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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촉매 분해공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리그닌을 분해하였으며 리그닌 분해산물로 액

상의 리그닌 오일, 촤, 가스가 생성되었다. 1차 촉매 분해공정에서는 MgO, CaO, Pt/C 촉매를 사용하였으며 Pt/C 촉매

를 사용했을 때 가장 높은 리그닌 오일 수율(76.2 wt%) 및 가장 낮은 촤 수율(4.1 wt%)을 얻을 수 있었다. 리그닌 오

일의 GC-MS/FID 분석을 통해 guaiacol, 4-ethylphenol, 4-methylguaiacol, 4-ethylguaiacol, syringol 등 18종류의 페놀화

합물을 검출하였으며 Pt/C 조건에서 생산된 페놀화합물 수율이 97.8 mg/g lignin로 가장 높았다. 한편 MgO와 CaO에

서 생산된 페놀화합물은 촉매에 흡착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율을 보였다. Pt/C 조건에서 생산된 리그닌 오일을 다공

성 구조를 가지는 Pd/activated carbon aerogel 촉매 하에서 추가 분해하였다. 2차 촉매 분해공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선

택성이 높은 4가지 페놀화합물(4-ethylguaiacol, 4-propylguaiacol, 4-ethylsyringol, 4-propylsyringol)을 0.89 - 1.82 wt% 

수준으로 생산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lignin was efficiently degraded via two-step catalytic cracking process and lignin-oil, char, and gas 

was produced as lignin degraded products. Three kinds of catalysts (MgO, CaO, and Pt/C) were used in first catalytic 

cracking step and the highest lignin-oil yield (76.2 wt%) was obtained in Pt/C catalyst with the smallest char formation 

(4.1 wt%). GC-MS/FID analysis revealed that 18 kinds of monomeric phenols existed in lignin-oil and sum of them 

was the highest in Pt/C condition (97.8 mg/g lignin). Meanwhile, relatively lower yield of monomeric phenol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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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리그닌은 식물계 바이오매스를 구성하는 천연고분

자로 수종마다 약 15∼30% 정도를 차지하며, 세포

벽 내에서 3차원의 무정형성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리그닌은 페닐프로판 단위체인 3종류의 리그닌 모

노머(p-coumaryl alcohol, coniferyl alcohol, sinapyl 

alcohol)가 다양한 공유결합(β-o-4, α-O-4, 4-O-5, 

β-β, β-5, 5-5'  등)을 통해 축합된 구조를 이루고 있

다(Brunow & Lundquist, 2010). 이러한 리그닌은 그 

구조적 특성 때문에 페놀성 레진, 분산제, 자동차 소

재, 연료 및 화학소재 등으로 이용될 수 있지만 아직

까지 효과적인 활용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

이다(Lora & Glasser, 2002). 실제로 리그닌은 펄핑

이나 바이오에탄올 생산공정에서 연간 8,000만톤 이

상 부산물로 발생하지만 약 2%만이 고부가가치 소

재화되며 나머지는 공정상의 열을 공급하기 위한 저

급 연료로 사용된다(Farag et al., 2014). 최근에는 대

표적인 농업부산물인 밀짚이 바이오에탄올의 주된 

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밀짚에서 유래한 

리그닌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Saha et al., 2015).

리그닌의 열화학적 촉매 분해공정을 통한 페놀화

합물 생산은 리그닌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중 하나로 

2009년 이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리그

닌으로부터 생산되는 페놀화합물은 대부분이 알킬페

놀류로 현재 석유화학 기반 산업에서 주로 생산되는 

고분자나 항산화제, 레진, 의약품, 살충제 등을 대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Das & Halgeri, 2000). 

Kim 등은 초임계 에탄올 공정을 이용하여 촉매가 

없는 조건하에서 organosolv 리그닌으로부터 최대 

9.7 wt%의 페놀화합물을 생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

으며, Gosselink 등은 초임계 이산화탄소/아세톤/물을 

이용하여 약 10 - 12 wt% 수준의 페놀화합물을 생산

하였다(Gosselink et al., 2012; Kim et al., 2013). 

Long 등은 알칼리 금속촉매인 산화마그네슘(MgO)

과 테트라히드로푸란 용매를 조합하여 소나무 리그

닌으로부터 최대 13.2 wt%의 페놀화합물을 생산하

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연구는 리그닌의 구조적인 

복잡성 때문에 생산된 각 페놀화합물의 선택성은 낮

은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귀금속 촉매나 

제올라이트 촉매를 이용하여 리그닌으로부터 높은 

선택성을 가지는 톨루엔이나 4-ethylphenol류를 생산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Laskar et al., 2014; Ye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기존

의 연구와는 다른 2단계 촉매 분해공정을 적용해 

특정 페놀화합물의 선택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1차 촉매 분해공정은 2종의 알칼리 금속촉매(MgO, 

CaO)와 수첨탈산소반응 및 수소첨가반응에 특화된 

백금촉매(Pt/C) 촉매를 적용하였으며 용매로는 수소

공여특성을 가지는 에탄올을 사용하였다. 2차 촉매 

분해공정에는 리그닌 모델 화합물 분해에 효과적인 

촉매로 입증된 탄소 에어로겔에 팔라듐을 담지한 

촉매를 사용하였다(Park et al., 2011). 탄소 에어로

겔은 마이크로 기공과 매크로 기공을 모두 포함하

는 3차원의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며 특유의 다공 

특성 때문에 촉매지지체, 전기화학식 캐패시터, 흡

착제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Fang & Binder, 2006; 

Moreno-Castilla & Maldonado-Hódar, 2005). 또한 

KOH, ZnCl2, 스팀, CO2를 이용한 활성화 방법을 통

해 표면적 및 기공 부피를 증가시켜 목적에 맞는 성

능을 부여할 수 있다(Hanzawa et al., 1996; Ling et 

produced in MgO and CaO condition because of their absorption on catalysts. Lignin-oil produced over Pt/C was 

introduced to second catalytic cracking process with porous Pd/activated carbon aerogel catalyst. From this process, 

four kinds of monomeric phenols such as 4-ethylguaiacol, 4-propylguaiacol, 4-ethylsyringol, 4-propylsyringol were 

selectively produced at 0.89 - 1.82 wt% level. 

Keywords : lignin, catalytic cracking, carbon aerogel, monomeric phenols, GC-MS/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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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1; Namane et al., 2005). 

본 연구는 기존에 사용되던 촉매와 리그닌 분해에 

특화된 새로운 촉매를 2단계로 조합하여 사용함으로

써 밀짚 유래 리그닌으로부터 선택적 페놀화합물 생

산을 유도하였으며, 생성된 리그닌 분해산물을 정성

⋅정량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리그닌이 분해되는 

경로를 예측하였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2.1. 공시재료 및 촉매제조

본 실험에서는 초본계 바이오매스인 밀짚으로부터 

소다펄핑을 통해 추출한 소다리그닌(Protobind1000, 

Granit Research and Development SA)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소다리그닌의 분자량은 약 3,700 Da 수

준이며 탄소 61.3, 수소 7.3, 질소 0.7, 황 1.1, 산소 

29.6 wt%로 구성되어있다. 리그닌의 대표적인 작용

기인 페놀 수산화기와 메톡실기 함량은 각각 3.0, 

16.7 wt%이다(Kim et al., 2015). 

본 실험의 1차 촉매 분해공정에서 사용한 촉매는 

알칼리 금속촉매인 산화마그네슘(MgO), 산화칼슘

(CaO)과 귀금속촉매인 백금(5 wt% Pt/C)이며 모두 

시그마알드리치사에서 구매하여 후처리 없이 사용하

였다. 2차 촉매 분해공정에서는 인산을 이용한 화학

적 활성화법으로 제조한 탄소에어로겔에 팔라듐 금

속을 담지하여 생산한 Pd/Activated Carbon Aerogel 

(Pd/ACA)를 사용하였다(Park et al., 2011).

2.2. 2단계 리그닌 촉매 분해공정

촉매 분해공정에 사용한 반응기는 내부 직경 3.5 

cm, 길이 6 cm, 두께 3 cm의 크기로 SUS316 재질로 

제작되었다. 반응 용량은 40 mℓ이며 내부에 교반 장

치가 설치되어 있어 효과적인 열전달이 가능하다

(Fig. 1). 자세한 1차 촉매 분해방법은 다음과 같다. 

0.5 g의 소다리그닌과 20 mℓ의 에탄올, 0.025 g의 

촉매(MgO, CaO, Pt/C)를 반응기에 넣고 완전히 밀폐

한다. 반응기 내부에 충분한 양의 질소를 흘려주어 

내부의 산소를 제거한 후 3 MPa의 수소가스를 주입

한다. 이후 반응기를 약 13.2℃/분의 승온속도로 350℃

까지 승온하며 40분간 반응 후 급속 냉각시킨다. 반

응 중에는 약 300 RPM의 속도로 반응기 내부를 교

반 하였다. 리그닌 분해산물의 수율은 분리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다(Huang et al., 

2015; Kim et al., 2015; Long et al., 2014). 본 연구

에서는 Kim 등이 제시한 리그닌 분해산물의 수율 

측정 방법에 따라 반응이 끝난 후 생산되는 액상과 

고형산물을 분리하였으며 액상의 경우 감압증류를 

통해 용매를 제거하였다(Kim et al., 2015). 용매 제

거 후 잔존하는 액상의 산물을 1차 리그닌 오일로 

명명하였으며 각 리그닌 분해산물의 수율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1) 리그닌 오일 수율(wt%) = [액상 분해산물(g) /

리그닌(g)] × 100

(2) 촤 수율(wt%) = [(고형 산물(g) - 투입한 촉매(g)) 

/ 리그닌(g)] × 100

(3) 가스 수율(wt%)= 100 - (리그닌 오일 수율 + 

촤 수율)

2차 촉매 분해방법은 다음과 같다. 1차 Pt/C 조건

에서 생산된 리그닌 오일 0.055 g을 10 mℓ 다이옥

Fig. 1.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reactor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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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11 mg의 Pd/ACA와 함께 반응기에 넣고 완전

히 밀폐한다. 이후 3 MPa의 수소를 주입하여 300℃

까지 승온 후 60분간 반응한다. 반응기 냉각 후 반

응기 내부에 있는 액상분해산물을 2차 리그닌 오일

로 명명하였으며 용매제거 과정 없이 바로 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Flame Ionization Detector: GC-MS/FID)

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공정 모식도는 

Fig. 2에 제시하였다.

2.3. 리그닌 오일 내 페놀화합물 정성⋅정량 

분석

리그닌 오일에 존재하는 페놀화합물의 정성⋅정

량 분석을 위해 GC-MS/FID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리그닌 오일은 5 mℓ의 아세톤으로 희석한 후 그중 

1 mℓ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내부표준물질로는 20 

µℓ의 플로란센(50.5 mg/5 mℓ 아세톤)을 사용하였다. 

2차 리그닌 오일의 경우 반응종결 후 15 µℓ의 내부표

준물질과 함께 바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GC-MS/FID 

분석기기로 MSD HP5975A를 장착한 GC HP7890A

를 사용했으며 분석용 칼럼으로는 DB 5 (30 m × 

0.25 mm × 0.25 µm)를 사용하였다. 주입된 시료는 

1' : 1 비율로 나뉘어 FID와 MS로 이송되었다. MS의 

경우 70 eV electron impact (EI) 이온화 방식을 이용

하였으며 ionization 온도는 230℃, m/z = 50에서 

m/z = 550 조건에서 분석하였다. 오븐 조건은 다음

과 같다. 초기온도 50℃에서 5분 동안 유지하고 3℃/

분으로 300℃까지 승온한 후 10분간 유지한다. GC

의 인젝터와 검출기 부분의 온도는 각각 220℃와 

300℃이었으며, 이동 가스로는 순도 99.9%의 헬륨을 

사용하였다. 화합물 정성 분석을 위해서 NIST MS 

Search 2.0 (NIST/EPA/NIH Mass Spectral Library; 

NIST 02)를 이용하였다. 정량 분석을 위해 리그닌 

오일에 존재하는 15가지의 페놀화합물(phenol, p-cre-

sol, guaiacol, 4-ethylphenol, 4-methylguaiacol, cath-

echol, 3-methoxycathecol, 4-ethylguaiacol, 4-vinyl-

guaiacol, 4-propylguaiacol, syringol, 4-propylsyr-

ingol, 4-metyhlsyringol, isoeugenol, acetosyringone)

을 시그마알드리치로부터 구매하였다. 이는 일정량

의 농도로 GC에 주입되어 내부표준물질과의 응답계

수를 구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실제 리그

닌 오일 내부에 존재하는 페놀화합물을 정량하였다

(Kim et al., 2015). 상용으로 구입할 수 없었던 페놀

화합물은 위 16가지의 페놀화합물과의 구조적 유사

성에 기인하여 응답계수를 설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1차 촉매 분해공정 후 리그닌 분해

산물의 수율 분석

1차 촉매 분해공정을 통해 리그닌으로부터 1차 

리그닌 오일, 촤, 가스가 생산되었으며 이들의 수율

은 Fig. 3에 나타냈다. 리그닌 오일은 단량체 수준

의 페놀화합물, 이량체 이상의 페놀화합물, 다중방

향성 탄화수소 등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시장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는 물질이다(Fang et al., 2008).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촉매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리그

 

Fig. 2. Overall scheme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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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오일 수율은 56.1 wt%었으며 알칼리 금속촉매

인 MgO와 CaO를 적용하였을 때 소량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냈다. Pt/C를 적용하였을 때는 76.2 wt%

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Pt/C의 경우 알칼

리 금속촉매와는 다르게 반응 중 수소를 효과적으

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Alonso et al., 2009). 

수소는 리그닌 분해 반응 중 라디칼을 포함한 불안

정한 리그닌 분해산물과 결합하여 안정화시키며 재

축합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Huang et al., 

2014; Wang et al., 2016; 박지수 et al., 2015). 한

편 H2, CH4, CO, CO2로 구성된 가스와 고형산물인 

촤는 분해 공정 중 탄화반응, 재축합반응, 리그닌 

오일의 추가 분해 반응 등의 부반응으로 인해 생성

된다. 특히 촤의 경우 반응 중 촉매 표면에 흡착되

어 촉매의 비활성화를 유도하는 물질로 공정 상에

서 적게 생산될수록 리그닌을 분해하는데 유리하다

(Saidi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촉매를 적용하

였을 때 전반적으로 더 적은 촤가 생산되었으며 Pt/C 

조건에서 가장 낮은 촤 수율을 보였다(4.1 wt%).

3.2. 1차 리그닌 오일 내 페놀화합물 정성

⋅정량 분석

1차 리그닌 오일 내 존재하는 페놀화합물의 정성

⋅정량 분석을 위해 GC-MS/FID 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GC 크로마토그램 결과와 페놀화합물 종류 및 수

율은 각각 Fig. 4과 Table 1에 제시하였다. Fig. 4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리그닌 오일 내에는 다양한 화

합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중 18가지

의 페놀화합물을 선택하여 정량분석 하였다. 주요 페

놀화합물로는 guaiacol (3), 4-ethylphenol (4), 4-meth-

ylguaiacol (5), 4-ethylguaiacol (8), syringol (10) 등이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Ethyl homovanillate (17)의 경

우 화합물의 구조를 고려했을 때 리그닌 유래 페놀

화합물과 반응용매인 에탄올이 반응 중 결합하여 생

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리그닌 오일 내 18가지의 페놀화합물은 그 구조

적 특성에 따라 총 3가지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Fig. 5). C6P는 곁사슬을 갖지 않는 페놀화합물, 

AP는 곁사슬로 알킬기를 갖는 페놀화합물, OP의 

경우 곁사슬에 산소를 포함하는 페놀화합물을 의미

한다.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페놀화합

물 수율은 촉매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83.4 mg/g 

Fig. 3. Yield of lignin degraded products after 1st

catalytic cracking process.

Fig. 4. GC-FID chromatogram of lignin-oils pro-

duced after 1st catalytic cracking process.

Fig. 5. Classification of monomeric phenols on the 

basis of their structure.

Fig. 3. Yield of lignin degraded products after 1st

catalytic crac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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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nin를 보였다. 흥미롭게도 알칼리 금속촉매를 적

용하였을 때는 MgO, CaO 각각 41.7, 54.6 mg/g 

lignin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경향은 페놀화합물이 촉매 자체에 흡착되었거나 

추가 분해 반응으로 인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Chaudhary와 Dhepe는 리그닌 분해공정에서 

MgO와 CaO 촉매를 사용했을 때 생성되는 페놀화

합물의 수율이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감

소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페놀화합물이 촉매에 

흡착된 결과임을 증명하였다(Chaudhary & Dhepe, 

2017). 특히 3가지 그룹 중에서 OP 화합물의 수율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보아 작용기를 함유한 페놀

류가 가장 쉽게 흡착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한

편 Pt/C를 적용하였을 때의 페놀화합물 수율은 97.8 

mg/g lignin으로 촉매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17.3%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3가지 그룹 

중에서 AP 화합물 수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AP 화합물은 리그닌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1차 

분해산물인 비닐 또는 아릴페놀류가 수소첨가반응

을 통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결

과에서의 AP 화합물 수율 증가는 Pt/C 표면에 존재

하는 수소의 효율적인 전달이 이루어진 결과로 해

석된다(Jegers & Klein, 1985; Kim et al., 2013).

3.3. 2차 리그닌 오일 내 페놀화합물 수율 

변화 관찰

1차 촉매 분해공정을 통해 리그닌 오일 및 페놀화

Peak No. Compounds Retention Time Type
Yield (mg/g lignin)

No Cat. MgO CaO Pt/C

1 Phenol 15.2 C6P 2.7 2.9 2.0 1.9

2 p-cresol 20.1 AP 1.7 1.4 1.6 1.5

3 Guaiacol 20.7 C6P 7.1 7.4 6.9 6.5

4 4-ethylphenol 24.7 AP 7.8 7.7 10.0 9.9

5 4-methylguaiacol 25.8 AP 6.5 4.0 6.5 6.2

6 catechol 26.0 C6P 4.9 0.6 3.5 3.2

7 3-methoxycatechol 28.8 C6P 3.9 2.4 4.0 3.7

8 4-ethylguaiacol 29.8 AP 9.7 9.5 12.8 12.5

9 4-vinylguaiacol 31.3 AP 0.8 1.2 1.1 1.1

10 Syringol 33.0 C6P 10.2 3.9 12.1 11.7

11 4-propylguaiacol 33.7 AP 2.6 2.5 6.1 6.2

12 4-ethylcathecol 34.4 AP 3.2 3.0 3.5 3.4

13 4-methylsyringol 37.0 AP 5.8 1.6 6.6 6.4

14 trans-isoeugenol 37.3 AP 3.3 1.4 5.7 5.5

15 4-ethylsyringol 40.1 AP 4.2 2.3 5.8 5.8

16 4-propylsyringol 43.4 AP 2.1 1.3 5.1 5.1

17 Ethyl homovanillate 44.6 OP 0.6 0.1 0.5 0.4

18 Acetosyringone 47.9 OP 6.2 1.3 7.2 6.8

Sum of C6P 28.9 10.7 17.3 26.9

Sum of AP 47.7 29.6 35.9 63.7

Sum of OP 6.8 1.5 1.5 7.3

Total 83.4 41.7 54.6 97.8

Table 1. Yield of monomeric phenols in lignin-oils produced after 1st catalytic crac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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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 수율이 가장 높았던 Pt/C 조건에서 생산된 리

그닌 오일을 다공성의 에어로겔 구조를 가진 

Pd/ACA 촉매를 이용하여 2차 처리하였다. 반응 후 

페놀화합물의 수율 변화는 Fig. 6와 7에 제시하였다. 

2차 촉매 분해반응을 통해 새롭게 생산된 페놀화합

물은 없었으며 기존 1차 리그닌 오일 내 존재하던 

페놀화합물의 수율이 증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페놀화합물 수율

은 97.8에서 104.2 mg/g lignin로 소량 증가하였다. 

그룹별로 보면 C6P와 OP 화합물은 소량 감소한 반

면 AP 화합물의 경우 약 20.3%의 증가율을 보였다. 

각 페놀화합물의 수율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페놀화합물이 2차 촉매 분해공정 후 소량 감소하거

나 원래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4-ethylguaiacol (8), 

4-propylguaiacol (11), 4-ethylsyringol (15), 4-pro-

pylsyringol (16)의 수율은 크게 증가하였다(Fig. 7). 

특히 4-ethylguaiacol (8)과 4-ethylsyringol (15)은 공

통적으로 에틸기를 가진 페놀화합물로 각각 45.1, 

53.8% 증가율을 보였다. Bouxin 등은 AP 화합물 중 

메틸기, 에틸기를 가진 화합물은 대부분이 탄소-탄소 

결합으로 구성된 축합된 리그닌에서 유래한다고 보

고하였다(Bouxin et al., 2015). 따라서 2차 리그닌 

오일 내 4-ethylguaiacol (8)과 4-ethylsyringol (15) 수

율 증가는 1차 리그닌 오일 내 존재하는 축합된 형

태의 리그닌 분해산물이 Pd/ACA 하에서 추가적으로 

분해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4-propylguaia-

col (11)과 4-propylsyringol (16)은 공통적으로 프로

필기를 가진 페놀화합물로 2차 촉매 분해반응 후 각

각 127.0, 119.3%의 증가율을 보였다. 선행연구에 의

하면 프로필기를 가진 페놀화합물은 리그닌의 대표

적인 탄소-산소 결합인 β-O-4 결합을 포함한 리그닌

에서 유래한다고 알려져 있다(Bouxin et al., 2015; 

Song et al., 2013). 이를 통해 1차 리그닌 오일 내 

존재하는 β-O-4 결합을 포함한 리그닌 분해산물이 

Pd/ACA 하에서 추가적인 분해를 통해 4-pro-

pylguaiacol (11)과 4-propylsyringol (16) 수율을 증가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4-propylguaiacol 

(11)의 수율 증가는 trans-isoeugenol (14)의 수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아 수소첨가반응에 의한 

화합물의 변환(14è11)에 의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3.4. 2단계 촉매 분해공정 중 리그닌 분해 경로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촉매 분해공정 중 리

그닌이 분해되는 경로를 예측하였으며 이는 Fig. 8

에 제시하였다. 우선 1차 촉매 분해공정을 통해 리그

닌 고분자가 액상의 리그닌 오일로 분해되며 리그닌 

Fig. 6. Comparison of yield of total monomeric phe-

nols before and after 2nd catalytic cracking process.

Fig. 7. Comparison of yield of each monomeric phe-

nols before and after 2nd catalytic crac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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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내에는 단량체 수준의 페놀화합물(guaiacol (3), 

4-ethylphenol (4), 4-methylguaiacol (5), 4-ethyl-

guaiacol (8), syringol (10) 등)과 상대적으로 고분자 

리그닌 분해산물이 존재한다. 이때 수소를 효과적으

로 전달할 수 있는 촉매를 사용해야 상대적으로 높은 

리그닌 오일 및 페놀화합물 수율을 얻을 수 있다. 2

차 촉매 분해공정에서는 다공성의 Pd/ACA 촉매를 

통해 고분자 리그닌 분해산물이 추가적으로 분해되

며 4-ethylguaiacol (8), 4-propylguaiacol (11), 4-ethyl-

syringol (15), 4-propylsyringol (16) 등 특정 페놀화

합물 수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율이 증가

한 페놀화합물은 각기 다른 구조를 가진 고분자 리

그닌 분해산물에서 유래하며 대부분의 페놀화합물은 

추가 분해반응으로 인해 수율이 소량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촉매 분해공정을 

통해 리그닌으로부터 4-ethylguaiacol (1.82 wt%), 4-pro-

pylguaiacol (1.4 wt%), 4-ethylsyringol (0.89 wt%), 

4-propylsyringol (1.12 wt%)을 선택적으로 생산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촉매 분해공정 시스템을 이

용하여 리그닌 고분자로부터 선택성이 높은 페놀화

합물을 생산하였다. 1차 촉매 분해공정을 통해 리그

닌으로부터 액상의 리그닌 오일을 생산하였으며, 반

응 중 수소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Pt/C 촉매

에서 가장 높은 수율을 나타냈다(76.2 wt%). 1차 리

그닌 오일 내에는 guaiacol, 4-ethylphenol, 4-methyl-

guaiacol, 4-ethylguaiacol, syringol 등 18종류의 페놀

화합물이 검출되었으며 이들의 수율은 사용한 촉매

에 따라 41.7 - 97.8 mg/g lignin을 보였다. Pt/C 조건

에서 생산된 1차 리그닌 오일을 다공성 구조를 가지

는 Pd/ACA 촉매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분해하였

으며 이를 통해 4-ethylguaiacol (1.82 wt%), 4-pro-

pylguaiacol (1.4 wt%), 4-ethylsyringol (0.89 wt%), 

4-propylsyringol (1.12 wt%)을 선택적으로 생산하였

다. 본 연구결과는 리그닌 기반 바이오리파이너리 산

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석유기반 화학소

재 대체재로써의 리그닌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도움

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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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plausible lignin degradation pathway during two-step catalytic crac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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