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ticle
Appl. Chem. Eng., Vol. 26, No. 4, August 2015, 511-514

http://dx.doi.org/10.14478/ace.2015.1069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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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차세대 바이오에탄올로 주목받고 있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셀룰로오스 에탄올 생산과정은 셀룰로오스를 단
당류로 분해하는 전처리과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가수분해와 효소당화과정을 이용하여 볏
짚, 톱밥, 복사지, 신문지 등과 같은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셀룰로오스에탄올을 제조하였다. 전처리과정으로 
10~30 wt% 황산을 이용한 산가수분해(100 ℃, 1 h), celluclast (55 ℃, pH = 5.0), AMG (60 ℃, pH = 4.5), spirizyme 
(60 ℃, pH = 4.2)을 이용한 효소당화과정(30 min), 산가수분해 후 효소당화과정을 비교하였다. 전처리과정의 수율은 
hybrid 과정 > 산가수분해 > 효소당화 순으로 셀룰로오스 에탄올로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적 
발효시간은 2일이었다. 또한 20 wt% 황산을 이용한 산가수분해 후 celluclast를 이용하여 효소당화를 수행할 경우 톱밥 
> 볏짚 > 복사지 > 신문지 순으로 셀룰로오스 에탄올 전환특성이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A pretreatment process of cellulose decomposition to a monosaccharid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ellulosic ethanol pro-
duction using the lignocellulosic biomass. In this study, a cellulosic ethanol was produced by using acidic hydrolysis and 
enzymatic saccharification process from the lignocellulosic biomass such as rice straw, sawdust, copying paper and newspaper. 
Three different pretreatment processes were compared; the acidic hydrolysis (100 ℃, 1 h) using 10~30 wt% of sulfuric acid, 
the enzymatic saccharification (30 min) using celluclast (55 ℃, pH = 5.0), AMG (60 ℃, pH = 4.5), and spirizyme (60 ℃, 
pH = 4.2) and also the hybrid process (enzymatic saccharification after acidic hydrolysis). The yield of cellulosic ethanol 
conversion with those pretreatment processes were obtained as the following order : hybrid process > acidic hydrolysis > 
enzymatic saccharification. The optimum fermentation time was proven to be two days in this work. The yield of cellulosic 
ethanol conversion using celluclast after the acidic hydrolysis with 20 wt% sulfuric acid were obtained as the following order : 
sawdust > rice straw > copying paper > newspaper when conducting enzymatic saccharification. 

Keywords: cellulosic ethanol, lignocellulosic biomass, acidic hydrolysis, enzymatic saccharification, fermentation

1)1. 서    론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석유를 대체할 재생이 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전 세계적으

로 주목받고 있다[1]. 우리나라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

을 펴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으며, 특히 수송용 바이오연료로서 휘발유에 대체가능한 신재생 연료

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2]. 휘발유 대체가능 신재생연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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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탄올이 있으며,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현재 기술로 가장 쉽게 

생산할 수 있으며, 석유보다 깨끗이 연소되어 환경오염이 적으며, 만

일 환경에 다시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쉽게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3-7]. 바이오 에탄올은 현재 미국과 브라질을 중

심으로 옥수수와 사탕수수를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으나[8-11], 이는 

식량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공급과 식량자원의 무기화 등

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식량자원이 아니면서 농업 및 산림경영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이 많아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목질계 바이오에탄

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08년 미국의 EERE 

(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 보고에 의하면 옥수수원료 에

탄올은 에탄올 생산과정에서 소모된 에너지의 1.3~1.7배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비해 목질계 에탄올의 경우 에탄올 생산에 소요된 에너

지의 4.4~6.1배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 목질계 원료는 셀룰로오

스, 헤미셀룰로오스 및 리그닌의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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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ignin content of lignocellulosic biomass with H2SO4

concentration using acidic hydrolysis.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풍부한 탄소원임과 동시에 biorefinery 공정

에 의해 유용한 물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12]. 셀룰로오스는 글

루코오스가 수소결합 및 van der Waals 힘에 의해 규칙적으로 결합된 

고분자 화합물이며, 헤미셀룰로오스는 arabinose 등의 5탄당이 β-1,4 

형태로 결합되어 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의 접착제 역할을 수행하며, 리

그닌은 phenylpropane unit를 갖는 방향족 물질이 불규칙적으로 연결

된 불용성 난분해성 고분자 화합물로 다당류의 분해를 막는다. 리그

닌은 목질계에서 화학적으로 셀룰로오스와 결합되어 있으며 물리적

으로 셀룰라아제의 흡착면을 저감시키면서 셀룰로오스의 생화학적 

분해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수행한다[13]. 이러한 이유로 목질계 셀룰

로오스 에탄올 생산과정에서 리그닌을 제거하고 셀룰로오스를 단당

류로 분해하는 전처리과정이 필요하며, 최적 전처리과정을 찾는 것은 

생산 수율, 농도, 당화 및 발효 속도, 셀룰로오스 결정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14,15].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볏짚, 톱밥, 복사지, 신문지 등과 같은 목질계 원료를 이용한 

셀룰로오스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전처리과정(황산을 이용

한 산가수분해, 효소당화, 산가수분해 후 효소당화)을 이용하여 셀룰

로오스 에탄올을 제조하여 최적의 셀룰로오스 에탄올 전처리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셀룰로오스 에탄올의 제조

셀룰로오스 에탄올 원료인 목질계로는 볏짚, 톱밥, 복사지, 신문지 

등을 이용하였다. 목질계 원료는 진공오븐을 이용하여 40 ℃에서 건조

한 후 14/18 mesh (1.00~1.16 mm)의 크기로 고르게 분쇄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셀룰로오스 에탄올을 제조하기 위한 전처리과정으로는 산

가수분해와 효소당화를 이용하였다. 산가수분해는 목질계 원료 10 g을 

증류수 1 L에 수화시킨 후 10~30 wt%의 황산을 이용하여 100 ℃의 

온도에서 1 h 동안 교반시켜 진행하였다. 또한 효소당화과정에서는 cel-

luclast (55 ℃, pH = 5.0), amyloglugosidase (AMG) (60 ℃, pH = 4.5), 

spirizyme (60 ℃, pH = 4.2)를 사용하였으며, 각 효소의 최적온도와 pH

를 맞춘 후 목질계 원료 10 g을 증류수 1 L에 수화시킨 후 효소를 1 

mL 주입하여 30 min간 진행하였다. 효소당화 과정 후 효소를 죽이기 

위해 85 ℃에서 20 min간 가열하였다. 전처리과정 후 중화과정을 거쳐 

용액의 pH를 7.0으로 조절한 후 30 wt%의 yeast를 이용하여 30 ℃의 

온도에서 1~4일간 발효시켜 셀룰로오스 에탄올을 제조하였다. 

2.2. 셀룰로오스 에탄올의 수율계산

셀룰로오스 에탄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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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하

였다. 시료주입부와 검출기의 온도는 200 ℃로 유지하였다. 크로마토

그램으로부터 측정된 peak의 면적을 이용하여 식 (1)과 같이 셀룰로오

스 에탄올 수율(CE yield)을 계산하였다.

CE Yield = 


× 

×  (1)

여기서 는 크로마토그램에서 셀룰로오스 에탄올의 peak 면적이

며, 은 99.9% 에탄올의 peak 면적이다. 는 셀룰로오스 에탄올

의 부피(mL), 는 에탄올의 밀도(g/mL), 는 실험에 사용된 목질계 

원료의 질량(10 g)이다.

2.3. 리그닌함량 측정

리그닌 정량방법은 산당화수 볏짚시료 1 g을 분취하여 절대건조무

게를 측정한 후 soxlet 추출기를 이용하여 알코올-벤젠 혼합용매로 6 

h 동안 수지분을 추출하여 건조하였다. 건조된 탈지시료를 20 ℃의 

온도에서 황산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교반한 후 가열하여 잔류물을 가

라앉힌다. 이 잔류물의 무게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으로부터 리그닌함

량(, wt%)을 계산하였다[1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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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과 및 고찰

3.1. 목질계 원료의 산가수분해

목질계 원료로부터 셀룰로오스 에탄올을 생산하는 과정은 식물구

조 내의 고분자물질들인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의 효율

적인 분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의 

파괴 없이 리그닌을 분해하여 함량을 줄이는 과정이 가장 이상적인 

전처리과정이 될 수 있다. 산가수분해의 기본 목적은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의 다당류를 가수분해하여 pentose와 hexose 등의 단

당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황산 희석법이 현재로는 가장 경제성이 높고 

공정이 간단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

질계 원료의 산가수분해 과정에서 황산의 농도변화에 따른 리그닌 함

량변화를 측정하여 Figure 1에 나타내었다. 목질계 원료 10 g을 증류

수 1 L에 수화시킨 후 10~30 wt%의 황산을 이용하여 100 ℃의 온도

에서 1 h 동안 교반시킨 후 리그닌 함량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리

그닌 함량은 톱밥 > 볏짚 > 신문지 > 복사지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

며, 산가수분해 과정에서 황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리그닌 함량

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16]. 

목질계 원료의 산가수분해 과정에서 황산의 농도에 따른 셀룰로오

스 에탄올 수율(CE yield)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황산의 농도를 10~30 

wt%로 변량하여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산가수분해 과정 후 중화과정

을 거쳐 용액의 pH를 7.0으로 조절한 후 30 wt%의 yeast를 이용하여 

30 ℃의 온도에서 2일간 발효시켜 셀룰로오스 에탄올을 제조하였다. 

목질계 원료에 따른 셀룰로오스 에탄올 수율은 볏짚 > 톱밥 > 복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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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E yield of cellulosic ethanol with H2SO4 concentration 
using acidic hydrolysis.

Figure 3. CE yield of cellulosic ethanol using enzymatic saccharification.

Figure 4. CE yield of cellulosic ethanol with fermentation time using 
enzymatic saccharification.

Figure 5. CE yield of cellulosic ethanol using various pretreatment 
process.

> 신문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문지나 복사지의 경우 볏짚이나 

톱밥에 비해 리그닌 함량이 낮았으나 목질계 원료를 가공하여 사용한 

후 셀룰로오스 에탄올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다른 여러 화학물

질들이 첨가되어 셀룰로오스 에탄올로의 전환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볏짚의 경우 황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셀룰로오스 에

탄올 수율은 10 wt% (3.13%), 15 wt% (3.95%), 20 wt% (4.34%), 25 

wt% (4.28%), 30 wt% (4.08%)로 나타났고, 톱밥의 경우에는 10 wt% 

(3.09%), 15 wt% (3.87%), 20 wt% (4.13%), 25 wt% (4.06%), 30 wt% 

(3.59%)로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황산의 농도

가 20 wt%에서 30 wt%로 증가할 경우 리그닌의 함량은 크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에탄올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셀룰로오스가 파괴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가수분해 과정에서 

최적 황산의 농도를 20 wt%로 설정하였다.

3.2. 목질계 원료의 효소당화

Figure 3에 목질계 원료의 효소당화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효소의 

종류에 따른 셀룰로오스 에탄올 수율변화를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

된 효소로는 celluclast (55 ℃, pH = 5.0), AMG (60 ℃, pH = 4.5), 

spirizyme (60 ℃, pH = 4.2)를 사용하였으며, 각 효소의 최적온도와 

pH를 맞춘 후 목질계 원료 10 g을 증류수 1 L에 수화시킨 후 효소를 

1 mL 주입하여 30 min간 진행하였다. 효소변화에 따른 셀룰로오스 

에탄올 수율은 celluclast > AMG > spirizyme 순으로 효소당화 특성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celluclast를 사용하여 효소당화 한 경우 

목질계 원료의 변화에 따라 톱밥(3.46%) > 복사지(2.79%) > 볏짚

(2.49%) > 신문지(2.18%)의 순으로 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산

가수분해 과정에 비해 낮은 셀룰로오스 에탄올 수율을 나타내어 산당

화과정만으로는 높은 수율의 셀룰로오스 에탄올을 생산하지 못할 것

으로 사료된다. 

산당화과정 후 발효시간에 따른 셀룰로오스 에탄올 수율변화를 알

아보기 위해 발효시간을 1~4일로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ure 

4는 발효시간에 따른 목질계 원료의 셀룰로오스 에탄올 수율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효소당화 과정 후 효소를 죽이기 위해 85 ℃에서 20 

min간 가열한 후 30 wt%의 yeast를 이용하여 30 ℃의 온도에서 1~4일

간 발효시켜 셀룰로오스 에탄올을 제조하였다. 실험 결과 발효시간이 

2일 이후에는 오히려 셀룰로오스 에탄올 수율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생

산된 셀룰로오스 에탄올이 산화반응으로 인해 아세트알데히드나 아세

트산으로 전환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적 발

효시간을 2일로 설정하였다.

3.3. 셀룰로오스 에탄올 제조과정의 최적화

본 연구에서는 목질계 원료로부터 셀룰로오스 에탄올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처리과정으로 이용되는 산가수분해와 효소당화과정을 연

계시켜 최적 생산공정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산가수분해의 경우 황산

의 농도를 20 wt%로 하여 100 ℃의 온도에서 1 h 동안 반응시켰으며, 

효소당화과정의 경우 효소로 1 mL의 celluclast를 사용하였으며, 55 



514 김형진⋅이승범

공업화학, 제 26 권 제 4 호, 2015

℃의 온도에서 pH = 5.0로 pH를 맞춘 후 30 min간 반응을 진행하였

다. 또한 이 두 과정을 혼합한 hybrid 과정의 경우 산가수분해 후 중화

과정을 거치고 celluclast를 이용하여 산당화과정을 진행하였다. Figure 

5는 각 전처리과정에서 최대 셀룰로오스 에탄올 수율을 나타낸 그림

이다. 전처리과정에 따른 셀룰로오스 에탄올 수율변화는 hybrid 과정 

> 산가수분해 > 효소당화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Hybrid 과정에서 목

질계 원료에 따른 셀룰로오스 에탄올 수율은 톱밥(7.04%) > 볏짚

(5.18%) > 복사지(4.51%) > 신문지(3.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셀룰로오스 에탄올 생산공정에서 이용되는 전처리과

정인 산가수분해와 효소당화과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셀룰로오스 에탄올 생산공정을 설계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볏짚, 톱밥, 복사지, 신문지 등과 같은 목질계 원료를 이용한 셀룰로

오스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전처리과정(황산을 이용한 산가

수분해, 효소당화, 산가수분해 후 효소당화)을 이용하여 셀룰로오스 

에탄올을 제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리그닌 함량 측정 결과 톱밥, 볏짚, 신문지, 복사지의 순서로 높

게 나타났으며, 산가수분해 과정에서 황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리그닌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 전처리과정으로 산가수분해를 이용했을 경우 셀룰로오스 에탄올 

수율은 볏짚, 톱밥, 복사지, 신문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볏짚과 

톱밥의 경우 황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셀룰로오스 에탄올 수율은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산가수분해 과정에서 최적 

황산의 농도는 20 wt%로 나타났다.

3. 효소변화에 따른 셀룰로오스 에탄올 수율은 celluclast, AMG, 

spirizyme 순으로 높았으며, celluclast를 사용하여 효소당화한 경우 톱

밥, 복사지, 볏짚, 신문지 순으로 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때 발효시

간은 2일이 최적시간임을 확인하였다.

4. 셀룰로오스 에탄올 수율은 hybrid 과정, 산가수분해, 효소당화 순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처리 방법으로 hybrid 과정을 이용할 경우 

수율은 톱밥, 볏짚, 복사지, 신문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셀룰로오스 에탄올 생산공정에서 이용되는 전처리과정인 

산가수분해와 효소당화과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셀룰

로오스 에탄올 생산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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