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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Pd/Al₂O₃ 촉매 하에서 대두유와 초임계 메탄올의

에스터교환, 부분수소화 동시반응에 대한 반응속도론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화학생물공학부

최준은

현대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에서 얻어진다.

하지만 자원의 유한성,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 불균등한 분포

로 인한 사회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체에너지들이 고안되고 연구되고 있다. 그

중 식물, 동물로부터 얻어지는 오일을 알코올과 반응시켜 만드는 바

이오디젤 또한 대체에너지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산소가 포함

되어 있어 연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탄소 순환의 주기가 짧아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바이오디

젤은 산/알칼리 촉매 하에 트리글리세라이드와 알코올이 반응하는

transesterification을 통해 생산된다. 최근 초임계 메탄올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법이 알려졌는데, 촉매 없이 반응이 진행될 수 있어

분리공정이 간소화되고, 반응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고온, 고압을 요구하는 초임계 공정의 특성상 운전 및 설비 비용에

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초임계 바이오디젤 생

산공정에 바이오디젤 품질 향상, 반응속도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촉매를 사용하는 연구들 또한 진행되었다. Pd/Al₂O₃촉매 하에서

soybean oil과 초임계 methanol의 반응에 대한 kinetic 연구를 진행

했다. 온도, 시간을 변화시켜가며 화학종의 농도를 측정하고, 제안된

메커니즘에 따른 미분반응속도식과 비교하여 kinetic parameter를

찾아냈다.

주요어 : 바이오디젤, 대두유, 초임계 메탄올, 에스터교환, 부분수

소화, Pd/Al2O3 촉매, 반응속도론

학번 : 2018-2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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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현시대의 주요 자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는 여러 가지 문

제를 가지고 있다. 한정성으로 인한 고갈문제, 환경오염 문제, 기후

변화 문제, 수요 공급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국제 갈등 등이 그것인

데,[1]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

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통틀어 대체에너지라 불리는 분야에 대한 관

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 대체에너지는 오염물질 발생

이 적고 고갈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2]

그 중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 등의 오일을

methanol과 반응시켜 만든 methyl ester로 산소가 포함되어있어 효

율적인 연소가 진행되어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된다는 장점이 있

다.[3-5] 또한 생태계 순환주기가 빨라서 화석연료에 비하여 기후변

화에 적은 영향을 미친다.[6] 일반적인 바이오디젤의 제조법은 그림

1 의 산/알칼리 촉매와 트리글리세라이드의 transesterification이 핵

심이며, 반응공정 이외에도 촉매 중화 공정, 세척공정, 건조공정을

추가로 필요로 한다.[7-8] 전체적인 공정의 흐름은 그림 2와 같다.

이 연구에서 다룰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공정 또한 바이오디젤 생

산 공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메탄올이 용매이자 반응물의 역할을

수행하며 별도의 촉매 없이도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따로 촉매

중화나 세척 등을 위한 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이 때문에 분리공정

을 간소화시킬 수 있으며 산/알칼리 촉매를 이용한 공정에 비해 반

응시간이 짧다는 장점을 가진다.[11-13] 하지만 초임계유체의 특성

상 상용화되어 있는 바이오디젤 공정에 비해 고온, 고압을 요구하기

때문에 설비, 운전비용 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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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riglyceride와 methanol의 transesterificatio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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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반적인 바이오디젤 생산공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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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공정에선 별

도의 촉매 없이 초임계 메탄올로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럼에도

반응속도 증가, 바이오디젤 품질 향상 등의 이유로 여러 촉매 사용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Hee-Yong Shin은 Cu촉매를 사용하여

transesterification과 partial hydrogenation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

에 대해 연구한 바 있고,[16] Hwi-Sung Lee는 Pd/Al₂O₃, Ni 또

한 Cu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17]

이처럼 초임계유체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에서 다양한 촉매들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위 촉매들을 사용하여 실제 공정을

설계하기 위한 kinetic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원

료로 저렴하면서 불포화도가 높은 soybean oil을 사용하고,[18] 촉매

로는 FAMEs 전환율이 좋았던 Pd/Al₂O₃를 이용한[17] 반응에서

의 kinetic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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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초임계 반응 실험

2.1 실험재료 및 시약

본 연구의 반응물로 쓰인 soybean oil로는 백설콩기름(CJ, 대한민

국)을 사용하였다. 또 반응물질로 methanol (99.5%, 삼전화학, 대한

민국)을 사용하였고, GC 분석을 위해서 n-heptane (99.0%, 삼전화

학, 대한민국) 과 methyl heptadecanoate (C17:0, Sigma-Aldrich, 대

한민국) 을 사용하였으며 촉매로는 Pd/Al₂O₃(5% palladium,

Sigma-Aldrich, 대한민국) 을 사용하였다.

2.2 실험 방법

온도에 따른 reaction rate constant를 측정하기 위해서 batch 형태

의 반응기를 이용, 온도와 시간에 따른 각 반응물 및 생성물의 농도

를 측정했다. soybean oil을 원재료로, 초임계 상태의 methanol을 반

응 용매 겸 반응물로 사용하고 Pd/Al₂O₃ 촉매 하에서 반응을 진

행하였다. 압력 조건은 100bar로 고정, 온도는 280℃, 300℃, 320℃,

시간은 10분, 20분, 30분, 40분으로 총 12가지 경우에 대해 22ml의

부피를 가진 원기둥 형태의 stainless steel reactor를 사용하여 실험

하였다.

반응물의 양은 우선 압력 조건에 맞도록 NIST Chemistry

Webbook의 methanol 밀도 데이터와 반응기의 부피를 참고하여

methanol 양을 역으로 계산해서 결정하고, 반응비

45:1(methanol:soybean oil)에 맞도록 soybean oil의 양을 결정하였

다. 촉매의 분율은 1mg of catalyst/g of oil & methanol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soybean oil, methanol, Pd/Al₂O₃ 순서로 반응기에

주입하고 시간은 10분 간격, 온도는 20℃ 간격으로 조정하며 반응을

진행시킨 뒤 원심분리로 glycerol, 미반응 TG 등을 제거하고 ro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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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poration을 통해 FAMEs와 methanol을 분리하였다.

2.3 FAMEs 분석

GC-FID(Agilent, HP-6890)에 column은 capillary column (Agilent,

HP-INNOWAX, 30m × 0.32mm × 0.25μm)를 이용하여 FAMEs를

분석하였다. carrier gas는 He, 유속은 1ml/min으로 설정하여 분석

을 진행했다. 온도 설정은 inlet, detector는 260℃, 오븐은 150℃에서

시작해서 250℃까지 분당 5℃씩 올라가도록 세팅하였다. split ratio

는 100:1로 설정하였고 생성물 속 FAMEs의 양을 정량하기 위해 기

준물질로 생성물에 존재하지 않는 methyl heptadecanoate를 사용하

였다.

2.4 반응 결과

soybean oil과 초임계 상태의 methanol을 Pd/Al₂O₃ 촉매 하에서

반응을 진행시켰다. 압력은 100bar, 온도는 280℃, 300℃, 320℃, 시

간은 10분, 20분, 30분, 40분으로 총 12가지 경우에 대해 실험을 진

행했다. 결과는 그림 3-5와 같았으며 수치는 표 1-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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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80℃, 10분, 20분, 30분, 40분, 100bar,

soybean oil : methanol = 1 : 45, Pd/Al₂O₃



- 8 -

시간(min) FAMEs 함량(%) C16:0(%) C18:0(%) C18:1(%) C18:2(%) C18:3(%)

10 28.2 11.2 6.90 51.7 25.7 4.49

20 44.1 11.3 5.85 72.8 8.92 1.13

30 54.6 9.95 6.80 78.1 4.39 0.75

40 62.8 10.1 7.35 78.4 3.60 0.505

표 1. 280℃, 10분~40분, 100bar, soybean oil : methanol = 1 : 45, Pd/Al₂O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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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300℃, 10분, 20분, 30분, 40분, 100bar,

soybean oil : methanol = 1 : 45, Pd/Al₂O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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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min) FAMEs 함량(%) C16:0(%) C18:0(%) C18:1(%) C18:2(%) C18:3(%)

10 42.2 10.9 5.14 58.5 21.4 4.01

20 62.1 9.97 5.71 75.4 7.33 1.53

30 75.4 11.8 7.57 76.2 3.65 0.77

40 84.9 11.3 7.73 77.4 3.18 0.44

표 2. 300℃, 10분~40분, 100bar, soybean oil : methanol = 1 : 45, Pd/Al₂O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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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320℃, 10분, 20분, 30분, 40분, 100bar,

soybean oil : methanol = 1 : 45, Pd/Al₂O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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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min) FAMEs 함량(%) C16:0(%) C18:0(%) C18:1(%) C18:2(%) C18:3(%)

10 49.7 10.9 4.97 64.1 16.8 3.20

20 69.2 10.2 5.87 76.9 6.04 1.02

30 81.6 11.3 7.35 77.3 3.46 0.58

40 87.9 11.6 7.49 77.4 3.08 0.47

표 3. 320℃, 10분~40분, 100bar, soybean oil : methanol = 1 : 45, Pd/Al₂O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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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속도론 분석

3.1 속도식

Aspen Hysys 등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정모사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도록 3가지 가정을 하였다. 첫 번째로, triglyceride가 methanol

과 만나 일어나는 transesterification 반응이 한번에 일어난다고 가

정하였다. 즉 diglyceride와 monoglceride는 고려하지 않았다. 두 번

째로, triglyceride는 같은 종류의 fatty acid로 이루어져 있고 반응성

에 차이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세 번째로, methanol이 수소첨가반응

의 수소 공급원이라 가정하였다.[16] 이 3가지 가정을 통해 세운 반

응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실제 데이터와 비교하여 속도상수를 구하기 위해 위 반응 메커니

즘과 3가지 가정을 따라 미분속도식을 유도하였다.

3.1.1 TG, GL

TG와 GL은 반응①에서만 생성되고 소모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

현할 수 있다. 정반응은  , 역반응은  의 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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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고 이를 통해 TG와 GL의 속도식을 아래와 같이 세울 수 있

다.

   
     

3.1.2 MLn, ML, MO, MS

FAME들인 MLn, ML, MO, MS의 농도에는 transesterification으

로 TG로부터 생성되는 반응①과 서로 hydrogenation을 통해 전환

되는 반응②, 반응③, 반응④이 관여한다. 우선 반응②, 반응③, 반응

④의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반응의 끝에 존재하는

MLn, MS에는 2개의 항, 중간에 존재하는 ML, MO에는 4개의 항이

들어간다.

    
            
            
      

반응①에서의 ME는 MLn, ML, MO, MS, MP를 포함한다. 예시로

MLn의 농도 변화를 생각해봤을 때 반응①의 역반응은 GL과 ME

중 MLn이 반응했을 때만 농도가 줄어들고, 정반응에선 TG상태로

존재하는 ME 중 MLn의 비율만큼이 MLn의 농도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주어야 한다. TG상태로 존재하는 ME는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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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했던 ME와 떨어져나온 ME의 차로 나타낼 수 있고, 이는 MLn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미분속도식을 표현할 수 있

다. 초기농도는 표 2의 측정값을 참고하여 계산에 반영하였다.

    
 

즉 이와 반응②, 반응③, 반응④에서 나온 식을 종합했을 때 각 화

학종의 미분속도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3.1.3 M, H2, CO

M은 반응①과 반응⑤에서 생성 및 소모된다. H2는 반응②, 반응

③, 반응④, 반응⑤에서 생성 및 소모되며 CO는 반응⑤에서 생성 및

소모된다. 3.1.1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수, 반응 방향을 고려해서 미분

속도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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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ME

앞서 언급했듯이, 반응①에서의 ME는 MLn, ML, MO, MS, MP를

포함한다. 여기서 MP의 경우 이후 반응에선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방정식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따로 농도에 대한 식을 넣지

않았고, 이 때문에 ME를 MP를 제외한 4종류의 화학종(MLn, ML,

MO, MS)만 사용하여 표현해주어야 한다. 반응성의 차이는 없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MP와 MP를 제외한 4종류의 화학종의 농도비율

은 처음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고, 따라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를제외한의초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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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미분반응식

1    
2        

 
3                     
4                      
5                
6              
7                           
8         
9      
10  를제외한의초기비율

표 4. 각 화학종에 대한 미분반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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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수 soybean oil 속 물질 FAMEs의 화학명 조성
(wt%)

16:0 Tripalmitin Palmitic triglyceride Methyl palmitate 11.2

18:0 Tristearin Stearic triglyceride Methyl stearate 4.2

18:1 Triolein Oleic triglyceride Methyl oleate 23.0

18:2 Trilinolein Linoleic triglyceride Methyl linoleate 54.3

18:3 Trilinolenin Linolenic triglyceride Methyl linolenate 6.4

기타 0.9

총합 100.0

표 5. soybean oil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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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kinetic parameter

시간에 따른 각 화학종의 농도 데이터와 앞서 유도해낸 반응식을 비교하여

reacton rate constant를 구하고자 하였다. 해석적 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

문에 Qing의 방식을 참고하여[20] 특정 범위 내에서 reaction rate constant 값을 조

금씩 변화시켜가며 일종의 그룹을 생성시킨 뒤 각 그룹에 대하여 MATLAB을 이용

하여 미분방정식을 풀어내고, 가장 표준편차가 적은 reaction rate constant 그룹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온도에 따라 얻어진 reaction rate constant 그룹은

표 6과 같다.

3.3 Arrhenius’ equation

특정 범위 이내의 reaction rate constant 그룹을 다수 생성시키고, 각 그룹에 따른

표 4의 미분방정식의 해를 MATLAB을 통해 계산해냈다. 그 중 가장 표준편차가

적은 그룹을 선정하였고,

그리고 표 6의 온도와 reaction rate constant를 Arrhenius’ equation에 대입하여

각 반응에 대한 Ea와 A를 구했다. 그리고 이 그룹을 Arrhenius’ equation에 대입하

여 각 반응의 Ea와 A값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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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k₁ k₂ k₃ k₄ k₅
280 0.000979 0.000127 3.00 0.202 0.84

300 0.003145 0.000248 4.35 0.322 1.16

320 0.009339 0.000463 5.91 0.421 1.63

온도 k₆ k₇ k₈ k₉ k₁₀

280 0.00422 0.0047 0.0244 0.0073 0.085

300 0.00685 0.0067 0.0339 0.0082 0.087

320 0.0098 0.0093 0.042 0.009 0.089

표 6. 온도에 따른 reaction rate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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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₁ k₂ k₃ k₄ k₅
Ea(J/Kmol) 104600 77900 46270 50220 45180

A 149000 48.8 1179 191.2 256.9

k₆ k₇ k₈ k₉ k₁₀

Ea(J/Kmol) 57540 46550 37110 14290 3135

A 19.37 1.947 1.320 0.002727 0.002801

표 7. Arrhenius’ equation을 통해 구한 E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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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이 연구에선 soybean oil과 초임계 상태의 methanol을 Pd/Al₂O₃촉매 하에서 반

응시켰을 때 일어나는 simultaneous transesterification and partial hydrogenation

반응의 kinetic 연구를 진행하였다. 100bar, soybean oil : methanol = 1 :45 의 조건

에서 온도는 280도, 300도, 320도, 시간은 10분, 20분, 30분, 40분으로 조절하며 실험

하였다. 온도가 높을수록 FAMEs 전환율이 높았으며 Pd/Al₂O₃촉매의 영향으로

생성물 중 MO의 비율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spen Hysys 등 현재 널리

사용되는 공정모사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도록 3가지 가정을 하여 메커니즘을 제

안하였으며, 이 메커니즘에 따라 화학종별로 반응속도식을 세웠다. MATLAB을 이

용하여 실험 결과와 반응속도식을 plotting하여 각 반응의 reaction rate constant를

구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각 반응의 Ea와 A를 구해내었다. 이 결과는 향후 Pd/Al₂

O₃를 이용한 초임계 바이오디젤 생산 공정을 설계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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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Kinetic Study of Simultaneous Transesterification and

Partial Hydrogenation of Soybean Oil and Supercritical Methanol

with Pd/Al2O3 Catalyst

Juneun Choi

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ost of the energy used by modern humans comes from fossil fuels.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including the finite nature of resource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problems, and social problems caused

by unequal distribution, and various alternative energies are being devised and

studied to solve this problem. Among them, biodiesel, which is made by reacting

oil from plants and animals with alcohol, is also drawing attention as one of the

alternative energy sources. It contains oxygen, which makes combustion

efficient, and has the advantage of having a short cycle of carbon cycles, which

has a small impact on climate change. Typical biodiesel is produced under

acid/alkali catalysts through triglyceride and alcohol-reacting transesterification.

Recently, a method of producing biodiesel using supercritical methanol was

known, which can be reacted without a catalyst, which simplifies the separation

process and has the advantage of fast response speed, while it is considered

economical in operation and facility costs due to the nature of the supercritical

process that requires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Studies have also

been conducted using various catalysts to improve biodiesel quality and speed of

reaction in supercritical biodiesel production processes. A kinetic study was

conducted on the reaction of soybean oil and supercritical methanol un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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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l2O3 catalyst. I measured the concentration of the chemical species by

varying temperature and time, and found a kinetic parameter compared to the

differential reaction rate equation under the proposed mechanism.

Keyword : biodiesel, soybean oil, supercritical methanol,

transesterification, partial hydrogenation, Pd/Al2O3 catalyst, kinetic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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