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박사 학위논문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이용한  

지방산 흡착 감마알루미나의 재생 

 

Regeneration of Fatty-Acid-Adsorbed γ-alumina  

via Transesterification with Methanol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화학생물공학부 

우 희 석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이용한  

지방산 흡착 감마알루미나의 재생 

 

지도 교수  이 윤 우 

 

이 논문을 공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화학생물공학부 

우 희 석  

우희석의 공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 년 8 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i 

 

초    록 

 

감마알루미나는 높은 표면적, 뛰어난 열 안정성과 물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감마알루미나는 쉽게 수분을 

흡착하여 표면에 수산화기를 지니고 있다. 수산화기는 카르복시기와 

에스테르화 결합을 통해서 화학흡착이 가능한데 이로 인해 지방산의 

선택적 흡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감마알루미나는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의 손상된 밀랍의 탈산 공정에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탈산 공정에 적용할 수 있고 매우 간단하며 효과적인 

공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화학흡착의 특성상 흡착된 지방산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열 재생 방법을 사용한 

결과 약 550 ℃의 고온에서 재생 가능하였다. 또한 흡착된 지방산은 

모두 분해 또는 산화되어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될 수 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활용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감마알루미나 재생 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감마알루미나 표면에 지방산이 에스테르 결합을 통해서 화학흡착하고 

있기 때문에 메탄올을 이용하여 흡착된 지방산을 지방산메틸에스터로 

전환하면서 탈착 시키고자 하였다. 회분식 반응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공정 변수(재생 온도, 촉매의 비율, 메탄올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 재생 시간)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았고 재생 후 

감마알루미나를 다양한 분석장비를 통해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였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를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하여 기존 재생 방법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재생하였으며 흡착된 

지방산도 연료로 사용 가능한 지방산메틸에스터로 전환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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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부분에서는 액상의 메탄올과 산 촉매인 황산을 사용하여 

초임계 메탄올 재생법에 비해 훨씬 낮은 재생 온도에서 감마알루미나 

재생이 가능하였다. 감마알루미나 재생 후 표면적 변화, 작용기 변화, 

결정 구조 변화 등을 다양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여러 번의 

지방산 흡착, 탈착을 반복하며 감마알루미나의 흡착능 변화를 

관찰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감마알루미나를 폐식용유, 바이오디젤의 탈산 공정에 

적용하여 선택적 지방산 흡착의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였고 탈산 

공정을 거친 감마알루미나를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공정으로 재생하여 

실제 산업에서 상용화된 공정에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감마알루미나, 지방산, 탈착, 재생, 전이에스테르화, 메탄올 

학 번 : 2014-3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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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식물성 유지에 존재하는 유리 지방산은 유지 산패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디젤 생산 공정에서 알칼리 촉매 비활성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식물성 유지의 탈산 공정은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제 공정 중 하나로 여겨졌고 화학적, 물리적, 

마이셀(micelle)기반 탈산 공정들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화학적 탈산 공정의 여러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감마알루미나를 탈산 공정에 적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1].  

이러한 감마알루미나의 탈산 특성을 이용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 중인 조선왕조실록 중 일부가 심하게 손상되어 이를 복원할 수 

있는 공정 중 하나로 밀랍 정제 공정에 감마알루미나를 적용하였다. 

밀랍은 복합물로서 에스테르, 지방산, 알칸, 알코올 등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존재하며 그 중 지방산은 한지의 주 성분인 셀룰로오스의 가수 

분해 반응에 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를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공정에 감마알루미나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감마알루미나의 효율적인 

재생 방법이 전무하여 경제성 측면에서 의문을 남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를 효율적으로 재생하는 

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감마알루미나의 표면은 수분을 만나 수산화기를 가지게 되며 

카르복시기에 대해 친화력을 가져 지방산의 선택적인 흡착이 가능하게 

된다. 지방산의 흡착은 감마알루미나 표면의 수산화기와 지방산의 

카르복시기가 에스테르 결합을 통해서 화학 흡착하는 메커니즘을 가진다.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를 기존 재생 방법인 열 재생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 운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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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이용하여 화학흡착하고 있는 지방산을 지방산메틸에스터 

(FAME) 형태로 전환하면서 탈착 시키는 공정을 연구하였다. 먼저 

전이에스테르화 반응 속도가 빠르고 촉매 없이 재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된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한 감마알루미나 재생을 시도하였다. 

감마알루미나 표면에 흡착한 팔미트산은 성공적으로 

팔미트산메틸에스터로 전환되면서 탈착되었다.  초임계 메탄올 재생을 

거친 감마알루미나는 결정 구조나 표면적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일부 

표면 작용기가 메톡시기로 전환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초임계 메탄올 재생법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를 재생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재생 온도가 필요하였으며 

메탄올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비가 높아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저온에서 액상 메탄올과 균질계 산 촉매를 사용하는 공정을 도입하여 

에너지 측면에서 효율적인 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산 촉매 재생법을 

도입한 결과 초임계 메탄올 재생법 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재생 

공정을 운전할 수 있었으며 메탄올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도 훨씬 

낮은 수준에서 재생이 가능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실제 식물성 유지나 바이오디젤의 탈산 공정에 

감마알루미나를 적용하고 그 결과물에 초임계 메탄올 재생법 또는 산 

촉매 재생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산의 모델 물질인 

팔미트산만을 감마알루미나에 흡착시켜 재생 공정에 도입하였는데 

이것을 실제 산업 사용하는 식물성 유지나 바이오디젤유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공정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흡착제로 확대 적용이 기대되며 메탄올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알코올로도 재생 공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3 

2. 배경 이론 

2.1. 흡착 현상 

 

2.1.1. 흡착의 정의 

흡착은 보통 기상, 용액 등의 균일상에서 고체표면과 액상의 계면과 

같은 경계 면에서 기체 혹은 용질분자의 농도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고체표면에 기체가 응축되거나 액화되어 농도가 커지는 현상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보통 제 3 의 물질을 이용해서 계면에서 목적 성분을 

분리하는 조작으로 흡착하는 물질을 흡착제(adsorbent), 흡착되는 목적 

성분을 흡착질(adsorbate)라 한다. 보통 화학 공업에서 흡착제를 

이용한 정제 및 유용 성분 회수 등에 사용되며 목적에 맞는 다양한 

흡착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흡착에는 흡착제와 흡착질 간의 결합 방식에 따라 화학흡착(chemical 

adsorption)과 물리흡착(physical adsorption)으로 구분된다. 

화학흡착은 흡착제와 흡착질 사이에 공유 결합과 같은 화학 결합이 

생성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종류의 표면 화합물이 형성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방산의 카르복시산과 감마알루미나 표면의 

수산화기가 에스테르 결합을 통해서 흡착이 일어나는 것이 화학흡착의 

좋은 예이다. 반면에 물리 흡착은 주로 분자간의 van der Waals 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며 비교적 결합력이 약하여 가역적으로 일어난다.    

 

2.1.2. 흡착제의 종류 및 이용 분야 

 흡착제는 원료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무기 흡착제와 유기 흡착제로 

나뉜다. 많은 광물들과 합성 무기물을 무기 흡착제로 사용해왔고 일부는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흡착제로 알려졌다. 대체로 알루미나, 



 

 4 

실리카, 제올라이트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알루미나는 알루미나 수화물이 탈수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되며 

하얀색이고 불투명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일부 안정한 결정질을 가진 

알루미나는 표면적이 작아 효과적인 흡착제로 작용하지 못하나 감마나 

에타 알루미나로 전환되면 표면적이 증가하고 산을 효율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사이트도 증가한다. 또한 우수한 내열성으로 고온 공정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산, 알칼리, 유기용제 등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약품성을 가지는 장점이 있으나 활성탄에 비해 흡착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알루미나와 같은 무기 다공성 고체인 실리카겔은 

미세한 기공들이 서로 연결된 형태인 과립형 비결정상 입자로 표면적이 

상당히 크다는 장점이 있다. 주로 기체 건조공정이나 크로마토그래피용 

흡착제로 사용된다. 무기 흡착제의 나머지 한 부분은 제올라이트로 

알루미노규산염의 총칭이며 분자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올라이트는 

천연 제올라이트와 합성 제올라이트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합성 

제올라이트는 구조에 따라 A, X, Y 형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현재 

촉매제, 흡착제, 탈수제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무기 흡착제와는 반대로 유기물을 기반으로 하는 유기 흡착제로는 주로 

사용되는 활성탄과 고분자 흡착제 등이 존재한다. 활성탄은 목재, 갈탄 

및 역청탄 등의 탄소 원료 물질을 탄화, 활성화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무정형 탄소로 표면적의 넓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다양한 유기물을 흡착,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주로 유해 유기물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며 다른 

흡착제등과 비교해서 비극성분자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활성탄 이외에도 고분자로 된 흡착제가 존재하는데 다공성이 

뛰어나고 비표면적이 크므로 분자량이 큰 유기물을 흡착하거나 단백질 

정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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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선왕조실록 

 

2.2.1. 조선왕조실록 손상 상태 

조선왕조실록은 태조실록부터 명종 실록까지 생지 표면에 방충과 

방습을 위해 밀랍을 도포하여 밀랍본(蜜蠟本)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후대에는 이러한 특별한 처리 방법 없이 생지본(生紙本)으로 제작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생지 표면에 밀랍을 도포한 사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처럼 수 백 년간 보존되어 있는 가치 있는 유물은 

전무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왕조실록은 현재 생지본에 비해 밀랍본의 

손상 상태가 심각하며 특히 약 20% 정도는 그림 2-1과 같이 손상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신속한 보존 및 복원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밀랍본은 변색, 백화 현상, 균해 등 생화학적 훼손과 더불어 밀랍으로 

인한 꺾임과 고착 같은 물리적 손상도 관찰되었고 전시에 외부 환경 

노출로 인해 화재에 의한 손실이나 흙에 오염된 부분도 발견되는 등 

손상 당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손상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왕조실록은 닥나무 섬유만을 이용해서 만든 한지가 사용되었으며 

한지의 분자량 분석 결과 밀랍본의 셀룰로오스 중량평균분자량은 

생지본의 30% 수준이었다[2]. 또한 카르보닐기 함량도 25~50% 정도 

증가된 상태로 분석되었다. 손상이 심한 밀랍본의 경우 잘 보존된 

밀랍본의 셀룰로오스 중량평균분자량의 3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3]. 

카르보닐기 함량도 마찬가지로 두 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셀룰로오스의 중량평균분자량이 작다는 것은 중합도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한지의 물리적인 성질이 많이 약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카르보닐기 함량은 산화의 척도로서 오랜 세월에 거쳐 한지의 산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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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랍은 벌집에서 분리해낸 천연 동물성 고체 왁스로서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생산 시기, 지역에 따라 성분 구성 

비율이 달라지지만 주성분은 멜리실알코올의 팔미트산 에스테르고 알칸, 

알코올이 존재하며 자유지방산도 5~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조선왕조실록 편찬 당시에 도포된 밀랍의 초기 분자량은 

약 3000정도로 추정되며, 현재는 분자량이 1000이하인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한다[4]. 이는 밀랍의 주 성분인 에스테르의 분해 

산물이라고 생각되며 실제 분석 결과 탄소 사슬 길이 40, 42, 44개와 

같이 비교적 짧은 에스테르는 분해되어 검출되지 않았다[5].  

이와 같이 분해된 밀랍의 산물과 밀랍 내에 존재하는 자유지방산이 

셀룰로오스 가수분해반응의 산 촉매 역할을 하여 이러한 훼손을 

가속화하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하게 되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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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세종 실록의 손상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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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밀랍 

밀랍은 벌집에서부터 분리된 천연 고체랍으로 다양한 고분자 유기물로 

이루어진 혼합물이다. 대부분의 밀랍은 다양한 사슬 길이를 가지는 

에스터가 60~7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탄화수소(C21-C33), 

지방산(C22-C30), 고분자 알코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성분은 트리아콘타닐 팔미테이트(triacontanyl palmitate, 

CH3(CH2)29O-CO-(CH2)14CH3)와 세로트산(cerotic acid, 

CH3(CH2)24COOH)으로 알려져 있다. 밀랍의 조성은 벌의 종류, 지역, 

계절 등에 따라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조선왕조실록에 사용된 

밀랍은 지리산에서 채취된 천연 밀랍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밀랍의 성분 중 셀룰로오스의 가수 분해 반응에 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산이 5-15% 정도 존재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밀랍의 

주성분인 에스터가 분해되어 산의 함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분석 

결과, 원래 지리산에서 채취된 밀랍의 산가는 약 7.7mL/g이지만 훼손된 

실록에서 채취한 밀랍의 산가는 평균 61.5mL/g으로 약 8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6]. 또한 실록의 밀랍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였을 때도 지방산이 검출되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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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밀랍의 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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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조선왕조실록 복원 

현재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의 20% 정도는 손상이 심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고 나머지 80%는 잘 보존된 상태로 존재하나 

밀랍이 도포된 상태이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훼손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손상된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 공정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귀중한 서지 문화재를 다루는 일이므로 

신중함과 안전성도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2-3과 

같이 조선왕조실록 복원 공정을 고안하였다.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은 밀랍 도포가 손상의 주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밀랍을 제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탈랍 기술은 

밀랍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의 재료인 한지나 

먹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완벽하게 

밀랍을 제거한 후 한지의 약해진 물성을 강화하고자 천연 고분자 등으로 

보강처리를 하여 인장 강도와 같은 물리적인 강도를 증가시킨다. 이는 

장시간 동안 열화로 인해 약화된 한지의 물성을 강화하고 앞으로의 

보존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위와 같이 밀랍을 

제거하면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의 희소성이 사라지고 문화재 원본을 

보존하지 못하고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밀랍에서 

한지 열화의 주 원인이 되는 성분을 제거하고 이를 한지에 재 도포하여 

복원을 완성한다. 한지 열화의 주 원인이 되는 성분은 셀룰로오스 

가수분해에 산 촉매 역할을 하는 지방산으로 추측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방산만을 선택적으로 흡착하는 감마알루미나가 사용되었다. 

밀랍을 용융하여 도포하는 기존 방식은 밀랍을 고르게 도포하기 어렵고 

많은 양의 밀랍이 사용된다는 단점이 있다. 초임계 함침 기술을 

도입하여 적은 양의 밀랍을 고르게 한지 표면에 도포하여 단점을 

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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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조선왕조실록 복원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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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감마알루미나 

 

2.3.1. 감마알루미나의 특징 

감마알루미나는 산화 알루미늄의 일종으로 Al2O3의 화학 구조식을 

가지고 있으며 산화 알루미늄은 다형상의 물질로 알파 알루미나, 

감마알루미나 등이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알파 알루미나는 자연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산화 알루미늄으로 열역학적으로 가장 안정하며 

대중들에게는 흔히 루비나 사파이어 등으로 알려져 있다. 루비나 

사파이어가 독특한 색을 내는 것은 산화 알루미늄 사이에 불순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크롬, 철, 티타늄 등이 포함되어 색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마알루미나는 수산화 알루미늄의 탈수 반응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으며 그림 2-4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7].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250 m2∙g-1이하의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터널형태의 기공들을 다수 가지고 있어 흡착제 또는 촉매, 촉매의 

담지체로 주로 활용된다. 또한 고온에서 안정성이 높아 온도 스펙트럼이 

넓은 실험에도 충분히 적용가능하며 가격 또한 비싸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3.2. 감마알루미나의 용도 

 

2.3.2.1. 촉매 담지체 

감마알루미나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안정성이 높아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담지체 중 하나이다. 촉매 담지체로서 사용될 때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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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침 하고자 하는 금속이온이 포함된 수용액을 만든 후 감마알루미나를 

침지하고 이를 건조시키는 함침 기법을 사용해서 제작된다. 특히 

감마알루미나는 탈황촉매의 담지체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데 탈황 촉매는 

값이 비싸고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탈황반응을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 감마알루미나를 담지체로 사용한다.  

 

2.3.2.2. 흡착제 

감마알루미나는 좋은 흡착제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먼저 식수로 사용될 물의 과도한 불화물 제거에 사용되는데 흡착량이 

높고 선택성도 좋기 때문에 다양한 불화물 제거 방법 중 가장 널리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최적 흡착 조건인 pH가 6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중성의 pH에서 더 

효율적으로 불화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탄소 나노 튜브 등을 활용하고 

있다[8]. 또한 본 연구에서처럼 지방산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탈산 공정에 사용될 수 있다. 식물성 유지에서 지방산을 제거할 

수 있는 크로마토그래피 공정은 이미 특허로 발표되어 있는데 기존 탈산 

공정과 달리 유지의 손실이 적고 추가적인 분리 공정의 필요성이 없어 

훨씬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 

 

2.3.2.3. 기타 

감마알루미나는 촉매 담지체, 흡착제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공기 중의 습기 제거에 많이 사용되고 촉매로서의 활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탈황 반응의 촉매로 사용된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화장품의 성분 중 하나로 사용되기도 하며 경도가 

좋아 연마제로 사용되기도 하며 반대로 연마 방지제로 사용되기도 

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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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감마알루미나의 결정 구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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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이에스테르화 반응 

 

2.4.1.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의 정의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은 그림 2-5 와 같이 알코올에 의해 에스테르 

결합을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알킬기가 알코올의 알킬기로 치환되는 

것을 말한다.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은 강산이나 강염기에 의해서 

반응속도가 촉진되며 주로 폴리에스테르 생산이나 바이오디젤 생산에 

사용된다. 또한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은 대표적인 가역 반응으로 

바이오디젤 생산 반응에서 메탄올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것은 정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2.4.2. 바이오디젤 생산 반응 

일반적으로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야가 

바이오디젤 생산 반응으로 그림 2-6 과 같이 식물성 유지를 메탄올 

또는 에탄올과 반응시켜 FAME 로 전환하는 반응이다[9]. 유지의 주 

성분은 트리글라이세라이드(TG)로 알킬 사슬 3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알킬 사슬들은 각각 알코올과 반응하면서 FAME 형태로 전환되는데 

한 분자의 TG 가 3 분자의 FAME 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TG 와 알코올은 서로 섞이지 않고 반응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촉매 도입과 승온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바이오디젤 합성 관련 연구는 대부분 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4.2.1. 균질계 촉매 

현재 전세계적으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공정은 대부분 알칼리 

촉매를 이용한 공정이다. 알칼리 촉매를 이용하여 바이오디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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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는 메커니즘은 그림 2-7 과같다고 보고되어 있다[9]. 알칼리 

촉매법은 반응 온도가 60~90℃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 반응 

시간도 30 분~2 시간 정도로 길지 않으면서 FAME 의 수율이 매우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알칼리 촉매법은 여러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원료가 되는 식물성 유지에 유리 지방산이 다량 

포함된 경우 촉매로 사용되는 알칼리와 반응하여 비누화 반응이 

발생하여 촉매가 비활성화 된다. 또한 반응 후 촉매의 제거를 위해 

세정하는 단계에서 매우 많은 폐수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생산 공정 전에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수분이나 

유리 지방산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공정이 

복잡해 지고 원료 선택에도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알칼리 촉매법 이외에 그림 2-8 과 같은 산 촉매법도 

존재하는데 주로 황산과 같은 강산을 이용하여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촉진하다[9]. 산 촉매법은 유리 지방산의 비누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산가가 높은 원료에 적용하기에는 유리하나 알칼리 촉매법에 

비해 반응속도가 훨씬 느리고 반응기 부식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널리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2.4.2.2. 초임계 알코올 

고온, 고압의 메탄올을 이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초임계 

알코올법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연구되었으며 고온, 고압에서는 알코올의 

극성이 낮아져 TG 와 서로 혼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이 매우 빨라 촉매 

없이도 단 시간 내에 높은 수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초임계 알코올법에서는 약간의 수분이 존재하더라도 수율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유리 지방산은 알코올과 반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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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르화 반응이 일어나 FAME 로 전환되어 부산물이나 정제 과정이 

필요 없게 된다. 이렇게 단 시간 내에 고 수율 달성, 분리 공정 간소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매우 고온(300~350℃)에서 반응이 진행되고 

압력도 보통 30MPa 이상으로 운전되기 때문에 운전상의 안전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고 초기 설비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공정의 

간소화에 의한 상쇄 효과가 있어 알칼리 촉매법 및 다른 합성법과 

비교해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2.4.2.3. 기타 

이 밖에도 불 균일 촉매법이나 효소, 초음파나 마이크로파 등과 같은 

파동을 이용한 방법 등이 존재한다[9,11] 이 중에서는 불균일 촉매법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고 반응 후 촉매의 분리가 균질계 촉매에 비해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12-15]. 

리파아제를 이용한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일으키는 리파아제법은 

반응 온도가 매우 낮고 수분이나 유리 지방산의 존재에도 큰 영향이 

없다는 장점이 존재하나 기존 화학 촉매법에 비해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점이 있어 실용화 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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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전이에스테르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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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바이오디젤 생산 반응[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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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알칼리 촉매법의 전이에스테르화 반응 메커니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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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산 촉매법의 전이에스테르화 반응 메커니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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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초임계유체 

 

2.5.1. 초임계유체의 특성 

물질의 상은 열역학적 에너지에 의해 결정이 된다. 분자의 입장에서 

분자간 힘과 열 운동에 의한 분자가 움직이려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 

상이 결정 된다. 고체와 액체의 경우에는 분자간 거리가 가까워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큰 밀도를 가지지만 에너지를 받아 기체가 되면 확산력이 

더 강해져 밀도는 작아지고 분자간 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림 

2-9에서 볼 수 있듯이 초임계 상은 분자간 힘과 열 운동에 의해 

움직이려는 힘이 균형을 이루는 점이라 할 수 있는 임계점 이상에서 

관찰되는 제 4의 상이다. 초임계유체에서는 두 힘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양쪽 성질을 모두 가지게 된다. 또한 단일상으로서 밀도 

조절이 자유롭기 때문에 밀도에 의해 변하는 물성을 쉽게 조작할 수 

있어 액체에 버금가는 용해력과 기체와 흡사한 확산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초임계유체는 이산화탄소와 

물이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물질이기도 하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경우 

임계온도가 상온 근처이고 임계 압력도 비교적 낮아 초기에 적용 사례의 

대다수였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청정 용매로서 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건조 및 추출 공정에서 분리가 용이하여 용매의 안정성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다. 

물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임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청정 용매이고 높은 용해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수열 반응이나 무기 재료 제조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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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초임계유체의 상평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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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초임계 메탄올 

메탄올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용매로서 가격이 싸고 

반응성이 좋아 여러 분야에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초임계 메탄올은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이 240℃, 81bar로 

물의 임계 온도, 압력인 374℃, 221bar에 비해서 훨씬 낮고 반응성이 

좋아 반응 원료 및 매체로 널리 사용된다. 또한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초임계수와 마찬가지로 극성이 낮아 유기 반응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원력을 가지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초임계 메탄올이 가장 많이 연구되고 널리 알려진 분야는 바이오디젤 

생산 분야이다. 초임계 메탄올은 바이오디젤 생산의 핵심 반응인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의 반응 원료이면서 반응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바이오디젤 생산은 임계점 이하의 온도에서 강산 또는 강염기와 

같은 촉매와 함께 생산되었다. 순수한 메탄올만으로는 반응 속도가 느려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촉매를 첨가하였는데 이러한 촉매 첨가로 인해 

많은 단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바이오디젤 생산에 

처음으로 초임계 메탄올을 도입한 연구가 일본에서 진행되었다[18]. 

초임계 메탄올에서는 촉매 없이 바이오디젤 생산 반응인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극성이 낮아 원료인 식물성 유지와도 잘 

섞이기 때문에 바이오디젤 생산에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고 지속적으로 후속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19, 20]. 

이외에도 초임계 메탄올에서 고분자화합물들의 해중합 반응이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 리그닌 분해 반응[21], 셀룰로오스의 전환 반응[22], 

PET의 해중합 반응[23] 등이 많이 보고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하여 팔미트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를 재생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감마알루미나 표면에서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일으켜 지방산이 FAME 형태로 전환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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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초임계 메탄올의 장점인 빠른 

반응속도와 촉매가 불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공정에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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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상온 상압 조건과 초임계 조건에서 메탄올의 물성[24] 

Properties Ordinary condition 

(25℃, atmospheric 

pressure) 

Supercritical 

condition(250℃, 

20 MPa) 

Specific gravity kg/l 0.7915 0.2720 

Ionic product, log Kw -0.77 Not available 

Dielectric constant 32.6 7.2 

Viscosity, Pa s 5.4×10-4 0.58×10-4 

Hydrogen bonding, 

number 

1.93 <0.7 

Solubility parameter, 

(MPa) 1/2 

7.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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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 및 예비 실험 

 

3.1. 감마알루미나를 이용한 밀랍의 탈산 

밀랍 내에 존재하는 유리지방산 제거에 가장 적합한 흡착제와 용매를 

선정하기 위해서 3가지 흡착제와 4가지 용매에서 유리 지방산에 대한 

다양한 흡착 등온 곡선을 얻어 서로 비교하여 최적 흡착제가 선정되었다. 

흡착제는 유리지방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용매는 흡착제와 

밀랍의 접촉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 실제로 밀랍의 녹는점은 65-70℃ 

정도로 높은 편이고 용융 흡착하기에는 분리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후보 흡착제로는 감마알루미나, 실리카 알루미나, 분자체 13x가 

선정되었으며 용매로는 밀랍을 잘 용해한다고 알려진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시클로헥산, THF가 선정되었다. 흡착 등온 곡선은 

25℃에서 지방산의 모델 물질을 용매에 일정 농도로 용해 시킨 후 

흡착제와 24시간 동안 교반하여 얻어졌다. 지방산의 모델 물질로는 

밀랍의 유리 지방산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 리그노세린산이 

선정되었다. 그림 3-1과 3-2에서 볼 수 있듯이 감마알루미나, 실리카 

알루미나, 분자체 13x 중 감마알루미나가 여러 용매에서 가장 높은 

단위 표면적당 흡착량을 보였다. 밀랍의 유리 지방산의 대부분은 

탄소사슬 길이가 24, 26, 28개로 서로 유사한 것을 감안했을 때 실제 

밀랍 탈산에 흡착제를 사용할 때와 흡사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그림 3-3에서처럼 감마알루미나와 디클로로메탄을 

용매로 사용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인 지방산 흡착이 가능하였다. 이는 

디클로로메탄과 모델 물질로 사용된 리그노세린산 사이의 인력이 다른 

용매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되었고 이는 표 3-

1에서처럼 용해도 파라미터로 확인할 수 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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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흡착제 종류에 따른 흡착 등온 곡선(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25] 

 

γ-alumina 

Silica alumina 

Molecular sieve 13x 

Dichloromethane 

γ-alumina 

Silica alumina 

Molecular sieve 13x 

Chloro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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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흡착제 종류에 따른 흡착 등온 곡선(시클로헥산)[25] 

 

Cyclohexane 

γ-alumina 

Silica alumina 

Molecular sieve 1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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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용매 종류에 따른 흡착 등온 곡선(감마알루미나)[25] 

γ-alumina 

Dichloromethane 

Chloroform 

Cyclohex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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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유기 용매와 리그노세린산의 용해도 파라미터[25] 

Material Solubility parameter (SI) 

Cyclohexane 16.8 

Lignoceric acid 18.40 

Tetrahydrofuran 18.5 

Chloroform 18.7 

Dichloromethane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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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수분해 반응을 이용한 지방산 흡착 감마알루미나 재생 

 

3.2.1. 아임계수를 이용한 지방산 흡착 감마알루미나의 재생 

본 연구에 앞서 예비실험으로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를 

재생하기 위해서 가수분해 반응을 이용하여 에스테르화 되어 있는 

지방산을 다시 원래 지방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위 가수 

분해 메커니즘은 그림 3-4와 같다. 300-350 ℃, 300 bar의 

아임계수에서 5, 10, 15, 30분 동안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를 

처리한 결과 흡착된 지방산은 10분 후에 모두 탈착되었지만 그림 3-

5와 같이 감마알루미나 구조 내부가 물과 반응하면서 boehmite로 

구조가 전환되었다. 감마알루미나가 물과 반응하여 boehmite로 

전환되는 반응식은 식 (3-1)과 같다.      

 

γ-Al2O3 + H2O → 2 γ-AlO(OH)      (3-1) 

 

Boehmite는 실험 결과 감마알루미나와는 다르게 지방산을 전혀 

흡착하지 못하였고 결국 410 ℃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 과정을 거쳐야만 

다시 감마알루미나로 재생되었다. 이러한 재생 공정은 결국 고온에서 

지방산을 탈착하는 단계와 boehmite의 소성 단계로 구성되며 두 단계 

모두 고온이 필요하여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수 분해 반응을 이용한 지방산 흡착 감마알루미나 재생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이용한 

감마알루미나 재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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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가수분해 반응을 이용한 지방산 흡착 감마알루미나의 재생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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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아임계수 재생 후 감마알루미나의 XRD 패턴 

 

3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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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초임계수를 이용한 지방산 흡착 감마알루미나의 재생 

아임계수에 이어 초임계수를 이용하여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를 재생하고자 하였다. 400 ℃이상의 고온에서 재생을 

시도하여 감마알루미나가 boehmite로 전환되지 않으면서 표면에 흡착된 

지방산이 탈착되는 것을 기대하였다. 400 ℃와 450 ℃에서 각각 30분 

동안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 재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흡착한 

지방산의 일부분은 분해되었고 대부분은 탈착되었지만 그림 3-6의 

결과처럼 400℃에서는 여전히 감마알루미나가 boehmite로 전환되었고 

450 ℃에서는 전환되지 않고 결정 구조를 유지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 

감마알루미나의 나노 입자를 초임계수를 이용한 수열합성 방법을 이용할 

경우 400 ℃에서는 boehmite가 검출되었고, 410 ℃이상에서는 

감마알루미나가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6]. 따라서 위 예비 실험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450 ℃의 

고온에서 재생이 진행될 경우 열 재생 온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흡착된 지방산 또한 분해가 진행되어 다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에 의한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이용하여 지방산 흡착 감마알루미나를 재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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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초임계수 재생 후 감마알루미나의 XRD 패턴 

40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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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4.1. 실험 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 사용된 감마알루미나는 Engelhard사의 AL-3992 1/8 

펠렛 형태를 사용하였고 지방산의 모델 물질로는 팔미트산(Sigma-

Aldrich Korea, Ltd)를 사용하였다. 

팔미트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 재생에 사용하기 위한 반응 용매로 

메탄올(99.8%, 삼전화학(주), 대한민국)과 황산(>97.0%, 삼전화학(주), 

대한민국)을 사용하였고, 회분식 반응 후 분리 및 정제 과정에서 

디클로로메탄(99.5%, 삼전화학(주), 대한민국)과 초순수 제조 

장치(Milli-Q Advantage A10, Millipore Corp., 미국)로 정제한 물을 

사용하였다. 

분석용 표준 물질로는 메틸헵타데카노에이트(methylheptadecanoate, 

>99%, Sigma-Aldrich Korea, Ltd)을 사용하였고 분석용 용매로는 n-

헵탄(99.0%, Junsei Chemical Co., Ltd., 일본)을 사용하였다. 

적정을 위한 용액을 제조하기 위해서 톨루엔(99.8%, 삼전화학(주), 

대한민국), 2-프로판올(99.0%, 삼전화학(주), 대한민국)가 

사용되었으며 수산화칼륨(Junsei Chemical Co., Ltd., 일본)으로 적정을 

진행하였다.  

 

4.2. 실험 장치 

 

4.2.1. 고압용 회분식 반응기 

회분식 반응기 실험에는 SUS 316으로 제작된 고압용 회분식 

반응기를 사용하였다. 그림 4-1과 같이 주문 제작하였으며 내부 부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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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m3으로 설계하였다.  

회분식 반응기의 승온 및 온도 유지를 위해서 그림 4-2, 4-3과 같은 

주문 제작된 용융염조와 유조를 사용하였다. 초임계 메탄올 재생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고온까지 승온이 가능한 용융염조를 사용하였다. 염조 

내부는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질산칼슘이 46:24:30의 무게 비로 

혼합되어 존재하며 K형 열전대를 내부에 설치하여 온도 측정에 

사용하였다. 온도 조절은 PID 방식 조절기를 사용하였다. 용융염조에는 

주문 제작한 교반기가 설치되어 있어 반응기를 주기적으로 교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용융염조의 사용가능 온도가 200-400 ℃이므로 

100 ℃이하의 회분식 반응기 실험에서는 유조(COB-22, Chosun 

Instrument)에서 승온 및 온도 유지를 하였으며 용융염조와 마찬가지로 

PID 방식 조절기와 교반기가 설치되어 있다.  

 

4.2.2. 자동 적정 장치 

감마알루미나에 지방산을 흡착시킨 후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림 

4-4와 같은 자동 적정기(TitroLine®  6000 SI Analytics)를 

사용하였다. 자동 적정기는 pH를 측정하면서 동시에 적정 용액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적정해주는 자동 적정 모드가 존재하고 또한 원하는 

양만큼의 적정 용액을 넣을 수 있는 매뉴얼 모드가 존재한다. 그리고 

적정 속도나 교반 속도 또한 조절이 가능하며 교체 가능한 모듈 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교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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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고압용 회분식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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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용융 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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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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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자동 적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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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방법 

 

4.3.1. 팔미트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의 준비 

펠렛 형태의 감마알루미나는 분쇄기로 가루로 분쇄한 후 체를 

이용하여 45-150 μm의 입자 크기만 골라 사용하였다. 준비된 

감마알루미나 2 g과 팔미트산 1 g, 디클로로메탄 400 ml을 500 ml 

크기의 유리 병에 넣고 팔미트산이 디클로로메탄에 잘 용해될 수 있도록 

약 30초 정도 교반해준다. 이 후 마그네틱 교반기를 이용하여 24시간 

동안 상온에서 흡착을 진행한다. 흡착이 끝난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감마알루미나와 디클로로메탄 용액을 분리한다. 분리된 감마알루미나는 

깨끗한 디클로로메탄으로 세정하고 40 ℃의 진공 오븐에서 2시간 동안 

건조시킨다. 흡착된 지방산의 양은 분리된 디클로로메탄 용액을 

적정하여 계산한다.  

 

4.3.2. 회분식 반응기에서 팔미트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 재생 

팔미트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를 재생하기 위해서 23 ml의 부피를 

가지는 SUS 316 회분식 반응기를 사용하였다. 회분식 반응기는 

용융염조 및 유조에서 실험 온도까지 승온하였으며 전동 교반기를 

이용하여 내부의 물질이 잘 교반 되도록 하였다. 팔미트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와 메탄올을 무게 비에 맞게 회분식 반응기 내부에 

넣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메탄올에 황산을 녹여 메탄올 용액을 

제조하여 넣어주었다. 메탄올의 투입량은 재생 온도 및 압력에서의 

밀도에 맞게 계산되었는데, 메탄올의 밀도는 NIST 측정 자료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였다. 재생 반응 후에는 찬물에서 급속 냉각시켜 온도를 

낮춘 후 감마알루미나와 용매를 분리하기 위해서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였다. 재생된 감마알루미나는 순수한 메탄올로 세정하여 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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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반응 생성물이나 균질계 촉매 등을 제거하였다. 세정된 

감마알루미나는 50 ℃의 진공 오븐에서 2시간 동안 건조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4.3.3. 반응 생성물 정량 분석 준비 (초임계 메탄올 재생법) 

회분식 반응기에서 재생 반응 후 감마알루미나와 용액을 분리한 후 

용액 일부를 정량으로 취한 후 40 ℃의 진공 오븐에서 3시간 동안 

메탄올을 건조시킨다. 메탄올 건조가 완료된 샘플은 일정량의 n-헵탄에 

녹이고 표준 물질인 메틸헵타데카노에이트를 일정량 첨가한다.  

 

4.3.4. 반응 생성물 정량 분석 준비(산 촉매 재생법) 

용액과 감마알루미나를 분리한 후 용액 일부를 정량으로 취한 후 

40 ℃의 진공 오븐에서 3시간 동안 메탄올을 건조시킨다. 메탄올 

건조가 완료된 샘플은 황산과 반응 생성물이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황산 제거를 위해서 일정량의 n-헵탄과 물을 첨가하여 

교반해준다. 약 10분간의 교반 후 상 분리가 일어나면 n-헵탄층에 녹아 

있는 반응 생성물만을 취해 표준 물질인 메틸헵타데카노에이트를 일정량 

첨가한다.  

  

4.3.5. 적정 방법 

감마알루미나에 팔미트산을 흡착시킨 후 흡착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ASTM D664-11a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흡착이 끝난 

감마알루미나를 분리한 용액을 일정량 취하여 건조시킨 후 적정 용액 

125 ml에 모두 녹인다.  그 후 적정 용액에 0.005M 수산화칼륨 용액을 

일정한 속도로 주입하면서 pH를 측정한다. 교반을 계속해주면서 적정을 

진행하며 적정이 끝난 후 적정 용액에 존재하는 팔미트산의 양을 계산을 



 

 45 

통해서 알아내었다. 흡착 과정에서 초기 투입한 팔미트산의 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흡착이 끝난 후 팔미트산의 양을 적정을 통해 알아낸 후 

감마알루미나의 팔미트산 흡착량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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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분석 방법 

 

4.4.1. 열 중량 분석기 

감마알루미나의 열 중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산가 측정은 Discovery 

TGA(TA instrument, USA)를 이용하였다. 샘플 약 3-10 mg를 기기 

내부의 셀에 담아 일정한 승온 속도로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분석을 

진행한다. 매 분석 마다 비슷한 샘플 양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질소 환경에서 승온 속도를 10 ℃/min로 일정하게 하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4.4.2.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C/MS) 

반응 생성물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였다. 

반응생성물은 표준물질인 메틸헵타데카노에이트와 함께 n-헵탄에 녹여 

Agilent 7890A 에 주입하였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함께 설치된 

질량 분석기는 5975C 로 정량 분석에 사용되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내부에는 HP-5ms(컬럼 길이 : 30m, 내부 직경 : 0.25mm, 필름 두께: 

0.25μm) 컬럼이 설치되어 있으며 HED-EM 분석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동상은 초고순도 헬륨(99.9999%)가 사용되었으며 유량은 

1ml/min 으로 고정하였다. 주입부(split mode 비율 5:1)와 분석기는 

260℃로 유지되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오븐은 150℃부터 

250℃까지 5℃/min 으로 승온한 후 10 분간 유지되었다. 이온 발생원의 

온도는 230℃로 유지되었으며 4 중극의 온도는 150℃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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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적외선 분광계(FT-IR spectrophotometer) 

FT-Infrared Spectrophotometer 분광광도계는 Thermo 

Scientific 사(USA)의 Nicolet 6700 을 사용하였다. 전처리 없이 고상의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감쇠 전반사(Attenuated total reflection, 

ATR)방식을 사용하였다. 

 

4.4.4. X-선 회절 분석법(X-ray diffraction) 

감마알루미나의 결정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D-MAX-2500 

PC(Rigaku, Japan)을 이용해서 X-선 회절 패턴을 분석하였다. 스캔 

속도 5°/min으로 10°부터 90°까지 스캔하였다. X-선 회절 패턴은 

표준 JCPDS 패턴을 참조하였다. 

 

4.4.5. 비표면적 분석 장치(BET surface area) 

감마알루미나의 비표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 ASAP 2020을 

사용하였으며 질소 기체로 등온 흡착/탈착선을 얻어 계산에 사용하였다. 

감마알루미나 샘플은 측정에 앞서 200 ℃, 10-3 Torr의 조건에서 

6시간동안 탈기하였다. 

 

4.4.6. 모델 지방산의 농도 측정 

용매 속의 모델 지방산을 적정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산화칼륨 용액의 

양을 가지고 농도를 측정하였다. 위 방법을 통해서 감마알루미나에 

흡착된 지방산의 양을 계산할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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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적정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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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및 고찰 

 

5.1.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한 지방산 흡착 감마알루미나 재생 

 

5.1.1. 연구 목표 

감마알루미나는 표면에 수산화기를 가지고 있어 카르복시산을 

선택적으로 화학흡착 할 수 있어 탈산 프로세스에 상당히 유용한 

흡착제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재생방법이 전무하다. 일반적인 열 

재생 방법으로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임계 메탄올의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이용한 새로운 

재생방법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기존 재생 방법에 비해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흡착된 지방산을 연료로 사용 가능한 FAME 형태로 전환하면서 

탈착시키는 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5.1.2. 감마알루미나, 초임계 메탄올 처리된 감마알루미나, 팔미트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의 특징 

감마알루미나의 팔미트산 흡착 전과 후의 변화와 초임계 메탄올에 

의한 감마알루미나의 변화를 TGA 분석을 통해서 탐색하였다. 그림 5-

1에서 보면 감마알루미나는 약 100 ℃까지 약 3 %의 무게 감소를 

보이는데 이는 물리 흡착된 수분이 제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온도가 150 ℃를 넘어가면 무게 감소 속도가 확연하게 감소하는데 이는 

화학 흡착된 수분이 서서히 제거되기 때문이다.  

초임계 메탄올 처리된 감마알루미나의 TGA 분석 결과는 그림 5-1 

(b),(d)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0 ℃이전의 분석 결과는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다가 약 200 ℃부터 감마알루미나에 비해 무게 감소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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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감마알루미나 표면에 존재하는 Al-

O-Al 결합이 초임계 메탄올에 의해 Al-OH 와 Al-OCH3으로 변했기 

때문이며 고온에서 메톡시기가 탈착되면서 감마알루미나에 비해 무게 

감소 속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27]. 

감마알루미나가 팔미트산을 화학 흡착한 결과는 그림 5-2에 

보였는데 기존 감마알루미나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인다. 

100 ℃까지 물리 흡착된 수분이 탈착되는 양상은 같으나 2 % 이하로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팔미트산이 감마알루미나에 흡착되면서 

수분이 흡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1 g의 감마알루미나에는 평균 165.50 mg의 팔미트산이 흡착한 것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약 452 ℃에서 0.1276 wt. %/℃ 의 최대 무게 감소 

속도를 보였고 열 재생 방법으로 모든 팔미트산이 탈착되기 위해서는 약 

550 ℃의 고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1 

 

 

 

 

 

 

 

그림 5-1. 감마알루미나(a,c)와 초임계 메탄올 처리된 

감마알루미나(b,d)의 TG/DTG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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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팔미트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의 TG/DTG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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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회분식 반응기에서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한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 재생 

 

5.1.3.1. 온도의 영향 

감마알루미나 재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 변수 중 온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전이에스테르화 반응 속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온도 

이외에 다른 변수들은 모두 일정하게 하고 온도를 300, 350, 400 ℃로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메탄올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 

53:1, 압력 300 bar, 재생 시간 30 분으로 고정하였다.   

그림 5-3의 DTG 결과를 보면 모든 온도에서 재생된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감소 속도 그래프가 초임계메탄올 처리된 감마알루미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감마알루미나 표면에 흡착된 팔미트산이 

거의 대부분 탈착되어 나와 더 이상 450 ℃ 부근에서 높은 무게 감소 

속도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00 ℃에서 재생된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감소 속도 값(0.0224 wt.%/ ℃)이 다른 두 온도 

결과(0.0125 (wt. %/℃, 350 ℃), 0.0167 (wt. %/℃, 400 ℃))에 비해 

약간 높지만 미세한 차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300 ℃의 재생 온도는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하여 팔미트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를 

재생하기에 충분히 높은 온도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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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온도에 따른 재생된 감마알루미나의 DTG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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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 메탄올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의 영향 

열역학적인 관점에서 감마알루미나 재생 프로세스를 보았을 때 

메탄올 대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가 증가할수록 메탄올이 많아져 정 

반응 쪽으로 반응이 촉진되므로 더 많은 감마알루미나의 재생이 

일어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온도(300 ℃), 압력(300 bar), 재생 

시간(30 분)을 고정하고 메탄올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를 53:1, 

75:1, 105:1, 211:1로 증가 시키면서 재생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5-4의 결과를 보면 메탄올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비가 가장 

낮은 53:1에서도 대부분의 흡착된 팔미트산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메탄올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가 75:1로 증가하면서 400-530 ℃ 

영역의 무게 감소 속도가 감소하여 초임계 메탄올 처리된 감마알루미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추가적인 팔미트산이 감마알루미나 

표면으로부터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평형 이동에 따른 팔미트산 

제거 효과라고 생각된다. 메탄올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가 75:1 

이상일 때는 무게 감소 속도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팔미트산이 메탄올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 75:1에서 

제거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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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메탄올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에 따른 재생된 

감마알루미나의 DTG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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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 재생 시간의 영향 

마찬가지로 재생 시간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5, 15, 30, 60, 

90분으로 바꿔가면서 감마알루미나 재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 

5-5에 나타냈는데 팔미트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의 최대 무게 감소 

속도는 0.1276 wt.%/ ℃였는데 5분의 초임계 메탄올 처리 후 0.0199 

wt.%/℃으로 감소하였다. 이 결과를 보았을 때 5분간의 초임계 메탄올 

처리 만으로도 대부분의 팔미트산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재생 시간이 15분으로 증가하면 400-530 ℃ 영역의 무게 감소 속도가 

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 범위의 무게 감소 

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감마알루미나의 지방산 흡착 사이트 

중 흡착력이 강한 부분이 추가적인 재생 시간에 재생된 것을 확인하였다. 

재생 시간 15분 이상에서는 모든 결과가 거의 같은 무게 감소 속도 

양상을 보였고 이에 15분의 초임계 메탄올 처리만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팔미트산을 감마알루미나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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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재생 시간에 따른 재생된 감마알루미나의 DTG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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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 흡착과 탈착 반복의 영향 

여러 번의 흡착과 탈착의 반복을 통해 감마알루미나 흡착능 변화를 

살펴보았고 흡착 조건은 위 실험 영역에서 기술한 조건으로 일정하게 

고정했으며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한 재생 조건은 온도 300 ℃, 압력 

300 bar, 메탄올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기 비 75:1, 재생 시간 30 분으로 

일정하게 하였다. 3번의 흡착과 탈착 반복 이후에 거의 같은 양상을 

보여 총 4번의 흡착 탈착 반복을 수행하였다. 

그림 5-6의 결과를 보면 감마알루미나에 처음으로 지방산을 

흡착시켰을 때 가장 좋은 흡착능을 보였고 3번째 흡착까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초임계 메탄올에 의해서 

감마알루미나의 표면 작용기가 메톡시로 전환되는 것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27]. 생성된 메톡시기는 기존에 존재하던 수산화기나 산소 

원자보다 훨씬 많은 차지하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흡착 과정에서 

지방산이 흡착 사이트에 확산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3번째 

흡착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무게 감소 속도 그래프가 2가지 피크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웠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탈착의 경우 4번의 반복적인 

탈착에서 팔미트산은 성공적으로 탈착되었으며 거의 같은 형태의 무게 

감소 속도 그래프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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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반복된 팔미트산 흡착과 탈착에 따른 감마알루미나의 DTG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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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초임계 메탄올에 의해 재생된 감마알루미나의 분석 

 

5.1.4.1. 결정 구조 변화  

 초임계 메탄올 재생 후 감마알루미나의 결정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XRD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5-7의 결과는 압력 300 bar, 

메탄올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 53:1, 재생 시간 30분의 조건에서 각 

온도에서 재생된 감마알루미나의 XRD 패턴이다. 그 결과 온도에 상관 

없이 초임계 메탄올 내에서 결정 구조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5.1.4.2. 표면 작용기 변화  

초임계 메탄올 재생 중 감마알루미나 표면 작용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FT-IR을 사용하였다. 그림 5-8(b)에서 보면 감마알루미나에 

팔미트산이 화학 흡착함에 따라 메틸렌 피크(2850-2950 cm-1, 1470 

cm-1) 와 카보닐 피크(1500 cm-1)가 관찰된다. 초임계 메탄올에 

의해서 재생된 감마알루미나의 IR 피크를 보면 팔미트산이 제거되어 

메틸렌 피크와 카보닐 피크가 사라지고 대신 C-O 피크(1050-1100 

cm-1)가 관찰되는데 이는 초임계 메탄올에 의해서 감마알루미나의 

표면에 메톡시기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팔미트산을 2번째 흡착한 

감마알루미나의 IR 피크를 보면 메틸렌 피크와 카보닐 피크의 크기가 

감소하고 C-O 피크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흡착능의 감소와 

초임계 메탄올 처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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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재생된 감마알루미나의 XRD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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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감마알루미나와 팔미트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 재생된 

감마알루미나의 FT-IR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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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 반응 생성물 분석 

초임계 메탄올 재생에 의해서 생성된 반응 생성물을 분석하기 위해서 

GC/MS를 사용하였다. 반응생성물의 유일한 GC/MS 검출물은 메틸 

팔미테이트였고 표 5-1에서 메틸 팔미테이트의 수율을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감마알루미나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팔미트산이 초임계 

메탄올에 의해서 메틸 팔미테이트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재생 온도 300 ℃에서 메틸 팔미테이트의 수율은 재생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그림 5-5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15분의 

재생시간 후에는 대부분의 팔미트산이 메틸 팔미테이트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재생 온도 400 ℃의 결과를 보면 300, 350 ℃의 결과보다 

메틸 팔미테이트의 수율이 현격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 메틸 팔미테이트는 350 ℃, 430 bar의 초임계 메탄올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았으며 400 ℃에서도 거의 안정한 결과를 보였다[29]. 

이 선행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흡착된 팔미트산이 메틸 팔미테이트로 

전환된 것이 아니고 열 분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5.1.5. 초임계 메탄올에 의한 감마알루미나 재생 메커니즘 

지방산은 수화된 감마알루미나의 표면에 에스테르 결합을 통해서 

화학흡착 된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 흡착된 지방산을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해서 FAME로 전환하면서 탈착시키는 초임계 메탄올 재생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그림 5-9를 보면 감마알루미나의 표면 

작용기가 메탄올과 반응하여 메톡시기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초임계 메탄올의 특성상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반응이 완료될 수 있다.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에 의해 탈착된 FAME는 감마알루미나의 표면에 

다시 흡착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2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FAME는 수화된 감마알루미나 표면에 친화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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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복시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높은 온도의 

메탄올에는 FAME가 녹아 있지만 회분식 반응기를 낮은 온도로 

냉각하였을 때는 메탄올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서 상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상 분리가 일어나면 FAME는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거나 

점도가 높은 액체 형태를 가지므로 물질 전달 저항이 높아 감마알루미나 

표면에 흡착하기 어렵다.  

 

5.1.6.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 재생 방법 비교 

기존의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 재생 방법인 열 재생 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한 재생 방법을 표 5-2에서 

비교 하였다. 열 재생 방법은 550 ℃의 재생 온도가 필요하여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한 재생 방법은 

300 ℃로 훨씬 낮은 온도에서 가능하다. 또한 열 재생을 거치면서 

흡착된 지방산은 모두 분해되거나 산화되어 분자량이 작은 물질 또는 

휘발성 기체로 전환되기 때문에 대기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한 재생 방법은 흡착된 지방산이 연료로 사용 

가능한 FAME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혀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에너지원도 생산 가능한 친환경 공정이다.  

두 재생 방법의 공통점도 존재하는데 재생 공정을 거치더라도 

감마알루미나의 결정 구조나 표면적은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점이다. 

감마알루미나의 결정 구조가 초임계 메탄올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림 5-7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고 BET 측정 결과 열 재생을 

거친 감마알루미나의 표면적은 193 m2/g이었고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한 

재생 공정을 거친 감마알루미나의 표면적은 200 m2/g 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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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초임계 메탄올에 의해 생성된 메틸 팔미테이트의 수율 

No. 
Temperature 

(℃) 

Reaction 

time 

(min) 

A weight ratio of 

methanol to γ-

alumina 

Palmitic acid 

methyl ester yield 

(%) 

1 400 30 53:1 56.27 

2 350 30 53:1 95.18 

3 300 30 53:1 85.38 

4 300 5 75:1 55.36 

5 300 15 75:1 87.64 

6 300 30 75:1 94.35 

7 300 60 75:1 97.32 

8 300 90 75:1 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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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초임계 메탄올에 의한 감마알루미나 재생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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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 재생 방법 비교 

 
Thermal regeneration 

Supercritical methanol 

regeneration 

Temperature(℃) 550 300 

Process Simple Complex 

Adsorbed fatty acid Decomposition FAME (Biodiesel) 

Surface area (m
2
∙g

-1
) Identical Identical 

Crystal structure Identical Iden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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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산 촉매 재생법을 이용한 감마알루미나의 재생 

 

5.2.1. 연구 목표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를 재생하기 위해 초임계 메탄올을 

도입하여 열 재생 방법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재생 가능하도록 하였고 

흡착된 지방산도 연료로 사용 가능한 FAME 형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초임계 메탄올 재생 방법은 여전히 높은 재생 온도를 가지고 있어 

에너지 소모가 높으며 지나치게 높은 메탄올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로 인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생 온도를 훨씬 낮게 설정하여 에너지 소모를 줄이면서 

균질계 촉매를 도입하여 재생 반응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이용하여 유지를 바이오디젤로 만드는 

공정에서도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 균질계 촉매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강염기인 수산화나트륨이나 강산인 황산이 

대표적이다.  

 

5.2.2. 메탄올 처리된 감마알루미나와 메탄올 용액 처리된 

감마알루미나의 특징 

메탄올을 이용하여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를 재생하기에 앞서 

메탄올로 감마알루미나를 처리해봄으로써 표면 작용기 변화나 

고온에서의 거동 변화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림 5-10(b,d)의 

결과를 보면 100 ℃의 메탄올로 감마알루미나를 처리하였을 때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초임계 메탄올로 감마알루미나를 

처리하였을 때 메톡시기가 생성되어 고온에서 무게 감소 속도가 증가한 

결과와는 반대의 결과인데 감마알루미나의 표면 작용기를 변화시키기는 

100 ℃의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메탄올에 황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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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어 제조한 메탄올 용액으로 감마알루미나를 처리한 결과인 그림 5-

10(c,f)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TGA/DTG 분석으로는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감마알루미나는 황산과 반응하여 황산알루미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황산알루미늄의 녹는 점은 770 ℃로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림 5-10의 결과로는 알기 어려웠다. 향후 다른 분석을 통해서 

황산알루미늄의 존재 여부를 특정하고자 하였다.  

 

5.2.3. 산 촉매와 메탄올을 이용한 팔미트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 재생 

 

5.2.3.1. 균질계 촉매의 영향 

팔미트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를 재생하기 위해서 메탄올과 

반응시키기 앞서 촉매의 유무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균질계 촉매 

없이 메탄올만으로 감마알루미나 재생을 시도하였다. 100 ℃의 메탄올과 

팔미트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를 회분식 반응기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DTG 분석 결과를 그림 5-11에 보였다. 결과를 보면 

팔미트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감소 속도 그래프는 메탄올 

처리 전과 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감마알루미나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팔미트산은 메탄올에 의해 거의 제거되지 않았는데 낮은 

온도로 인해 메탄올과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흡착된 

팔미트산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균질계 촉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후 결과에서는 황산을 

촉매로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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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감마알루미나(a,d), 메탄올 처리된 감마알루미나(b,e), 

메탄올 용액 처리된 감마알루미나(c,f)의 TG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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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팔미트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의 메탄올 처리 전과 후의 

DTG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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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재생 온도의 영향 

재생 온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온도를 제외한 공정 변수들은 

고정하고 60, 80, 100 ℃에서 메탄올 용액을 이용하여 감마알루미나 

재생을 시도하였다. 그림 5-12의 결과를 보면 세 온도에 대한 무게 

감소 속도 그래프에서 450 ℃ 부근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온도가 

증가할수록 점점 원래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감소 속도 그래프와 가까워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60-80 ℃의 온도에서도 대부분의 

팔미트산이 탈착되어 나오긴 하지만 완전히 탈착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100 ℃의 온도에서는 거의 완전히 감마알루미나를 

재생할 수 있었다. 450 ℃ 부근의 무게 감소 속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 

낮은 온도에서 재생하는 것이 더욱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100 ℃의 온도에서는 반응속도가 빨라 향후 메탄올 용액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재생 시간도 타 

온도에 비해 적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최적 온도로 선정하였다. 

 

5.2.3.3. 황산 농도에 따른 메탄올 용액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의 

영향 

메탄올 용액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는 재생 온도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공정 변수 중 하나이고 특히 촉매의 농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변수이기 때문에 두 개의 황산 농도(1, 3 wt.%)에 따라 메탄올 

용액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를 2:1, 5:1, 10:1, 25:1, 50:1로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황산의 농도가 1 wt.%일 때 메탄올 용액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 변화에 따른 재생 결과를 그림 5-13에 보였다. 메탄올 용액의 무게 

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450 ℃ 부근의 무게 감소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메탄올 용액 양의 증가로 인해 같은 시간 동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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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팔미트산을 탈착 반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메탄올 용액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가 50:1까지 증가해야만 거의 

대부분의 팔미트산을 제거할 수 있었다. 

그림 5-14에서 황산의 농도를 3 wt.%로 증가시켰을 때 메탄올 

용액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 5:1에서 거의 대부분의 팔미트산을 

탈착시킬 수 있었다. 황산의 농도가 1 wt.%일 때와 비교해 보았을 때 

메탄올 용액의 무게 비를 1/10로 줄일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황산 

3 wt.%, 메탄올 용액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 5:1에서 훨씬 효율적인 

감마알루미나 재생이 가능하였다. 황산의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반응속도 

촉진에 참여할 수 있는 촉매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감마알루미나를 재생할 수 있지만 감마알루미나가 황산과 반응하여 

황산알루미늄으로 전환되는 양도 증가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고농도의 

황산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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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온도에 따른 재생된 감마알루미나의 DTG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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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메탄올 용액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에 따른 재생된 

감마알루미나의 DTG 분석 (황산 1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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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메탄올 용액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에 따른 재생된 

감마알루미나의 DTG 분석 (황산 3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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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재생 시간의 영향 

재생 시간 이외의 공정 변수(100 ℃, 황산 3 wt.%, 메탄올 용액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 5:1)를 고정하고 5, 15, 30, 45, 60분으로 

시간을 변경하면서 감마알루미나 재생을 실시하였다. 

그림 5-15의 결과를 보면 5분의 재생 시간 후에 팔미트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의 최대 무게 감소 속도가 0.1276 wt.%/℃에서 0.01707 

wt.%/℃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5분의 재생시간만으로도 

극히 일부분의 팔미트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탈착되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 재생 시간이 15, 30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마알루미나 

표면에 남아있던 극히 일부분의 팔미트산이 제거되어 무게 감소 속도가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30분 이상의 재생 시간에서는 거의 같은 

형태의 무게 감소 속도 그래프가 얻어져 30분의 재생 시간이면 거의 

완전한 재생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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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재생 시간에 따른 재생된 감마알루미나의 DTG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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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 흡착과 탈착 반복의 영향 

감마알루미나에 팔미트산의 흡착과 탈착을 반복하면서 흡착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흡착 조건은 위 실험 영역에서 기술한 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산 촉매 감마알루미나 재생 조건은 온도 100 ℃, 

황산 3 wt.%, 메탄올 용액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 5:1, 재생 시간 

30분으로 일정하게 하였다. 총 4번의 흡착과 탈착을 반복하여 그림 5-

16에 결과를 보였다. 

 감마알루미나에 흡착을 반복하였을 때 점차 감소하다가 3번째 

흡착부터 흡착능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았다. 흡착능이 감소하는 것은 

메탄올에 의해서 흡착사이트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지만 

온도가 높지 않아 가능성이 크지 않다. 감마알루미나가 황산과 반응하면 

황산알루미늄으로 전환되는데 일부 표면이 전환되어 흡착사이트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감마알루미나 표면 작용기 분석에서 

황산알루미늄에서 보이는 작용기가 관찰되어야만 더 깊은 토의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3번째 흡착 이후로는 더 이상 흡착능의 

심각한 감소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감마알루미나 표면이 황산과 

반응성이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황산과 반응성이 높은 부분이 먼저 황산 알루미늄으로 

전환되어 감마알루미나의 흡착능이 줄어들다가 여러 번의 반복에도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부분은 황산과 반응성이 낮아 

전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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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팔미트산 흡착과 탈착 반복에 따른 감마알루미나의 DTG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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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산 촉매와 메탄올에 의해 재생된 감마알루미나 분석 

 

5.2.4.1. 표면 작용기 변화 

산 촉매 재생법 이후에 감마알루미나의 표면 작용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FT-IR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5-17(a),(b)를 보면 

감마알루미나가 100 ℃의 메탄올 처리 후에 작용기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메탄올과 황산을 섞은 용액으로 처리한 

후에는 황산알루미늄에서 발견되는 sulfate 피크(1150-1130, 1060 

cm-1)가 관찰되었다. 이는 감마알루미나의 표면 일부가 황산과 

반응하여 황산알루미늄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임계 메탄올 

재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감마알루미나 재생 후에는 팔미트산 흡착 시 

관찰되는 메틸렌 피크와 카보닐 피크가 줄어들어 관찰되지 않으며 산  

촉매법으로 재생하였을 때는 sulfate 피크가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초임계 메탄올 재생 후에 관찰되던 C-O 피크는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감마알루미나의 표면 작용기가 메탄올과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5.2.4.2. 결정 구조 변화 

팔미트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의 산 촉매 재생법 이후에 결정 구조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서 XRD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5-

18에서 보듯이 원료 감마알루미나의 XRD 패턴과 크게 다른 점은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황산알루미늄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XRD 패턴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마알루미나 표면 

일부분만이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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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a) 감마알루미나, (b) 메탄올 처리한 감마알루미나 

(100 ℃), (c) 메탄올 용액 처리한 감마알루미나 (100 ℃, 3 wt.%), 

(d) 팔미트산 흡착한 감마알루미나, (e) 팔미트산 흡착한 

감마알루미나의 메탄올 처리 (100 ℃), and (f) 메탄올 용액에 의해 

재생된 감마알루미나 (100 ℃, 3 wt.%)의 FT-IR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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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원료 감마알루미나와 메탄올 용액에 의해 재생된 

감마알루미나의 XRD 패턴 



 

 85 

5.2.4.3. 반응 생성물 분석 

산 촉매 재생법에 의해서 생성된 반응 생성물을 분석하고 메커니즘을 

고안하기 위해서 GC/MS를 사용하였다. 초임계 메탄올 재생법과 

마찬가지로 메틸 팔미테이트만이 유일하게 GC/MS에서 검출되었으며 표 

5-3에서 메틸 팔미테이트의 수율을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산 촉매 

재생법을 거친 감마알루미나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팔미트산이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해 메틸 팔미테이트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메틸 팔미테이트의 수율은 재생 온도에 따라 증가하였고 100 ℃의 

재생 온도에서의 수율은 97.06%로 거의 완전한 재생이 가능하였다. 

실험을 통해 최적 조건으로 선정되었던 100 ℃, 메탄올 용액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 5:1, 황산의 농도 3 wt.%, 재생 시간 30분의 

결과를 보면 89.87%으로 매우 높은 수율을 보였다. 이렇게 높은 수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100 ℃의 메탄올 용액에서는 메틸 팔미테이트가 

분해되거나 다른 물질로 전환되는 부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재생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도 85% 이상의 높은 수율을 

보이는데 그림 5-15의 결과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인 것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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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산 촉매 재생법에 의해 생성된 메틸 팔미테이트의 수율  

No. 
Temperature 

(°C) 

Regeneration 

time (min) 

Methanol-solution-to-γ-

alumina weight ratio 

Palmitic acid methyl 

ester yield (%) 

1 60 30 10:1 87.95 

2 80 30 10:1 90.41 

3 100 30 10:1 97.06 

4 100 30 2:1 9.18 

5 100 30 5:1 89.87 

6 100 30 25:1 97.75 

7 100 5 5:1 85.10 

8 100 15 5:1 87.08 

9 100 45 5:1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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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산 촉매 재생법 메커니즘 

앞 절에서 언급했던 초임계 메탄올 재생법은 순수한 메탄올을 

이용하여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를 재생하였다. 그림 5-19에서 

감마알루미나 표면에 에스터결합을 통해서 화학 흡착한 지방산을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해서 FAME로 전환시키면서 제거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초임계 메탄올 재생법을 기반으로 재생 공정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더욱 감소시키기 위해서 바이오디젤 생산 공정에서 

사용하는 산 촉매법을 도입하였다. 바이오디젤 생산 공정은 보통 65-

100 ℃로 운전되며 낮은 반응속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강산을 균질계 

촉매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원리를 감마알루미나 재생법에 도입하여 

공정에 소모되는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흡착된 지방산을 

FAME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초임계 메탄올 

재생법과 유사하지만 초임계 메탄올 재생법과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초임계 메탄올은 감마알루미나 표면과 반응하여 메톡시기를 생성하지만 

100 ℃의 메탄올에서는 메톡시기 생성을 관찰할 수 없었다. 재생 

온도가 100 ℃ 정도로 낮아 Al-O-Al의 공유 결합을 해리 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 다른 차이점은 산 촉매 재생법 후에는 

황산에 의해 감마알루미나 표면의 일부가 황산 알루미늄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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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제안된 산 촉매와 메탄올을 이용한 감마알루미나 재생 

메커니즘 



 

 89 

5.2.6.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 재생 방법 비교 

기존의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 재생 방법인 열 재생 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한 재생 방법, 산 촉매와 

메탄올을 이용한 재생 방법을 비교하여 표 5-4에 보였다. 먼저 재생 

온도를 살펴보면 열 재생 방법은 550 ℃가 필요하며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한 재생 방법은 300 ℃, 산 촉매와 메탄올을 이용한 재생 방법은 

100 ℃의 온도에서 재생이 가능하다. 즉, 산 촉매와 메탄올을 이용한 

재생 방법이 다른 두 방법에 비해 에너지 소모 측면에서 훨씬 경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흡착된 지방산의 변화인데 열 재생을 

거치면 흡착된 지방산은 모두 분해되거나 산화되어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대기 오염 유발의 가능성이 있는데 반면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일으키는 초임계 메탄올 재생법과 산 촉매 재생법에서는 흡착된 

지방산이 FAME로 전환되기 때문에 연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큰 이점이 

존재한다. 산 촉매 재생법은 다른 두 방법에 비해서 훨씬 낮은 온도에서 

운전되기 때문에 촉매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 재생 방법의 공통점은 재생 공정 후 감마알루미나의 결정 구조나 

표면적은 유지된다는 점이다. 다만 산 촉매 재생법 이후에 감마알루미나 

표면의 일부가 황산 알루미늄으로 전환된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XRD 

분석 결과 결정구조를 변화시킬 정도로 많은 부분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표면의 일부가 전환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면적은 BET 측정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열 재생을 거친 감마알루미나의 표면적은 

193 m2/g이었고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한 재생 공정을 거친 

감마알루미나의 표면적은 200 m2/g, 산 촉매 재생법 후 감마알루미나의 

표면적은 202 m2/g 으로 거의 같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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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의 재생법 비교 

 

 

 Reactive desorption method 
Thermal desorption method 

 Acid-catalyzed 

methanol regeneration 

Supercritical 

methanol 

regeneration 

Thermal regeneration 

(or oxidation) 

Temperature (°C) 100 300 550 

Process Complex Complex Simple 

Adsorbed fatty acid FAME (Biodiesel) FAME (Biodiesel) Decomposition 

Catalyst O X X 

Surface area (m
2∙g-1

) Identical Identical Identical 

Crystal structure Identical Identical Iden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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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경제성 평가  

본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연구 목적인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실록 1권의 

밀랍을 모두 제거한 후 이를 감마알루미나를 이용해 탈산 및 재생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대략적인 실록 복원 비용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실록 중 가장 손상이 심한 세종실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책마다 크기, 쪽수 등이 상이하여 조선왕조실록 

기초조사 자료로부터 세종실록 전권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세종실록은 총 153책으로 각 책의 쪽수 평균 값은 63이고 한 쪽의 

크기는 30cm×55cm로 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한지의 크기는 

약 10.40 m2이다. 문화재 연구소의 연구 결과 세종실록 샘플에 

도포되어 있는 밀랍의 양은 53.38 g/ m2으로 보고 되었다[30]. 따라서 

세종 실록 밀랍본 한 책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밀랍의 양은 약 

555.41 g이다. 

먼저 조선왕조실록 밀랍본에서 손상된 밀랍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용매는 디클로로메탄으로 1kg 당 약 10,000원 정도로 유통되고 있다. 

밀랍을 제거하기 위한 최적 조건인 유기 용매와 밀랍의 비율 10:1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종 실록 한 책을 기준으로 555.41 g의 밀랍을 

제거해야 하므로 약 5554.10 g의 디클로로메탄이 필요하며 약 

55,410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감마알루미나는 Engelhard사의 AL-3992 1/8은 

1kg당 23,800원이고 밀랍의 탈산의 최적 조건인 밀랍과 흡착제의 비율 

5:1을 기준으로 감마알루미나의 사용량을 계산해보면 111.08 g이므로 

약 2,644원이다. 위 계산 결과를 종합해보면 세종실록 한 책의 밀랍을 

모두 제거하고 탈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약 58,054원이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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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을 흡착하고 있는 감마알루미나를 재생 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보았다. 

 

5.3.1. 초임계 메탄올 재생법의 경제성 평가 

세종실록 한 책당 감마알루미나가 약 111.08 g 사용되므로 이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최적 재생 조건인 메탄올과 감마알루미나의 비율 

75:1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약 8,331 g(10.52 L)의 메탄올이 

필요하다. 메탄올은 1L를 기준으로 약 5,500원에 유통되고 있으므로 

가격을 계산하면 57,860원이다. 

 

5.3.2. 산 촉매 재생법의 경제성 평가 

마찬가지로 세종실록 한 책당 감마알루미나가 약 111.08 g 

사용되므로 이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최적 재생 조건인 메탄올과 

감마알루미나의 비율 5:1, 황산의 사용량 3 wt.%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약 555.4 g(0.701 L)의 메탄올과 16.66 g의 황산이 

필요하다. 메탄올은 1L를 기준으로 약 5,500원에 유통되고 있으므로 

가격을 계산하면 3,856원이고 황산은 1L 당 약 100,000원에 유통되고 

있으며 필요한 가격을 계산해보면 약 905원이다. 메탄올과 황산의 

가격을 더하면 약 4,761원이다. 초임계메탄올 재생법에 비해서 훨씬 

적은 양의 메탄올이 재생에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훨씬 

경제적이라고 판단되지만 메탄올의 경우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생 

공정을 포함한 비용이 산출된다면 그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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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과제 

 

6.1. 결 론 

본 연구에서 모델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재생하기 위한 기존 열 재생방법, 제안된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이용한 신 재생 방법을 비교하였다. 기존 열 재생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50 ℃의 고온이 필요하여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에서 효율적으로 재생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한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 재생에 관한 고찰을 

진행하였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산 촉매를 도입한 재생 공정에 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하여 감마알루미나 표면에 화학 흡착한 

팔미트산을 메틸 팔미테이트 형태로 전환하면서 탈착시키는 공정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공정 변수(재생 온도, 메탄올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 재생 시간)가 감마알루미나 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감마알루미나 재생을 위한 최적 조건을 탐색하였다. 300 ℃, 메탄올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 75:1, 재생 시간 15분의 조건에서 

감마알루미나에 흡착된 팔미트산을 거의 완전하게 탈착시킬 수 있었다. 

반응 생성물을 GC/MS로 분석한 결과 메틸 팔미테이트만이 유일하게 

검출되었고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이 부 반응 없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감마알루미나가 초임계 메탄올 재생법을 거친 후에도 

결정 구조나 표면적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초임계 

메탄올에 의해 감마알루미나 표면에 메톡시기가 생성되어 반복적인 

흡착과 탈착 과정에서 감마알루미나의 지방산 흡착 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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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부분에서는 지방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 재생이 더 낮은 

온도에서 가능하도록 산 촉매를 도입하였다. 산 촉매는 강산인 황산을 

이용하였고 여러 공정 변수(재생 온도, 메탄올 용액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 황산의 농도, 재생 시간)에 의한 영향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재생 온도 100 ℃, 황산의 농도 3 wt.%, 메탄올 용액과 감마알루미나의 

무게 비 5:1, 재생 시간 30분의 조건에서 팔미트산을 흡착한 

감마알루미나를 완전히 재생할 수 있었다. 산 촉매 재생법 이후에 메틸 

팔미테이트만이 반응 생성물로 검출되었으며 감마알루미나의 결정 

구조나 표면적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감마알루미나의 표면 일부가 

황산과 반응해 황산알루미늄으로 전환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것이 

감마알루미나의 재사용 시 지방산 흡착 량을 감소시켰다. 이와 같이 

새롭게 제시된 감마알루미나의 재생법은 기존 열 재생 방법에 비해서 

훨씬 낮은 온도에서 진행되므로 재생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였고 

흡착되어 있던 지방산은 분해되거나 산화되는 것이 아니고 연료로 사용 

가능한 지방산메틸에스터 형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도유망한 

공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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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이용하여 지방산을 흡착하고 있는 

감마알루미나 재생에 관한 것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향후 과제로는 크게 2가지 방향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첫 번째로는 감마알루미나를 실제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탈산 공정에 

적용하여 선택적 지방산 흡착의 가능성을 타진한 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이용한 재생 공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 

상용화된 공정 중에 감마알루미나를 탈산 공정에 적용할만한 공정은 

다수 존재하며 특히 바이오디젤의 원료 정제 공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용화된 바이오디젤 생산 공정은 대부분이 알칼리 공정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원료는 유리 지방산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정제 공정을 거치게 된다. 왜냐하면 높은 비율의 유리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알칼리 촉매와 반응하여 비누화 반응이 일어나 촉매를 

비활성 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제 공정에 감마알루미나를 

적용하여 식물성 유지로부터 지방산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효율적으로 재생할 수 있다면 훨씬 경제적인 공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바이오디젤이 보관 과정 중에 빛이나 공기에 노출이 

되면 산가가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데 이때 

감마알루미나를 이용하여 바이오디젤 내 지방산을 제거하고 이를 

재생하는 공정을 연구하는데 본 연구가 기반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흡착제와 재생에 필요한 용매 종류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마알루미나는 표면에 수산화기를 포함하고 있어 

지방산을 선택적으로 화학 흡착함으로써 아주 유용한 흡착제임에도 

불구하고 화학 흡착의 특성 때문에 재생에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전이에스테르화 반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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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 도입 등을 통해 이러한 단점 극복을 시도하였지만 다른 방향의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마알루미나와 다르게 지방산과의 

결합력이 강하지 않아 매우 선택적인 흡착이 불가능하지만 비교적 쉽게 

재생이 가능한 흡착제들의 경우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훨씬 가혹하지 않은 

조건에서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이용하여 흡착된 지방산을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면서 쉽게 재생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감마알루미나 재생에 사용된 용매 종류의 확대도 기대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메탄올을 이용하여 감마알루미나 재생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감마알루미나가 식품 정제 등에 사용되었을 경우 인체에 줄 수 있는 

독성 등을 고려하면 다른 용매로 대체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진다. 좋은 

대체제로는 인체에 독성이 작으면서 실제 인체가 흡입해도 무방한 

에탄올을 이용하는 것인데 에탄올은 메탄올과 더불어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매로 다만 가격이 메탄올에 비해 비싸고 

반응성이 좋지 않아 더 가혹한 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용매를 에탄올로 교체하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더 가혹한 

조건에서 재생 공정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재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향후 과제들을 통해서 다양한 흡착제들을 정제 공정에 

사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공정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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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generation of Fatty-Acid-Adsorbed γ-alumina  

via Transesterification with Methanol 

 

Hee Suk Woo 

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ctivated alumina has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Activated alumina 

adsorbs moisture from the air, converting the surface functional groups of 

alumina to hydroxyl groups. The carboxylic acids can be esterified by the 

hydroxyl groups on the alumina surface, which has a higher affinity for 

carboxylic acids than other functional groups. Therefore, the selective 

adsorption of carboxylic acids using activated alumina could be used in the 

deacidification field. The spent alumina should be regenerated in a cost-

effective way. However, the conventional thermal regeneration process, 

which usually requires a high operating temperature, consumes a significant 

amount of energy because of the chemisorption of the fatty acids. A 

temperature of 550 °C or higher was required for the thermal regeneration 

of palmitic-acid-adsorbed γ-alumina therm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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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reduce the regeneration temperature, a novel regeneration 

method for palmitic-acid-adsorbed γ-alumina using supercritical methanol 

was introduced. The chemically adsorbed palmitic acid is converted to 

palmitic acid methyl ester via transesterification with supercritical methanol 

and is desorbed from the γ-alumina. The optimum conditions of 

supercritical methanol regeneration are 300 °C, 300 bars, a methanol-to-γ-

alumina weight ratio of 75:1, and a reaction time of 15 min. The operating 

temperature of the developed method, which produces biodiesel in an eco-

friendly manner, is much lower than that of the thermal regeneration method. 

However, operating temperature of supercritical methanol regeneration was 

still high. Thus acid catalyzed regeneration method using methanol with 

sulfuric acid as a catalyst was introduced. A series of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study the effect of the operating parameters (temperature, 

amount of sulfuric acid (wt. %), methanol-solution-to-γ-alumina weight 

ratio, and regeneration time) on the acid-catalyzed methanol regeneration 

process. The chemically adsorbed fatty acids were desorbed effectively at 

temperatures above 100 °C when the amount of sulfuric acid was 3 wt.%, 

the methanol-solution-to-γ-alumina weight ratio was higher than 5:1, and 

the regeneration time was longer than 30 min. This new approach provides 

an eco-friendly process that operates at much lower temperatures than other 

methods of regeneration (thermal and supercritical methanol) while 

producing a renewable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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