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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산 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푸르푸랄(furfural) 생산 조건을 탐색하고

생성된 푸르푸랄은 XAD-4 resin을 이용하여 회수하였다. 1차 산 처리 촉매로는 옥살산(oxalic acid)과 황산(sulfuric 

acid)을 사용하였다. 1차 산 처리로부터 얻어진 액상가수분해산물에 포함된 자일로스 농도는 옥살산과 황산 촉매에서

각각 18.86 g/ℓ, 19.35 g/ℓ로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반면 올리고머 함량은 황산 촉매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다. 옥살산

전처리와 2차 황산 처리(황산 0.1 mℓ, 90분)의 연속과정에서 최대 55.10%의 푸르푸랄 생산 수율을 나타냈다. 2차 산

처리 과정에서 반응시간이 증가할수록 푸르푸랄 생산 수율은 증가하였다. 생성된 푸르푸랄은 XAD-4 resin을 이용하여 

대부분 회수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optimal reaction conditions for furfural production from lignocellulosic biomass by 

two-stage acid treatment. Furfural produced by this method was recovered using XAD-4 resin. Oxalic and sulfuric acid 

were used as catalysts for the first stage of treatment. The concentration of xylose in the hydrolysate obtained from 

the first stage was 18.86 g/ℓ with oxalic acid and 19.35 g/ℓ with sulfuric acid. The concentration of oligosaccharide

was relatively high when sulfuric acid was used. Maximum yield of furfural, that is, 55.10% (6.71 g/ℓ), was obtained

when oxalic acid was used for the first stage and 0.1 mℓ of sulfuric acid was used for the second stage of treatment

for 90 min. Furfural production yield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reaction time. Most of the furfural produced by this

two-stage treatment method was recovered using XAD-4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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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류의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이 화석연료의 고

갈과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

에 세계 각국에서는 대체에너지 자원 중 하나인 바

이오매스에 주목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존 화

석연료에서 화학물질을 얻는 대신에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바이오화합물을 생산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Zhu et al. 2010).

2세대 바이오매스인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자연계

에 그 양이 풍부하고 재생가능하며 대기 중의 이산

화탄소를 증가시키지 않는 탄소중립적인 특성을 가

진 청정에너지원이다(Silva et al. 2009). 목질계 바이

오매스의 세포벽은 주로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

스, 리그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되

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헤미셀룰로오스는 5탄당과 6탄당

을 포함한 이종의 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계에 

두 번째로 많이 존재한다. 특히 활엽수 헤미셀룰로오

스는 자일란을 중심으로 glucuronoxylan이 주요성분

으로 풍부한 자일로스를 포함하고 있다(Zakrzewska 

et al. 2011). 자일로스는 헤미셀룰로오스로부터 열처

리 또는 산 촉매를 이용한 가수분해에 의해 생성되

며, 이후 탈수 반응을 거쳐 푸르푸랄(furfural)로 전환

된다(Oliver et al. 2010). 

일반적으로 푸르푸랄은 에탄올 발효저해물질로 알

려져 있다. 이것은 가수분해산물에 일정한 농도 이상

을 포함하게 되면 에탄올 발효에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Delgenes et al. 1996). 따라서 에탄올 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수분해산물에 포함된 발효저해물

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물리,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

고 있다(Cheng et al. 2008; Weil et al. 2002). 하지

만 푸르푸랄은 그 자체로도 활용 가치가 높다. 퓨란

수지, 살충제, 용제, 플라스틱 등의 제조에 사용되며 

6,6-Nylon, furfuryl alcohol resin의 원료가 되는 물질

로 사용되는 등 매우 가치 있는 전구물질이다. 푸르

푸랄에서 파생되는 화학물질에는 furfuryl alcohol, 

furfurylamine, furan 등이 있으며, 이 화학물질들은 

정밀화학품, 약, 화장품 등 합성을 위한 전구물질로 

사용될 수 있다(Moreau et al. 2005; Dias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산 촉매로 황산(sulfuric acid)과 옥

살산(oxalic acid)을 사용하여 1차 산 처리를 수행하

고 여기서 생성된 가수분해산물에 서로 다른 농도의 

황산을 첨가하여 자일로스로부터 푸르푸랄을 생산하

였다. 산 촉매로서 황산은 반응기의 부식을 야기시키

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다(Wyman 

1999; Dias et al. 2005). 뿐만 아니라 다른 유기산 촉

매와 비교하여 올리고머 생산을 촉진하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Rajeev et al. 2008). 반면 옥살산을 이용

한 가수분해는 헤미셀룰로오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해시킬 수 있으며 올리고머보다 단당류 생산을 유

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Lee et al. 2009; Lee et 

al. 2013). 따라서 황산과 옥살산을 촉매로 이용하여 

동일한 조건하에 산 처리를 수행하여 자일로스 및 

푸르푸랄 생산을 비교하였으며 2차 산 처리로 푸르

푸랄 생산을 향상시키는 조건을 탐색하였다. 2단계 

산 처리에 의해 생성된 푸르푸랄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XAD-4 resin을 이용하여 회수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아카시아, 밤나무, 참나무로 구성된 활엽수 혼합수

종은 (주)풍림에서 구입하였으며, 40∼60 mesh로 분

쇄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2.2. 자일로스 생산을 위한 1차 산 가수분해

산 촉매로는 옥살산과 황산을 사용하였다. 스테인

레스 스틸 반응기에 전건 시료 50 g과 옥살산 0.1 M 

(pH 1.3), 황산 0.07 M (pH 1.3)의 산 촉매 용액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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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ℓ를 각각 투입하여 170℃에서 60분간 회전식 다이

제스터로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전처리 후 고형 바이

오매스와 액상 가수분해산물은 여과하여 분리하였으

며 고형 바이오매스는 세척⋅건조한 후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액상 가수분해산물은 성분 분석 후 2차 

산 처리에 사용하였다.

2.3. 고형 바이오매스 및 액상 가수분해산

물 분석

전처리 전후의 바이오매스 구성성분 및 올리고머 

분석은 NREL방법(Laboratory Analytical Procedure-

Determination of structural carbohydrates and lignin 

in biomass)에 의해 수행하였다(Sluiter et al. 2008). 

전처리 후 액상 가수분해산물 내의 주요 당(글루코

오스, 자일로스, 아라비노오스) 및 당 분해산물(푸르

푸랄, 아세트산, 5-hydroxymethylfurfural (HMF))은 

HPLC (Waters 32695,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칼럼은 Aminex 87 H (300 × 7.8 mm, BIO-RAD)를 

사용하였으며 Refractive index detecter (Waters 

2414, USA)를 사용하였다. 이동상으로는 5 mM 황

산을 flow rate 0.6 mℓ/min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용 

시료는 0.45 µm filter를 통과시켜 적절한 희석배율

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4. 푸르푸랄 생산을 위한 2차 산 처리

1차 산 가수분해에서 회수된 액상 9 mℓ에 72% 

황산을 각각 0.1 mℓ (최종 황산농도: 0.8%), 0.3 mℓ

(최종 황산농도: 2.4%), 0.5 mℓ (최종 황산농도: 

4.0%) 첨가한 후, screw cap이 달린 시험관(Finex, 

USA)에 2 mℓ씩 투입하였다. 시험관을 오일배스에 

넣고 180℃에서 5, 10, 20, 60분 동안 반응하였다

(Yemis and Mazza 2011; Liu et al. 2014). 72% 황산 

0.1 mℓ를 첨가한 경우 최대 90분까지 반응을 진행하

였다. 반응이 종료된 후, 반응을 멈추기 위해 증류수

로 희석한 후 HPLC로 2차 산 처리 후 얻어진 산물

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2차 산 처리에서 생성된 고형

성분인 휴민은 축합반응과 같은 부가 반응이 더 이

상 진행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액상과 분리하여 전건

무게를 측정하였다. 

푸르푸랄 생산 수율은 액상 가수분해산물에 포함

된 헤미셀룰로오스를 구성하는 자일란과 아라비난을 

기준으로 전환된 푸르푸랄의 이론적 수율과 생성된 

푸르푸랄 양의 비로 정의된 식을 이용하였다(식 (1)). 

푸르푸랄의 이론적 생산 수율은 72.7%로 적용하였

다(Sangarunlert et al. 2007; Yoo et al. 2012).

Furfural production yield (%) =

Furfural[g] produced after second stage 

treatment × 100 / [(Xylan + arabinan) × 

0.7272] ············································ 식 (1)

2.5 2차 액상 가수분해산물에서 푸르푸랄 

회수

2차 산 처리에서 얻어진 액상 가수분해산물에 포

함된 푸르푸랄을 회수하기 위하여 XAD-4 resin을 이

용하였다. XAD-4 resin (Sigma Co.)과 Masterflex 

L/S Precision Tubing Pump (7518-00, Cole parmer, 

USA)를 연결시켜 회수실험을 진행하였다. 칼럼에 

Amberlite XAD-4 resin을 전건 3 g 정도 충진 시킨 

후, 10 V 정전압 조건에서 시료를 흘려보내 칼럼 내

에 흡착시켰다. 그 후 증류수로 충분히 씻어준 후 에

탄올을 칼럼 내로 주입시켜서 흡착된 물질들을 용출

시키는 탈착과정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1차 산 가수분해 후 고형 바이오

매스 및 액상 가수분해산물 성분 

분석

전처리 후 고형 바이오매스의 성분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황산, 옥살산 전처리에 의해 자일란

은 대부분 가수분해 되어 고형 바이오매스에는 검출

되지 않았다. 전처리 과정에서 자일란이 분해되어 상

대적으로 고형 바이오매스에 존재하는 리그닌 및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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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g/ℓ)

Acid  Glucose Xylose Arabinose HMF Furfural Acetic acid 
Formic 

acid

Oligomer

Xylose Glucose

Oxalic acid
3.20

(0.10)*

18.86

(0.58)

0.52

(0.03)

0.85

(0.05)

2.89

(0.06)

12.34

(0.22)

1.42

(0.08)

3.81

(0.20)

1.88

(0.06)

Sulfuric acid
2.42

(0.12)
19.35

(0.79)

0.67

(0.12)

0.29

(0.01)

0.53

(0.02)

9.57

(0.06)

0.92

(0.06)

7.59

(0.12)

1.10

(0.01)

*The parenthesis contains the standard deviation.

*HMF (5-hydroxymethylfurfural)

Table 2. Sugar and inhibitors in the hydrolysate during oxalic and sulfuric acid one-step treatment

(unit: %)

Acid  Glucan Xylan Lignin Acetyl group

Raw material 41.59 (0.11)* 15.34 (0.40) 25.28 (0.16) 2.86 (0.06)

Oxalic acid 62.55 (0.32) - 30.76 (0.37) 0.40 (0.01)

Sulfuric acid 60.12 (0.80) - 29.28 (0.14) 0.65 (0.02)

* The parenthesis contains the standard deviation.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pretreated mixed hardwood by oxalic and sulfuric acid pretreatment 

루칸은 증가하였으며 산 촉매사이에 큰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황산, 옥살산으로 1차 가수분해 후 얻

어지는 액상 가수분해산물 성분 분석 결과를 Table 

2에 나타냈다. 모든 촉매에서 헤미셀룰로오스로부터 

유래된 자일로스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며 상대적

으로 글루코오스는 낮은 농도를 나타냈다. 이것은 산 

처리에 의해 헤미셀룰로오스가 선택적으로 분해되었

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Lee et al. 2010). 옥살산을 촉매로 가수분해한 결과 

푸르푸랄로 전환이 가능한 아라비노오스 0.52 g/ℓ와 

자일로스 18.86 g/ℓ를 확인하였고 2.89 g/ℓ의 푸르푸

랄이 검출되었다. 황산 촉매에서 자일로스, 아라비노

오스 함량은 옥살산 촉매에서와 유사하였다. 

액상 가수분해산물 내에 존재하는 올리고머는 

gluco-oligomer보다 xylo-oligomer가 더 많은 양을 차

지하고 있었으며, 황산 촉매에서 얻어진 액상 가수

분해산물은 고농도의 올리고머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것은 옥살산이 올리고머보다는 단당류 생성을 유

도하는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Lee and 

Jeffries 2011; Rajeev et al. 2008). 가수분해산물에 

포함된 올리고머(xylo-oligomer)는 단당류로 분해된 

후 푸르푸랄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수분해산물을 이

용하여 푸르푸랄로 전환하는데 단당류 생산을 유도

한 옥살산 촉매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

된다.

3.2. 2차 산 처리 후 액상 가수분해산물 

분석 

황산, 옥살산 촉매를 이용하여 산 처리를 수행한 

후 얻어진 액상 가수분해산물을 이용하여 푸르푸랄 

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해 2차 산 처리를 수행하였다. 

반응온도를 180℃로 고정하고 반응시간과 황산 농도

에 따른 푸르푸랄 생산량과 수율에 대한 결과는 Fig. 

1, 2, Table 3과 같다. 1차 산 처리에서 옥살산 촉매

로 얻어진 액상 가수분해산물에 72% 황산 0.1 mℓ를 

첨가하고 반응시간을 90분으로 유지시켰을 때 최대 

푸르푸랄(6.71 g/ℓ)을 생산하였으며, 여기에 해당하

는 수율은 55.10%이다. 푸르푸랄 생산 수율은 올리

고머 함량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1차 산 처리에서 얻

어진 단당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반면 1차 산 처리에

서 황산 촉매로 얻어진 액상 가수분해산물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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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g/ℓ)

Acid catalyst for first 

stage of treatment

72% sulfuric acid for second 

stage of treatment (mℓ)

Time (min.)

0 5 10 20 60 90

Oxalic acid

0.1 20.83 25.25 29.07 33.58 53.04 55.10

0.3 19.76 37.49 45.08 51.59 44.44

0.5 17.30 38.39 39.88 50.90 27.35

Sulfuric acid

0.1 4.05 8.60 21.74 29.37 44.25 47.14

0.3 3.72 29.43 43.94 47.74 42.53

0.5 3.35 40.83 45.04 44.33 33.88

Table 3. Yield of furfural Production from lignocellulosic biomass during two-stage acid treatment (%)

Fig. 1. Furfural production profile from oxalic acid 

pretreated hydrolysate with 72% sulfuric acid (A: 0.1 

mℓ of 72% sulfuric acid, B: 0.3 mℓ of 72% sulfuric 

acid, C: 0.5 mℓ of 72% sulfuric acid). 

 

Fig. 2. Furfural production profile from sulfuric acid 

pretreated hydrolysate with 72% sulfuric acid (A: 0.1 

mℓ of 72% sulfuric acid, B: 0.3 mℓ of 72% sulfuric 

acid, C: 0.5 mℓ of 72% sulfu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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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umin production depending on reaction time

and sulfuric acid concentration at 180℃ (A: oxalic 

acid for the first step of acid treatment B: sulfuric 

acid for the first step of acid treatment). 

 

Fig. 4. Humin production depending on reaction time

and reaction temperature (A: oxalic acid for the first 

step of acid treatment and 0.1 mℓ of 72% sulfuric 

acid for the second step of treatment, B: sulfuric acid 

for first step of acid treatment and 0.3 mℓ of 72% 

sulfuric acid for second step of treatment).
황산 0.3 mℓ를 첨가하고 20분 동안 반응하였을 때 

6.50 g/ℓ의 푸르푸랄을 생산하였다(수율 47.74%). 1, 

2차 산 처리로부터 푸르푸랄 생산은 1차 산 처리에

서 옥살산 촉매를 사용하였을 때 황산 촉매보다 상

대적으로 높은 수율을 나타냈다(Table 2). 1차 산 가

수분해산물에 포함된 단당류의 함량은 유사하였으나 

푸르푸랄 생산에 차이를 나타낸 것은 올리고머 함량

에 의한 것으로 푸르푸랄 생산 속도에 차이를 나타

낸 것으로 사료된다.

2차 산 처리 과정에서는 72% 황산 첨가량에 관계

없이 반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푸르푸랄 생산 수율

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높은 반응조건(72% 황산 0.3, 

0.5 mℓ 첨가, 60분 반응)에서 푸르푸랄 생산 수율은 

감소하였다. 이것은 생성된 푸르푸랄의 분해가 더욱 

진행되어 개미산(formic acid)으로 전환되었기 때문

이다(Fig. 1, 2). 2차 산 처리 반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푸르푸랄 생산과 함께 자일로스는 감소, 개미산

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푸르푸랄이 감소될 때 급격하

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기존 논문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다(Cho et al. 2012). 1차 산 가수분해에 사용한 

촉매 종류에 관계없이 2차 산 처리에 사용한 황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0.3, 0.5 mℓ) 푸르푸랄은 짧은 반

응시간(20분)에서 높은 생산 수율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글루코오스와 자일로스는 산 가수분해 

과정에서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로부터 얻어지

는 단당류로 산 촉매에 의한 반응이 더욱 진행될 경

우 탈수 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각각 5-HMF 

(5-hydroxymethyl furfural) 및 푸르푸랄의 형태로 전

환된다. 이와 같은 알데히드 구조는 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축합 반응으로 인하여 다른 구

조로 전환될 수 있다(Cho et al. 2012; McKibbins et 

al. 1962). 반응온도가 높을 경우, 산성 조건에서 알

데히드계열의 물질이 서로 축합되어 휴민이라는 고

분자 물질이 형성된다. 이것은 물에 녹지 않는 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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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ss balance for furfural production by two-step pretreatment of mixed hardwood (second step for ox-

alic acid hydrolysate: 180℃, sulfuric acid of 0.8%, 90 min, second step for sulfuric acid hydrolysate: 180℃,

sulfuric acid of 2.4%, 20 min). 

의 고분자물질이다. 뿐만 아니라 푸르푸랄 생산 수율

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Root et al. 1959; 

Patil and Lund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푸르푸

랄 생산 조건에서 휴민의 생산을 확인하였다(Fig. 3, 

4). 반응온도를 180℃로 고정한 후 반응시간과 산 농

도에 따른 휴민 생산을 확인한 결과 산 촉매 농도보

다 반응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반응시간이 

증가할수록 휴민 생산은 증가하였다. 산 농도를 고정

한 후 반응온도와 반응시간에 따른 휴민 생산에서는 

반응시간 보다 반응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따

라서 휴민 생산량은 반응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반응인자를 고려

한다면 푸르푸랄 생산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이다.

바이오매스로부터(100 g) 푸르푸랄 생산에 대한 

물질수지 분석은 Fig. 5와 같다. 각각 산 촉매에 대

한 최적의 푸르푸랄 생산 조건에서 분석한 결과 옥

살산 가수분해산물로부터 4.08 g, 황산가수분해산물

로부터 3.78 g의 푸르푸랄을 얻었다. 

3.3. 액상 가수분해산물로부터 푸르푸랄 

회수

2차 산 처리에 의해 얻어진 액상 가수분해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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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urfural recovery using XAD-4 resin based on adsorption and desorption (A: hydrolysate obtained when

oxalic acid catalyst was used for the first stage of treatment and 0.1 mℓ of 72% sulfuric acid added for the sec-

ond stage of treatment, reaction time was 90 min, B: hydrolysate obtained when sulfuric acid was used for the

first stage of treatment and 0.3 mℓ of 72% sulfuric acid added for the second stage of treatment, reaction time

was 20 min).

XAD-4 resin의 흡착 및 탈착공정에 의해 푸르푸랄을 

회수하였다. 촉매에 따라 푸르푸랄 생산에 최적 조건

으로부터 얻어진 액상 가수분해산물을 이용하여 푸

르푸랄 회수를 수행하였다. XAD-4 resin은 주로 비

이온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며 푸르푸랄, 

HMF, 리그닌 분해산물과 같은 발효저해물질 제거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Jeong et al. 2014). 푸르

푸랄의 흡착 및 탈착 결과는 Fig. 6과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흡착공정에서 비이온성인 푸르푸랄은 대부

분 칼럼에 흡착되었고, 이온을 띠는 아세트산, 개미

산 등 유기산은 흡착되지 않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 

바로 용출되었다. 레블린산은 일부가 칼럼 안에 흡착

되었는데 이는 레블린산 구조에 소수성기가 존재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탈착공정에서 흡착되었

던 푸르푸랄은 대부분 용출되었으며, 칼럼 내부에 존

재하는 레블린산 또한 용출되었다. 따라서 푸르푸랄

의 대부분을 회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옥살산과 황산을 이용하여 가수분

해를 수행한 후 72% 황산을 첨가하여 2차 산 처리로 

푸르푸랄을 생산하였고, 이들을 회수하였다. 180℃의 

고온에서 반응시간과 촉매 농도 따라 푸르푸랄 생산

을 비교한 결과 옥살산으로 가수분해한 후 황산을 

첨가하였을 때 비교적 낮은 황산 농도, 긴 반응시간

에서 최대 푸르푸랄을 생산하였다. 반면 황산으로 

가수분해한 후 황산을 첨가하여 2차 분해를 시도한 

결과 옥살산 촉매에서보다 높은 촉매 농도, 짧은 반

응시간에서 푸르푸랄 수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차이

는 1차 가수분해산물에 포함된 올리고머 함량에 기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푸르푸랄 생산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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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휴민은 반응온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더 

나아가 휴민과 푸르푸랄 생산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

석하여 반응조건을 고려한다면 푸르푸랄 생산 수율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차 산 처리로 얻어진 

푸르푸랄은 XAD-4 resin을 이용하여 회수한 결과, 

대부분의 푸르푸랄이 회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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