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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diethyl oxalate 처리로부터 얻어진 가문비나무 가수분해산물을 이용하여 에탄올 생산에 합한 

조건을 탐색하 다. 가문비나무 가수분해산물의 단당류 분석 결과 아라비노오스를 제외한 발효가능한 당 농도

는 29.04 g/ℓ이었으며 가수분해산물에 포함된 올리고머로부터 분해된 단당은 부분 만노오스(39.26 g/ℓ)와 

갈락토오스(12.83 g/ℓ)가 차지하 다. 발효 해물질인 5-HMF, furfural의 농도는 각각 0.09 g/ℓ, 0.04 g/ℓ, 

acetic acid는 1.4 g/ℓ, total phenolic compounds는 2.83 g/ℓ로 나타났다. 가수분해산물을 이용한 에탄올 생산 

최  pH는 6.0으로 발효 48시간 후 11.7 g/ℓ의 에탄올을 생산하 다. 시간당 에탄올 생산량은 pH 5.0와 5.5에

서 0.15 (g/(ℓ*h))로 나타났으며 pH 6.0에서는 0.24 (g/(ℓ*h))로 나타났다. 시간당 생성된 에탄올 생산량은 

에탄올 발효 기 pH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가수분해산물에 xylanase 20 IU를 첨가하여 올리고머를 분해한 

후 발효를 실시한 결과 48시간 후 14.3 g/ℓ의 에탄올을 생산하 다. 이것은 xylanase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 

보다 에탄올 생산량이 22.2% 증가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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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evaluated optimal conditions for ethanol production of the spruce hydrolysate 
(SH) obtained from diethyl oxalate pretreatment. Fermentable sugar concentration in SH was 

29.04 g/ℓ except arabinose. Monosaccharides obtained from the oligomer degradation were mainly 

mannose (39.26 g/ℓ) and galactose (12.83 g/ℓ). Concentration of 5-HMF and furfural which are 

inhibitors on ethanol fermentation were 0.09 g/ℓ and 0.04 g/ℓ respectively. Concentration of 

acetic acid and total phenolic compounds in SH were 1.4 g/ℓ and 2.83 g/ℓ. Ethanol production 

using hydrolysate was 11.7 g/ℓ at optimal pH 6.0 after 48 h. Specific ethanol production was 0.15 

(g/(ℓ*h)) at pH 5.0 and 5.5. while that was 0.24 (g/(ℓ*h)) at pH 6.0. Specific ethanol production 

has difference depend on initial pH for fermentation. Ethanol production was 14.3 g/ℓ after 48 h 

when xylanase 20 IU was added in SH for degradation of oligomer during fermentation. It 
implied that ethanol production increased by 22.2% compare with control (without xylanase).

Keywords : diethyl oxalate pretreatment, spruce hydrolysate, ethanol fermentation

1. 서  론

최근 인구증가, 산업화에 따른 에 지 사용량이 증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화석연료 고갈이 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지구

온난화 즉 기후 변화는  세계 으로 사회, 문화, 경

제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화석연료 체에 지로 바이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 지 생산은 재생가능하며 친환경 인 신재

생 에 지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매스 에서도 목

질계 바이오매스는 지속 인 공 이 가능하고 식량

과 경쟁하지 않으며 특히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있어 

발효 가능한 풍부한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바이오매스에 비해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큰 장 을 

가지고 있다(Sasner et al., 2008; Wingre et al., 

2008). 이러한 이유로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설탕이나 

분을 이용한 1세  바이오매스의 뒤를 잇는 2세  

바이오매스로 자리 잡고 있다.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

스로 구성된 물질로써, 이를 분해하면 바이오 리 이

리 산업의 원료가 되는 다양한 단당류로 변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목질계 바이오매스부터 얻어지는 

모든 성분들을 이용하고자하는 연구  하나로 최근

에는 펄 산업에서 발생되는 산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Soderstrom 

et al., 2003; Thorp and Raymond, 2004; Kenealy et 

al., 2006; Haagensen et al., 2009). 특히 VPP (value 

prior to pulping)는 형 인 화학, 기계 인 펄핑 

에 수행되는 과정으로 펄  생산을 해 목재로부터 

비셀룰로오스 성분을 제거하거나 분리하는 것으로 

바이오 리 이닝의 형태이다(Raymond et al., 2004). 

이것은 펄  제조시 생성된 흑액과는 구별되며 셀룰

로오스의 분해가 고 헤미셀룰로오스를 보다 쉽게 

분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펄 의 강도도 우수하고 펄  제조시 에 지를 감

할 수 있는 장 도 가지고 있다(Kenealy et al., 2006). 

여기에서 발생되는 액상의 산물에는 펄 로 사용될 

셀룰로오스를 제외한 헤미셀룰로오스로부터 분해된 

발효가능한 당이 부분을 차지한다(Kenealy et al., 

2007). 발효가능한 당이 풍부한 가수분해산물은 에

탄올 발효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VPP 목 으로 수행된 diethyl ox-

alate 처리로 얻어진 가문비나무 가수분해산물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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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가수분해산물에 포함된 올리고머분석  활

용과 에탄올 생산에 합한 조건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가문비나무 가수분해산물은 diethyl oxalate (DEO)

를 이용하여 펄  제조시 발생되는 산물로 미국 Forest 

Produtcs Lab. Pulp and Paper 연구 으로부터 제공

받아 사용하 다(Kenealy et al., 2007). 

2.2. 가수분해산물 및 에탄올 분석

가수분해산물의 구성당( 루코오스, 자일로오스, 

갈락토오스, 아라비노오스, 만노오스), acetic acid 

 ethanol 농도는 HPLC (Gilson 307, Middleton,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Aminex HPX-87H 

column (300 × 7.8 mm, Bio-rad, Hercules, USA)을 

사용하 으며 컬럼 온도는 55°C로 유지시켰다. 

Mobile phase로는 5 mM 황산을 사용하 고 flow 

rate은 0.3 ㎖/min으로 55 min 동안 분석하 다. 

Refractive index detector (Hitachi High-Technologies 

Corporation model L-2490, Japan)를 사용하여 정량

하 다.  

에탄올 발효 해물질 측정을 해 가수분해산물에 

포함된 5-hydroxymethylfurfural (5-HMF)과 furfu-

ral은 HPLC (HP series Ⅱ 1090)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C18 (2) column (5 µ, 250 × 4.6 mm, Phenomenex, 

Torrance, USA)을 사용하 고 분석조건으로 flow rate 

0.8 ㎖/min, 용매 acetonitrile : water : acetic acid 

= 10 : 80 : 10으로 분석하 다.

Total phenolic compounds는 Scalbert (1989)의 

방법으로 vanilline을 표 물질로 하여 가수분해산물에 

포함되어있는 total phenolic compounds를 측정하 다. 

2.3. 공시균주 

가수분해산물 발효를 해 6탄당과 5탄당을 동시

에 발효시킬 수 있는 Pichia stipitis CBS 6054를 사용

하 다. P. stipitis CBS 6054는 미국 Forest Produtcs 

Lab.으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 다. 4°C에 보 인 

균주는 1 ℓ 삼각 라스크에 400 ㎖의 YPD (glucose 

20 g/ℓ, yeast extract 10 g/ℓ, peptone 10 g/ℓ)를 

사용하여 30°C, 200 rpm에서 24시간 선 배양한 후 

4°C, 5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yeast 

cell을 수집하고 멸균수로 2회 세척하 다. 발효에 

사용된 yeast cell 농도는 2 g (dry cell weight)/ℓ로 

하 다.  

2.4. 올리고머 측정 

NREL의 실험 분석법(Determination of Sugars, 

Byproducts, and Degradation Products in Liquid 

Fraction Process Samples)을 이용하여 가수분해산

물에 포함된 올리고머를 포함한 총 당량을 측정하

다(Jensen et al., 2010).

2.5. 발효

가문비나무 가수분해산물은 NaOH를 이용하여 발

효에 합한 pH로 조 하 으며 yeast 종을 해 

120°C에서 20분 동안 멸균하 다. 가수분해산물에 

2 g/ℓ 농도의 yeast cell을 종하 다. Yeast 생장을 

해 질소원으로 멸균된 urea (5 g/ℓ)와 0.5 g/ℓ 

MgSO4․7H2O, 1 g/ℓ KH2PO4 등의 mineral 성분을 

첨가하여 배양하 다. 배양은 30°C, 150 rpm에서 수

행하 으며 24, 48, 72, 96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취

해서 남아있는 당농도와 생성된 에탄올 농도를 

HPLC로 측정하 다. 

가수분해산물에 포함된 올리고머를 이용하여 에탄올 

발효 수율을 증가시키고자 상업 으로 시 되는 

Xylanase 473 (Novozyme)을 첨가하여 발효를 수행

하 으며 가수분해산물 100 ㎖에 각각 10, 20 IU를 

첨가하여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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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centration of monosaccharides determined in the hydrolysate
Arabinose (g/ℓ) Galactose (g/ℓ) Glucose (g/ℓ) Xylose (g/ℓ) Mannose (g/ℓ) Total CHO (g/ℓ)

Hydrolysate 10.35 5.77 2.62 8.16 12.49 39.39

Table 2. Concentration of inhibitors determined in the hydrolysate
5-HMF (g/ℓ) Furfural (g/ℓ) Acetic acid (g/ℓ) Total phenolic compounds (g/ℓ)

Hydrolysate 0.09 0.04 1.40 2.83

3. 결과 및 고찰

3.1. 가수분해산물 분석
 

가문비나무 가수분해산물 당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가문비나무 가수분해산물의 주요당은 아라비

노오스(10.35 g/ℓ)와 만노오스(12.49 g/ℓ)로 나타

났으며 이것은 침엽수 헤미셀룰로오스의 표  구

성성분인 galactoglucomannan과 arabino-4-O-me-

tylglucuronoxylan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Jacobs et al., 2002; Palm et al., 2003). 가문비

나무 헤미셀룰로오스의 주요성분은 galactoglucomannan

이며 체 량의 약 10%를 arabino-4-O-metylglu-

curonoxylan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침엽수의 형 인 산 가수분해로부터 얻어지는 결

과와 유사하 다(Palm et al., 2003; Kenealy et al., 

2007). 루코오스는 galactoglucomannan에서 만노

오스와 몰비가 1 : 3으로 소량을 차지하고 있다. 본 

실험결과에서 루코오스 함량은 만노오스의 약 

20%정도에 해당하는 양으로 2.62 g/ℓ로 나타났다. 

루코오스의 함량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아 목재 성분 

 주로 헤미셀룰로오스가 분해되었고 셀룰로오스의 

분해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다. 가수

분해산물에 포함된 총 CHO의 함량은 39.39 g/ℓ로 

나타났다. 

가수분해산물에 포함된 발효 해성분을 분석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산과 열에 의한 glucose 분해로 

얻어진 5-HMF와 xylose 분해로부터 얻어진 furfural

의 함량이 1 g/ℓ 이상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에탄올 

발효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lgenes 

et al., 1996; Larsson et al., 1999; Heer et al., 

2008). 하지만 가문비나무 가수분해산물에 포함된 

5-HMF와 furfural 모두 0.1 g/ℓ 미만으로 발효에 

향을 미치는 농도 보다 낮게 검출되었다. Acetic 

acid 역시 5 g/ℓ 이상을 포함하고 있으면 에탄올 발

효를 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lmqvist et al., 

1999). 특히 acetic acid는 5-HMF, furfural과 함께 

존재할 경우 발효 해 시 지 효과를 나타내어 농도의 

제한이 더욱 요구된다(Olivia et al., 2006). 그러나 

가문비나무 가수분해산물에는 1.4 g/ℓ를 포함하고 

있어 발효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리그닌 분해로부터 유래된 total phenolic com-

pounds 역시 yeast 생장에 직 으로 향을 주어 

최종 으로 에탄올 생산을 해하는 인자이다(Clark 

et al., 1984; Palmqvist et al., 1999). 가문비나무 가

수분해산물에 포함된 total phenolic compounds는 

2.83 g/ℓ로 발효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농도

보다는 낮게 검출되었다. 

가수분해산물에 포함된 올리고머를 포함한 총 당

량을 측정한 결과 Fig. 1과 같다. 갈락토오스와 만노

오스는 단당류 보다는 올리고머 형태로 포함하고 있

으며 아라비노오스, 루코오스, 자일로오스는 올리

고머 보다는 단당류의 형태로 존재하 다. 갈락토오

스와 만노오스를 포함한 올리고머가 많이 존재하는 

것은 가문비나무 헤미셀룰로오스 주요 구성성분인 

galactoglucomannan이 분해되면서 생성된 올리고머

로 사료되며, 반면 아라비노오스와 자일로오스를 포

함한 올리고머 함량이 낮았던 이유는 arabino-4-O- 

metylglucuronoxylan로부터 유래된 올리고머가 gal-

actoglucomannan로부터 유래된 올리고머 함량보다 

낮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은 Kenealy 등의

(2007)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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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jor carbohydrates determined in the
hydrolysate. Data represent the mean
concentration of mono- and oligosaccha-
rides in the hydrolysate.

Fig. 2. Ethanol production from SH by P. stip-
itis CBS 6054 in different pH conditions.

3.2. 발효최적조건

자일로오스 발효 균주인 P. stipitis CBS 6054는 

합성배지인 루코오스와 자일로오스를 이용한 발효

에서 정 pH는 5.0∼5.5사이로 알려져 있다

(Slininger et al., 1990). 하지만 가수분해산물은 

처리 방법과 조건에 따라 가수분해산물에 포함된 해

리되지 않은 산 농도에 차이가 있어 발효를 시작하기 

에 최  pH를 측정하 다. 발효 최  pH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산을 이용하여 처리를 하

을 경우 가수분해산물에는 비해리산(undissociated 

acid)이 포함되어 있다. 비해리산은 pH에 따른 의존도

가 크며 에탄올 발효 하는 동안 그 변화가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비해리 약산은 yeast의 plasma mem-

brane에 침투, 확산하여 결과 으로 yeast의 생장을 

해하게 된다(Palmqvist and Hahn-Hagerdal, 2000). 

따라서 가수분해산물을 이용하여 에탄올 발효를 수

행할 경우 기 pH조건은 매우 요한 인자이다.  

pH 5.0에서 에탄올 생산량은 72시간 후 11.3 g/ℓ 

로 나타났으며 pH 5.5에서는 72시간 후 11.1 g/ℓ, 

pH 6.0에서는 발효 48시간에 11.7 g/ℓ로 가장 높은 

에탄올 생산량을 나타냈다. P. stipitis CBS 6054는 

가수분해산물에 포함된 당 에서 아라비오노스를 

발효에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문비나무 가수분

해산물의 발효 가능한 총 단당은 29.04 g/ℓ이며 각

각의 pH에서 최  에탄올 생산량에 해당하는 수율은 

각각 0.39, 0.38, 0.40으로 나타났다. 최  에탄올 생

산량에서는 pH 변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하지만 시간당 생성되는 에탄올 시간당 생산량

(Specific ethanol production)을 측정한 결과 각각 

0.15, 0.15, 0.24 (g/(ℓ*h))로 나타났으며 에탄올 최

생산량과 에탄올 비생산량 결과로 pH 6.0에서의 

발효가 가장 합할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결

과는 다른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유래된 가수분해

산물의 발효 기 pH조건과 유사하 다(Nigam 2001; 

Mujgan et al., 2008).  

가수분해산물에 포함된 올리고머를 발효에 이용하

고자 소량의 xylanase를 첨가하여 에탄올 발효를 실

시하 다. Xylanase 첨가량 변화에 따른 에탄올 생

산량을 Fig. 3에 나타냈다. 모든 발효실험은 최  pH 

6.0에서 실시되었으며 상업 으로 시 되고 있는 

xylanase를 가수분해산물 100 ㎖ 당 10 IU, 20 IU를 

첨가하여 발효를 수행한 결과 xylanase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 보다 높은 에탄올 생산량을 얻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수분해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올리고

머가 xylanase에 의해 발효 가능한 단당으로 분해되

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Xylanase 첨가량에 따라서는 

20 IU를 첨가하 을 때 발효 48시간 후 14.3 g/ℓ의 

에탄올을 생산하 으며 xylanase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48시간 후 11.7 g/ℓ) 보다 22.2% 에탄올 생산량

이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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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thanol production from SH by P. stip-
itis CBS 6054 in different xylanase con-
centration.

가수분해산물에 포함된 올리고머량을 분석한 결과 

갈락토오스와 만노오스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xylanase보다는 만난, 갈락탄을 선택 으로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사용한다면 보다 효율 인 발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DEO 처리로부터 얻어진 가문비나무 가수분해산

물을 이용하여 효율 인 에탄올 생산 조건을 탐색하

다. 가수분해산물에 포함된 아라비노오스를 제외한 

발효가능한 당은29.04 g/ℓ이며 발효 최 의 pH는 

6.0으로 발효 48시간 후 11.7 g/ℓ의 에탄올을 생산

하 다. 가수분해산물에 포함된 5-HMF, furfural, 

acetic acid 등 발효 해물질은 그 농도가 낮아 제거 

과정 없이 높은 수율의 에탄올 생산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발효 해물질은 단독으로 향을 

미치기 보다는 여러 인자의 시 지 효과에 의해 에탄

올 발효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여러 인자의 

상 계에 한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VPP (value prior to pulping) 목 으로 얻어진 가

수분해산물은 부가  처리 없이 에탄올 생산에 합

한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수분해산

물에 포함된 올리고머는 발효과정에서 xylanase를 

첨가하여 단당류로 분해 가능하 으며 올리고머로부터 

생성된 발효가능한 단당류 한 에탄올 생산에 여

하 다. 소량의 xylanase를 첨가함으로써 에탄올 생산

량을 22% 증가시킬 수 있었다. 올리고머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난과 갈락탄을 분해시킬 수 있는 효

소를 첨가한다면 에탄올 생산 수율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화학 , 물리  펄핑 에 수행되는 VPP로부터 얻

어진 가문비나무 가수분해산물은 풍부한 발효가능한 

당과 소량의 발효 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발효 최

의 pH에서 올리고머 분해를 한 정 효소를 사

용하 을 때 에탄올 생산에 있어 최 의 조건이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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