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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mprovemen t fuel characterislic of high viscosity W<l ste oi l. we prepclrecl mix ing 

fuel and used oil as c1 ilute solven l. We observecl l<l yer sep8ration. optimum mixing 

rati o. fuel cha racter istics. We kept on 3400-3600 rpm 8t mixing concliti on ηncl testecl 

it by temperature ancl time v<l r i<l tion. To c1 ecrease kine l1l, ll ic viscositv ,Incl to inc re :l s(、

exothermi c qU8nt ity. we mixecl light oi l. buncker C oi l. w:lt <> r :lJl d slI rf:ll'[ :l 11’ ~ I nC! 

showed probability of emulsion fllel oi l. In the case of Ill ixing fll C' 1 in W : I 인(' oil! 

buncker C oi l/l ight oil!water‘ exolhermic qllant i ly as aclclecl w8ter was observecl 19‘X 

increases by 2:4:3:1 mixing ratio. 

1. 서 론 

폐유의 자원화 방법에는 전처리하여 보조연료나 소각 처리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화법과 폐유를 재생하는 방법이있으며 에너지 수입 의폰도가 높은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폐유를 

자원화하여 재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1970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는 많은 

나라틀로하여긍 대체 에너지 차원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하였다. 바이오디첼과 에탄올이 기본이 되 

는 E 디젤은 연료위기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얻어진 산물이다. 디첼과 에탄올의 혼합은 대개 혼화 

성올 증가시키기위해， 디젤과 바이오디첼은 윤활성， 안전성 그리고 세탄수를 증가시켜 연소효율을 

증가시키기위한 방법으로 첨가제를 사용한다. 산소가 포함된 첨가제는 입자의 점화온도를 감소시 

키기위해 사용하며 연소 방출물을 감소시키는 작용올하는데 이것은 연료의 분자구조와 산소함량 

에 의폰한다[1 ]. 기름의 점도는 가열， 불/기름 계연 활성제를 이용한 에멀션화 그리고 경유로 중 

유를 혼합하는 것 등의 방법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 2 ， 31. \II atsmoto등은 물/탄화수소/물 에멸견 

의 분산된 물방울의 크기변화속도를 측정하여 기름상에 기름 용해 계연활성제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물 침투 계수가 감소되는 경향성을 발견했다[ 4]. 이러한 결과는 후에 Garti등이 기름상에서 

정도의 증가는 진한 농도의 span 80에의한 영향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5]. 최근 연구논 액체의 

점도와 다른 물리화학적 성질에대하여 계연활성제를 첨가함으로써 복잡한 효과를 서숭했다 fG l. 

적당한 계면활성제의 선택에 어려용이 있음에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은 점도가 급격히 감소되므로 

주목 할만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도 폐유를 이용하여 정도를 낮추고 혼합 연료유를 제조한 후 연료특성을 조 

사하여 난방 연료유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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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험 

폐유를 에멀션화하기위한 방법으로 고급얄코올 지방산에스테르와 폴리 욱시에틸렌 고급 알콜의 

지방산에스테르의 축합물올 배합하여 HLB (Hydrophile-Lypophile balan ce) 값을 3-4 로 맞추었 

다. 반웅 옹도는 70-80 t:의 온도를 유지하였다. 불순물을 걸러낸 폐유 및 상기 유화제를 혼합비 

율올 조절하였다. 반응조건은 75 :t: 5 t:에서 30초-2분 동안 3 .4 00-3 .600rpm으로 교반하여 혼합 

연료유를 제조하였다. 사용한 유화제는 6종류를 사용하였으며 Span과 Tween계열을 사용하였다. 유 

화제를 사용하지않고 만든 혼합연료유는 상옹에서 실험을 하였다. 모든 시약은 특급시약을 정제없이 사 

용하였다. 시료는 공인 시험 기관인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 분석 의뢰하여 인화점， 잔류탄소량， 

동점도， 발열량동을 측정하였다. 인화점은 연료의 기체에 불꽃을 가까이 했을 때 순간적으로 섬 

광올 내면서 연소하는 최저 온도로서 연료의 처장， 운반시 안전성과 관련이 있다 인화점을 난방 

유 사용에 적 합하도록 40 t: 이상이 되는 시료를 선별하고 KS \11 2010로 측정하였다. 동정도는 

유체의 점도를 밀도로 나눈 것으로 특히 보일러 연소로의 노즐분사에 영향올 주며 원활한 분사와 

분사연료의 완전연소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동정도 확보가 펼요하다. K S \11 :2014로 측정하였 

다. 잔류 탄소분은 얻어진 난방연료에 다량 함유된 타르와 같은 고분자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인자로 분석하고 KS \11 2017로 측정하였다. 발열량은 KS yl 2057로 측정하였다. 

3. 철과및토론 

유화제는 분자 구조상 기름에 용해되기 쉬운 친유기와 물에 용해되기 쉬운 친수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분산상 업자의 계변에 응집하여 분산상 입자와 연속상 입자사이의 계연장력을 작게한다. 유화제는 분자 구조 

에따라서 W/O형과 O/W형이 있으며 W/O형을 형성시키는 유화제는 그 분자내에 친유기가 친수기보다 큰 

경우 (HLB<7 ) 이고.O/W형은 그 반대의 경우(HLB>7) 이다. 그러므로 연료의 툴리척 . 화학적 특성에 따라 적 

절한 유화제를 선정하여야하고 또 그 량을 결정하여야한다. 유화제 솔비탄 세스퀴올레이뜨 (Span83) 와 폴리 

욱시에틸렌 솔비탄모노올레이트(Tween8OJ 의 농도를 변화 시키연서 유화적합성 실험을 행한 결과 Table 1 

에서와 같이 적정 농도 비율은 유화제를 1% 이상을 함유해야 충분리 없는 균일한 용액올 얻을 수 있었다. 

물 입자 둘레에 기름이 둘러 쌓여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연소시키게 되연 열의 전도에 의하여 물 입자는 기 

화하게 되며 기화된 수증기는 그 부피가 증대되어 이 수증기가 기름 층올 확산시켜 완전면소에 도움플 준다. 

HLB값이 낮을수록 오일에 가까워지는 특성을 나타내며 HLB의 값이 높을수록 물에 가까워지는 특성을 나 

타낸다. 

Tab!e 3. Layer sepantlion by variation of L'OnCenl r alio l1 in sorbil<tn 

sesQuio!eate (S panH:ll and po!yoxyethy!enc sorbiul l1 monOÜ!Ci tt l' (T w C' cnH Ol 

Waste oil Lighl ü i! : Waler 
(80 : 10 : 10 wt%) : 

응용화학， 제 13 권 제 l 호. 2009 

Emu!sifier 

0.1 % 

O.G % 

1.0 % 

l.;:) % 

Phenomenon 

2% !ayer separation 

2% layer separation 

no separalton 

no separ altO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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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제 종류를 변화시키연서 실험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Spa n 8 :3 이 배합된 조합이 

가장 적합한 유화제로 판명되었으며 S8 :3 1、 G5 ， S8 :3 T80, S83T85 , S8S ’ rGS 배함이 층분리 없이 

균일한 용액을 나타내는 유화제로 판명되었다. S85'j‘ 80 , S85'j‘85는 1 0/，이 내에서 층분리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S80/T65인 용액은 ~%정도 층분리 되었다. Span 의 HLl 3 고유값이 ‘ 1 에 가까울수 

록 기름상과 유화작용이 잘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시료에서 물이 분리되는 상분리 현상 

은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2. Layer separalion by variation of em비 sifier class. 

Waste oil Lighl oil 
Water Emulsifier 

(80 : 10 : 10 : 2, wt%) 

S83Tlì5 

S83T80 

S83T85 

S85T65 

S85T80 

S85T85 

S80T65 

Phenomenon 

no scpar é\ tlon 

no separatlon 

no separatlon 

no separatlon 

0.66% layer separation 

0 .68% layer separation 

1.3% layer separation 

폐유/벙커C유/경유 3성분계에 발열량플 높여주고 에멀션 연료를 만틀기위하여 불플 첨가하는 설힘을 

시도하였다. 물을 첨가한 결과 경유를 첨가했을때와논 다른 상태의 균열한 용액을 언윤 수 있었다. 

그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 \II ixing solution of waste oil/buncker C oil/light oil/water/emulsifier 

Mixing Ratio (Wl%) Phenomenon 

waste oiI Iight oiI water 
(80 : 10 : 10) 

10.3% Iay er separation 

waste oiI buncker C oiI : Iight oiI 
water no separallün 

(25 : 55 : 10 ‘ 10) 

혼합연료유의 연료특성을 측정하기위하여 동전도， 잔류탄소분‘ 발열량‘ 인화적윤 팍정하였다. 폐유 

/벙커C유/경유의 혼합비율을 달리하여 연료특성플 분석하였다 펴1 유/벙커 C유/경유의 비유유 변화 

시킨 시료의 실험결과를 Table ~에 보인다 발열량의 측정 결과에 따르변 볼욕 젠가학으j7-씨 받 

열량이 19% 증가하는 경향성을 얻었으며 동점도는 92-9G% 정도 감소되었다 

Applied Chemistry, Vol. 13, No.1, 2α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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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uel characteristic of waste oil/buncker C oi川 ight oil/water 

Waste oil Buncker C oil Light uil : \\’~ It (' f 
Item of Test L’ 11ft (\I1 ixed r <l lio. ιt 0'rJ 

1 UU : U : U : U LU :::ïU :3 U LU .IU 10 
Kin ematic 

mm"/s S22.6 4 1. 11 19.9 1 
viscos ity (40 'C) 

Carbon residue wt o/c 1.42 0.44 0.2~ 

Exo thermic 
6.406 8.497 10.1 l(ì 

quan tfty kcal/L 
Flash point ℃ 88 106 

4. 결 론 

고점도 폐유를 이용하여 정도를 낮추고 혼합 연료유를 제조한 후 연료특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에멸견 연료가 가능한 유화체의 조합 S83TGS. S83T80. S83T85. S8ST8 ;:i 이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2) 유화제의 적정농도는 1 wt 9l 이상을 사용하여야한다. 

3) 통점도는 92-96% 정도 감소되었다. 

4) 폐유/벙커C유/경유에 물 혼합시 발열량이 19% 정도 증가하였으며 균일한 용액이 얻어짐으로 

써 연료유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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