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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바이오매스의 초 급속 열분해를 실현

  동경공업대학 물질이공학원 응용화학계의 椿俊太郎 조교, 和田雄二 교수는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마이크

로화학그룹의 西岡将輝 수석주임연구원과 함께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바이오매스의 초급속 열분해에 성

공했다. 반도체식 마이크로파 발진기와 원통형 공동공진기를 이용하여 마이크로파 조사조건을 정밀제어하

여 바이오매스에 강전계를 인가함으로써 볏짚을 초당 최대 330 ℃의 속도로 급속 승온할 수 있었다.

  종래의 마그네트론식 마이크로파장치를 이용한 바이오매스의 열분해는 바이오매스에 모이는 전계 강도

가 낮기 때문에 마이크로파 흡수성이 높은 열매체를 첨가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에는 반도체식 마이크로파

를 이용하여 높은 공진상태를 만듦으로써 열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바이오매스를 600 ℃ 이상으로 급속 승

온할 수 있었다.

  바이오매스의 급속열분해에 의해 합성가스(일산화탄소 및 수소의 혼합 기체) 바이오오일(타르), biochar 

(탄소재료) 등의 유용한 화학 물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는 열전도율이 낮고 수분 함량이 높

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가열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매스를 미세 분말화하여 열전도성을 높이고, 고온으로 가

열된 열매체와 접촉해야 하는 공정의 효율 향상이 요구되고 있었다(Figure 1A).

  마이크로파 가열은 바이오매스 난방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검토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마그네트론

을 이용한 마이크로파 가열방식에서는 높은 전계강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파의 흡수가 잘되는 

열매체로서 탄소와 탄화규소(SiC)를 첨가해야 했다(Figure 1B).

  그래서 본 연구팀은 반도체식 마이크로파 발진기를 이용하여 마이크로파 조사조건을 정밀하게 제어함으

로써 고강도의 마이크로파를 바이오매스에 집중하고 열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절전에서 급속한 바이오매스

의 열분해를 검토했다(Figure 1C).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임지잔재와 농업잔재 등의 바이오매스 뿐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식품, 슬러지, 의

료계쓰레기 등의 폐기물의 분해에도 응용할 수 있다. 향후 화석자원 에너지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에 의

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파 가열은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구동할 수 있

다.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효율적인 마이크로파 가열을 통하여 저전력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가 가능한 

프로세스에서 미이용 탄소자원으로부터 유용한 화합물을 제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성과는 영국왕립화학협회의 ‘Green Chemistry’ 온라인 판에 11월 22일(영국시간)에 게재되었다.

Figure 1. 종래의 외부가열 방법 및 마그네트론식 마이크로파 가열과 본 연구에서의 반도체식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바이오매스의 가열방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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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반도체식 마이크로파 장치를 이용한 볏짚의 급속 승온, 

마이크로파 가열 시의 (A) 온도 변화 및 (B) 공진 주파수의 변화

Figure 3. 반도체식 마이크로파 가열장치를 이용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자원에서 유용 탄소화합물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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