가 낮은 셀룰

로스와 헤미셀룰로스 열적 분해로 인한 중량 감소로 

판단된다25). 이 후, 430 ℃이상의 온도에서도 일부 

샘플의 무게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열 

저항성이 높은 리그닌의 분해에 따른 것으로 판단

된다. 대체적으로 이 구간에선 탄화 과정(Carbonization)
과 탈 수소화(Dehydrogenation)가 일어나는 것을 이

전 논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26,27).
전체적인 열중량 감소 곡선을 보았을 때, 질소와 

이산화탄소 조건 모두 710℃까지는 같은 열적 거동

을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이산화탄소 조건에서만 

질량 감소가 나타나는데 이는 이산화타소와 고체 

탄소 사이에서 발생하는 반응인 Boudouard 반응

(BR: C(s) + CO2 → 2CO)에 의한 질량 감소인 것으

로 추측된다28). 이렇듯 열 중량 분석을 통해 한우분

의 열적 거동을 알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열분해 

생성물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

서 열분해 공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열분해 생성물에 

미치는 화학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열분해 실

험을 통해 열분해 생성물 중 열분해 가스와 열분해 

오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열분해 실험에서 

열분해 온도는 710℃ 이전에 이산화탄소와 우분 유

래 휘발성 물질 간의 반응에 집중하기 위해 650℃의 

온도에서 열분해 실험을 추진하였다.

3.2. 이산화탄소 적용 우분 열분해 실험

650℃이하 구간에서 발생하는 우분 유래 휘발성 

물질에 대한 이산화탄소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열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해당 실험에는 Micro-GC
를 활용하여 우분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 
메탄 그리고 일산화탄소 가스를 정량하였다(Fig. 2). 
우분 열분해 온도에 따른 발생 가스패턴을 조사

한 결과, 질소 조건과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열분해 

패턴의 차이점이 발견 되었는데, 500℃이상의 이산

화탄소 조건에서 일산화탄소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위의 열 중량 
Fig. 1. TGA test of cattle manure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in N2(black), CO2(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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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710℃까지 두 조건 (질
소, 이산화탄소)의 잔여 질량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500℃에서 710℃ 구간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고체상

의 물질과 이산화탄소간의 반응과는 무관하다는 점

을 고려했을 때, 이는 샘플에서 휘발된 휘발성 물질

과 CO2의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450℃이상의 온도에서 수소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N2 조건과는 달리 CO2 조
건에서 더 적은 양의 수소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수소와 이산화탄소의 반응을 통해 일

산화탄소와 물을 생산하는 역수성 가스 전환반응

(revers Water-Gas Shift, rWGS, H2 + CO2 → H2O + 
CO)에 의한 현상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rWGS 반응이 등가 반응을 고려했을 때, CO2조건에

서 증가된 일산화탄소의 양은 감소 된 수소의 양을 

상회한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에 의한 추가적인 산

소 공급이 일산화탄소 증가에 기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열분해 조건에서 우분에서 배출된 

휘발성 물질과 이산화탄소 간의 가스상 반응 (Gas- 
phase Reactions, GPRs)이 일어난 것이다. 추가적으

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우분 열분해 과정에서 일

산화탄소 발생의 증가가 휘발성 물질에서 기인했다

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우분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

한 열분해 생성물질의 물질수지를 Fig. 3(a)에 제시

하였다. Fig. 3(a)에 제시된 우분 열분해 공정에 따른 
물질수지 데이터를 보면 질소 조건 대비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바이오오일 함량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이산화탄소의 가스 상 반응이 우분 열분해 

Fig. 2. Concentration profiles of gaseous pyrolysates from pyrolysis of cattle manure in N2 and CO2 conditions.

Fig. 3. (a) Overall mass balance of pyrogenic products, and (b) chemical compositions of gas and bio-oil products in N2 
and CO2 conditions.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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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물질 내 바이오 오일의 함량을 감소시키고 가스 

함량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b)에는 우분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

스와 오일의 주요 구성성분을 GC를 통해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바이오 오일이 다량의 페놀류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분 내 리그닌 성

분이 열에 의해 결합이 깨지면서 발생된 것으로 추

측된다29,30). 추가적으로 우분 내 퓨란 계열의 물질은 
우분 내 셀룰로스나 헤미셀룰로스의 열적 분해에 의

해 생겨난 것으로 이는 우분의 열 중량 분석 데이터

(Fig. 1)와 G. Su et al의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다31). 
따라서 Fig. 3(a)와 (b)를 토대로 우분 열분해 과정에

서 가스상 생성물의 증가는 이산화탄소와 휘발성 

물질의 반응에 의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

데, 이는 첫째로 이산화탄소의 가스상 반응이 500 
℃이상으로 국한되어 있어 우분 유래 휘발성 물질

과의 반응이 제한적이라는 점, 두 번째로 가스상 반

응의 반응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위에서 수행된 1단계 열분해 실험을 통해 이산화

탄소와 휘발성 물질 간 가스상 반응이 일어났으며 

이는 바이오 오일 함량 감소, 가연성 가스 (H2, CH4, 
CO)함량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실험 

조건에서 가스상 반응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반응이 500℃이상에서 발생

되는데 반해, 우분에 포함된 유기물이 대부분 430 ℃
이하에서 휘발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열분해 실

험의 구성을 변경하여 2단계 열분해 실험을 수행하

였다. 해당 실험은 후단 열원을 등온 조건(600℃)으
로 변경하여 우분에서 발생된 휘발성 물질이 더 많

이 분해될 수 있도록 하였다(Fig. 4). 실험 전, 500℃
미만에서 CO2에 의한 가스상 반응이 촉진될 것이라

는 예상과 달리, 질소와 이산화탄소 두 조건 모두에

서 가스 발생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가정한 CO2와 휘발성 물질의 가스상 반응이 

600℃ 등온조건에서 촉진 되었다기 보다 열적 분해

에 의해 휘발성 물질의 추가적인 분해가 주도적으

로 발생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Fig. 5)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는데, 2단계 열분해 시스템 적용에 따른 

바이오 오일 함량 데이터를 보면 열분해 조건에 관

계없이 기존 공정 대비 바이오 오일의 함량이 감소

된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CO2 조건에서 

N2조건 대비 더 많은 양의 바이오 오일이 감소 된 

것을 볼 수 있다. 화학종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바

이오 오일의 함량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다환방향

족탄화수소(Polyaromatic hydrocarbons, PAHs)의 함

량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이산화탄소가 휘발성 물질 

내의 탄소원을 소모함으로써, PAHs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미만의 구간에서 CO2 가스상 반응이 미미한 이

유는 CO2와 휘발성 물질이 가스상 반응을 위한 조

건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응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코발트(Co/SiO2) 촉매를 활용

하고자 하였다.

Fig. 4. Concentration profiles of gaseous pyrolysates from 2-stage pyrolysis of cattle manure in N2 and CO2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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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분 촉매 열분해 실험

앞서 수행된 실험을 통해, 우분 열분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효과가 500℃ 미만에서 제한적이며, 
이는 이산화탄소와 휘발성 물질간의 가스상 반응의 

반응 속도와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가스상 반응에 대한 이산화탄소 효과 증진을 위해 

코발트(Co) 촉매제를 활용해 우분 촉매 열분해 실험

을 온도대별 (400-600℃)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Figs. 
6(a), 6(b)에 제시하였다. 

우분 촉매 열분해 결과, 모든 온도 구간에서 H2와 

CO 가스 발생량이 크게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의 가스상 반응이 촉진된 것

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촉매 열분해 시 이산화

탄소 조건에서도 질소 조건과 같이 수소 생산량이 

크게 증대된 것인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가 코발

트를 이용한 우분 촉매 열분해에 이용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우분 촉매 열분해 시, 후단 온도에 

따른 가스 발생량을 Fig. 6(b)에 나타냈는데, 흥미로

운 점은 촉매 열분해 시 후단 온도 500℃ 까지는 질

소 대비 이산화탄소의 적용 효과가 비촉매 조건과 크
게 다르지 않았으나(평균 6.62g-gas/100g-CM), 후단 

온도를 600℃로 높이면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가스 

발생량이 약 48.8% 증가하였는데 (평균 9.85g-gas/ 
100g-CM),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산화탄소

의 가스상 반응이 우분 열분해 전 구간에 걸쳐 일어

났기 때문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분의 고부가가치화의 일환으로 

열분해 공정을 통한 합성가스 생산 연구를 수행하

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분 열분해 실험 결과, 질소 조건에 비해 이산

화탄소 조건 500℃ 이상의 온도에서 일산화탄

소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우분에서 배출된 휘발성 물질과 이산

화탄소 간의 가스상 반응(Gas-phase Reactions, 
GPRs)에 기인한다.

Fig. 6. (a) Concentration profiles of gaseous pyrolysates from catalytic pyrolysis of cattle manure over 5wt.% Co/SiO2 
at 600℃ and (b) mass balance of gaseous pyrolysates from 400℃ to 600℃ in N2 and CO2 condition.

Fig. 5. Chemical compositions of bio-oil products from
2-stage pyrolysis of cattle manure in N2 and CO2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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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분 열분해 과정에서 물질수지 데이터를 조사

한 결과(Figs. 3(a), 3(b),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바이오오일 함량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 역

시 이산화탄소와 우분 유래 휘발성 물질의 가

스상 반응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련의 조사 결과, 이산화탄소에 의한 일산화

탄소 증가가 500 ℃ 이상에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발트를 이

용한 촉매 열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

과, 후단 온도 600 ℃ 조건에서 기존 공정 대비 

이산화탄소의 효과가 48.8%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분 페기물 이를 통

해 우분 폐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열분해 

공정 시 이산화탄소가 효과적인 활용 방안임

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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