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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바이오에너지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산당화과정을 이용하여 

볏짚으로부터 셀룰로스 에탄올의 제조공정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전처리 과정으로는 초음파에너지를 이용한 수화과

정과 10∼30  wt%의 황산을 이용한 산당화과정을 진행하였으며, 발효과정에서는 10∼50  wt%의 효모를 이용하여 3∼6

일간 발효시켜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을 결정하였다. 최적 전처리조건으로는 375 W의 초음파세기로 30 min 간 수화시킨 

후 20  wt%의 황산을 이용하여 산당화과정을 2 h 동안 진행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으며, 30 wt%의 효모를 이용하여 

3일간 발효하는 것이 가장 높은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을 얻을 수 있었다.

The production process of cellulosic ethanol from rice straw using acidic saccharification was studied in this experimental 

work. The hydration by ultrasonic energy and the acidic saccharification using 10∼30 wt% of H2SO4 were performed as 

pretreatment processes. Also, 10∼50  wt% of yeast for 3∼6 days was used for fermentation process. The yield of cellulosic 

ethanol was decided in the fermentation process. The optimum pretreatment condition was 375 W of ultrasonic power and 

30 min of hydration time using 20  wt% of H2SO4 and 2 h of the acidic saccharification time. Finally, the optimum fermenta-

tion condition was at the condition of 30  wt% of yeast and 3 days of ferment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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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1970년대 국제오일쇼크 이후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연 

탄소자원인 농업부산물이나 임산물 등의 식물성 바이오매스(biomass)

로부터 대체에너지를 얻으려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최근 들어 수년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수요확대가 다시 국제 

유가를 급등 시켰고, 국제 에너지 수요가 2050년에는 현재보다 50%

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 및 지구대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크게 증가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킬 것

이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 8개 정상들은 지난 2005년 7월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동조하여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

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대체

에너지 중 바이오연료로 통용되는 바이오에탄올이 그 중심에 있다. 

바이오에탄올이란 일반적으로 식물을 원료물질로 하여 생산되는 에

탄올을 말하며 크게 전분이나 설탕에서 생산되는 에탄올과 바이오매

스로부터 생산되는 셀룰로스 에탄올(cellulosic ethanol)로 구분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에탄올은 사탕수수나 사탕무로부터 얻어진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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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옥수수전분으로부터 생산되고 있으나 이들 원료물질의 경우 식

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에탄올의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바

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되는 셀룰로스 에탄올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

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셀룰로스 에탄올 생산이 경제성이 

낮고 기술개발이 어려우며, 생산 수율도 떨어지는 등 여러 개선되어

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1-4].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주성분은 에탄올 

생산을 위한 값싼 당 제공물질로 식물고분자 탄수화물인 셀룰로스

(cellulose, C6H10O5)와 헤미셀룰로스(hemicellulose) 및 페놀계 중합체인 

리그닌(lignin)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세포벽 내 수천개의 포도당 사

슬이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진 셀룰로스는 5탄당인 xylose가 주성분을 

이루고 낮은 함량의 arabinose (5탄당)와 6탄당인 mannose, galactose

로 이루어진 헤미셀룰로스와 연결되어 있다. 이 헤미셀룰로스는 2차

세포벽에서 리그닌과 공유결합을 이루어 세포벽을 튼튼하게 한다[5,6]. 

여러 종류의 식물의 구성성분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식물체의 결합구조는 복잡하고 분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물체로

부터 식물고분자 탄수화물인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를 분해해서 발

효가 가능한 단당으로까지 분해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이 지체

되고 있으며, 높은 수율의 셀룰로스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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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Lignocellulosic Feedstocks[7,8]

Dry weight percent

Cellulose Hemicellulose Lignin

Rice straw 35.0 25.0 12.0

Corn fiber 14.3 16.8  8.4

Corn cob 45.0 35.0 12.0

Corn stover 37.5 22.4 17.6

Wheat straw 38.2 21.2 23.4

Sugarcane bagasse 40.0 24.0 25.0

Switchgrass 31.0 20.4 17.6

Office paper 68.6 12.4 11.3

(a) Ethanol

(b) Cellulosic Ethanol based on Rice Straw

Figure 1. GC chromatogram of prepared cellulosic ethanol.

해요소인 리그닌 함량의 감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목

질계 바이오매스로 볏짚을 선정하여 구성성분 함량을 측정하고, 셀룰

로스 에탄올 제조공정에서 산당화에 따른 리그닌 조성변화와 그에 따

른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을 측정하므로써 셀룰로스 에탄올 제조공정

의 최적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시료의 전처리 및 수화과정

셀룰로스 에탄올 제조에 사용된 볏짚은 전라도 영암산을 이용하였

으며, 80∼120 mesh의 크기로 분쇄한 후 건조하여 실험에 이용하였

다. 실험에 사용된 볏짚의 양은 10 g으로 고정하였다. 산당화과정 전 

수화과정은 50 ℃에서 물 200 mL에 10 g의 볏짚을 넣어 수행하였다. 

예비실험 결과 기계적 교반을 한 경우에 비해 초음파 에너지를 조사

하여 수행한 결과 더 높은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을 나타내어 초음파

에너지 세기를 225, 300, 375, 450 W로 조절하여 20∼40 min 간 조사

하여 수화과정을 진행하였다.

2.2. 셀룰로스 에탄올 제조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처리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황산

(H2SO4), 염산(HCl), 질산(HNO3), 인산(H3PO4) 등을 이용한 산당화

과정이다. 산당화과정은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의 다당류를 가수

분해하여 pentose와 hexos 등의 단당을 생성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수화과정 후 산당화과정으로 10∼30 wt% 황산을 이용하였으며, 

1∼5 h 동안 진행한 후 리그닌 정량을 수행하였다. 리그닌 정량방법은 

산당화 수 볏짚시료 1 g을 분취하여 절대건조무게를 측정한 후 Soxlet 

추출기를 이용하여 알코올-벤젠 혼합용매로 6 h 동안 수지분을 추출

하여 건조하였다. 건조된 탈지시료를 20 ℃의 온도에서 황산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교반한 후 가열하여 잔류물을 가라앉힌다. 이 잔류물의 

무게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으로부터 리그닌함량(L, wt%)을 계산하였다

[10].





× (1)

여기서, S는 시료의 절대건조무게(g)이고, W는 잔류물의 무게(g)이다.

산당화 후 발효과정은 수산화나트륨를 이용하여 pH = 7까지 중화

시킨 후 효모(yeast)를 10∼50 wt% 범위로 변량하여 3∼6일간 발효과

정을 수행하였다. 발효과정 후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볏짚을 거른 후 

회전진공증발장치(rotary vacuum evaporator, Sunil Eyela Co., Ltd)를 

이용하여 40 ℃의 온도에서 1회 증류하였다. 증류된 셀룰로스 에탄올

은 수율계산을 위해 GC-FID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컬럼은 길이 30 m, 내경 0.320 mm의 HP-5 컬럼을 이용하였으며, 

60 ℃에서 110 ℃까지 승온하여 분석하였다. 시료주입부와 검출기의 

온도는 200 ℃로 유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셀룰로스 에탄올의 수율계산

Figure 1은 제조된 순수한 에탄올과 볏짚을 이용하여 제조된 셀룰

로스 에탄올의 GC 크로마토그램이다. 1.12 min경에 셀룰로스 에탄올 

peak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CE yield)계산은 

다음 식을 이용하였다.

CE Yield = 







×



×            (2)

여기서 Ai는 제조된 셀룰로스 에탄올의 peak면적이며, AEtOH은 99.9% 

에탄올의 peak면적이다. V는 셀룰로스 에탄올의 부피(mL), 는 에탄올

의 밀도(g/mL), X는 실험에 시용된 볏짚의 질량(g)이다.

3.2. 초음파에너지를 이용한 볏짚의 수화과정

수화과정에서의 초음파에너지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세기

를 225∼450 W로 변화시키면서 20∼40 min 간 수화과정을 수행한 후 

셀룰로스 에탄올을 제조하였다. 당화과정은 20 wt%의 황산을 이용하여 

2 h 동안 진행하였고, 발효과정은 30 wt%의 효모를 이용하여 3일간 

진행하여 셀룰로스 에탄올의 수율을 측정하였다. Figure 2는 수화과정

에서 초음파세기에 따른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을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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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 of ultrasonic power in hydration process. Figure 3. Variation of CE yield with H2SO4 concentration in saccharifi-

cation process.

Figure 4. Variation of CE yield with saccharification time.

수화과정에서 초음파세기가 증가할수록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은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375 W 이상의 초음파 세기에서는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수화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은 증가하였으나 30 min 이상 진행할 경우 

증가율은 감소하므로 수화과정의 375 W의 초음파로 30 min 간 조사

한 후 산당화 과정을 진행하였다.

3.3. 볏짚의 산당화과정

식물 바이오매스로부터 셀룰로스 에탄올을 생산하는 과정은 식물

구조 내의 고분자물질들인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의 효율적인 

분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의 파괴없이 

리그닌을 분해하여 함량을 줄이는 과정이 가장 이상적인 전처리과정

이 될 수 있다. 산당화의 기본 목적은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의 

다당류를 가수분해하여 pentose와 hexos 등의 단당을 생성시키는 것

으로 황산 희석법이 현재로는 가장 경제성이 높고 공정이 간단한 방

법으로 거론되고 있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황산을 이용한 볏짚

의 산당화과정에서 당화시간과 황산의 농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당화시간을 1∼5 h, 황산의 농도를 10∼30 wt%로 변화시키면서 실험

을 수행하였다. Figure 3은 당화시간과 황산농도 변화에 따른 리그닌

의 함량 변화 및 셀룰로스 에탄올의 수율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수

화과정을 375 W의 초음파에너지를 이용하여 30 min 간 진행한 후 발

효과정은 30 wt%의 효모를 이용하여 3일간 수행하였다. 당화 전 볏짚

의 리그닌 함량은 11.7 wt%이었으며, 산당화과정에서 황산 농도가 10 

wt%에서 30 wt%로 증가함에 따라 리그닌 함량은 8.33 wt%에서 7.8 

wt%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 wt% 이상의 황산 농도로 산당화를 

진행한 경우 리그닌 함량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또한 황산농도에 

따른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은 황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증

가하였으며, 리그닌 함량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20 wt% 이상의 황산 

농도에서는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의 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Figure 4는 산당화시간에 따른 리그닌 함량과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산당화시간이 1 h에서 5 h으로 길어질수록 

리그닌 함량은 8.83 wt%에서 7.67 wt%로 감소하였으며,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은 7.69%에서 9.05%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 h 이상으로 

산당화를 진행한 경우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적 산당화조건인 황산 20 wt%를 이용하여 2 h 

산당화한 경우 8.84%의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을 얻을 수 있었다.

3.4. 볏짚의 발효과정

당을 발효해서 알코올을 생성하는 미생물로는 효모(yeast)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효모에 의한 알코올 발효에서 피루브산은 두 단

계에 의해 에탄올로 전환된다. 첫 단계에서 피루브산이 피루브산 탈

카르복시화 효소에 의해서 탈카르복시화되어 아세트알데히드로 된다. 

두번째 단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는 알코올 탈수소효소에 의해 에탄

올로 환원된다. 본 연구에서는 볏짚을 이용한 셀룰로스 에탄올 제조

공정에서 발효시간에 따른 수율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발효시간을 2

∼6일, 발효 시 사용한 효모의 양을 10∼50 wt%의 범위로 변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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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Variation of CE yield with fermentation time.

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처리과정으로는 수화과정을 375 W의 

초음파에너지를 이용하여 30 min 간 진행한 후 황산 20 wt%를 이용

하여 2 h 동안 산당화시켰다. Figure 5는 발효시간과 효모의 양의 변화

에 따른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발효시간이 

3일까지는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이 증가하였으나 4일 이후부터는 제

조된 알코올의 산화반응으로 인해 아세트산 등으로 변환되어 오히려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효모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은 증가하였으나 30 wt%와 50 

wt%의 효모로 발효한 경우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최적 효모의 양을 

30 wt%로 설정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볏짚을 이용한 셀룰로스 에탄올의 생산공정에서 수

화과정, 산당화과정 및 발효과정의 최적조건을 결정하였다. 

1) 초음파에너지를 이용한 수화과정 시 초음파의 세기와 수화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은 증가하였으며, 375 W의 초

음파의 세기로 30 min 간 조사한 경우 최적 수화조건으로 나타났다.

2) 산당화과정에서는 황산의 농도와 당화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리그닌 함량이 감소하여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이 증가하였으며, 20 wt%

의 황산을 이용하여 2 h 당화과정을 진행한 경우 최적의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8.84%)을 나타내었다.

3) 발효과정에서는 발효시간이 3일까지는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이 

증가하였으나 4일 이후부터는 제조된 알코올의 산화반응 등으로 오히

려 셀룰로스 에탄올 수율은 감소하였으며, 최적 효모의 양을 30 wt%

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볏짚을 이용하여 산당화과정을 거쳐 셀룰로스 

에탄올을 제조할 수 있었으며,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되는 셀

룰로스 에탄올 제조공정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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