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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산 소경 신갈나무를 이용하여 약산 전처리를 실시하고, 당으로부터 변환된 푸르푸랄 및 레불린산

의 함량 변화를 평가하였다. 약산 전처리는 반응온도(140-180℃), 반응시간(10-30분), 황산 촉매 농도(0-2%, w/w)에 따

라 수행하였고, 전처리 후 액상 내 글루코오스, XMG (자일로오스 + 만노오스 + 갈락토오스), 푸르푸랄, 레불린산의

함량을 측정/분석하였다. 글루코오스는 반응온도의 상승, 반응시간과 황산 촉매 농도의 증가에 의해 그 함량이 높아져

최대 16.02%까지 나타났으나, 황산 촉매 농도 2% (반응온도 170℃ 이상, 반응시간 20분 이상)에서 함량이 감소하였

다. 한편, XMG 함량은 반응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반응온도와 황산 촉매 농도의 증가에 따라 1.63%까지 감소하

였으며, 반응시간의 증가에 의한 함량변화는 적었다. 푸르푸랄 함량은 반응온도, 반응시간, 황산 촉매 농도 증가에 따

라 높아져 초기시료 중량 대비 최대 7.61% (반응온도 180℃, 반응시간 20분, 1% 황산 촉매 농도)로 나타났으나, 전처

리 조건이 최대 푸르푸랄 함량 조건보다 가혹해지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레불린산 함량은 반응온도, 반응

시간, 황산 촉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높아졌고, 특히 반응온도 170℃ 이상에서 급격한 함량 증가를 확인하였으며,

최대 10.98% (반응온도 180℃, 반응시간 30분, 2% 황산 촉매 농도)로 나타났다. 반면 황산 촉매를 투입하지 않았을

경우 모든 반응온도, 반응시간 조건에서 푸르푸랄 및 레불린산 함량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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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는 현재 화석연료를 대체하고자 수행되는 많은 연구

들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목질계 바이오매스

를 발효함으로써 얻어지는 바이오 에탄올은 수송용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서, 이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 화석 

연료가 안고 있던 온실 효과 문제와 그에 따른 기후 

변화 문제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Carroll and 

Somerville, 2009; Ragauskas et al., 2006). 하지만 셀

룰로오스의 결정구조, 리그닌의 존재 등으로 발생하

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난분해성은 화석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

다(Chundawat et al., 2011). 

난분해성 극복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

져 있는 전처리 공정은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당화 

및 발효 공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Chandra et al., 2007; Hendriks and Zeeman, 

2009; Wyman et al., 2005). 따라서 현재까지 다양

한 전처리 기술들이 개발되었는데, 그중 약산 전처

리 공정은 경제적인 이유로 상용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파일럿 규모의 

공장도 일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Tao et al., 

2011; Wyman et al., 2011). 하지만 약산 전처리 공

정의 높은 반응온도와 낮은 pH 조건은 푸르푸랄, 5-

하이드록시메틸푸르푸랄(5-HMF), 레불린산 등과 같

은 2차 전환산물의 생성을 촉진시키는데, 이는 미생

물의 대사 활동을 저해시킴으로써 바이오 에탄올의 

생산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발효저해

물질 제거공정으로 인해 에탄올 생산 비용을 증가시

킨다(Mes-Hartree and Saddler, 1983; Olsson and 

Hahn-Hägerdal, 1996).

최근 바이오매스를 보다 경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바이오리파이너리(biorefinery) 개념이 대두됨에 

따라, 이와 같이 발효저해물질로 인식되던 당 분해산

물 또한 그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연구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 중 푸르푸랄 및 레불린산은 산 가수분해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반응을 통해 생성이 가능하여 

바이오 에탄올 공정(전처리 공정)에 적용시키기 용이

ABSTRACT

In this study, dilute acid pretreatment was operated using small-diameter Quercus mongolica for evaluating the yield

change of furfural and levulinic acid depending on pretreatment factors. The dilute acid pretreatment was conducted de-

pending on reaction temperature (140-180℃), reaction time (10-30 min), and sulfuric acid concentration (0-2%, w/w). 

Then, glucose, XMG (xylose + mannose + galactose), furfural, and levulinic acid contents in the liquid hydrolyzate 

were measured and analyzed after pretreatment. Glucose content increased to 16.02% as reaction temperature, reaction

time, and sulfuric acid concentration increased, but it decreased at the sulfuric acid concentration of 2% (reaction tem-

perature: > 170℃, reaction time: > 20 min). On the other hand, reaction temperature had a strong influenced on XMG

content, and XMG content decreased to 1.63% through increasing of reaction temperature and sulfuric acid concen-

tration, but XMG content was less affected by changes of reaction time. Furfural content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reaction temperature, reaction time, and sulfuric acid concentration, and maximum furfural content was 7.61% 

(reaction temperature: 180℃, reaction time: 20 min, sulfuric acid concentration: 1%) based on a weight of raw materi-

al, while furfural content was dropped in more severe condition than in maximum furfural content condition. Levulinic

acid content also increased with higher reaction temperature, reaction time, and sulfuric acid concentration. Especially,

the sharp increase of levulinic acid content was observed above 170℃, and maximum levulinic acid content was 

10.98% (reaction temperature: 180℃, reaction time: 30 min, sulfuric acid concentration: 2%). However, less than 1% 

of furfural and levulinic acid content was obtained in non-acidic catalyst condition that in whole conditions of reaction

temperature and reaction time. 

Keywords : dilute acid pretreatment, small diameter Quercus mongolica, furfural, levulinic acid, hydrolyz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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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합물들로 알려져 있다(Ragauskas et al., 2006). 

레불린산의 경우, 미국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에서 지정한 12개의 ‘top value 

added chemical’의 하나로서 의약품 및 가소제의 전

구물질로 사용되며, 메틸테트라하이드로퓨란, 발레로

락톤과 같이 유도체화 시켜 바이오디젤의 첨가제로

도 활용할 수 있다(Klingler and Ebertz, 2003; Werpy 

et al., 2004). 푸르푸랄 또한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화합물로, 그 자체로는 산업용 윤활제 및 플라스틱 

생산 분야에 이용되며 고분자 바인더용 퓨란계 화합

물(2-메틸테트라하이드로퓨란, 에틸 푸르푸릴 에테

르)의 전구물질이기도 하다(De Jong and Marcotullio, 

2010). 상기 레불린산 및 푸르푸랄의 시장은 최근

(2014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각각 1천4백만 달러, 6

억 달러로 보고되었으나, 2020년까지 2천만 달러, 12

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 예측된다(Grand View 

Research, 2014; 2015). 이와 같은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현재 미국 및 유럽 선진국에서는 푸르푸랄 및 

레불린산의 효과적인 생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

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자생종인 신갈나무

(Quercus mongolica)를 이용하여 약산(황산) 전처리

를 실시하였고, 약산 전처리 조건에 따른 당 유래 푸

르푸랄 및 레불린산의 함량 변화를 평가하였다. 우선 

약산 전처리 조건은 반응온도(140-180℃), 반응시간

(10-30분), 촉매 농도(0-2%, w/w)에 변화를 주어 수

행하였고, 전처리 후 바이오매스의 탈구조화 결과 액

상가수분해물 내 유리된 글루코오스 및 XMG (자일

로오스 + 만노오스 + 갈락토오스) 함량을 분석하였

다. 이어서 전처리 조건에 따른 푸르푸랄 및 레불린

산의 함량 및 전환 특성을 확인하였고, 전처리 인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신갈나무는 약 30년생으로 서울

대학교 관악수목원(경기도 안양)에서 숲가꾸기 후 생성

된 부산물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신갈나무는 수피

를 제거하지 않고, 1 m로 절동하였다. 절동한 원목은 

자주식 파쇄기(PRCS-3300ED, Poongrim, Korea)를 

이용하여 칩 상태로 만든 뒤, 밀링 머신(Pulverisette 

15, FRITSCH, Germany)을 이용하여 0.5 mm 이하의 

목분으로 분쇄하였다. 얻어진 목분은 함수율이 10% 

미만으로 감소할 때까지 기건한 뒤 4℃ 이하에서 보

관하였다. 

2.2. 약산 전처리 조건 

본 실험에서는 신갈나무 목분 0.2 g을 용매 4 mℓ와 

함께 유리 용기에 담은 뒤 스테인리스 재질(SUS316)

의 반응기(Hanwoul engineering, Korea)에 투입하여 

약산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목표 반응온도까지의 승

온시간은 50분으로 설정하였고, 반응온도는 140℃부

터 180℃까지 10℃ 간격으로 10, 20, 30분의 반응시

간에서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황산을 촉매로 사용하

여 1%, 2% (w/w)의 황산 수용액을 각 반응온도와 

반응시간 조건과 대응하여 약산 전처리를 실시하였

다. 또한 대조군으로서 증류수를 용매로 사용하여 상

기 조건과 동일하게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각 전처리 

반응이 종료된 후에는 반응기를 얼음을 이용하여 10

분간 냉각시켰다. 냉각 후 반응기 내의 약산 전처리 

산물은 여과지(No.40, Advantec, Japan)를 이용하여 

고형분 잔사와 액상가수분해물로 분리하였다. 

2.3. 화학적 조성 분석 

공시재료인 신갈나무 목분의 화학 조성은 우선 에

탄올 : 벤젠(= 1 : 2 (v/v))을 이용하여 추출물 함량을 

측정하였다. 그 다음 NREL법에 따라 탈지시료를 

사용하여 리그닌 함량을 측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여액을 이용하여 산 가용성 리그닌(ASL) 

함량과 구성당 함량을 측정하였다(Sluiter et al., 

2006). ASL 함량은 여액을 증류수에 희석(15배)한 

뒤 UV-visible spectrophotometer (UV-1601 PC, 

Shimadzu, Japan)로 205 nm에서의 투과율을 측정해 

계산하였다. 공시재료의 구성당(글루코오스, 자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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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 아라비노오스, 만노오스, 갈락토오스) 함량은 

우선 증류수에 희석(50배)한 여액을 0.45 µm hydro-

philic PTFE syringe filter (Advantec, Japan)를 통해 

여과한 뒤, bio-liquid chromatography (ICS-2500, 

Dionex,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컬럼은 

CarboPac PA-1 (250 × 4 mm, Dionex, USA)을, 검출

기는 pulsed amperometry detector (HP 1100, Hewlett 

Packard, USA)를 사용하였다. 또한 시료의 injection 

volume은 10 µℓ이고, potassium hydroxide를 유동상

으로 하여 1 mℓ/min의 유속으로 40℃ 조건에서 당 

성분을 측정하고, 측정 후 글루코오스, 자일로오스, 

아라비노오스, 갈락토오스, 만노오스 표준물질

(Sigma-Aldrich Co., USA)을 이용하여 얻은 검량선

으로 당 성분을 정량하였다. 공시재료의 기본 화학조

성은 Table 1에 나타냈다.

2.4. 액상가수분해물 조성 분석

약산 전처리 공정 후 얻어진 액상가수분해물의 5

탄당 및 6탄당(글루코오스, XMG), 당 유래 산물(푸

르푸랄, 레불린산)의 분석은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Ultimate 3000 series, Dionex, USA)

를 이용하였다. 사용한 컬럼은 Aminex HPX-87H 

(300 × 7.8 mm, Bio-Lad Laboratories, USA)이고, 검

출기는 refractive index detector (RefractoMAX520, 

ERC, Japan)를 이용하였다. 분석 시 온도조건은 40℃

이고, 0.01N H2SO4를 이동상으로 하여 0.5 mℓ/min

의 유속으로 흘려보냈다. 그리고 글루코오스, 자일로

오스, 만노오스, 갈락토오스, 아라비노오스, 푸르푸

랄, 레불린산 표준물질(Sigma-Aldrich Co., USA)로 

검량선을 얻어 해당 성분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약산 전처리 결과 측정한 글루코오스, XMG, 푸르

푸랄, 레불린산의 함량은 초기 신갈나무 목분(전건)

에 대한 중량백분율(%, (w/w))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약산 전처리 결과 생성된 푸르푸랄 및 레불린산의 전

환율(%)은 다음 수식을 통해 계산하였다(Mandalika 

and Runge, 2012).

푸르푸랄전환율 
초기시료의탄당함량

생성된푸르푸랄함량

×
푸르푸랄분자량

탄당분자량
×

레불린산전환율 
초기시료의탄당함량

생성된레불린산함량

×
푸르푸랄분자량

탄당분자량
×

3. 결과 및 고찰

3.1. 약산 전처리 조건에 따른 글루코오스 

함량 변화

반응온도(140-180℃), 반응시간(10-30분), 황산 촉

매 농도(0-2%) 변화에 따른 약산 전처리 공정 결과, 

액상가수분해물로 유리된 글루코오스 함량의 범위는 

3.78%에서 16.02%까지 분포하였다(Fig. 1). 우선 반

응시간이 10분일 때, 황산 촉매 농도가 1%인 경우에

는 반응온도 140℃에서 글루코오스 함량이 3.98%로 

나타났고, 반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글루코오스 함

량도 증가하여 최대 14.44% (180℃)까지 확인되었다

(Fig. 1a). 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바이오

Chemical composition Amount (%)a

Holocellulose 75.26 ± 0.18

Glucose 43.11 ± 1.12

Xylose 15.40 ± 0.44

Galactose 1.68 ± 0.16

Mannose 1.12 ± 0.14

Arabinose 1.53 ± 0.06

Total ligninb 30.39 ± 0.78

Extractives 2.61 ± 0.12

Ash 1.70 ± 0.10

a Based on oven-dried weight of raw material
b Sum of Klason lignin and acid-soluble lignin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 of small-diameter

Quercus mongo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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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 내 셀룰로오스 결합이 약산 전처리 공정 중 

가해지는 열에 의해 분해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Taherzadeh et al., 1997). 또한 황산 촉매 농도가 

2%로 증가한 경우에도 1% 황산 촉매결과와 유사하

게 반응온도의 증가에 따라 글루코오스 함량이 증가

하였다. 하지만 반응온도가 140℃인 경우 글루코오

스의 함량은 5.01%, 180℃인 경우 15.37%로 나타나 

동일한 반응온도 조건에서 글루코오스 함량은 2% 

황산 촉매의 결과가 1% 황산 촉매보다 약 1-2% 높

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황산 촉매 농도의 증가 역시 

반응온도의 증가와 함께 액상가수분해물 내로 글루

코오스가 유리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사료되며,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Martín 

et al., 2015). 반면, 황산 촉매가 투입되지 않았을 경

우, 글루코오스 함량은 반응온도 증가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었으며, 모든 범위 내에서 1% 미만을 나타냈

다(< 0.55% (180℃)). 따라서 본 연구 범위 내에서

는, 전처리 공정을 통해 신갈나무 목분 내 셀룰로오

스의 분해를 촉진시킬 시 산 촉매의 첨가가 필수적

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반응시간이 20분일 때, 1% 황산 촉매 결과는 

상기 반응시간 10분에서의 글루코오스 함량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Fig. 1b). 반응온도 140℃인 

경우 글루코오스 함량은 4.28%로 나타났고, 반응온

도의 증가에 따라 글루코오스 함량 역시 증가하여 

반응온도 180℃에서는 16.02%의 글루코오스 함량을 

확인하였다. 이는 같은 조건 내에서의 반응시간 10

분 결과보다 1-2% 높은 함량으로서, 반응시간 증가

에 따라 셀룰로오스 분해가 가속화된 결과로 사료된

다(Yang et al., 2013). 반면, 황산 촉매 농도가 2%인 

경우에는 반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글루코오스 함

량이 14.95% (170℃)까지 증가하였으나, 반응온도 

180℃에는 13.82%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상기 

1% 황산 촉매 결과처럼 지속적인 글루코오스 함량

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해당 전처리 조건(황

산 촉매 2%, 반응시간 20분, 반응온도 180℃)에서 

액상가수분해물 내 유리된 글루코오스가 추가 반응

을 통해 소실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Mukherjee et 

al., 2015). 한편 황산이 투입되지 않았을 경우, 글루

코오스 함량 경향은 상기 반응시간 10분의 경우와 

차이가 없었으며, 그 함량값(< 1%) 역시 낮게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약산 전처리 조건 중 반응시간이 가

장 긴 30분의 경우, 1% 황산 촉매 결과 반응시간 10

분 및 20분일 때와 유사하게 반응온도 증가에 따라 

글루코오스 함량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170℃ 

이상 반응온도가 증가하면서 글루코오스 함량의 증

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c). 

이어서 2% 황산 촉매의 증가한 경우에는 반응온도

가 170℃로 증가하면서 글루코오스 함량이 14.09%

까지 높아졌으나 180℃에서는 9.08%로 감소하였다. 

이는 앞서 반응시간 20분 결과(170℃, 180℃)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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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lucose content (%, based on oven-dried weight of raw material) in the hydrolyzate after dilute acid 

pretreatment (reaction time: 10 min (a), 20 min (b), 30 m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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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글루코오스 함량의 감소량보다 큰 차이로, 이러

한 결과를 통해 상대적으로 가혹한 조건(높은 반응

온도 및 촉매 농도) 하에서는 글루코오스 함량에 대

한 반응시간의 영향이 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으로, 황산 촉매 

농도가 높고 반응시간이 길어질수록 글루코오스의 

전환반응이 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보고되었다

(Girisuta et al., 2008). 한편 황산 촉매의 농도가 0%

인 경우에는 최대 0.89%까지 글루코오스 함량이 증

가하였으나, 상기 반응시간 10분 및 20분 결과와 비

교할 때 그 차이가 거의 없었다. 

3.2. 약산 전처리 조건에 따른 XMG 함량 

변화

약산 전처리 결과 액상가수분해물로 유리된 XMG

의 함량 변화를 Fig. 2에 제시하였다. XMG는 신갈

나무 목분 내 포함되어 있는 여러 당 성분들 중에

서 헤미셀룰로오스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이 

XMG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일로오스로서 전체 XMG 함량 중 약 85%인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1). 

우선 반응시간을 10분으로 설정한 전처리 결과, 

황산 촉매 농도가 1%일 때 반응온도 증가에 따라 

XMG 함량이 증가하였고, 최대 12.13% (160℃)를 

나타냈다(Fig. 2a). 그러나 160℃ 이상에서는 반응온

도가 증가할수록 XMG 함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80℃일 때는 7.36%까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 결과, 산 가수분해 조건(온도, 시간, 

pH)이 가혹해짐에 따라 5탄당(자일로오스)이 탈수 

반응에 의해 2차 산물(푸르푸랄)로 전환되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Mandalika and Runge, 2012). 한편 글루

코오스 함량이 반응온도 170℃, 반응시간 20분, 황산 

촉매 농도 2% 이상에서 급격하게 감소된 것과 달리, 

XMG 함량은 보다 온화한 조건(반응온도 160℃, 반

응시간 10분, 황산 촉매 농도 1%)에서 감소되었다. 

이를 통해 5탄당의 전환이 6탄당의 전환에 비해 전

처리 가혹도가 낮은 조건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되고, 이와 유사한 결과를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Rajan et al. 2014). 이어서 반응온도가 

140℃일 때 XMG 함량은 18.92%로 조건 내에서 가

장 높은 함량값을 나타냈다. 신갈나무 목분 내 자일

로오스, 만노오스, 갈락토오스 함량의 합이 18.20%

임을 고려할 때, 해당 조건에서 대부분의 헤미셀룰로

오스가 액상가수분해물 내로 유리된 것으로 사료된

다. 이는 액상가수분해물로 XMG의 유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당 전환산물이 지속적으로 생성된 결

과로 보인다. 한편 황산 촉매가 투입되지 않은 경우, 

반응온도 140℃에서 검출되지 않았던 XMG가 고온

으로 갈수록 함량이 점차 증가하여, 반응온도 180℃

일 때 1.73%로 해당 조건에서의 글루코오스 결과보

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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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MG (xylose + mannose + galactose) content (%, based on oven-dried weight of raw material) in the

hydrolyzate after dilute acid pretreatment (reaction time: 10 min (a), 20 min (b), 30 m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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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시간 20분 결과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부분적

으로 반복되었으나, 반응시간 증가에 의한 영향 또한 

확인되었다. 우선, 황산 촉매 농도가 1%인 경우 반

응온도 150℃에서 최대 XMG 함량(16.01%)를 나타

내고 그 이상의 반응온도에서는 함량값이 감소하여 

반응시간 10분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XMG 함량이 보다 낮은 온도(> 150℃)에서부터 감

소했다는 차이를 나타냈다(Fig. 2b). 따라서 반응시간

의 증가가 XMG의 전환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반응시간의 조절을 통해 보다 낮은 반응온도

에서도 전환반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2% 황산 촉매 결과에서는 반응온도의 증가에 

따라 XMG 함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상기 반응

시간 10분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함량값이 전체적

으로 3-5% 낮아져 반응시간 증가에 의해 XMG가 

보다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황산 

촉매를 투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XMG 함량이 2.46% 

(180℃)까지 검출되었지만 다른 조건에 비해서는 여

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반응시간이 30분으로 증가하였을 때, 황산 촉매 

농도가 1%인 경우 반응온도 140℃, 150℃에서 

XMG 함량은 각각 16.13%, 16.59%였지만, 180℃일 

때 XMG 함량은 2.38%까지 감소하였다(Fig. 2c). 이

러한 XMG 함량 변화는 상기 반응시간 20분일 때의 

결과와 유사하나, 황산 촉매 농도가 1%, 반응온도가 

180℃일 때 XMG 함량이 각각 7.36% (10분), 3.92% 

(20분), 2.38% (30분)로 나타나 반응시간 증가에 따

른 헤미셀룰로오스의 분해가 활발하게 진행됨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한편, 황산 촉매 농도가 2%로 증가

한 경우, 상기 반응시간 10분, 20분 결과처럼 XMG 

함량의 감소 양상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반응

온도 140℃에서 XMG 함량이 16.64%로, 동일 온도

에서의 결과(18.92% (10분), 19.49% (20분))보다 낮

았는데, 이는 반응시간이 30분으로 증가하면서 140℃

에서도 XMG의 전환반응이 충분히 진행되었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반면 황산 촉매가 투입되지 않은 경

우에는 반응시간이 30분으로 늘어난 전처리 조건에

서도 액상가수분해물 내 XMG 함량이 최대 3.94% 

(18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산 촉매를 투입하지 않은 본 연구의 전처리 조건 범

위 내에서는 헤미셀룰로오스가 부분적으로 유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황산 촉매 하에 수행된 전

처리 결과에 비해 헤미셀룰로오스 분해 효과가 떨어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약산 전처리 조건에 따른 푸르푸랄 전환 

특성

일반적으로 푸르푸랄은 전처리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바이오매스의 5탄당으로부터 유래되며, 산 촉

매가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그 전환반응(탈수반응)이 

보다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1999). 

본 연구 결과, 약산 전처리 후 신갈나무로부터 생성

된 푸르푸랄 함량은 상기 3가지 전처리 인자의 영향

을 모두 받았으며, 그 범위는 0.41%에서 7.61%까지 

분포하였다(Fig. 3).

약산 전처리 공정의 반응시간이 10분일 때, 1% 황

산 촉매의 경우 반응온도 140℃에서 푸르푸랄 함량

은 0.41%로 나타났으나, 반응온도의 증가에 따라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반응온도 180℃에서 최대 7.03%

로 나타났다(Fig. 3a).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반응

온도의 증가는 푸르푸랄 생성반응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 XMG 함량 결과와 

비교할 때, 반응온도가 160℃까지 증가할 경우 헤미

셀룰로오스 분해와 유리된 XMG의 전환반응이 동시

에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나, 반응온도 160℃ 이상

에서는 대부분의 헤미셀룰로오스가 분해되어 푸르푸

랄의 생성반응만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황

산 촉매 농도가 2%로 증가한 경우, 전체적으로 푸르

푸랄 함량이 1% 내외 정도 증가하였으나, 1% 황산 

촉매 결과와 유사하게 반응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함

량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0.99% (140℃)

-7.01% (180℃)). 반면, 황산 촉매를 투입하지 않았

을 때는 푸르푸랄이 거의 생성되지 않았으며, 0.2% 

미만의 낮은 함량값으로만 검출되었다. 

반응시간이 20분인 조건에서는, 황산 촉매의 농도

가 1%일 경우 반응온도 140℃에서 0.59%였던 푸르

푸랄 함량이 180℃에서 7.61%까지 증가하였다(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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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 상기 반응시간 10분 결과와 비교할 때, 푸르푸

랄 함량 변화는 유사했으나 각 조건에서의 함량값은 

소폭 높게 나타나 반응시간의 증가가 푸르푸랄 생성

을 촉진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2% 황산 촉매의 

경우, 푸르푸랄 함량은 반응온도 170℃까지 6.79%로 

증가하였다가 180℃에서 5.98%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고온 또는 기타 가혹한 전처리 조건에서 푸르

푸랄 함량이 감소한 것은 선행 연구 결과에서 나타

난 푸르푸랄 간의 축합반응, 포름산의 형성 등이 주

요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Karimi et al., 2006). 따

라서 반응온도 180℃ 내외일 때, 황산 촉매 농도가 

1%에서 2%로 증가하면서 푸르푸랄의 손실반응(loss 

reaction)이 푸르푸랄 생성반응보다 활발하게 진행되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응시간 30분 결과의 경우, 황산 촉매 농도가 1%

인 고온 조건에서 푸르푸랄 함량의 감소 양상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 3c). 반응온도가 170℃에 도달

할 때까지 푸르푸랄 함량은 6.75%로 증가하였으나, 

다른 반응시간 결과와 달리 반응온도 180℃에서 

6.69%로 미량 감소하였다. 따라서 반응시간이 30분

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처리 조건이 가혹해져 2% 황

산 촉매 결과에서만 관찰되었던 푸르푸랄 함량 감소

가 보다 낮은 산 농도 하에서도 발생된 것으로 사료

된다. 한편 황산 촉매의 농도가 2%인 조건에서 푸르

푸랄 함량은 반응온도가 170℃일 때 6.44%까지 증

가하였으나 반응온도 160℃에서 6.22%로 나타나 

160℃부터 푸르푸랄 함량의 증가율이 둔화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180℃에서 푸르푸랄 함량은 

5.10%로써, 상기 반응시간 20분인 조건의 푸르푸랄 

함량보다 약 1% 낮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해당 조건(반응온도 180℃, 반응시간 20분, 황

산 촉매 농도 2%)과 같이 가혹한 전처리 조건 하에

서는 고수율의 푸르푸랄을 획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황산 촉매가 투입되지 않은 경우 푸

르푸랄 함량은 최대 0.65% (180℃)로 상기 반응시간 

10분, 반응온도 180℃에서의 푸르푸랄 함량값보다 

증가하였으나, XMG 결과와 함께 고려할 때 헤미셀

룰로오스 분해 및 유리당의 탈수반응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산 촉매를 투입하지 않

은 전처리 공정에서는 푸르푸랄의 생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푸르푸랄 함량 결과를 전환율로 계산하여 분석하

였을 때, 반응온도 180℃, 반응시간 20분, 황산 촉매 

농도 1%인 조건에서 69.31%의 최대 푸르푸랄 전환

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이는 신갈나무와 

같은 활엽수종 Eucalyptus globulus를 사용하여 최대 

59.78%의 푸르푸랄 전환율(180℃, 15분, pH 1.5)을 

얻은 선행 연구 결과보다 높은 값으로 확인되었다

(Lopez et al., 2014). 이 외에도 60% 이상의 높은 전

환율 값들은 1% 황산 촉매 농도 또는 반응시간 20

분 조건(반응시간 170℃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었고, 이로써 지나치게 가혹한 조건보다 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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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urfural content (%, based on oven-dried weight of raw material) in the hydrolyzate after dilute acid 

pretreatment (reaction time: 10 min (a), 20 min (b), 30 m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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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랄 손실이 적은 임계조건이 인자별로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3.4. 약산 전처리 조건에 따른 레불린산 전환 

특성

상기 글루코오스 함량 결과에서 확인된 것처럼 신

갈나무 목분 내 셀룰로오스는 약산 전처리를 통해 

분해되어 글루코오스의 형태로 유리된다. 이렇게 액

상가수분해물 내로 유리된 글루코오스는 일반적으로 

탈수반응에 의해 5-HMF로 전환되고, 5-HMF는 탈카

르복실화 반응을 통해 레불린산로 변환된다고 알려

져 있다(Girisuta et al., 2013).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와 같은 반응 경로를 통해 약산 전처리 공정 후 생

성된 레불린산 함량이 0%-10.98%의 범위로 나타났

다(Fig. 4).

반응시간이 10분인 경우, 1% 황산 촉매 결과 레불

린산 함량은 반응온도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다(Fig. 4a). 반응온도 140℃의 경우 레불린산

가 생성되지 않았으나 반응온도가 180℃로 증가하면

서 레불린산 함량이 1.68%로 높아졌다. 반면 황산 

촉매의 농도가 2%로 증가하였을 때 반응온도 140℃

에서 레불린산 함량은 0.07%로 낮게 나타났으나, 반

응온도가 180℃로 증가함에 따라 4.13%로 높아져 

10 min 20 min 30 min

0% 1% 2% 0% 1% 2% 0% 1% 2%

140℃
0.00

± 0.00

3.73

± 0.75

9.05

± 0.98

0.06

± 0.08

5.35

± 0.28

8.48

± 0.49

0.00

± 0.00

7.13

± 0.37

14.70

± 0.83

150℃
0.06

± 0.01

8.74

± 0.53

20.71

± 1.15

0.08

± 0.01

14.11

± 1.91

31.25

± 2.52

0.15

± 0.02

22.82

± 1.94

38.82

± 1.50

160℃
0.12

± 0.02

27.77

± 1.27

40.09

± 0.69

0.25

± 0.05

36.20

± 0.58

48.82

± 0.07

0.53

± 1.29

39.66

± 1.79

56.70

± 0.46

170℃
0.57

± 0.01

48.10

± 0.66

56.33

± 4.85

1.02

± 0.01

56.92

± 0.66

61.86

± 0.89

1.54

± 0.04

61.49

± 0.68

58.64

± 0.47

180℃
1.79

± 0.08

64.10

± 1.28

63.87

± 0.35

3.05

± 0.08

69.31

± 0.64

54.53

± 2.52

5.91

± 0.10

60.96

± 0.99

46.50

± 4.32

a Conversion rates of furfural (%) = (furfural content / 16.93) × (150.19 / 96.08) × 100

Table 2. Conversion rates of furfural (%)a in the hydrolysate depending on conditions of dilute acid pre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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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evulinic acid content (%, based on oven-dried weight of raw material) in the hydrolyzate after dilute

acid pretreatment (reaction time: 10 min (a), 20 min (b), 30 m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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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조건에서는 산 농도 증가에 따른 레불린산 함

량의 증가 폭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황산 촉매

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반응온도 조건에서 

레불린산가 생성되지 않았다. 

반응시간이 20분으로 증가한 경우, 황산 촉매 농

도가 1%일 때 140℃에서 0%인 레불린산 함량은 

180℃로 반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3.72%까지 

나타났다(Fig. 4b). 이는 상기 반응시간 10분, 반응온

도 180℃일 때, 레불린산 함량이 1.68%인 것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한 값이다. 한편 2% 황산 촉매 결

과, 반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레불린산 함량이 높아

졌고, 특히 반응온도 180℃에서는 함량값이 8.50%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기 반응시간 

10분의 경우와 비교할 때 레불린산 함량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1% 황산 촉매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

서 약산 전처리 공정 중 반응온도, 반응시간, 황산 

촉매 농도 모두 레불린산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180℃와 같은 고온 조건

에서는 다른 영향인자(반응시간, 황산 촉매 농도)에 

의해 레불린산 함량이 보다 민감하게 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응시간 30분 결과에서도 위와 같은 경향이 확인

되었다. 1% 및 2% 황산 촉매 결과 모두 반응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레불린산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170℃

-180℃에서 함량값이 급격히 상승하여 최대 5.87% 

(1%) 및 10.98 (2%)를 나타냈다(Fig. 4c). 목질계 바

이오매스 중 하나인 wheat straw를 이용하여 레불린

산를 생산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반응온도 230℃, 

반응시간 30분, 산 촉매 농도 3%일 때, 레불린산 함

량이 11.62%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Chang 

et al., 2007). 반응시간 30분에서 레불린산의 상승폭

은 반응시간 20분의 결과보다 큰 것으로, 레불린산 

함량 변화에 대한 반응시간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레불린산의 생성을 유

도하기 위해서는 낮은 반응온도의 전처리 공정보다 

180℃ 이상의 고온 조건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고, 

황산 촉매 농도 및 반응시간 또한 높은 수준이 요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레불린산 함량이 나타난 전처리 조건(반응시

간 30분, 반응온도 180℃, 황산 촉매 농도 2%)에서 

레불린산의 전환율은 37.12%로 나타났다(Table 3). 

푸르푸랄 전환율과 비교할 때, 약산 전처리를 통한 

레불린산로의 전환 효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실제 

생산된 레불린산 함량(10.98%)은 푸르푸랄 함량

(7.61%)보다 높고 인자들에 따른 함량 증가 경향을 

고려할 때 신갈나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 레불

린산 함량은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약

산 전처리 인자 간의 조절 및 최적화가 선행된다면 

10 min 20 min 30 min

0% 1% 2% 0% 1% 2% 0% 1% 2%

140℃
0.00

± 0.00

0.06

± 0.04

0.22

± 0.02

0.00

± 0.00

0.00

± 0.00

0.26

± 0.01

0.00

± 0.00

0.07

± 0.10

0.51

± 0.01

150℃
0.00

± 0.00

0.21

± 0.06

0.79

± 0.10

0.00

± 0.00

0.46

± 0.23

1.60

± 0.45

0.00

± 0.00

1.01

± 0.33

2.32

± 0.65

160℃
0.00

± 0.00

1.00

± 0.08

2.31

± 0.46

0.00

± 0.00

1.70

± 0.26

3.86

± 0.83

0.00

± 0.00

2.64

± 0.03

6.53

± 0.89

170℃
0.00

± 0.00

2.80

± 0.21

4.78

± 0.18

0.00

± 0.00

4.49

± 0.21

9.73

± 0.22

0.00

± 0.00

6.58

± 0.42

12.29

± 1.97

180℃
0.00

± 0.00

5.69

± 0.25

13.97

± 1.88

0.00

± 0.00

12.56

± 0.85

28.74

± 2.03

0.00

± 0.00

19.85

± 1.47

37.12

± 1.90

a Conversion rates of levulinic acid (%) = (levulinic acid content / 45.91) × (180.16 / 116.11) × 100 

Table 3. Conversion rates of levulinic acid (%)a in the hydrolysate depending on conditions of dilute acid 

pre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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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율의 신갈나무 유래 레불린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경 신갈나무 목분을 이용하여 약

산 전처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얻어지는 액상가수

분해물의 당(글루코오스, XMG) 및 당 분해산물(푸

르푸랄, 레불린산) 함량을 측정한 후 전처리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유리 및 전환 경향을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 반응온도, 반응시간, 황산 촉매 농도가 증가

할수록 액상가수분해물로 유리된 글루코오스와 

XMG의 함량은 증가하였지만, 보다 강한 전처리 조

건에서는 레불린산과 푸르푸랄과 같은 당 유래 산물

로 전환되었다. 글루코오스는 반응온도와 황산 촉매 

농도의 증가에 의해 액상 내 유리량이 증가하였으나, 

황산 촉매 농도 2% (반응온도 170℃ 이상, 반응시간 

20분 이상)에서 그 함량이 감소하였다. 반면, XMG

는 글루코오스에 비해 약한 전처리 조건에서 당 분

해산물로 전환되었고, 그 결과 생성된 푸르푸랄은 최

대 7.61%의 함량(반응온도 180℃, 반응시간 20분, 

황산 촉매 농도 1%)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반응온도, 반응시간, 황산 촉매 농도의 증가에 따라 

축합반응 등으로 추정되는 원인에 의해 푸르푸랄 함

량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따라서 약산 전처리 공정을 

통한 푸르푸랄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각 전처

리 인자의 최적 조건을 탐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반면 레불린산은 170℃ 이상의 높은 반응온도에

서 발생하기 시작하여 180℃에서 급격하게 그 함량

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 내에서 레불린산의 최대 함

량은 반응온도 180℃, 반응시간 30분, 황산 촉매 농

도 2%일 때 10.98%로 나타났지만, 레불린산 함량의 

급격한 증가 양상을 고려하면 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도 레불린산의 추가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신갈나무 유

래 푸르푸랄 또는 레불린산의 생산 조건 최적화 실

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바이오매스 내 당 전환 관련 연구들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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