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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미강은 현미를 백미로 도정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일반적으로 

퇴비, 또는 가축사료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산업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미강에서 미강유를 추출하고 남은 탈지미강은 

상당량의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가수분해하게 되면 

미생물 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지미강을 회분식 반응기에 넣고 아임계수를 이용하여 

가수분해한 후, 가수분해물을 효모의 한 종류인 Saccharomyces 

cerevisiae의 성장 배지로 활용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반응 

생성물을 여과하여 수용성 성분의 수율, TOC/TN, 전당,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의 함량, pH 등을 다양한 분석기기,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수분해는 반응 시간, 온도를 달리하여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가장 Saccharomyces cerevisiae가 잘 

배양될 수 있는 실험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탈지미강을 아임계수로 

가수분해한 수용성 성분으로 Saccharomyces cerevisiae를 배양한 

결과, 반응 온도는 200℃(15.5 bar), 반응 시간은 2분 이었을 때 

O.D.값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탈지미강 

가수분해물에서의 최대 O.D.값은 YM배지에서의 성장수율에 비하여 

약 70% 정도였다. 따라서 아임계수에서 가수분해된 탈지 미강 

가수분해물은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YM 배지를 대체하여 

Saccharomyces cerevisiae를 효과적으로 배양시킬 수 있으며, 

경제적인 배양액으로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탈지미강, 아임계수, Saccharomyces cerevisiae, 미생물 

성장 배지, 회분식 반응기 

학   번 : 2009-2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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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바이오매스: 탈지미강 

 

1.1.1. 미강 

쌀은 밀, 옥수수와 더불어 세계의 3대 곡류이며, 우리나라뿐만 아

니라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 주식으로 섭취되고 있다[1]. 2010년 조

사 결과에 의하면 쌀은 전 세계 인구의 2/3의 주된 식사이며, 우리

나라 쌀 생산량은 429만톤에 이른다[2,3]. 이처럼 대량생산되고 있

는 쌀은 현미로 섭취하기도 하지만, 주로 현미에서 도정을 한 이후

의 상태인 백미로 섭취하고 있다. 현미는 쌀에서 왕겨를 벗긴 것이

고, 현미에서 미강을 제거하면 백미가 된다. 즉, 미강은 현미에서 백

미로 도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다. 미강이 전체 쌀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8~14% 가량 되는데, 이를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량

에서 계산해보면 약 34만톤~60만톤이다. 

현미에서 백미로 도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미강은 쌀 생산공정

에서 나오는 부산물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뿐만 아니라 미량 영양

소로 thiamine, riboflavin, niacin 등의 비타민과 phosphorus, 

potassium, magnesium 등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4]. 그렇기 때문에 최근 영양소가 풍부한 미강을 충분히 활

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미강은 한국에서 주로 퇴비(41.0 %) 또는 가축사료

(48.7 %)로 이용되고 있다. 일부 정미소에 두고 오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미강에서 추출한 미강유를 식품산업에 이용하기도 하지만, 

현재 미강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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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탈지미강 

미강은 상당량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이 지방을 추출하게 되면 

고품질의 기름을 얻을 수 있다. 미강으로부터 추출한 미강유는 비타

민E, 항산화물질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끓는점이 높기 때문에 

튀김유에 적당하다. 현재 몇몇 식품업체에서 미강유를 정제하여 제

품으로 팔고 있다. 2003년도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약 5% 정도의 

미강이 미강유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을 제외한 다른 

주요 성분들은 아직 산업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6]. 미강

유가 추출되고 남은 물질을 탈지미강이라 하는데, 탈지 후에도 상당

량의 영양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탄수화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

고 기타 영양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미생물을 배양하는 미생물 배지

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탈지미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를 가수분해 하여 영양분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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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structure of a rice grain[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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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임계수 가수분해 

 

1.2.1. 아임계수의 정의와 성질 

물질들이 끓는점, 녹는점 등을 고유한 특성으로 지니듯이, 

물질들마다 고유한 임계점(critical point)이 있다. 밀폐된 용기에 

물을 넣고 서서히 가열을 하면 기-액 평형선을 따라서 온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압력도 같이 상승하게 된다.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수증기는 점점 그 밀도가 증가하게 되는 반면 

아래층에 있는 물의 밀도는 점점 낮아진다. 온도, 압력이 더 

증가하면 점점 기-액의 계면이 사라지고 하나의 상(single 

phase)이 되며, 기체와 액체의 밀도가 동일해지게 된다. 이 점이 

임계점으로 정의되며 이 지점에서의 온도를 임계 온도, 압력을 임계 

압력, 부피를 임계 부피라 한다. 물의 상변화는 Figure 1.2 에 

나와있다. 점으로 표시된 부분은 물의 임계점을 나타낸다[7]. 

아임계수는 임계점 이하의 온도와 압력을 가지는 물을 뜻하는데, 

100~374℃ 의 범위의 물을 의미한다. 물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할수록 유전상수, 점도, 밀도, 표면장력, 용해력 등이 변한다. 

(Figure 1.3~1.4) 

상온·상압에서 임계점에 다가갈수록 유전상수는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온도와 압력이 증가할수록 수소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물 분자의 사이의 결합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상온에서보다 극성을 덜 띄게 되고, 그로 인해 무극성인 분자를 좀 

더 잘 용해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210℃의 물의 유전상수는 

25℃의 methanol 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낸다[8]. 결과적으로 

아임계수는 빠르고 효과적인 화학반응의 좋은 용매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된다[8].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바이오매스 활용 연구에서 

아임계수를 용매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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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곱은 [H+]×[OH-]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상온·상압에서는 

10-14의 값을 가지지만, 물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온곱은 증가한다. 

아임계수에서는 최고 10-11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값은 상온의 

물에서보다 최대 1000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이온곱이 높을수록 

H+, OH- 의 양이 많다는 의미이므로, 산 혹은 염기 촉매 반응이 가

속화될 수 있다[9]. 이러한 사실은 바이오매스의 가수분해도 아임계

수에서 좀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임계

수의 이온곱은 100~250 ℃에서는 크게 증가하지만, 250 ℃를 넘

어가면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러므로 250 ℃ 전후에서 가장 가수분

해 반응이 활발히 일어나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pyrolysis, 

oxidation 등의 다른 화학반응으로 인해 일어나는 반응도 일어나게 

된다[9]. 

이온곱은 압력에 의해서는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이는 Table 1.1.

을 보면 잘 알 수 있다[10]. 아래의 Table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포화된 물의 이온곱과 250 bar에서의 이온곱에 큰 차이가 없음

을 알 수 있다. 압력이 증가할수록 반응기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그

에 따라 승온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적정온도에서 적정 반응시간 동

안 반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승온시간이 최대한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압력에 따라 이온

곱에 큰 차이가 없다면 높은 압력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본 실험에

서의 압력은 항상 포화 수증기압이다. 

즉, 아임계수는 유전상수가 낮아 비교적 무극성인 분자들을 잘 용

해시킬 수 있고, 이온곱이 높아 산촉매 가수분해를 촉진시킨다. 결

과적으로 아임계수는 바이오매스에 포함되어 있는 폴리머들을 용해

시켜 가수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아임계수 가수분해는 산 

가수분해나 효소 가수분해처럼 반응이 끝난 이후에 폐기물을 처리

하거나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단계 등이 생략되므로 공정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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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다. 게다가 산이나 효소 등 어떤 첨가물을 넣지 않아도 물 자체

가 좋은 용매·촉매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임계수 가수분해

는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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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Water phase diagram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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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The effect of the temperature and the pressure on ionic product of water (-Log KW)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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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he effect of temperature and pressure on dielectric 

constant and ionic product of wat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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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he effect of temperature and pressure on surface 

tension and viscosity of water [11] 

Solid: Viscosity, Broken: Surface tension of saturat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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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존의 가수분해 방법들 

당을 가수분해할 때 기존에 주로 하던 방법들은 효소, 산, 알칼리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1.2.2.1. 효소 가수분해 

녹말을 가수분해시 α-amylase, amyloglucosidase와 같은 효소

들을 이용한다. 효소 가수분해는 산 가수분해에 비해 에너지를 적게 

들일 수 있고 환경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효소의 가격은 

산 구입비용과 약 70배 이상이 차이가 날 정도로 비싸다. 그리고 

카사바 나무 찌꺼기를 가수분해 하여 얻은 가수분해물의 당함량이 

산 가수분해의 경우 94.5 %, 효소 가수분해의 경우 97.3 %로 두 

방법 모두 매우 효율적이다[12]. 

 

 

1.2.2.2. 산 가수분해 

산 가수분해는 효과적이고 가장 일반적이고 효소 가수분해에 비

해 저렴한 방법이다. 그렇지만 산은 매우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처리에 이용한다면, 다음 단계인 당화과정을 

위해서 산을 제거 혹은 회수하거나, 중화단계를 추가하여 pH를 조

절하게 된다. 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당화는 효소를 사용하는데, 

효소가 pH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pH 조절이 불가피하다. 산 

가수분해는 약산을 이용한 방법과 강산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뉜다. 

약산 가수분해법(dilute-acid hydrolysis)은 2% 이하의 황산 용

액에 바이오매스를 침지한 후 160~200℃ 정도의 온도에서 반응시

킨다. 산의 농도가 매우 낮아 공정 제어가 어렵고, 반응 온도가 높

기 때문에 사용되는 스팀의 양이 많아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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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공정이다. 

강산 가수분해법(strong-acid hydrolysis)은 70~77% 농도의 

황산으로 먼저 40℃에서 30분 동안 반응한 후 산의 농도를 

20~30%로 낮추어 100℃에서 약 1시간 동안 2차 반응을 한다. 이 

방법은 공정 내에 사용되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반응이 효율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산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산을 회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1.2.2.3. 알칼리 가수분해 

알칼리 가수분해는 sodium, potassium, calcium, ammonium 

hydroxides와 같은 알칼리를 이용한다. 이 방법은 상온에서 진행되

며, 반응 시간은 수 초에서 수 일이다. 알칼리 가수분해는 산 가수

분해에 비해 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 방법은 발효를 방

해하는 성분인 furfural 이나 HMF와 같은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를 당화처리 이전 전처리 단계에서 사용한다

[13]. 그렇지만 알칼리 가수분해에서도 역시 산 가수분해와 마찬가

지의 이유로 중화 단계가 추가되어야 한다. 

 

 

1.2.3. 아임계수 가수분해 반응 

아임계수에서의 반응은 매우 빠르다. 아임계수 안에서 일어나는 

가수분해 반응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1)과 같다. 

 

A-B + H-OH → A-H + B-OH (1) 

최근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가수분해하여 에탄올을 얻기 위한 노

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임계수에서 일어나는 가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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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은 수열반응, 열분해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열분해도 더 잘 일어나게 된다. 아임계수에서의 바이오

매스 분해는 가수분해 반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열분해 반응으

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분해 

반응과 열분해 반응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14]. 

아임계수에서 단백질은 올리고머와 아미노산으로 가수분해된다

(Figure 1.5). 단백질의 가수분해 반응은, 첫 번째로 proton이 펩티

드 결합의 N 원자에 달라붙어 결합이 깨지기 시작하여 carbo-

cation과 amino group이 생성된다. 그 다음, 분해된 물 분자에서 

형성된 OH- ion이 carbo-cation과 결합하여 carboxyl group을 

형성한다. 이러한 원리로 단백질이 아임계수에서 가수분해된다. 

 



 

 14 

 

 

 

 

 

 

 

 

 

Figure 1.5 The hydrolysis reaction of protein in subcritical 

wate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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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에탄올 

 

1.3.1. 에탄올의 활용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어 자원고갈과 환경

오염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한국이 수입

한 원유는 2억 8천 배럴, 약 272억 달러에 이른다[15]. 한국의 전

체 에너지원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40.1%에 

이른다[15]. 그만큼 현재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로부터 많은 양

의 에너지를 얻고 있다. 또한 석유는 몇몇 나라들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석유 의존도가 높을수록 한국과 같은 비산유국가의 경우에

는 석유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2010년 기준으로 무려 96.4%나 된다[15]. 그리고 화석연료를 에

너지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CO2가 공중으로 다량 방출되고 있어, 지

구온난화를 계속해서 촉진시키고 있다[17]. 따라서 현재 많은 연구

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폐자원을 이용하여 에너지

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에탄올은 연료(바이오에탄올), 용매, 음료,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의 매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물질이다[18,19]. 

특히 바이오에탄올은 환경친화적이고 재생가능하며, 기존 인프라에 

큰 변화를 가하지 않고서도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대체 에너지로

서, 수송용 연료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다. 

 

 

1.3.2.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에탄올은 사탕수수, 감자, 옥수수 등의 식물 원료로부터 생

산되는 재생에너지의 형태 중 하나이다. 바이오에탄올은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휘발유와 혼합하여 사용될 수 있어 바이오디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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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전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량은 약 5177만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70%

가 미국과 브라질에서 생산되고 있다[20]. 바이오에탄올 시장은 고

유가 지속 가능성,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강화, 농업 활성화 필요성 등의 복합적 요인에 힘입어 크게 성

장할 전망이다. 바이오에탄올은 가솔린보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적

고, 다른 연료 첨가물들과는 달리 생분해성이다. 게다가 생산 과정

에서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지도 않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

다. 추후에는 MTBE와 같은 연료 첨가물을 대체하여 에탄올이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1].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것도 신재생에너지 중 한 

가지이다. 현재 바이오매스는 당함량이 높으면서 저렴한 재료인 옥

수수, 밀, 사탕수수 등의 곡류를 이용하고 있다. 옥수수의 당 함량은 

84.1 %에 달하고, 녹말의 함량만 보아도 무려 72.0 %나 된다. 그만

큼 옥수수는 당을 많이 함유하는 저렴한 원료인 셈이다. 그렇지만 

곡류는 인간의 식량자원과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다른 농축산물의 가격 

또한 급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식량으로 이용하지 않는 

재료들을 이용하여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미국은 2017년까지 생산되는 바이오에탄올의 원료의 2/3이상을 

옥수수가 아닌 다른 바이오매스 자원으로부터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22]. 

바이오에탄올은 CO2 절감효과, 저장과 이동의 용이성, 재생자원에

서 생산하는 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어 휘발유 대체연료로서 중

요할 뿐만 아니라 화학산업의 기초원료로도 중요하다. 미국이나 일

본의 화학회사는 바이오에탄올에서부터 에틸렌을 생산하기 위한 공

정을 개발중이며, 이는 석유화학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틸렌을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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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에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이오에탄올은 에너지원

의 역할과 함께 화학산업의 핵심기반소재로서도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이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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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Global biofuel production in 20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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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The legisla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about ethanol in major countries [36] 

 

 

 

 

 



 

 20 

기존의 바이오에탄올 생산법은 미국을 예로 들면, 녹말이 많이 

함유된 옥수수를 잘게 부숴서 glucose와 같은 단당류로 만들고, 

이를 효모로 발효하여 주된 생산물인 에탄올을 생산하는 단순한 

방법이다. 산업에서 이용하는 방법은 wet milling과 dry grind의 

두 가지가 있다. 미국에서는 dry grind 방식이 7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Wet milling 방식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 

에탄올 이외에 HFCS(High Fructose Corn Syrup), 생분해성 

플라스틱, citric acid 와 같은 식품 첨가물 등을 생산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다. 

Dry milling 은 곡물의 전체 부분이 이용되며, 처리되고 남은 

부분이 분리된다. 이 공정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제분 (Milling)   2. 액화 (Liquefaction) 

3. 당화 (Saccharification) 4. 발효(Fermentation) 

5. 증류, 회수 (Distillation and recovery) 

 

1 단계에서 hammer mill 로 옥수수를 처리하여 가루로 만든다. 

옥수수 가루에 물을 섞어주고, 열에 강한 α-amylase 를 첨가한다. 

다음 단계에서 옥수수 가루 슬러리에 스팀을 첨가하여 100 도 

이상의 조건을 만들어준다. 이 과정에서 효소가 녹말에 작용하여 

녹말을 잘게 분해한다. 이 단계를 액화(liquefaction)라고 한다. 

다음 단계인 당화에서는 30℃로 온도를 맞추어 glucoamylase 를 

이용하여 녹말을 glucose 까지 분해한다. 이렇게 해서 잘게 분해된 

것들을 발효 탱크에 넣고 효모로 발효한다. 발효과정을 통해 CO2 와 

에탄올을 생산하게 된다. 발효 과정이 끝나면 증류와 회수 공정을 

통해 에탄올만 회수하게 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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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생물 

 

1.4.1. 미생물 성장 배지 

성장 배지는 미생물 혹은 세포의 성장을 돕는 액체 혹은 겔이다. 

배지에는 대사를 위한 탄소원, 질소원이 되는 영양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생장에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 또한 함유되어 있다. 성장 배지

에는 특정 미생물만 자랄 수 있게 하는 선택 배지나, 미생물의 생장

을 위한 최소한의 영양분만 포함한 최소 배지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생물의 생장을 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보통 영양 배

지를 성장 배지로 이용한다. 영양 배지에는 화학물질을 일정 비율로 

첨가하여 배합한 정성 배지(defined medium)와, beef extract, 

yeast extract와 같이 화학적 조성이 분명하지 않은 물질이 포함되

어 있는 복합 배지(undefined medium)가 있다. 그 중에서 복합 배

지는 미생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영양분이 빠짐없이 함유

되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가장 쉽게 성장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YM 배지는 yeast extract 가 포함되어 있는 영양 배지에 

속한다. 

 

 

1.4.2. Saccharomyces cerevisiae 

효모는 Fungi 에 속하는 진핵 미생물로, 약 1500종 가량의 종만

이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전체 fungal species의 1% 가량이다

[24,25]. Saccharomyces cerevisiae는 효모 중 가장 널리 알려진 

한 종류로, 이같은 몇몇 타입의 효모들은 당을 발효시켜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수 천년 동안 효모에 

의해 생산된 에탄올을 이용하여 술을 제조하였고, 이산화탄소를 이

용하여 빵을 제조하는데 이용하였다. 효모 발효의 생물학적 의의는 

1861년에 밝혀졌으며, 파스퇴르는 포도주 발효가 효모에 의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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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26]. 효모는 glucose를 EMP 

pathway를 통해 에탄올을 생성하게 된다[18,27]. 효모는 발아 시

간이 짧고 규모가 큰 공정에서도 쉽게 배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

업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28,29]. 본 실험에서 사용한 

S.cerevisiae KCCM 12491을 배양할 때 사용하는 배지는 YM 배

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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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 실험의 목표 

본 실험의 목표는 탈지된 미강을 아임계수로 가수분해하여 용액 

상태의 가수분해물을 Saccharomyces cerevisiae의 성장 배지인 

YM 배지와 혼합하여 Saccharomyces cerevisiae의 성장을 확인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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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탈지미강은 ㈜넥스트바이오에서 초임계 CO2를 이용하여 지방을 

추출해낸 다음 남은 찌꺼기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탈지미강의 조

성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30]. 100mg의 탈지미

강과 glucose 100 mg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는다. 2.5 N HCl을 5 

mL 첨가하여 3 시간 동안 끓은 수조에 담가놓아 가수분해 반응이 

진행되도록 한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온에서 식힌다. 거품이 없

어질 때까지 NaCO3를 첨가하여 중화한다. 물을 첨가하여 총 부피

가 100 mL이 되도록 만든 다음 원심분리를 한다. Glucose를 넣었

던 플라스크를 물에 10배 희석한 다음 0.2, 0.4, 0.6, 0.8, 1 mL를 

취하여 튜브에 넣고 총 1 mL이 되도록 물을 첨가한다. 탈지미강을 

넣었던 플라스크에서 0.1 mL을 꺼내 튜브에 넣고 총 1 mL이 되도

록 물을 첨가한다. 1 mL의 물을 또 다른 튜브에 넣고 이를 blank라 

한다. 각각의 튜브에 5% phenol 용액 1 mL씩을 넣는다. 그 다음 

96% 황산 용액 5 mL을 첨가한 뒤 잘 섞어준다. 10 분이 지난 후 

튜브를 다시 섞어준 다음, 상온의 수조에 넣고 20 분 가량 식힌다. 

UV 분광기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Glucose의 

흡광도로 calibration 하여 탈지미강의 전당량을 계산한다. 

Holocellulose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31]. 1G3 

glass filter을 105 ℃의 oven에서 24 시간 방치한 후 데시케이터

에서 방냉한 다음 무게를 측정한다. 탈지시료 2.5 g과 증류수 150 

ml을 250 ml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NaClO2 1 g, CH3COOH 0.2 ml 

첨가 후 80℃ 워터 배스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시약 첨가와 

1 시간 반응을 3번 반복한 후 1G3 glass filter로 여과한다. 여과 

과정에서 증류수를 충분히 넣어 분리가 잘 되도록 하고, ace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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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l으로 세정한다. 여과가 끝난 후 glass filter을 105 ℃의 

oven에 넣고 24 시간 동안 건조시킨다. 건조된 glass filter를 데시

케이터에서 방냉한 후 무게를 측정한다. Holocellulose의 양(%)은 

{Holocellulose의 전건 중량 (g) / 탈지시료의 전건 중량 (g)} * 

100으로 계산한다. 

단백질은 Kjeldahl Protein/Nitrogen analyzer(Kjeltec Auto 

1035/1038 Syst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분함량은 데시케이

터에서 보관되어 있던 시료의 무게와 105℃의 oven에서 24 시간 

동안 전건시킨 시료의 무게 차이로 계산한다.  

수분 함량은 상압 건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칭량용기를 오

븐(105℃)에 넣고 1~2 시간 정도 가열한 다음 데시케이터로 옮겨 

30 분 동안 방냉시킨 후 무게를 측정해 항량을 구한다(W0). 시료 

약 1 g(W1)을 정확히 취하여 오븐(105℃)에 넣고 2 시간 동안 건

조시킨다.  건조된 시료와 칭량용기를 데시케이터로 옮겨 30분간 

방냉하고 무게를 측정한다. 다시 1 시간 건조한 다음 데시케이터로 

옮겨 10분간 방냉하고 무게를 측정하는 조작을 반복하여 0.1 mg까

지 측정하여 항량을 구한다(W2). (식 1) 

회분은 건식 회화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칭량용기를 전기로에 

넣고 550℃로 2 시간 가열한 다음, 데시케이터로 옮겨 30분간 방

냉한 후 칭량한다(W0). 시료 약 1 g(S)을 정확히 취하여 전기로에 

넣고, 550℃로 4 시간 회화시킨다. 건조기에서 꺼내 데시케이터로 

옮겨 30분간 방냉한 후 칭량한다. 다시 2 시간 가열한 다음 데시케

이터로 옮겨 30분간 방냉하고 칭량하는 조작을 반복하여 0.1 mg까

지 측정하여 항량을 구한다(W1). (식 2) 

탈지미강은 데시케이터에 넣어 수분함량이 8.7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고 실험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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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 

 

W0 : 칭량병의 항량 

W1 : 칭량병에 시료를 담은 무게 

W2 : 건조 후 칭량병과 시료의 무게 

 

 

 

 

           (식 2) 

 

W0 : 회화용기의 항량 (g) 

W1 : 시료를 용기에 담아 회화시킨 후의 항량 (g) 

S : 시료 채취량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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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방법 

 

2.2.1. 탈지미강 가수분해 

반응기는 SUS316 재질이고, 부피는 22.46 cm3이며 한양정밀에

서 제조하였다(Figure 2.1). 반응기 안에 탈지미강 0.63 g, 2차 증

류수 12.60 g를 넣어준다. 반응기를 오일 배스(Oil Bath) (100, 

160, 180℃) 또는 솔트 배스(Salt Bath) (200, 220, 240, 260, 

280℃) 안에 반응시간과 승온시간(오일 배스: 4 분, 솔트 배스: 2 

분)을 합한 시간만큼 담갔다가 시간이 지난 후 상온의 물에 담가 

식혔다. 반응시간은 0, 1, 2, 5분 이었으며, 30분의 경우에는 100, 

160, 180℃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각각 2번씩 수행했으며, 

분석 또는 추후의 실험 전까지 냉동실(-24 ℃)에 보관했다.  

솔트 배스의 조성은 NaNO3-KNO3-Ca(NO3)2 (46:24:30) 이고, 

솔트 배스의 도면은 Figure 2.2에 나와있다. 

오일 배스에는 실리콘 오일(KF-54, ShinEtsu)이 들어가있다. 오

일 배스는 조선계측기에서 구매하였으며, 모델명 COB-22, 전체 크

기 350×300×150 (W×D×H) mm, 용량 22 L, 스테인리스강 재

질이다(Figure 2.3). 

 

 

2.2.2. 여과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던 가수분해물을 상온에서 해동한 다음, 필

터 페이퍼(CHMLAB Group, F1113)을 이용하여 액상과 고체 잔여

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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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Batch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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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Salt bat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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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Oil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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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미생물 선택과 배양법 

실험에서 사용한 균주는 Saccharomyces cerevisiae KCCM 

12491로, 한국미생물보존센터에서 동결건조된 상태로 배양 받았다. 

종균배양(seed culture)은 다음의 과정으로 시행하였다. 펠렛 형태

로 보관되어 있는 S. cerevisiae가 들어있는 앰플에 생리 식염수 1 

mL을 넣고 섞는다. 그 다음 액체 배지인 YM broth가 들어있는 튜

브, 고체 배지인 YM agar가 들어있는 플레이트에 0.2 mL씩 분주한

다. YM broth 튜브는 진탕 배양기 (WiseCube사 WIS-20)에 넣고 

30℃, 200 rpm으로 배양하고, YM agar 플레이트는 직사광선을 피

하여 30℃에서 배양한다. 배양 과정을 3, 4회 반복함으로써 계대배

양했다. 

계대배양을 통해 활성화 시킨 후 2 mL 튜브에 50% glycerol 용

액과 1:1의 비율로 섞어서 넣고 -24 ℃에서 동결보관했다. 사용할 

때에 동결보관된 튜브를 천천히 해동시켜서 YM broth 3 mL 액체배

지에 500 μL 분주하고 계대배양하여 미생물을 다시 활성화하였다. 

본 배양시 활성화된 미생물이 들어있는 YM broth 플라스크에서 

3 mL씩 멸균된 샘플 각각 50 mL에 분주하였다. 샘플은 YM broth

와 다음의 조건에서 가수분해된 탈지미강 용액을 이용하였다: 

(160℃; 30분), (180℃; 30분), (200℃; 0,1,2분), (220℃; 0,1,2

분), (240℃; 0,1,2분). 

 

 

2.2.3.1. YM(Yeast extract-Malt extract) 배지 

액체 배지 형태인 YM broth에는 peptone 5 g/L, malt extract 3 

g/L, dextrose 10 g/L, yeast extract 3 g/L가 포함되어 있다. 고체 

배지인 YM agar에는 peptone 5 g/L, malt extract 3 g/L, dextrose 

10 g/L, yeast extract 3 g/L, agarose 20 g/L 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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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수용성 성분의 분석과 Saccharomyces cerevisiae의 성장도 

측정 방법 

탈지미강 단위무게당 가수분해되어 물에 녹은 수용성 성분의 양

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비어있는 바이알의 무게를 측정

한다(W0). 건조하기 전의 수용성 성분에서 2 ml을 다른 바이알에 

담은 후 진공오븐에 넣어 액체를 확실히 건조한다. 건조된 양을 무

게로 측정한다(W1). 단위무게당 가수분해 되어 물에 녹은 수용성 

성분의 양은 (식 3)에 나와있는 식으로 계산하였다. 

 Total Organic Carbon(TOC)와 Total Nitrogen(TN)은 

TOC/TN 분석기(Teledyne Tekmar, Apollo 9000)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전당의 양은 Phenol-sulfuric acid method로 분석하였다. 적절한 

배수로 희석된 수용성 성분 용액 1 ml이 들어있는 튜브에 phenol 

8 % 0.025 ml, 황산 95 % 2.5 ml을 넣고 vortex로 잘 섞어준 다음 

30분 동안 기다린다. 그 이후 UV 분광기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수용성 성분이 녹아있는 용액에 용해되어 있는 당은 HPLC로 분

석하였다. HPLC 는 Agilent 1200 Series를 사용하였다. Shodex 

NH2P-50 4E (4.6×250 mm) 컬럼을 사용하였으며 컬럼의 온도

는 25 ℃였다. Refractive Index Detector를 검출기로 이용하였다. 

Flow rate는 1 mL/min, Injection volume은 20 μL, 분석시간은 

각 샘플당 20 분이었다. 

수용성 성분 용액의 pH은 pH meter(HANNA Instruments, HI 

9024)로 분석하였다. 

Saccharomyces cerevisiae의 성장도는 UV 분광기를 이용하여 

660 nm에서의 탁도(optical density)를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전체 실험에서 사용한 UV 분광기는 Thermo Scientific 사의 

Evolution 20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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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 

 

W0 : 빈 바이알의 무게 

W1 : 건조된 수용성 성분과 바이알의 무게 

S : 가수분해 실험 시 넣어준 탈지미강의 무게 

A : 탈지미강의 수분함량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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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3.1. 탈지미강 성분 분석 

본 실험에서 사용한 탈지미강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탈지미강은 

전당 58.30%(holocellulose 15.60%), 단백질 18.66%, 회분 

14.45%, 수분 8.58%을 함유하고 있다 (Table 3.1). 

Holocellulose는 cellulose와 hemicellulose의 합을 나타낸다. 

 

 

3.2. 솔트 배스, 오일 배스의 승온 시간 

가수분해 실험 시, 반응기가 각각 솔트 배스, 오일 배스에 

담가졌을 때 반응기 내부의 물의 온도가 솔트 배스, 오일 배스에 

설정된 온도로 맞춰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물의 온도가 설정 

온도에 다다를수록 온도의 증가율은 감소하므로, 물의 온도가 (설정 

온도-5)℃에 이를 때까지 걸리는 총 시간을 승온시간이라 

정의하였다. 솔트 배스는 200~280℃, 오일 배스는 

100~180℃에서 이용하였다. 솔트 배스의 승온시간은 설정 온도에 

관계없이 2 분, 오일 배스의 승온시간은 설정 온도에 관계없이 4 

분 소요되었다. (Figure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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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Composition of defatted rice b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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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Heating-up time in salt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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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Heating-up time in oil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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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수분해물의 분석 

탈지미강 가수분해물에 함유된 당, 아미노산 등의 성분을 

확인하고, 어떤 성분이 S. cerevisiae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확인해보고자 수용성 성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미강을 가수분해하여 TOC, TN, 전당 등의 분석을 시도했던 O. 

Pourali et al.[32]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수용성 성분의 양은 본 

실험의 결과와 비슷했으나 TOC, TN의 양은 최대 약 2배 가량 

많았다. 본 실험에서는 탈지미강과 물의 비율이 1:20이고 O. 

Pourali et al.의 실험에서는 1:6이었다. 따라서 1:20의 비율로 

실험을 수행하였을 때 1:6으로 수행하였을 때보다 물에 잘 섞여서 

가수분해가 더 수월하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설정 온도, 반응 시간이 증가할수록 pH가 낮아지는 

결과를 얻은 반면에, O. Pourali et al.[32]의 실험에서는 온도가 

240℃가 넘어가면서 pH 또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3.3.1. 수용성 성분의 양 

가수분해 반응 이후에 가수분해물을 수용성 성분 용액과 

잔여물로 여과를 통해 분리하게 된다. 수용성 성분 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처음에 넣어준 물과 탈지미강이 가수분해 되어 녹게 된 

성분이 있다. 가수분해가 되지 못한 탈지미강은 잔여물의 형태로 

분리된다. 용액을 건조한 후에 남은 고체는 수용성 성분으로서 

탈지미강이 가수분해 되어 녹은 성분이다. 그러므로 건조한 후의 

수용성 성분의 양은 탈지미강이 어느 정도 가수분해 되었는지 

말해주는 것이며, 수용성 성분의 양이 많을수록 탈지미강이 

아임계수에 의해 가수분해된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Figure 3.3-1에서 볼 수 있듯이, 실험 조건이 100, 160℃, 0~5 

분에서는 반응 시간이 증가해도 수용성 성분의 양은 거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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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수용성 성분의 양도 다른 조건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이 온도 범위에서의 이온곱(ionic product)이 다른 온도 범위에 

비해서 낮아서 가수분해 반응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100, 160, 180℃에서 반응 시간을 30분으로 늘려보았다. 

실험 결과는 Figure 3.3-3에 나와있다. 

160℃에서 30분 반응했을 경우 5분간 반응시켰을 때보다 수용성 

성분의 양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반응시간 대비 큰 증가는 아니었다. 

180℃ 에서 30분 반응했을 경우 160℃ 30분 반응했을 때에 비해 

수용성 성분의 양이 훨씬 많다. 그렇지만 220, 240℃의 온도에서 

반응했을 경우에는 30분보다 훨씬 적은 시간 동안 반응시켜 더 

많은 수용성 성분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220, 240℃의 

온도에서 반응시켰을 경우가 보다 낮은 온도에서 반응시켰을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탈지미강을 가수분해시킨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220~280℃의 범위에서 수용성 성분의 양은 대체로 다른 실험 

조건에서보다 높게 나타난다. 100~240℃에서는 수용성 성분의 

양이 증가하지만, 240℃ 이상의 온도에서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물의 이온곱은 온도, 압력이 증가하면서 점점 커지게 

되는데, 250℃ 부근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그 이후의 

온도에서는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이온곱이 높을수록 물 속에 

존재하는 이온의 양이 많아지고, 이온의 양이 많아지면 샘플을 

가수분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위의 

실험 결과는 물의 이온곱의 변화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체 

실험 조건에서 수용성 성분의 양이 가장 많았을 때는 763.8 mg/g 

dry matter 이며, 이 때 실험 조건은 240℃, 1분 이다. 

Figure 3.3-2을 보면, 같은 온도에서 반응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수분해되는 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런 

가수분해 실험에서 반응은 비가역적이므로 반응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수분해는 더 많이 일어나야 한다. 예를 들어, 240℃에서 1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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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시켰을 때 가수분해되는 양이 가장 많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반응시간이 길어지면서 반응물이 열분해 되어 가스 형태로 

변하기도 한다[32]. 분해가 더 진행되어 물에 녹아있던 수용성 

성분의 일부가 공중으로 날아가게 된다. 그래서 반응 시간이 

길어졌을 때 수용성 성분의 양이 다소 감소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응이 진행되면서 분자들이 분해될 뿐만 아니라 고분자 

중합 반응으로 인해 물에 녹지 않는 부분이 증가하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아임계수 중에서는 가수분해 이외의 반응도 

진행된다. 디펩티드를 아임계수 중에서 처리하면 2분자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고리형 물질이 생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240℃에서 반응이 일어났을 때 탈지미강이 가장 많이 분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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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1 Yield of water sol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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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2 Yield of water sol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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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3 Yield of water sol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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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TOC(Total Organic Carbon), TN(Total Nitrogen) 

수용성 성분 용액에 함유되어 있는 TOC(Total Organic Carbon), 

TN(Total Nitrogen)은 TOC/TN analyzer을 이용하여 동시에 

측정되었다. 탈지미강은 상당량의 당과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탈지미강이 가수분해 되면서 단당류, 올리고당, 아미노산 

등으로 변하여 물에 녹을 것이다. TOC, TN은 이러한 물에 

녹아있는 탄소와 질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TOC/TN 

analyzer는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을 태워서 나온 CO2, NO3, 

NO2가스의 양으로 샘플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 탄소와 질소의 양을 

측정한다. TOC는 샘플에 포함된 탄수화물, 유기산 등에 포함된 

유기 탄소의 양을 측정하고, TN은 단백질, 펩티드, 아미노산, 

암모니아 등에 포함된 질소의 양을 측정한다.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이 TOC/TN analyzer 에서 완전히 

연소되지 못하면 실제 포함하고 있는 TOC, TN의 양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Figure 3.6에 나타난 전당의 양과 Figure 

3.4에 나타난 TOC의 양을 비교해보았을 때, 전체적인 실험 

조건에서 TOC의 양이 전당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유기 

탄소량이 전당량보다 커야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기계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3.4, 3.5을 통해, TOC와 TN 의 경향성이 전반적인 실험 

조건에서 서로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OC, TN의 

그래프 경향성이 수용성 성분과 거의 흡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TOC, TN 또한 수용성 성분과 비슷하게 물의 

이온값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온곱이 비교적 높은 220, 240℃일 때, 반응시간이 2 

분을 넘어가면서 TOC, TN 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반응시간이 길어질수록 반응물이 점점 더 작은 물질로 

분해되어, 유기물은 CO2 등의 가스로 전환되고, 질소를 함유하는 

물질들(N-containing organic compounds)은 NH3와 같은 기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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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여 공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이다[32]. 그러므로 높은 온도, 긴 

반응 시간의 조건에서 TOC, TN의 양은 실제로 가수분해된 양보다 

적게 나타났다. 220℃, 2 분 반응시켰을 때 TOC가 274.5 mg/g 

dry matter, TN이 176.2 mg/g dry matter로 전체 실험 조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160, 180℃에서 30 분 동안 가수분해했을 때의 TOC, TN의 

양은 Figure 3.4-3, 3.5-3에서 볼 수 있듯이, 수용성 성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실험 조건에서보다 많았다. 특히 180℃, 

30 분 의 결과는 전체적인 실험 조건에서 얻을 수 있었던 TOC, 

TN의 최대값과 거의 근접한 값이다. 160, 180℃, 30 분 에서의 

TOC, TN의 결과를 통해, 낮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반응을 

시켰을 때, 상당량의 당과 아미노산이 분해되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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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1 TOC yield of water sol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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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2 TOC yield of water soluble 

 



 

 48 

 

 

 

 

 

 

 

 

Figure 3.4-3 TOC yield of water sol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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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1 TN yield of water sol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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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2 TN yield of water sol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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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3 TN yield of water sol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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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전당 (Total Carbohydrate) 

수용성 성분 용액에 함유된 전당의 양은 phenol-sulfuric acid 

method로 측정하였다. 탈지미강에 함유되어 있던 hemicellulose, 

cellulose 등의 다당류들이 가수분해 되면서 물에 녹아 나오는 

다당류, 이당류 등의 올리고당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측정한 

결과는 Figure 3.6에 나와있다. 각각의 실험 조건에서 전당의 

수치는 TOC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론적으로 

TOC의 개념이 전당과 유기산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TOC가 

전당보다 많아야 한다. 그렇지만 측정하는 방법의 차이로 인해 

TOC는 실제 함유량보다 적게 나타나고, 전당은 실제 함유량보다 

많게 나타난다. 탈지미강의 탄수화물 함유량이 60%가 넘지 않는 

것에 비해, 240℃ 1 분간 탈지미강을 가수분해한 용액에서는 이를 

훨씬 웃도는 수치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당 측정 결과는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대강의 경향성을 보여주게 된다. 

100~240℃ 의 범위에서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물의 이온곱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탈지미강의 가수분해가 더 활발히 

일어난다. 그러므로 전당량의 경향성 또한 수용성 성분과 TOC, 

TN의 경향성과 비슷하게 보여진다. 160, 180℃의 낮은 온도에서 

0~5 분간 탈지미강을 반응시켰을 때, 수용성 성분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가수분해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30 분간 

반응시켜보았다. Figure 3.6-3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량의 

탈지미강이 가수분해 되어 monomer, dimer 등의 작은 단위의 

당이 많이 생성되어 물에 용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0℃일 때보다 240℃에서 반응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전당량의 

감소폭이 크다. 이는 240℃에서 물의 이온곱이 더 크기 때문에 

반응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이 과잉가수분해 되어 유기산 등으로 더 

쉽게 변하고, 용매의 pH가 낮아질수록 더욱 더 가수분해가 

촉진되기 때문이다[33].  

가수분해 실험을 260, 280℃에서 수행했을 때, 반응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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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전당의 양이 같은 실험 조건에서의 TOC의 양보다 현저히 

낮다. 이는 탈지미강의 일부가 당에서 더 분해되어 유기산으로 

변하여, TOC에는 포함되지만 전당량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탈지미강을 260, 280℃의 고온에서 물과 반응시켰을 경우 

발생하는 유기산의 양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80℃의 온도에서 반응시간을 늘릴 수록 가수분해반응뿐만 아니라 

열분해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 280℃의 온도에서 반응시킨 

반응기를 열 때에, 발생하는 기포의 양이 증가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실험 조건 중에서 240℃, 1 분간 반응시켰을 때 651.6 

mg/g dry matter로, 가수분해 되어 물에 용해된 전당의 양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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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1 Total carbohydrate of water sol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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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2 Total carbohydrate of water sol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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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3 Total carbohydrate of water sol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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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pH 

앞의 수용성 성분의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었듯이, 220, 

240℃에서는 반응시간이 길어질수록 전당의 양이 수용성 성분의 

양보다 현저히 줄어들었고, 260, 280℃에서도 수용성 성분의 

양보다 전당의 양이 한참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반응이 더 진행될수록 당이 더 분해되어 유기산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유기산의 양이 증가할수록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pH를 측정함으로써 유기산의 생성 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했다. 

반응 온도가 200℃일 때, 반응 시간이 증가해도 pH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20~260℃의 조건에서는 반응시간이 

증가하면서 pH가 급격하기 감소하였다. TOC, TN, 전당의 양이 

가장 많이 나왔던 조건인 220, 240 ℃ 1, 2 분에서 반응하여 나온 

수용성 성분 용액의 pH는 5.1~6.1 이다. 더 높은 반응온도와 더 

긴 반응 시간 동안 반응이 진행되면 수용성 성분 용액의 pH는 5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Table 3.2에서 볼 수 있듯이 280℃에서의 

pH는 반응시간 0 분이었을 때를 포함하여 모두 5 이하였다. 

280℃에서의 이온곱은 240, 260℃의 이온곱보다 낮다. 그리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온도범위에 비해 열분해가 더 잘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280℃에서 탈지미강이 물과 반응하게 

되면 순식간에 당이 분해가 되어 유기산으로 변화하였거나, 아니면 

과잉 분해되어 CO2, NH3 등의 기체로 변환이 되었을 것이다. 

280℃ 2, 5분의 결과는 260℃에서보다 더 낮아지지 않았는데, 이는 

유기산이 더 분해되어 아예 다른 물질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32]. 더 작은 물질로 변하여 기체상태로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pH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것이다. O. 

Pourali et al.의 실험에서는 240℃이상의 온도에서 오히려 pH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160, 180℃ 30 분간 탈지미강을 반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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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수용성 성분 용액의 pH가 TOC, TN, 전당의 양이 비슷했던 

실험조건에서의 pH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낮은 온도에서의 

이온곱이 훨씬 적기 때문에 당이 유기산으로 변화하기보다는 

단당류, 이당류 등의 당의 형태로 분해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반응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용성 성분 용액의 pH을 통해 유기산의 생성 정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 cerevisiae의 배양용 배지로 이용하기에 

적절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생물의 성장은 영양분, 온도, 

pH 등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성장배지로 이용될 

수용성 성분 용액에 어떤 영양분이 들어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용액의 pH를 적절하게 맞춰야 한다. 일반적으로 효모가 성장하기에 

적절한 pH는 5~6 정도의 약산성이다. Table 3.2에서 볼 수 있듯이, 

TOC, TN, 전당의 양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의 실험 조건에서 

pH는 적정 pH의 범위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중화 단계를 따로 

추가하기 않더라도 수용성 성분 용액 상태 그대로 효모의 

성장배지로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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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pH of water sol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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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수용성 성분의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 분석 

Figure 3.7~3.11은 탈지미강에 함유되어 있던 당이 

200~280℃의 아임계수 조건에서 가수분해 되어 물에 용해된 

단당류, 이당류를 HPLC로 분석한 결과이고, 전체 실험 조건에서의 

결과는 Table 3.3에 나타나 있다. Glucose, fructose는 단당류이고, 

maltose, sucrose는 이당류이다. 수용성 성분 용액에는 xylose와 

같이 매우 소량이어서 정량이 되지 않거나,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당 시료로는 성분 확인이 되지 않는 당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분석장비와 방법으로는 정성, 정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정성, 

정량이 가능한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를 확인해 보았다. 

단당류, 이당류 등의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를 분석한 결과는 

앞에서 분석했던 TOC, TN, 전당의 결과에서 비슷하게 보여왔던 

경향성과 조금 다르다. Figure 3.7~3.11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대체로 TOC, 전당의 양이 많았던 실험 조건에서 단당류, 이당류 

등이 수용성 성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수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실험 조건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OC, 전당의 

양이 가장 많았던 조건인 220, 240℃ 1, 2분에서는 적은 양의 

단당류나 sucrose가 검출되었다. 오히려 전당량과 TOC의 양이 

다소 낮게 나왔던 200℃, 1, 2 분의 조건에서 상당량의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들이 분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당류인 maltose와 sucrose는 200℃ 0, 1, 2분, 220, 240℃ 0 

분의 실험 조건에서, 단당류인 glucose와 fructose는 240℃ 0분의 

실험 조건에서 상당량 분석되었다. 이당류가 가수분해되어 더 작은 

입자인 단당류로 변하기 때문에, 단당류가 많이 검출된 실험 

조건에서는 이당류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Figure 3.7에서도 

나타나듯이, 전반적으로 200℃의 실험 조건에서 sucrose의 양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만 200℃보다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sucrose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반응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수분해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게 되므로 sucrose, maltose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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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당류의 양은 더욱 더 줄어들게 된다. 

3.3.1~3.3.4에서 다뤘던 것처럼, 다른 실험조건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온도인 160, 180℃에서 TOC, TN, 전당의 양이 상당히 

많다는 결론을 얻었었다. 단당류, 이당류의 양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 분석 결과, sucrose, 

maltose의 양은 상당히 적었고, fructose, glucose의 양 또한 다른 

실험 조건들에 비해 많지 않았다. 특히 다른 분석 결과와는 

정반대로, 160℃보다 180℃에서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의 양이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180℃ 30 

분의 실험 조건에서는 가수분해, 열분해 등의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났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가 

과도하게 분해되어 유기산으로 변하게 되면 수용성 성분 용액의 

pH가 많이 낮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Table 3.2의 결과에서 

보았을 때 다른 실험 조건에 비해 pH가 많이 낮아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반응기를 열 때에 기포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반응이 과잉 진행되어서 기체의 형태로 

변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실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60, 180℃에서 반응 시간을 다양하게 하여 추가실험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온도가 비교적 높은 260, 280℃에서는 반응시간이 길어질수록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의 양이 매우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80℃에서는 이당류뿐만 아니라 단당류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물의 이온곱은 240℃에서보다 280℃에서 더 

낮아 가수분해 반응은 덜 일어나는 것에 비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열분해 반응이 촉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pH의 결과와 

연관시켜 보았을 때, 280℃의 고온에서는 열분해 반응이 매우 빨리 

진행되어 상당량의 당이 유기산으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80℃에서 가수분해반응을 시킨 후 반응기를 열 때에 상당량의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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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분해되어 CO2와 같이 기체로 변환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S. Kumar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cellulose를 300℃ 이상에서 

가수분해하여 glucose를 생산할 때 실험조건이 초 단위이고, 1분을 

넘어가면 유기산이 더 많이 생산된다[33]. 본 실험에서도 280℃ 

0분간 가수분해 반응을 하게 되었을 때 단당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반응 시간 0분은 승온 시간(솔트 배스의 경우 2분)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으로, 실제로는 반응기가 2분간 솔트 배스에 

담가지게 된다. 솔트 배스에 반응기가 들어가게 되면 점점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설정 온도에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는 느려진다. 따라서, 반응 시간 0분에서 가수분해 반응이 이미 

많이 일어나버린 이유는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미 반응이 

상당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목표한 온도인 280℃까지 올라가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2분 이지만, 1분이 되었을 때 이미 반응기 

내부의 온도는 237℃가 된다(Figure 3.1). 즉, 남은 1분 동안은 

237~280℃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온도 범위에서는 가수분해가 

상당히 잘 일어난다. 그러므로 승온시간이 길어질수록 정확한 설정 

온도에서 실험하기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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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Sucrose content in water sol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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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Maltose content in water sol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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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Glucose content in water sol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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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Fructose content in water sol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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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Some carbohydrate content in water soluble 

(160,180℃ 3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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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The amount of total major carbohydrate component in 

water sol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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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accharomyces cerevisiae의 성장 속도 

효모의 한 종류인 Saccharomyces cerevisiae를 일반적인 성장 

배지 YM 배지와 탈지미강을 가수분해 하여 나온 수용성 성분 

용액에서 각각 배양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S. cerevisiae의 

성장도를 관찰하기 위해 O.D.(Optical Density)를 측정하였다. UV 

분광기에서 측정되는 값은 0.1~0.9 사이의 값만 신뢰할 수 

있으므로 0.9를 넘어가는 수치에 대해서는 희석을 하여 나중에 

측정된 수치에 희석배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미생물을 

분주한 직후에 측정한 0 시간에서의 결과는 일괄적으로 0.000으로 

조정하여 전체적인 O.D.값을 계산하였다. 

S. cerevisiae의 O.D.값을 측정한 결과는 Figure 3.12에 

나와있다. 실험 결과, 다양한 실험 조건에서 탈지미강을 가수분해 

하여 얻은 수용성 성분 용액에서보다 YM 배지에서 S. cerevisiae가 

더 많이 자랐다. YM 배지는 S. cerevisiae의 성장에 필요한 당 

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무기질,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S. cerevisiae가 성장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다. 수용성 성분 

용액에도 YM 배지와 비슷한 정도의 당이 함유되어 있다(240℃ 

1분의 경우 수용성 성분 용액에 23.98g/L의 당이 함유되어 있고, 

YM 배지는 20g/L의 glucose가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YM 

배지는 S. cerevisiae가 선호하는 glucose 만으로 당이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수용성 성분의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당이 함유되어 

있다. 미생물은 선호하는 당을 가장 빠르게 섭취하여 소화시키고, 

여러 가지 당이 섞여있을 때에는 선호하는 당을 먼저 섭취한 

이후에 다른 종류의 당을 섭취한다. 즉, 같은 양의 당이 있다고 

했을 때 glucose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YM 배지가 S. cerevisiae의 

성장에 더 유리하다. 미강에는 다양한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비타민 E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으나[37], 

탈지되었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 이미 제거된 상태이다. 



 

 70 

또한 수용성 비타민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열에 민감하거나 쉽게 

산화되는 종류가 많아 가수분해 과정에서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용성 성분에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실험에서는 YM 배지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양배지이고, S. cerevisiae의 성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YM 배지를 기준으로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탈지미강을 가수분해 하여 얻은 수용성 성분을 성장 배지로 

활용하여 S. cerevisiae의 성장 정도를 O.D.값으로 확인하였다. 

모든 설정 온도와 시간 범위의 샘플들을 이용하지 않고 glucose의 

함량이 비교적 높았던 200℃ 2, 5분, 220℃ 1분, 240℃ 0, 1분의 

수용성 성분과 160, 180℃ 30분의 수용성 성분만을 이용하여 

배양하였다. 그 결과는 Figure 3.12에 나타나있다. 

전체 실험 온도 범위에서 비교적 낮은 160, 180℃에서 30분간 

반응한 수용성 성분으로 배양한 S. cerevisiae의 시간에 따른 O.D.

값은 Figure 3.12 에서 볼 수 있듯이 YM 배지에 비해 느리게 증가

한다. 이는 전당, TOC, TN의 양이 많이 함유되었다는 것과 매우 상

이한 결과이다. 특히 180℃ 30분의 수용성 성분에서 160℃ 30분

의 수용성 성분에서보다 더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S. 

cerevisiae이 잘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었다. 그러나 180℃에서는 

육안으로 보았을 때 탁도가 크게 높아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고, 

O.D.값이 다른 모든 실험 조건들에 비해 가장 낮았다. 따라서 이 온

도 범위에서 S. cerevisiae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의 양이다. Figure 3.11 에서 볼 수 있듯이, 180℃ 

30분의 수용성 성분의 경우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가 거의 검출되지 

않아 calibration이 불가능하였다. 그에 비해 160℃ 30분에서는 소

량의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가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 cerevisiae의 배양 실험을 진행한 샘플들 중 200℃ 2분의 수

용성 성분에서 미생물이 가장 많이 성장하였다(YM배지와 O.D.값 

비교시 68.8%). 200℃에서 전당의 양이나 TOC의 양은 220℃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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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에 비해서 적지만,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이나 특히 

sucrose나 glucose의 양이 다른 온도 범위에 비해 많았다. 즉, 전

체 당의 양보다는 단당류, 이당류의 함량이 S. cerevisiae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수용성 성분 용액에 함유된 성분들을 분석하면서, 220℃, 

240℃에서 짧은 반응시간 동안 가수분해 반응시킨 수용성 성분 용

액에 풍부한 당과 질소를 함유하고 있고 pH 또한 효모의 배양에 적

절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 배지를 대체할만한 배양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 예측했었다. 그렇지만 200℃의 샘플에서보다 O.D.값이 작은 

것으로 보아 TN은 미생물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TOC은 S. cerevisiae의 성장과 정확히 비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의 양이 적게 함유되어 있

었던 160, 180℃ 30분에서보다 O.D.값이 더 큰 것으로 보아 S. 

cerevisiae의 성장은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의 양과 상관관계가 있

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glucose, fructose, maltose, sucrose 중 어느 한 가지

의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로 인하여 S. cerevisiae의 성장이 더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S. cerevisiae의 성장에 가장 직

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glucose은 다음의 순서대로 함량이 높다

(200℃ 5분, 240℃ 0분, 220℃ 2분, 160℃ 30분, 240℃ 1분, 

220℃ 1분, 180℃ 30분). Figure 3.12과 비교해보았을 때 대체적

으로 glucose가 S. cerevisiae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완전한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Glucose뿐만 아니

라 다른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 또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3.12를 분석해 보았을 때, 반응 온도가 200℃에서 240℃

로 상승하면서 S. cerevisiae의 O.D.값이 감소하였다. 또한 전당이

나 TOC의 양보다는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의 양이 O.D.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S. cerevisiae의 성

장은 어떤 한 가지의 요소가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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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이 S. cerevisiae의 성장과 어떤 관계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48시간 배양한 후의 OD값과 서로 비교해

보았다(Figure 3.13). 각 실험 조건에서 얻은 수용성 성분의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은 Table 3.3에 나타나있다. Figure 3.13에서 

볼 수 있듯이, 48시간 배양한 후의 OD값은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에 대체로 비례한다. 이는 S. cerevisiae이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

의 합에 비례하여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소가 S. cerevisiae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은 쉽지 않다. 실험 조건에 따른 S. cerevisiae의 O.D.값의 변화가 

질소 보다는 주된 영양소인 당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TN의 경향성이 TOC의 경향성과 거의 일치하므로 

실험조건 별 O.D.값의 변화가 TN에 의한 영향인지 TOC에 의한 영

향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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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Optical density of S. cerevisiae using hydrolyzed 

defatted rice bran as a culture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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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Optical density of S. cerevisiae in function of the 

amount of total major carbohydrate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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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회분식 반응기를 이용하여 탈지미강을 아임계수로 

가수분해하였고, 가수분해된 탈지미강을 미생물 성장 배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효모의 한 종류인 Saccharomyces cerevisiae 의 

성장을 관찰하였다. 가수분해물의 성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수용성 성분 용액을 효모의 성장 배지로 이용하여 

성장을 관찰하여 기존의 사용해오던 YM 배지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수분해물을 분석한 결과, 240℃에서 반응시켰을 때 수용성 

성분의 양이 가장 많았고, 이는 가수분해 반응이 가장 활발히 

일어났다는 의미이다. TOC, TN 의 양이 가장 많았을 때의 실험 

조건은 220℃ 2 분이었고, 전당의 양이 가장 많았을 때의 실험 

조건은 240℃ 1 분이었다. TOC, TN, 전당의 양은 물의 

이온곱(ionic product)의 변화에 따라 증감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향성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고온에서는 반응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이 더 분해되어 유기산 등으로 변하면서 수용성 

성분의 pH 가 감소했다. HPLC 를 이용하여 수용성 성분에 함유된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를 정량하였다. 각 성분의 합이 가장 많았을 

때의 실험 조건은 200℃ 2분이었다. 

Saccharomyces cerevisiae 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YM 배지와 

수용성 성분 용액에 각각 배양해본 결과, 분해 온도 200℃, 반응 

시간 2 분인 수용성 성분 용액에서 YM 배지에서의 O.D.값의 

68.8%을 얻었다. 주요 단당류와 이당류의 양이 전당, TOC, 

TN 보다 S. cerevisiae 의 성장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S. 

cerevisiae 의 배양 실험을 진행한 수용성 성분의 경우 pH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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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모가 선호하는 5~6 의 범위에 근접하기 때문에 S. cerevisiae 의 

성장에 pH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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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drolysis of defatted rice bran by 

subcritical water for incubating 

Saccharomyces cerevisiae 

Seon-Oke Lee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ice bran is a byproduct of processing brown rice. Because of 

abundant oil in rice bran, extracting oil from rice bran is widely 

performed commercially. As defatted rice bran still contains 

lots of nutrients, it was hydrolyzed for incubating 

microorganism in this study. Rice bran is hydrolyzed in batch 

reactor by subcritical water. Subcritical water is at high 

temperature over 100℃, and high pressure over 1 atm, but the 

temperature and the pressure are lower than critical point. 

Subcritical water has higher ionic product, and lower dielectric 

constant than ambient water, so it can act as good solvent and 

acid catalyst for hydrolysis. Subcritical water treatments of 

defatted rice bran were performed at various temperatures, and 

various time. And after hydrolysis, hydrolysates were used as 

culture medium for incubating Saccharomyces cerevisiae, and 

the growth rate were measured by optical density. The amount 

of water soluble, TOC, TN, total carbohydrate, carbohyd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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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in hydrolysates, pH of water soluble liquid were 

analyzed by some equipments and analysis meth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xperimental condition 

of subcritical water hydrolysis to culture Saccharomyces 

cerevisiae the most. The optimum experimental condition for 

incubating was at 200℃ for 2 minutes. The growth rate of the 

hydrolysate was 68.8% in comparison to that of YM medium, 

which is generally used for incubating microorganisms.  

 

Keywords : rice bran, subcritical water, biomass, Saccharomyces 

cerevisiae, culture media, batch reactor 

Student Number : 2009-2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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