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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바이오매스 열수 전처리 과정에서 

자일란의 가수분해 반응속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화학생물공학부 

윤준호 

 

리그노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전처리 방법들이 연구되어왔다. 유망한 전처리 방법인 열수 전처리 과정 

중에는 헤미셀룰로오스가 주로 가수분해된다. 많은 수종의 

헤미셀룰로오스가 주로 자일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바이오매스의 열수 

전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수분해반응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반응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서 자일란의 가수분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열수 

전처리 과정 동안 자일란 내 에테르 결합의 가수분해가 일어나는데, 

에테르 결합의 절단 정도는 상대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일란과 자일란의 가수분해 

생성물인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의 수율로부터 에테르 결합의 가수분해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식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180~220 ℃의 

반응온도에서 1~240 min 동안 백합나무의 열수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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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도한 식을 백합나무의 열수 전처리 결과에 적용하여 

반응속도상수를 계산하였다. 계산한 반응속도상수를 아레니우스 식에 

적용하여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인자를 계산하였다. 반응속도 연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유도한 식을 다양한 바이오매스의 

열수 전처리 결과에 적용하였다. 다양한 바이오매스에 대해 얻어진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인자를 바탕으로 실험결과를 이론적으로 계산하여 

실제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결과들이 서로 잘 일치하였고, 이를 

통해서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에테르 결합 가수분해에 대한 

겉보기 활성화에너지와 겉보기 빈도인자의 로그값 사이의 직선성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겉보기 반응속도상수에 대한 식을 유도하였다. 

에테르 결합 절단에 관한 식을 이용하여 열수 전처리 과정에서 

자일로스의 수율에 대한 반응속도식을 유도하였다. 유도한 식을 

바탕으로 자일로스 분해반응의 속도상수를 얻었고, 이를 이용하여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인자를 계산하였다. 얻어진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인자를 바탕으로 실험결과를 이론적으로 계산하여 실제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고, 이론 값과 실제 값이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겉보기 

반응속도상수와 반응시간의 곱 형태의 무차원수를 도입하여 반응조건을 

비교하고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보았다.  

 

주요어 : 열수 전처리, 목질계 바이오매스, 반응속도론, 자일란, 에테르 

결합 절단, 자일로스 분해 

학   번 : 2011-21053 

 

 

 



 

 iii 

목   차 

 

1. 서    론 ............................................................................... 1 

1.1. 연구의 배경 .................................................................... 1 

1.2. 바이오매스 ...................................................................... 4 

1.3. 열수 전처리 .................................................................... 7 

1.4. 자일란 가수분해속도 연구의 필요성 ............................. 10 

1.5. 연구의 내용 .................................................................. 13 

1.6. 선행 연구 검토 ............................................................. 14 

 

2. 연구 방법............................................................................ 22 

2.1. 원료 .............................................................................. 22 

2.2. 열수 전처리 .................................................................. 22 

2.3. 성분 분석 ..................................................................... 27 

2.4. 반응속도식 .................................................................... 29 

 

3. 결과 및 고찰 ....................................................................... 39 

3.1. 열수 전처리 .................................................................. 39 

3.2. 에테르 결합 가수분해속도 ............................................ 42 

3.3. 자일로스 분해 속도 ...................................................... 63 

3.4. kappt .............................................................................. 72 



 

 iv 

 

4. 결론 .................................................................................... 77 

 

5. 향후 연구 과제 ................................................................... 79 

 

참고문헌 .................................................................................. 82 

 

Abstract ................................................................................. 91 

 

 

표 목차 

 

[표 3-1] 다양한 바이오매스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한 

 에테르 결합 가수분해의 반응속도상수 .................................... 51 

[표 3-2] 다양한 바이오매스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한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인자 ...................................................... 53 

[표 3-3]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수율의 합에 대한 

 parity plot의 결정계수 ........................................................... 55 

[표 3-4] 여러 실험 결과에 대해 계산된 α값 ........................ 62 

[표 3-5] 다양한 바이오매스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한 

 자일로스 분해의 반응속도상수 ............................................... 68 



 

 v 

[표 3-6] 다양한 바이오매스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한 

 자일로스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인자 .................... 70 

[표 3-7] 자일로스 수율에 대한 parity plot의 결정계수 ......... 71 

 

 

 

그림 목차 

 

[그림 1-1] 대체 자원의 활용 범위 ........................................... 3 

[그림 1-2] 리그노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 전처리의 필요성 ... 9 

[그림 1-3] 열수 내에서 자일란의 가수분해 반응 모델 1 ....... 15 

[그림 1-4] 열수 내에서 자일란의 가수분해 반응 모델 2 ....... 17 

[그림 1-5] 열수 내에서 자일란의 가수분해 반응 모델 3 ....... 19 

 

[그림 2-1] 23-mL 회분식 반응기 ......................................... 24 

[그림 2-2] 용융 염조 ............................................................ 25 

[그림 2-3] 백합나무의 열수 전처리 과정 ............................... 26 

 

[그림 3-1] 열수 전처리 후의 자일란,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자일로스의 수율 (% of potential xylose) .............................. 41 

[그림 3-2] 평균 중합도 200인 9개의 분자 내 결합 절단. 

 무작위로 절단을 수행한 10000번의 시행의 평균과 식 (13)을 



 

 vi 

 이용해 계산한 기대값의 비교 ................................................. 44 

[그림 3-3] P0를 200으로 가정했을 때 실제 P0 값과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계산 값의 오차율 .................................................... 49 

[그림 3-4] 백합나무의 열수 전처리 결과에 식 (21)의 적용 .. 50 

[그림 3-5] 에테르 결합 절단 반응에 대한 아레니우스 도표 ... 52 

[그림 3-6] Parity plot. 본 연구와 표 3-1의 1번~9번에 대한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수율의 합 .......................... 54 

[그림 3-7] 원 논문의 활성화 에너지와 본 연구를 적용하여 

 계산한 활성화 에너지의 비교 ................................................. 60 

[그림 3-8] Ea,app와 ln Aapp 사이의 직선성 .............................. 61 

[그림 3-9] 자일로스 분해 반응에 대한 아레니우스 도표 ........ 66 

[그림 3-10] 백합나무 열수 전처리 내에서 자일로스의 수율에 

 대한 실제 실험 결과와 모델을 통해 계산한 결과 비교. .......... 67 

[그림 3-11] Parity plot. 본 연구와 표 3-5의 1번~9번에 대한 

 자일로스 수율 ........................................................................ 69 

[그림 3-12] 백합나무 열수 전처리 결과의 kappt를 이용한 비교 

 ............................................................................................... 75 

[그림 3-13] 다양한 바이오매스의 전처리 결과들의 

 kappt를 이용한 비교 ............................................................... 76 



 

 

 

 1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인류는 석탄, 석유, 천연 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왔다. 특히 석유를 가정과 산업 등에 필요한 에너지 및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여 인류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석유는 재생주기가 매우 길어서 사실상 재생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한정된 매장량만큼의 자원만을 활용할 수 있다. 매장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인류는 점점 더 많은 양의 석유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석유 

자원의 고갈을 우려하게 되었다. 또한 석유의 사용으로 대기오염이나 

지구온난화 같은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발생하였다. 인류가 직면한 

석유의 고갈에 대한 우려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석유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자원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대체 자원이 

연구되어 왔다.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생산을 대체하기 위해 풍력, 수력, 

태양광 등의 자원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또한 대체 에너지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에너지로 휘발유 같은 운송 가능한 연료의 사용을 

대체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석유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다양한 

형태의 재생 에너지들을 이용해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 생산은 이들 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없다. 바이오매스는 에너지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을 대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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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1, 2]. 

결과적으로 그림 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와 

화학제품생산의 대체를 위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자원 연구에서 

바이오매스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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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대체 자원의 활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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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는 동물이나 식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자원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주로 식물자원을 의미한다[3].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1700억 미터톤의 바이오매스가 생산되고[4, 5], 

이는 전세계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5배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다[6]. 

국내로만 범위를 한정 지어도 연간 약 1억 미터톤의 바이오매스가 

생산된다[6].  

바이오매스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바이오매스 내에서 태양광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어 탄수화물 같은 유기 화합물들이 생성된다. 

바이오매스 내의 유기 화합물들은 석유와 마찬가지로 탄소 기반 

화합물이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활용하여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바이오매스의 

경우 자원의 재생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처럼 생산량이 풍부하여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적고,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바이오매스의 장점들로 인해서 

바이오매스를 대체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바이오 연료 연구 분야의 기준에 따라 바이오매스를 크게 3개의 

세대로 나눌 수 있다[7, 8]. 옥수수나 사탕수수 같은 식량 자원으로 

대표되는 1세대 바이오매스, 목재나 폐자원 등의 리그노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로 대표되는 2세대 바이오매스, 미세조류나 거대조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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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바이오매스로 나눌 수 있다.  

1세대 바이오매스의 경우 식량 자원을 이용하여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거나, 식물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바이오 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런 생산을 위한 공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9]. 하지만 식량 

자원을 원료로 사용하고, 넓은 경작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량 안보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9]. 이런 1세대 바이오매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 식용 자원인 

2세대나 3세대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 연료의 생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제안되고 수행되어왔다.  

2세대 바이오매스는 초목, 농업 부산물 등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리그노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라고도 불린다. 2세대 바이오매스의 낮은 

가격과 풍부함, 지속 가능성 등의 장점 때문에 2세대 바이오매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이 이루어져 왔다[10, 11]. 2세대 바이오매스는 주로 

탄수화물인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 그리고 방향족 고분자인 

리그닌으로 구성되는데 이 고분자들이 서로 결합되어서 복잡한 구조를 

이룬다[12, 13].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 같은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나 자일로스 같은 여러 발효성 당류들로 이루어진 고분자이다. 

이 발효성 당류들은 바이오 에탄올과 같은 여러 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탄수화물 중 하나인 셀룰로오스는 포도당의 중합체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천연고분자 중 가장 풍부한 고분자이기 때문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12, 14]. 셀룰로오스의 단량체인 포도당은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유용한 화학물질이나 식품으로의 

전환시키기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고분자들에 비해 활발히 연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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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15]. 헤미셀룰로오스는 여러 가지 당들의 중합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용이 어려워서 셀룰로오스에 비해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셀룰로오스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화학제품이나 연료 등의 생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6, 

17]. 리그닌은 셀룰로오스 다음으로 풍부한 천연 고분자로 대규모로 

재생 가능한 유일한 방향족 원료이다[18, 19]. 따라서 리그닌은 탄소 

섬유나 고분자 등의 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리그닌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20, 21]. 

3세대 바이오매스의 경우 미세 조류에서 추출할 수 있는 지질을 

활용한 바이오디젤의 생산이나 거대 조류의 탄수화물을 활용한 

화학제품의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3세대 

바이오매스는 1세대나 2세대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르고 단위 면적당 

자원의 생산량이 많으며 오·폐수나 바닷물을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3세대 바이오매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생산, 전환 등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공정 

비용과 에너지 소모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9]. DNA 개량 등을 

이용하여 조류를 바이오 연료 생산에 적합하도록 개량하는 연구들도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는데, 개량된 조류를 이용하여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것을 4세대로 분류하기도 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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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열수 전처리 

 

바이오매스를 액체 연료나 다양한 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에서 리그노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가 가장 중요한 원료로 

고려되고, 이를 대상으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리그노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를 원하는 생성물로 전환시키기 위해 

리그노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 내의 셀룰로오스를 효소 등을 이용하여 

단당 형태인 포도당으로 전환시키고, 이후에 포도당을 발효나 화학적 

전환 등을 통해 에탄올과 같은 원하는 생성물로 전환시키는 경로가 주로 

연구되어왔다. 하지만 리그노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의 복잡한 구조와 

리그닌의 존재 등의 이유 때문에 셀룰로오스를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효율이 매우 낮다[2, 23]. 따라서 리그닌과 헤미셀룰로오스를 제거하고, 

셀룰로오스의 결정성을 감소시키고, 공극률을 증가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셀룰로오스의 당화가 용이하도록 원료를 처리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24]. 이런 목적을 위해 다양한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전처리 방법 등이 제시되었고 연구되어왔다[2, 23, 24].   

다양한 전처리 방법 중에 열수 전처리는 물만 이용하여 

바이오매스를 고온, 고압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산이나 염기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료 비용이나 폐수처리 비용 등의 경제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25]. 비록 열수 전처리에서 산이나 염기 등을 

첨가하지 않지만 열수 내에서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에 

결합되어있는 O-acetyl으로부터 아세트산이 생성되고, 생성된 

아세트산이 산촉매로 작용하여 에테르 결합의 가수분해가 촉진된다[17, 

26]. 따라서 열수 전처리 내에서 묽은 산을 이용한 전처리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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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일어난다. 

열수 전처리를 이용하면 셀룰로오스의 효소 당화효율을 높일 수 

있다. 헤미셀룰로오스가 존재하면 셀룰로오스의 효소 당화가 저해된다고 

알려져 있다[27]. 따라서 열수 전처리를 통해 바이오매스 내의 

헤미셀룰로오스를 제거하면 셀룰로오스의 효소 당화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28, 29]. 

열수 전처리를 이용하면 헤미셀룰로오스를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도 

있다. 열수 전처리 과정에서 가수분해되어서 바이오매스로부터 분리된 

헤미셀룰로오스는 대부분 수용액에 남아있기 때문에 수용액으로부터 

헤미셀룰로오스를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열수 전처리를 이용하면 

바이오매스 내의 전체 환원당 중 많은 비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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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리그노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 전처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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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일란 가수분해속도 연구의 필요성 

 

반응속도 연구는 최적 반응조건의 탐색과 공정의 설계 과정에 

활용될 수 있다. 반응속도 연구를 바탕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생산 

농도 변화 등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생성물의 농도가 최대가 

되는 방향 등으로 원하는 반응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 열수 전처리의 

경우 셀룰로오스의 당화 효율을 높이고 전체 환원당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반응속도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열수 전처리 과정에서 셀룰로오스의 당화 효율을 높이고 전체 

환원당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헤미셀룰로오스를 셀룰로오스로부터 

분리하고 분리한 헤미셀룰로오스를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열수 내에서 헤미셀룰로오스 성분은 가수분해되어 

올리고당 형태나 단당류 형태로 수용액에 녹아서 셀룰로오스로부터 

분리된다. 따라서 열수 전처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수 내에서 

헤미셀룰로오스의 가수분해 속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열수 전처리 과정에서 헤미셀룰로오스의 가수분해로 생성된 

올리고당이나 단당류들이 푸르푸랄이나 개미산 등의 분해생성물로 

전환된다. 올리고당이나 단당류들이 분해생성물로 전환될 경우 환원당의 

회수율이 낮아지고, 전체 환원당의 이용률이 낮아진다. 또한 

푸르푸랄이나 개미산 등의 분해생성물들이 효소에 저해제로 작용하여 

분리된 헤미셀룰로오스 성분의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30, 31]. 

따라서 헤미셀룰로오스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전체 환원당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해생성물로 전환되는 반응속도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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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중요하다.  

이런 반응속도연구들을 물질수지 식과 결합하면 다양한 반응 시스템 

내에서 여러 성분의 농도변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헤미셀룰로오스의 제거율과 수율 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된 공정을 

설계할 수 있다. 

헤미셀룰로오스의 다양한 구성 성분 중에서도 자일란에 대한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수종의 헤미셀룰로오스 성분의 60-70% 

정도가 자일란으로 이루어져 있고[17], 다른 성분들의 경우 자일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가수분해되어서 분해생성물 형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열수 전처리 내에서 헤미셀룰로오스의 가수분해 반응속도에 대해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열수 전처리 내에서 자일란의 가수분해 

반응은 에테르 결합의 가수분해 반응이기 때문에 에테르 결합의 

가수분해 속도에 대해 반응속도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반응속도 연구에서는 대부분 자일란이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나 

자일로스로 전환되는 속도를 바탕으로 반응속도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이런 성분들의 농도나 회수율 등은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에테르 결합의 가수분해 정도는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열수 

내에서 자일란의 에테르 결합이 가수분해되면 자일란이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작은 자일란이나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등으로 전환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자일란이나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가 분자량이 작은 

자일란이나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로 전환된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여긴다. 예를 들면 중합도 200인 

자일란이 중합도 100인 자일란 두 분자로 나눠지는 반응이 일어난 경우, 

실제로는 에테르 결합 절단 반응이 일어났지만 자일란 집단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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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로스 유닛의 수가 변하지 않고 자일란 집단 내에서 중합도 분포만 

변화한다. 따라서 성분을 자일란이나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등의 

다양한 중합도를 갖는 분자들의 집단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 반응인 에테르 결합의 가수분해를 

대상으로 반응속도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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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열수 전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헤미셀룰로오스 

가수분해 반응에 대해 에테르 결합 절단을 바탕으로 반응속도연구를 

수행하였다. 에테르 결합 절단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의 수율을 이용하여 에테르 결합의 가수분해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식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유도한 식을 다양한 

바이오매스의 열수 전처리 실험결과에 적용하여 반응속도상수를 

구하였다. 또한 계산한 반응속도상수들을 이용하여 아레니우스 식의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인자를 계산하였다. 또한 계산한 값들을 바탕으로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수율에 대한 실험결과를 예측하고 

실제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자일로스의 분해반응에 대해서도 반응속도식을 유도하여 다양한 

바이오매스의 열수 전처리 실험결과에 대해 자일로스 분해반응에 

해당하는 반응속도상수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인자를 계산하였다. 계산한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인자를 바탕으로 

자일로스 수율에 대한 이론적인 계산값을 얻고 이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에테르 결합 절단에 대해 얻은 반응속도상수를 이용하여 열수 

전처리의 반응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무차원수를 도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반응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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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선행 연구 검토 

 

열수 전처리 내에서 헤미셀룰로오스의 가수분해속도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반응 모델이 제안되었다. 1.4에서 설명한 것처럼 많은 

수종의 헤미셀룰로오스가 주로 자일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열수 

내에서 헤미셀룰로오스의 가수분해속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자일란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1.6.1 모델 1 

Pronyk와 Mazza[32], Santucci 등[33]이 자일란이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로 전환되고, 생성된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가 

자일로스로 전환되고, 자일로스는 과분해 되어서 분해생성물로 전환되는 

형태의 모델을 보고하였다(그림 1-3). 이 모델에서는 높은 중합도 

때문에 물에 녹지 않는 자일란이 가수분해되어서 상대적으로 중합도가 

낮아서 물에 녹는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로 전환이 되고,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가 다시 가수분해되어서 자일로스가 생성된다는 

가정이 사용되었다. 이 모델의 경우 자일란이나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내의 중합도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를 

각각 다양한 중합도를 갖는 분자들이 포함된 하나의 집합으로 생각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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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열수 내에서 자일란의 가수분해 반응 모델 1 

(XOS: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D: 분해생성물) 

 

  

Xylan XOS DXy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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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모델 2 

Chen 등[34], Nabarlatz 등[35]이 반응성에 차이가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자일란(즉, 고반응성 자일란과 저반응성 자일란)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도입한 형태의 모델을 보고하였다(그림 1-4). 열수 내에서 

자일란이 가수분해되는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자일란이 반응한 후에 

자일란의 가수분해속도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난다. 

반응속도가 감소하는듯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반응성에 차이가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자일란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이 모델이 

도입되었다. 이 모델의 경우도 모델 1과 마찬가지로 자일란이나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내의 중합도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를 각각 다양한 중합도를 갖는 분자들이 포함된 

하나의 집합으로 생각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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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열수 내에서 자일란의 가수분해 반응 모델 2 

(XOS: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D: 분해생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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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모델 3 

Carvalheiro 등[36]과 Garrote 등[37]이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를 분자량에 따라 둘로 나누고 자일란으로부터 

고분자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저분자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자일로스, 분해생성물로 차례대로 전환되는 모델을 보고하였다(그림 1-

5). 이 모델의 경우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의 중합도가 반응이 

진행될수록 감소하여 자일로스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을 

상대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형태를 갖는 모델이다. 이 모델도 모델 1, 

2와 마찬가지로 자일란이나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내의 중합도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를 각각 다양한 

중합도를 갖는 분자들이 포함된 하나의 집합으로 생각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 모델에서는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를 중합도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눠서 생각하기 때문에 중합도 분포에 의한 영향을 일부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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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열수 내에서 자일란의 가수분해 반응 모델 3 

(XOSH: 고분자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XOSL: 저분자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D: 분해생성물) 

 

  

Xylan XOSL DXyloseX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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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모델 4 

Lloyd와 Wyman[38]이 해중합 모델을 활용한 반응속도 연구를 

보고하였다. 플라스틱이나 헤미셀룰로오스 성분에 대한 해중합 모델들이 

보고되었고[39-44], Lloyd 와 Wyman[38]이 전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헤미셀룰로오스의 가수분해에 Simha[42]의 해중합 모델을 

적용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원료가 중합도 n인 중합체들 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해중합 반응에서 단량체들을 연결하고 있는 

결합들의 가수분해에 대한 반응성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해중합 모델을 바탕으로 각 중합도별로 반응 시간에 따른 

중합체의 농도 변화에 대한 식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자일란이나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내의 중합체의 농도를 중합도 별로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1.6.5 선행 연구들의 한계 

기존에 제시된 대표적인 반응 모델인 모델 1~4의 경우 각각의 

모델을 적용하는데 특정한 한계가 있다. 유사한 형태인 모델 1~3과 

해중합을 적용한 모델인 모델 4를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먼저 

모델 1~3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석방법(NREL 분석법[45, 

46])을 사용하여 성분을 분석하고, 이 성분 분석 결과를 모델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용이 용이하다. 하지만 NREL 분석법의 경우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내의 중합도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중합도 범위의 집단을 묶어서 한가지 성분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각 

성분 내에서 중합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모델 4의 

경우 에테르 결합의 절단을 고려하여 각 중합도 별로 계산이 가능한 

반응속도식을 도입하였지만, 원료가 동일한 중합도를 갖는 중합체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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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는 가정이 필요하고, 실제로 중합도에 따라 각 성분의 농도를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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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원료 

 

본 연구에서는 백합나무 톱밥을 원료 바이오매스로 사용하였고, 

백합나무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강진군 초당림에서 톱밥 형태로 

공급받았다. 백합나무 톱밥은 자연건조 후에 분쇄기(Rong Tsong 

Precision Technology Co., 대만)를 이용해서 분쇄하였다. 분쇄된 

백합나무는 체 진동기(Cisa, 스페인)를 이용하여 0.25~0.42 mm 

(40~60 mesh) 입자 크기로 선별하였다. 선별된 백합나무에 포함된 

`지질이나 클로로필 등의 추출대상물을 속슬렛 추출기에서 추출하였다. 

먼저 백합나무를 Thimble filter (Advantec, No. 84)에 넣고 초순수로 

24 h동안 추출하였다. 속슬렛의 순환주기가 1 h에 6~8번이 되도록 

가열용 맨틀의 가열량을 조절하였다. 초순수를 이용한 추출을 24 h동안 

수행한 후에는 가열을 멈추고 추출기의 온도를 낮춰준 후에 추출용매를 

에탄올로 교체하고, 추출을 24 h동안 수행하였다. 초순수와 마찬가지로 

순환주기가 1 h에 6~8번이 되도록 하였다. Extractive가 추출된 

백합나무를 105 ℃로 설정한 오븐에서 24 h동안 건조하였고, 그 후에 

auto-dry desiccator에 보관하였다.  

 

2.2. 열수 전처리 

 

열수를 이용한 백합나무의 전처리는 Kim 등[28]에 의해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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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따라서 수행하였다. 먼저 고체와 액체의 비가 1:15가 되도록 

함수율을 고려하여 1.28 g의 백합나무와 18.46 g의 초순수를 반응기에 

넣어주었다. 반응기는 SUS316 재질의 23-mL 회분식 반응기를 

사용하였다(그림 2-1). 백합나무가 초순수에 충분히 젖게 만들기 

위해서 백합나무와 초순수를 넣어준 반응기는 12시간 이상 상온에 

보관해 두었다. 그 후에 반응기는 원하는 반응온도로 설정된 용융 

염조에 넣어주어서 승온시켰다(그림 2-2). 용융염조는 대풍 

인더스트리에서 주문 제작하였고, 염조 내부를 NaNO3, KNO3, 

Ca(NO3)2의 무게 비가 각각 7:45:48가 되도록 각각의 염을 채워서 

사용하였다. 반응기는 좌우로 왕복 운동하는 shaker를 이용해서 약 15 

cm 정도의 폭으로 교반해주었고, shaker의 왕복속도는 분당 

40회정도로 유지시켰다. 반응기는 원하는 반응시간(+ 승온시간 150 

s)이 지난 후에 염조에서 꺼내서 수조에 넣어서 온도를 낮춰주었다. 

각각의 반응조건에 대해 두 번씩 실험을 수행하였고, 반응 후에는 glass 

filter(P3)를 이용해 감압 여과하여 액상과 고상을 분리하고, 고상에 

남아있는 수용성 성분들을 제거하기 위해 고상을 약 80 ℃의 물로 

씻어주었다. 액상은 질량을 측정한 후에 2 ℃로 설정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여과 과정 후에 고상이 담긴 glass filter는 105 ℃로 

설정된 오븐에서 24 h동안 건조시켜주었다. 건조 후에 고상이 담긴 

glass filter는 질량을 측정한 후에 auto-dry desiccator에 보관하였다. 

고상이 담긴 glass filter의 질량과 여과 전의 glass filter의 질량의 차를 

이용해서 여과 후 고상의 질량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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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3-mL 회분식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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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용융 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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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백합나무의 열수 전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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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분 분석 

 

2.3.1 자일란 

고상들 속의 자일란의 조성은 Kim 등[28]에 의해 발표된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40-mL 유리 바이알에 100 mg의 solid residue를 

넣고 그 후에 72 % 황산 용액을 1 mL 넣었다. 그 후에 solid 

residue와 황산 용액이 담긴 바이알을 30 ℃로 설정된 수조에 2 h동안 

넣어두었다. 수조에서 꺼낸 바이알에 28 mL의 초순수를 넣었다. 

초순수를 넣은 바이알을 autoclave에서 121 ℃로 1 h동안 처리했다. 

autoclave에서 처리한 바이알 내의 샘플을 glass filter(1G4)를 

이용해서 감압 여과하여 액상을 분리했다. 탄산칼슘을 첨가하여 

여과액의 pH를 5-6 사이로 맞추고 0.2-μm 시린지 필터를 이용하여 

여과액를 다시 여과했다. 그 후에 여과액은 5 μL씩 HPLC에 

주입되어서 여과액 내의 자일로스의 농도가 측정되었다.  

분석을 위해 Aminex HPX-87P column (Bio-Rad Laboratories 

Inc.)을 사용하였고 컬럼 온도는 80 ℃로 설정하였다. 이동상으로는 

HPLC 등급의 물을 사용하였고 유량은 0.6 mL/min로 설정하였다. 

자일로스 검출을 위한 검출기로 refractive index detector를 

사용하였다. 자일란의 조성은 HPLC에 의해 분석된 자일로스의 농도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2.3.2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와 자일로스 

열수를 이용한 백합나무의 전처리 후에 액상에 들어있는 자일로스와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의 조성은 Yoon 등[47]이 발표한 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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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자일로스의 성분 분석을 위해 열수 처리 후 액상의 부분 

표본에 탄산칼슘을 첨가하여 pH를 5-6 범위로 맞추고 0.2-μm 

시린지 필터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그 후에 2.3.1과 같은 분석 

방법으로 HPLC를 이용하여 자일로스의 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액상에 포함된 자일로스의 양을 계산하였다.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농도의 경우 황산 용액으로 처리한 후에 

증가하는 자일로스의 농도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먼저 40-mL 유리 

바이알에 액상의 부분 표본 5 mL와 72 % 황산 용액 172 μL를 

넣었다. 그 후에 바이알을 autoclave에 넣고 121 ℃에서 1 h 동안 

처리했다. autoclave에서 처리한 액상은 탄산칼슘을 첨가하여 pH를 

5~6 범위로 맞추고 0.2-μm 시린지 필터를 이용하여 여과했다. 그 

후에 2.3.1과 같은 분석 방법으로 HPLC를 이용하여 자일로스의 농도를 

측정하고 황산 처리 전과의 농도차이를 이용하여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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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반응속도식 

 

2.4.1 에테르 결합 가수분해 절단 정도 추정 

에테르 결합 절단 정도를 추정하는 식을 유도하기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 자일란은 자일로스 분자들로만 이루어져있다. 

- 자일로스 중합체를 구성하는 에테르 결합의 반응성이 동일하다. 

- 에테르 결합의 절단 반응은 비가역적이다. 

- 에테르 결합 절단을 통해 생성된 자일로스 분자의 과분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일로스 중합체를 구성하는 에테르 결합의 절단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임의의 i번째 절단이 일어나는 순간을 생각해보면, 그 때의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은 i번째 절단이 일어나기 전에 존재하는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과 i번째 절단에서 생성되는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의 합이 된다. 이 때 i번째 절단이 일어나기 전에 

존재하는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은 i-1번째 절단이 일어난 후에 

존재하는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일로스 

분자는 중합도가 2이상인 분자들로부터 생성될 수 있으므로, i번째 

절단에서 생성될 수 있는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은 각 중합도별로 

생성될 수 있는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들의 합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중합도 2인 분자(X2)에서 생성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보면, 

생성되는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은 X2가 반응할 확률과 반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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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될 수 있는 자일로스 분자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모든 결합의 

반응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므로 i번째 절단에서 X2가 반응할 

확률은 i번째 절단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합 중에 X2에 포함된 

결합의 비율로 생각할 수 있다. i번째 절단이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결합의 수는 i-1번째 절단이 일어난 후에 남아있는 결합의 수로 생각할 

수 있고, i-1번째 절단이 일어난 후에는 반응 전에 존재하는 전체 

에테르 결합 중에 i-1개가 반응 했으므로 i번째에 절단이 일어날 수 

있는 결합의 수는 (반응 전에 존재하는 전체 에테르 결합)-(i-1)이 

된다. 원료에 존재하는 자일로스 중합체를 구성하는 자일로스 유닛의 총 

수를 Ntotal로 나타내고, 원료 내 자일란의 평균 중합도를 P0로 나타내면 

반응 전에 존재하는 전체 에테르 결합의 수를 (P0-1)Ntotal/P0로 나타낼 

수 있다. X2의 경우 한 분자당 결합이 한 개씩 존재하므로 X2에 포함된 

결합의 수는 X2의 수와 같다. 절단이 m번 일어났을 때 중합도 n인 

분자수의 기대값을 En,m으로 나타내면, X2에 포함된 결합의 수는 E2,i-1이 

된다. 따라서 중합도 2인 분자가 반응할 확률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X2 분자 내에서 한번의 절단이 일어나면 2개의 자일로스 분자가 

생성되므로 X2로부터 생성되는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은 식 (2)와 

같다. 

 

(2) 

 

�𝑋𝑋2가 반응할 확률� =
𝐸𝐸2,𝑖𝑖−1

(𝑃𝑃0 − 1)𝑁𝑁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𝑃𝑃0
− (𝑖𝑖 − 1)

 

�
𝑋𝑋2로부터 생성되는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
� =

𝐸𝐸2,𝑖𝑖−1

(𝑃𝑃0 − 1)𝑁𝑁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𝑃𝑃0
− (𝑖𝑖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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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3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기대값을 구할 수 있다. X3의 경우 

한 분자당 결합이 두 개씩 존재하므로 중합도 3인 분자가 반응할 

확률은 식 (3)과 같다. 

 

(3) 

  

X3 분자 내에서 한번의 절단이 일어나면 1개의 자일로스 분자가 

생성되므로 X3로부터 생성되는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은 식 (4)와 

같다.  

 

(4) 

 

X2와 X3의 경우 분자 내 결합의 절단이 일어나면 반드시 자일로스 

분자가 생성되지만 중합도 4 이상의 분자의 경우 절단이 일어나도 

자일로스 분자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자일로스 

분자가 생성될 수 있는 결합의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Xn내에 한 분자당 

n-1개의 결합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 절단되었을 때 자일로스 분자가 

생성될 수 있는 결합은 2개이다. 따라서 n이 4이상일 때 Xn이 반응할 

때 자일로스가 생성되는 결합이 절단될 확률은 2/(n-1)이다. X4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X4가 반응할 확률은 식 (5)와 같으므로, X4가 

반응해서 자일로스 분자가 생성될 확률은 식 (6)과 같다.  

 

(5) 

 

 

�𝑋𝑋3가 반응할 확률� =
2𝐸𝐸3,𝑖𝑖−1

(𝑃𝑃0 − 1)𝑁𝑁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𝑃𝑃0
− (𝑖𝑖 − 1)

 

�
𝑋𝑋3로부터 생성되는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
� =

2𝐸𝐸3,𝑖𝑖−1

(𝑃𝑃0 − 1)𝑁𝑁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𝑃𝑃0
− (𝑖𝑖 − 1)

× 1 

�𝑋𝑋4가 반응할 확률� =
3𝐸𝐸4,𝑖𝑖−1

(𝑃𝑃0 − 1)𝑁𝑁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𝑃𝑃0
− (𝑖𝑖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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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X4 분자내에서 한번의 절단이 일어나면 1개의 자일로스 분자가 

생성되므로 X4로부터 생성되는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은 식 (7)과 

같다.  

 

(7) 

 

같은 방법을 통해 중합도가 5 이상인 분자들로부터 생성되는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을 얻을 수 있고 중합도 n인 

분자(n ≥ 3)로부터 생성되는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을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 

 

따라서 i번째 절단에서 생성될 수 있는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을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i번째 절단이 일어났을 때 존재하는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은 식 (10)과 같다. 

 

 

(9)  

 

 

�
𝑋𝑋4가 반응해서 자일로스 

분자가 생성될 확률
� =

3𝐸𝐸4,𝑖𝑖−1

(𝑃𝑃0 − 1)𝑁𝑁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𝑃𝑃0
− (𝑖𝑖 − 1)

×
2
3
 

�
𝑋𝑋4로부터 생성되는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
� =

2𝐸𝐸4,𝑖𝑖−1

(𝑃𝑃0 − 1)𝑁𝑁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𝑃𝑃0
− (𝑖𝑖 − 1)

× 1 

�
𝑋𝑋n로부터 생성되는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
� =

2𝐸𝐸𝑛𝑛,𝑖𝑖−1

(𝑃𝑃0 − 1)𝑁𝑁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𝑃𝑃0
− (𝑖𝑖 − 1)

 

⎝

⎜
⎛

𝑖𝑖번째 절단에서 

생성될 수 있는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 ⎠

⎟
⎞

= �
2𝐸𝐸𝑛𝑛,𝑖𝑖−1

(𝑃𝑃0 − 1)𝑁𝑁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𝑃𝑃0
− (𝑖𝑖 − 1)

∞

𝑛𝑛=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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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번의 절단이 일어날 때마다 전체 분자의 수가 1개씩 늘어나므로, 

i-1번째 절단일 일어난 후의 전체 분자수는 (반응 전의 전체 

분자수)+(i-1)가 된다. 반응 전의 전체 분자수는 Ntotal/P0이므로 식 

(11)이 성립하고, 이를 식 (10)에 대입하면 식 (12)를 얻을 수 있다. 

 

(11) 

 

 

(12) 

 

여기서, E1,i: 에테르 결합 절단이 i번 일어난 후의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 Ntotal: 전체 자일로스 유닛의 수, P0: 반응 시작 전 

자일란의  평균 중합도 (DP) 

식 (12)의 우변의 2번째 항의 분모는 반응이 i-1번 일어난 후에 

반응할 수 있는 에테르 결합의 수이고 분자는 i 번째 절단에서 생성될 

수 있는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이다. 반응 시작 전에 자일로스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식 (12)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3) 

 

 

𝐸𝐸1,𝑖𝑖 = 𝐸𝐸1,𝑖𝑖−1 + �
2𝐸𝐸𝑛𝑛,𝑖𝑖−1

(𝑃𝑃0 − 1)𝑁𝑁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𝑃𝑃0
− (𝑖𝑖 − 1)

∞

𝑛𝑛=2

 

�𝐸𝐸𝑛𝑛,𝑖𝑖−1

∞

𝑛𝑛=1

=
𝑁𝑁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𝑃𝑃0

+ (𝑖𝑖 − 1) 

𝐸𝐸1, 𝑖𝑖 = 𝐸𝐸1, 𝑖𝑖−1 +
2 �𝑁𝑁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𝑃𝑃0

+ (𝑖𝑖 − 1) − 𝐸𝐸1, 𝑖𝑖−1�

(𝑃𝑃0 − 1)𝑁𝑁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𝑃𝑃0
− (𝑖𝑖 − 1)

 

𝐸𝐸1, 𝑖𝑖 =
𝑖𝑖 �(𝑃𝑃0 − 2)𝑖𝑖 + 2𝑁𝑁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

2𝑁𝑁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𝑃𝑃0

− 𝑃𝑃0�

(𝑃𝑃0 − 1) �(𝑃𝑃0 − 1)𝑁𝑁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𝑃𝑃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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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otal≫P0≫1 이므로 E1,i는 다음과 같이 근사 될 수 있다. 

 

 

(14) 

 

 

전환율(X)을 반응한 결합의 수와 반응 전의 전체 결합의 수의 비로 

나타내면 (X = i⁄[(P0-1) Ntotal⁄P0 ]), 자일로스 분자수의 기대값을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15) 

 

자일로스의 수율은 자일로스 분자수와 반응 시작전의 전체 자일로스 

유닛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자일로스 수율은 다음과 같다.  

 

(16) 

 

위 식을 전환율에 대해서 정리하면 

 

(17) 

 

위 식은 자일로스의 과분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유도한 

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일로스의 과분해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자일로스 과분해가 존재하면 생성된 자일로스의 

일부분이 과분해 생성물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과분해가 존재하지 

𝐸𝐸1, 𝑖𝑖 ≈
𝑖𝑖 �(𝑃𝑃0 − 2)𝑖𝑖 + 2𝑁𝑁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

2𝑁𝑁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𝑃𝑃0

�

(𝑃𝑃0 − 1)(𝑃𝑃0 − 1)𝑁𝑁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𝑃𝑃0

 

𝐸𝐸1,𝑖𝑖 ≈
𝑋𝑋𝑁𝑁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𝑃𝑃0

�(𝑃𝑃0 − 2)𝑋𝑋 + 2� 

𝑌𝑌𝑥𝑥𝑥𝑥𝑡𝑡𝑡𝑡𝑥𝑥𝑥𝑥 =
𝐸𝐸1,𝑖𝑖

𝑁𝑁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
≈
𝑋𝑋
𝑃𝑃0
�(𝑃𝑃0 − 2)𝑋𝑋 + 2� 

𝑋𝑋 = �
1

(𝑃𝑃0 − 2)2 +
𝑃𝑃0𝑌𝑌𝑥𝑥𝑥𝑥𝑡𝑡𝑡𝑡𝑥𝑥𝑥𝑥
𝑃𝑃0 − 2

−
1

𝑃𝑃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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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자일로스의 수율을 과분해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일로스와 과분해 생성물의 수율의 합으로 치환할 수 있다. 

따라서 식 (17)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식 (18) 이후의 

식에서는 자일로스의 과분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18) 

 

YD는 자일로스 과분해 생성물의 수율 

Yxylan+YXOS+Yxylose+YD = 1이므로, 위 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 

 

식 (19)를 이용하면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의 

수율로부터 에테르 결합 절단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2.4.2 반응속도론 계수 

식 (19)를 이용하여 에테르 결합 절단 정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인자 등의 반응속도론 

계수들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에테르 결합의 가수분해가 에테르 

결합의 수에 대한 1차 반응이라고 가정하면, X = 1-exp(-k·t). 이를 

식 (19)에 대입하여 식 (20)을 얻을 수 있다. 

 

 

𝑋𝑋 = � 1
(𝑃𝑃0 − 2)2 +

𝑃𝑃0�𝑌𝑌𝑥𝑥𝑥𝑥𝑡𝑡𝑡𝑡𝑥𝑥𝑥𝑥 + 𝑌𝑌𝐷𝐷�
𝑃𝑃0 − 2

−
1

𝑃𝑃0 − 2
 

𝑋𝑋 = �
1

(𝑃𝑃0 − 2)2 +
𝑃𝑃0(1 − 𝑌𝑌𝑋𝑋𝑥𝑥𝑡𝑡𝑡𝑡𝑛𝑛 − 𝑌𝑌𝑋𝑋𝑋𝑋𝑋𝑋)

𝑃𝑃0 − 2
−

1
𝑃𝑃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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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여기서, k1은 에테르 결합 절단 반응의 속도상수 

회분식 반응기 내에서 승온 시간동안 반응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승온 시간동안 반응이 t0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진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 식에 반영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진다. 

 

(21) 

 

위 식을 에테르 결합 가수분해의 속도상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위 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반응 전 평균 중합도인 P0값을 

알아야 한다. Koshijima 등[48]이 hardwood의 평균 중합도를 200으로 

보고한 것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반응 전 자일란의 평균 중합도를 

200으로 가정하였다. 반응속도상수를 계산하기 위해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수율의 합이 0.20~0.95인 범위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각 실험온도에서 얻어진 반응속도상수를 식 (22)에 나타낸 

아레니우스 식에 적용하여 반응의 활성화에너지와 빈도인자를 

계산하였다. 

 

(22) 

 

 

 

1 − 𝑒𝑒−𝑘𝑘1𝑡𝑡 = �
1

(𝑃𝑃0 − 2)2 +
𝑃𝑃0(1 − 𝑌𝑌𝑋𝑋𝑥𝑥𝑡𝑡𝑡𝑡𝑛𝑛 − 𝑌𝑌𝑋𝑋𝑋𝑋𝑋𝑋)

𝑃𝑃0 − 2
−

1
𝑃𝑃0 − 2

 

1 − 𝑒𝑒−𝑘𝑘1(𝑡𝑡+𝑡𝑡0) = �
1

(𝑃𝑃0 − 2)2 +
𝑃𝑃0(1 − 𝑌𝑌𝑋𝑋𝑥𝑥𝑡𝑡𝑡𝑡𝑛𝑛 − 𝑌𝑌𝑋𝑋𝑋𝑋𝑋𝑋)

𝑃𝑃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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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자일로스 분해 반응 

회분식 반응기 내에서의 물질수지로부터 자일로스 분해반응이 

존재할 때의 자일로스 수율에 관한 반응속도식을 유도할 수 있다. 

회분식 반응기 내에서 자일로스에 대한 물질수지는 다음과 같다. 

 

(23) 

 

자일로스의 생성 속도는 에테르 결합 절단에 의해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로부터 전환되는 속도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자일로스 분자의 생성속도를 식 (16)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자일로스의 분해가 자일로스 농도에 대한 1차 반응이라고 가정하면 

식 (23)을 식 (2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k2: 자일로스 분해반응의 속도상수 

위와 같은 형태의 미분방정식을 풀면 자일로스의 수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25) 

 

k1: 에테르 결합 절단 반응의 속도상수 

2.4.2에서 k1을 계산하였고, P0는 2.4.2와 같은 가정값인 200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식 (25)를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자일로스의 농도 

𝑑𝑑𝑁𝑁𝑥𝑥𝑥𝑥𝑡𝑡𝑡𝑡𝑥𝑥𝑥𝑥
𝑑𝑑𝑑𝑑

= 𝑟𝑟𝑥𝑥𝑥𝑥𝑡𝑡𝑡𝑡𝑥𝑥𝑥𝑥𝑉𝑉 

𝑑𝑑𝑁𝑁𝑥𝑥𝑥𝑥𝑡𝑡𝑡𝑡𝑥𝑥𝑥𝑥
𝑑𝑑𝑑𝑑

=
𝑑𝑑 �𝑋𝑋𝑁𝑁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𝑃𝑃0

�(𝑃𝑃0 − 2)𝑋𝑋 + 2��

𝑑𝑑𝑋𝑋
𝑑𝑑𝑋𝑋
𝑑𝑑𝑑𝑑

− 𝑘𝑘2𝑁𝑁𝑥𝑥𝑥𝑥𝑡𝑡𝑡𝑡𝑥𝑥𝑥𝑥 

𝑌𝑌𝑥𝑥𝑥𝑥𝑡𝑡𝑡𝑡𝑥𝑥𝑥𝑥 =
2𝑘𝑘1
𝑃𝑃0

�
(𝑃𝑃0 − 1)𝑒𝑒−𝑘𝑘1𝑡𝑡

𝑘𝑘2 − 𝑘𝑘1
−

(𝑃𝑃0 − 2)𝑒𝑒−2𝑘𝑘1𝑡𝑡

𝑘𝑘2 − 2𝑘𝑘1
− �

(𝑃𝑃0 − 1)
𝑘𝑘2 − 𝑘𝑘1

−
(𝑃𝑃0 − 2)
𝑘𝑘2 − 2𝑘𝑘1

� 𝑒𝑒−𝑘𝑘2𝑡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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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부터 자일로스 분해반응의 속도상수를 얻고, 이를 아레니우스 

식에 적용하여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인자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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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열수 전처리 

 

추출물이 제거된 백합나무의 조성은 41.8 ± 0.3%의 글루칸, 

15.0 ± 0.2%의 자일란, 4.1 ± 0.2%의 아라비난, 1.0 ± 0.1%의 만난, 

20.0 ± 0.01%의 산 불용성 리그닌, 4.7 ± 0.3%의 산 가용성 

리그닌이었다.  

 열수 전처리를 수행해서 얻은 반응 시간에 따른 조성의 변화 

결과는 기존에 발표된 결과와 유사하였다[28, 47]. 자일란의 경우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와 자일로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길어질수록 농도가 감소하였다.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의 경우 

자일란이 분해되어서 생성되고, 다시 분해되어서 자일로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농도가 증가하다가 최대값을 도달하고 

이후에 감소하였다. 자일로스의 경우도 생성과 분해가 모두 일어나기 

때문에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수율의 최대값은 180, 200, 220 ℃에서 각각 

58.6%, 65.4%, 63.3%이었다.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의 수율이 

최대값에 도달하는 시간은 반응온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졌다. 자일란,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자일로스의 수율의 합은 반응이 진행될수록 

감소하였는데 이는 생성된 자일로스가 과분해되어 여러 가지 형태의 

분해 생성물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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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의 수율이 최대가 되는 반응시간은 

자일로스의 수율이 최대가 되는 반응시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원하는 자일란 파생물의 형태에 따라서 최적의 반응시간을 

다르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형태로 생성물을 회수하고 싶으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반응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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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열수 전처리 후의 (a) 180, (b) 200, (c) 220 ℃에서의 

자일란,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자일로스의 수율 

(% of potential xy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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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에테르 결합 가수분해속도 

 

3.2.1 에테르 결합 절단 추정 식의 검증 

에테르 결합 절단을 추정하기 위해 유도한 식을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해 식 (13)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과 절단이 일어날 때 얻어지는 값을 

비교하였다. 식 (13)에서 계산할 수 있는 값은 기대값으로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때 각각이 일어날 확률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어떤 값을 

나타낼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절단이 일어나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존재하는 자일로스 분자의 수가 다를 수 있지만 무수히 많은 시행의 

평균을 구하면 그 값이 기대값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절단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얻고 평균을 낸 후에 식을 이용해서 계산한 기대값과 잘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기대값을 구하는 식을 검증할 수 있다. 실제 반응 

상황 내에서 중합도 분포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알기 힘들고, 절단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1020개 이상으로 매우 

많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실제 상황에 대해 절단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얻고 평균을 내기 어렵다. 따라서 반응이 일어나는 상황을 단순화한 

후에 평균과 기대값을 비교하였다.  

단순화하기 위해 중합도 180, 185, 190, 195, 200, 205, 210, 215, 

220인 분자 9개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절단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먼저 실제 절단이 일어나는 임의의 경우를 만들기 위해 각각의 중합체에 

존재하는 결합들에 서로 다른 자연수를 할당하였다. 중합도 180인 분자 

내에 결합들에는 분자 내 한쪽 끝 결합에서 반대쪽 끝 결합까지 

1~179까지의 자연수들을 순서대로 할당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중합도 

185인 분자에는 181~364, 190인 분자에는 366~554, 195인 분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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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49, 200인 분자에는 751~949, 205인 분자에는 951~1154, 

210인 분자에는 1156~1364, 215인 분자에는 1366~1579, 220인 

분자에는 1581~1799를 할당하였다. 그 후에 할당한 자연수들을 

무작위로 배열하여서 배열된 순서에 따라서 해당하는 결합이 절단되는 

임의의 경우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수들이 1676, 582, 1532, 1782, 

863, 153, … 순으로 배열되면 중합도 220인 분자 내에 1676번 결합이 

첫 번째로 절단되고, 중합도 195인 분자 내에 582번 결합이 두 번째로 

절단된다. 절단이 3번 일어난 경우를 생각해보면 1676번, 582번, 

1532번 결합이 끊어지기 때문에 중합도 220인 분자가 중합도 96과 

중합도 124인 분자들로 나뉘고, 중합도 195인 분자가 중합도 27과 

중합도 168인 분자들로 나뉘고, 중합도 215인 분자가 중합도 167과 

중합도 48인 분자들로 나뉜다. 이런 식으로 절단이 일어나는 임의의 

경우를 10000개 생성한 후에 매 50개의 절단마다 존재하는 자일로스 

분자수의 평균을 구하였다. 구한 평균들을 식 (13)을 이용하여 계산한 

기대값과 비교하였다(그림 3-2). 그림 3-2에서 식 (13)을 이용하여 

평균과 잘 일치하는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 (13)을 이용하여 계산한 기대값과 10000번의 시행의 평균은 1% 

이내의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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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평균 중합도 200 인 9 개의 분자 내 결합 절단. 무작위로 

절단을 수행한 10000 번의 시행의 평균과 식 (13)을 이용해 계산한 

기대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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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반응속도연구 

에테르 결합의 가수분해 정도는 식 (18) 혹은 (19)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자일로스의 분해생성물이 다양해서 식 (18)의 YD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식 (19)를 활용하여 에테르 결합 가수분해의 전환율을 

계산하였다. 열수 전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반응속도는 산의 생성으로 

인한 pH의 변화나 저반응성 자일란의 영향을 받는다.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농도의 합이 0.95보다 큰 반응 초기 

영역에서는 반응 속도가 산의 생성으로 인한 pH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 영역에서 중합도 값을 가정하여 사용하는 것에 의한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림 3-3를 통해 이 영역에서 가정값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 5% 이상의 큰 오차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수율의 합이 

0.95보다 큰 영역에 해당하는 결과를 사용하지 않았다. 수율의 합이 

0.2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반응하지 않은 저반응성 자일란이 

주성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느려진다[34, 49]. 따라서 

수율의 합이 0.20보다 작은 영역에 해당하는 결과를 사용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반응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원인들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수율의 합이 0.20 ~ 

0.95인 구간에 해당하는 결과만을 식 (21)에 적용하여 반응속도상수를 

계산하였다. 비록 반응속도상수를 얻기 위해 특정 구간에 해당하는 

결과만을 사용했지만 계산된 반응속도상수는 모든 영역의 결과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그림 3-6). 

식 (21)을 이용하여 계산한 반응속도상수(min-1)는 180, 200, 

220 ℃에서 각각 1.83 × 10-2, 7.41 × 10-2, 2.39 × 10-1이었다.  

반응속도상수를 계산하기 위해 식 (21)을 적용하였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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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계수(R2)는 180, 200, 220 ℃에서 각각 0.952, 0.996, 

0.987이었다. 그림 3-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반응속도식이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산된 반응속도상수를 

아레니우스 식에 적용하여 빈도인자(A)와 활성화 에너지(Ea)를 계산할 

수 있다. 계산된 A와 Ea 값은 각각 1.08 × 1012 min-1과 

119.4 kJ mol-1이었다. 아레니우스 도표의 R2는 0.999이었다(그림 3-

5).  

반응속도상수를 계산하기 위한 식 (21)의 경우 자일란의 

가수분해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자일란의 가수분해를 수반하는 다른 

종류의 바이오매스의 열수 전처리 결과에 식 (21)을 적용하여 

반응속도상수를 계산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발표된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의 열수 전처리 결과를 식 (21)에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각각의 연구에 해당하는 반응속도상수, 활성화 에너지, 빈도인자를 

계산하였다(표 3-1, 3-2). 반응속도상수의 계산을 위해 식 (21)을 

적용하고, 계산된 반응속도상수를 아레니우스 식에 적용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R2는 대부분 0.900 이상이었다. 대부분의 R2값이 높게 나타난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반응속도연구 방법이 실험 결과들을 

잘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 활성화 에너지는 자일로스 중합체 내의 에테르 

결합 가수분해에 해당하는 값으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에테르 결합 

가수분해가 일어나는 자일로스 2량체인 자일로비오스의 가수분해에 

해당하는 값과 비교하여 계산값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Roy 

등[50]에 의해 자일로비오스 내 에테르 결합 가수분해의 활성화 

에너지가 137 kJ mol-1이라고 보고되었고, 표 3-2에 나타낸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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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값들은 101.0 kJ mol-1에서 136.5 kJ mol-1까지의 범위를 

나타냈다. 활성화 에너지가 산의 농도, 반응기의 종류 등 여러 요인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일로비오스에 대한 결과와 

비교해보면 본 연구를 통해 타당한 활성화 에너지 값들이 얻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표 3-2에 나타난 계산된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인자 값을 활용하면 

각각에 해당하는 반응속도상수를 계산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반응 조건들에 해당하는 수율을 계산할 수 있다. 각 연구의 반응조건에 

해당하는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의 수율의 합을 계산하였고, 

계산된 결과를 실제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그림 3-6). 계산된 결과와 

실제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parity plot의 R2는 0.970으로 나타나 

계산된 결과들이 실제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반응속도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각각에 해당하는 

결정계수의 값을 표 3-3에 나타내었다. 표 3-3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R2 값이 0.90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1번의 경우 R2 값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1번에 해당하는 실험 데이터에서 반응 시작 

직후에 약 5%의 자일란이 자일로스로 전환되는 형태의 결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원료 내에 단분자 형태인 자일로스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과 달리 원료 내에 자일로스 분자가 존재하고, 

이 자일로스 분자가 높은 용해도로 인해 열수 내에서 짧은 시간 내에 

추출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에테르 결합의 절단이 일어나지 

않아도 자일로스 형태로 추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응 전에 

자일로스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유도한 식을 적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그림 3-6에서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수율의 합이 작은 영역에서는 실제 실험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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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결과보다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저반응성 자일란의 

존재 때문에 발생된다. 이 영역에서는 저반응성 자일란이 주로 존재하여 

자일란의 가수분해속도가 계산값보다 느리기 때문에 실제 수율이 계산된 

값보다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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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P0 를 200 으로 가정했을 때 실제 P0 값과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계산 값의 오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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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백합나무의 열수 전처리 결과에 식 (21)의 적용 

(R2 는 180, 200, 220 ℃에서 각각 0.952, 0.996, 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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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다양한 바이오매스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한 에테르 

결합 가수분해의 반응속도상수 

No. Raw material 

Reaction 

temperature 

(℃) 

kapp 

(min-1) 
R2 References 

1 Arundo donax L. 

150 1.22 × 10-3 0.985 

[51] 
165 5.30 × 10-3 0.994 

180 1.49 × 10-2 0.991 

195 4.09 × 10-2 0.892 

2 Brewers’ spent grain 

150 2.96 × 10-3 0.986 

[52] 170 2.13 × 10-2 0.973 

190 6.39 × 10-2 0.967 

3 Brewers’ spent grain 

150 3.19 × 10-3 0.917 
[36] 

(L/S=8) 
170 1.44 × 10-2 0.995 

190 6.00 × 10-2 0.988 

4 Brewers’ spent grain 

150 1.91 × 10-3 0.983 
[36] 

(L/S=10) 
170 1.01 × 10-2 0.993 

190 5.47 × 10-2 0.987 

5 Eucalyptus globulus 

145 2.91 × 10-3 0.973 

[37] 
160 7.51 × 10-3 0.999 

175 2.37 × 10-2 0.997 

190 5.98 × 10-2 0.988 

6 Corncob 

145 2.72 × 10-3 0.986 
[53] 

(L/S=8) 
160 7.09 × 10-3 0.990 

175 2.05 × 10-2 0.992 

7 Corncob 

160 6.53 × 10-3 0.993 
[53] 

(L/S=10) 
175 1.93 × 10-2 0.987 

190 5.53 × 10-2 0.967 

8 Sugar maple wood 

140 1.92 × 10-3 0.780 

[54] 
160 5.33 × 10-3 1.000 

175 1.61 × 10-2 0.906 

185 3.51 × 10-2 0.937 

9 Sugarcane bagasse 

160 6.16 × 10-3 0.985 

[55] 170 1.37 × 10-2 0.981 

180 2.41 × 10-2 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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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에테르 결합 절단 반응에 대한 아레니우스 도표 

(R2 는 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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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다양한 바이오매스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한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인자 

No. Raw material 
Ea,app 

(kJ mol-1) 

Aapp 

(min-1) 

R2 of 

Arrhenius equation 
References 

  Tulip poplar 119.4  1.08 × 1012 0.999 This study 

1 Arundo donax L. 127.2  6.73 × 1012 0.995 [51] 

2 Brewers’ spent grain 125.6  1.06 × 1013 0.981 [52] 

3 Brewers’ spent grain 119.5  1.76 × 1012 1.000 [36] (L/S=8) 

4 Brewers’ spent grain 136.5  1.33 × 1014 0.999 [36] (L/S=10) 

5 Eucalyptus globulus 109.6  1.36 × 1011 0.998 [37] 

6 Corncob 104.9  3.34 × 1010 0.998 [53] (L/S=8) 

7 Corncob 118.7  1.35 × 1012 1.000 [53] (L/S=10) 

8 Sugar maple wood 101.0  9.99 × 109 0.983 [54] 

9 Sugarcane bagasse 111.3  1.69 × 1011 0.99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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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Parity plot. 본 연구와 표 3-1 의 1 번~9 번에 대한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수율의 합 (R2 는 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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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수율의 합에 대한  

parity plot 의 결정계수 

 

 

  

R2

This study 0.985

1 0.766

2 0.901

3 0.985

4 0.990

5 0.964

6 0.985

7 0.988

8 0.902

9 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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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반응속도연구를 적용하여 계산한 활성화 에너지 값들은 

각각의 원 논문에서 발표된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의 수율을 

바탕으로 계산한 활성화 에너지 값들에 비해 좁은 분포를 

나타내었다(그림 3-7). 원 논문에 나타난 활성화 에너지는 95.8 kJ 

mol-1에서 149.0 kJ mol-1까지의 범위를 나타냈다. 반면 본 연구를 

적용하여 계산한 활성화 에너지는 101.0 kJ mol-1에서 136.5 kJ mol-

1까지의 범위를 보였다. 계산된 활성화 에너지 값들은 동일하게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내의 에테르 결합의 가수분해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값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활용하여 계산한 활성화 에너지들이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좁은 분포를 갖기 때문에 이론에 가까운 활성화 

에너지분포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비록 개선된 활성화 

에너지들의 분포를 얻을 수 있었지만, 활성화 에너지 값들은 여전히 

동일하지 않고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만 계산된 Ea 값이 클수록 A 값이 

큰 경향을 보였고, 특히 Ea와 ln A 값의 관계는 그림 3-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높은 직선성을 나타내었다. 활성화 에너지들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이런 직선성으로부터 겉보기 반응속도상수에 

대한 식을 유도하였다. 그림 3-8에 나타난 직선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26) 

 

m은 그림 3-8에서의 기울기, C는 y-절편 값 

 

ln𝐴𝐴𝑡𝑡𝑎𝑎𝑎𝑎 = 𝑚𝑚𝐸𝐸𝑡𝑡,𝑡𝑡𝑎𝑎𝑎𝑎 + 𝐶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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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기 반응속도상수에 대한 아레니우스 식에 식 (26)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 (27)을 얻을 수 있다. 

 

(27) 

 

식 (27)으로부터 T = 1/mR일 때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8) 

 

kr은 에테르 결합 절단 반응에 해당하는 반응속도 상수 

 

kr에 해당하는 아레니우스 식에 식 (28)을 대입하면 식 (29)를 

얻을 수 있다. 

 

(29) 

 

비록 식 (29)가 T = 1/mR일 때 성립하는 식인 식 (28)로부터 

얻어졌지만, 식 (29)의 양변은 온도와 무관한 상수들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이 식은 T = 1/mR일 때뿐만 아니라 모든 온도에 대해 성립한다. 

겉보기 활성화 에너지를 열수 내에서 에테르 결합의 절단 반응에 

해당하는 활성화 에너지(Ea,r)와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α)의 합으로 

가정하면 겉보기 활성화 에너지를 식 (30)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ln𝑘𝑘𝑡𝑡𝑎𝑎𝑎𝑎 = 𝐸𝐸𝑡𝑡,𝑡𝑡𝑎𝑎𝑎𝑎 �𝑚𝑚 −
1
𝑅𝑅𝑅𝑅

� + 𝐶𝐶 

ln𝑘𝑘𝑡𝑡𝑎𝑎𝑎𝑎 = ln 𝑘𝑘𝑟𝑟 = 𝐶𝐶 

𝐶𝐶 = ln𝐴𝐴𝑟𝑟 − 𝑚𝑚𝐸𝐸𝑡𝑡,𝑟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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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식 (30)를 식 (26)에 대입한 후에, 식 (29)를 이용하면 식 (31)을 

얻을 수 있다. 

 

(31) 

 

식 (30)과 식 (31)을 아레니우스 식에 적용하면 식 (32)과 같은 

형태를 갖는 겉보기 반응속도상수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다. 

 

(32) 

 

겉보기 반응속도상수에 대한 식을 직선성으로부터 얻었지만, 반대로 

겉보기 반응속도상수를 식 (32)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직선성이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식 (30)~(32)를 통해 

반응속도의 차이를 α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응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α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겉보기 활성화 

에너지와 겉보기 반응속도상수 값이 달라진다. 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리그닌 조성의 

차이[56], 저반응성 자일란 조성의 차이, 열수 처리과정에서 산의 생성, 

원료의 자일란 중합도 분포의 차이, 물질 전달의 영향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표 3-2의 3번과 4번의 경우 액체/고체 비율(L/S)을 제외한 다른 

반응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반응속도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L/S의 차이에 의해 반응속도와 α값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𝐸𝐸𝑡𝑡,𝑡𝑡𝑎𝑎𝑎𝑎 = 𝐸𝐸𝑡𝑡,𝑟𝑟 + α 

ln𝐴𝐴𝑡𝑡𝑎𝑎𝑎𝑎 = ln𝐴𝐴𝑟𝑟 + 𝑚𝑚𝑚𝑚 

𝑘𝑘𝑡𝑡𝑎𝑎𝑎𝑎 = 𝐴𝐴𝑟𝑟𝑒𝑒
−𝐸𝐸𝑎𝑎,𝑟𝑟

𝑅𝑅𝑅𝑅 𝑒𝑒𝛼𝛼�𝑚𝑚− 1
𝑅𝑅𝑅𝑅� = 𝑘𝑘𝑟𝑟𝑒𝑒

𝛼𝛼�𝑚𝑚− 1
𝑅𝑅𝑅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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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 있다. 표 3-2의 3번과 4번의 결과를 보면 L/S가 작을수록 

반응속도가 빨라지고 α가 작은 결과를 보였다. 앞에서 언급한 

반응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중에서 3번과 4번의 다른 

반응속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3번과 

4번의 경우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리그닌 조성의 차이, 

저반응성 자일란 조성의 차이, 자일란 중합도 분포의 차이 등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물질 전달의 영향의 경우 고체 내부 확산이 

반응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때 확산 계수는 L/S에 영향을 받지 

않고, driving force인 농도 차는 L/S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L/S가 클수록 농도 차가 커지고 그에 따라서 

내부확산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3번과 4번의 결과는 L/S가 

클수록 겉보기 반응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물질전달에 의한 영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산의 생성에 의한 영향의 경우 L/S 차이에 

따른 반응속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한가지 요인이다. L/S가 작을 

경우 열수 전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아세트산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반응이 더 촉진되고 더 작은 α값이 얻어진다. 실제로 표 3-

4에서 3번에 해당하는 α값이 4번에 해당하는 α값보다 17.1 kJ mol-

1만큼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생성된 산의 농도 차이가 반응속도 

차이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반응속도 차이의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α는 후속연구에 

적용하여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합하여 

비교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 원인에 의해 반응속도상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각각의 영향을 α로 정량화하면 서로 다른 

원인의 영향을 서로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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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원 논문의 활성화 에너지와 본 연구를 적용하여 계산한 

활성화 에너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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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Ea,app 와 ln Aapp 사이의 직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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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여러 실험 결과에 대해 계산된 α값 

(본 연구의 실험결과에 해당하는 α를 0 이라고 가정) 

 

 

 

  

No. Raw material
α

(kJ mol-1)

This study Tulip poplar 0.0

1 Arundo donax L. 7.8

2 Brewers’ spent grain 6.2

3 Brewers’ spent grain 0.0

4 Brewers’ spent grain 17.1

5 Eucalyptus globulus - 9.8

6 Corncob - 14.5

7 Corncob - 0.7

8 Sugar maple wood - 18.4

9 Sugarcane bagasse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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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일로스 분해 속도 

 

3.2에서 얻은 에테르 결합 절단 반응의 속도상수와 식 (25)를 

활용하면 반응시간에 따른 자일로스 수율 변화로부터 자일로스 

분해반응의 속도상수를 얻을 수 있다. 자일로스 분해에 대한 

반응속도상수는 180, 200, 220 ℃에서 각각 1.51×10-2, 7.29×10-2, 

3.14×10-1 min-1으로 계산되었다. 계산된 반응속도상수를 아레니우스 

식에 적용하여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인자를 계산하였다(그림 3-9). 

계산된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인자는 각각 140.9 kJ mol-1과 2.60×1014 

min-1이었다. 아레니우스 도표의 R2는 1.000으로 식 (25)로부터 

계산된 반응속도상수 값들이 아레니우스 식을 잘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테르 결합의 가수분해와 자일로스 분해에 해당하는 각각의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인자를 얻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식 (25)를 

이용하여 자일로스 분자의 수율을 계산할 수 있다. 식 (25)를 통해 

얻어진 수율과 실제실험결과를 비교하여 그림 3-10에 나타내었다. 그림 

3-10에서 볼 수 있듯이 반응속도 모델은 실제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였고, 높은 결정계수를 나타내었다(R2 = 0.931). 그림 3-10에서 

자일로스 수율의 최대값은 반응온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일로스 분해반응의 활성화 에너지(140.9 kJ mol-1)가 에테르 결합 

절단반응의 활성화 에너지(119.4 kJ mol-1)보다 크기 때문이다. 

자일로스 분해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반응온도가 

높아질수록 자일로스 분해반응의 속도가 더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자일로스의 생성속도와 분해속도의 비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자일로스 

수율의 최대값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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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논문에서 발표된 실험 데이터를 식 (25)에 적용하면 각각에 

해당하는 자일로스 분해반응의 속도상수를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표 3-

5에 나타내었다. 표 3-5에 나타낸 반응속도상수를 아레니우스 식에 

적용하면 각각에 해당하는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인자를 얻을 수 있다(표 

3-6). 아레니우스 도표의 R2 값은 2번과 8번을 제외하고 0.946 

이상의 값을 나타내 얻어진 반응속도상수가 아레니우스 식을 잘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계산된 자일로스 분해 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 

값들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활성화 에너지 값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Jing과 LÜ[31]가 180~220 ℃의 온도 범위에 대한 

자일로스 분해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123.3 kJ mol-1으로 보고하였고, 

Qi 등[57]이 150~200 ℃의 온도 범위에 해당하는 활성화 에너지를 

114.4 kJ mol-1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타당한 활성화 

에너지 값들(91.8~177.5 kJ mol-1)이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일로스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에테르 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응기의 종류나 산의 농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자일로스는 다양한 생성물 형태로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세한 

반응에 따라 활성화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다.  

각각의 실험 데이터에 대해 얻어진 에테르 결합 절단과 자일로스 

분해반응에 해당하는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인자를 이용하면 자일로스 

분자의 수율을 각각에 해당하는 반응조건에서 계산할 수 있다. 계산을 

통해 얻어진 자일로스 분자의 수율을 실제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그림 

3-11에 나타냈다. 그림 3-11에 나타낸 parity plot의 R2는 0.890으로 

계산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 실제 결과가 잘 일치하였다. 표 3-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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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각각에 해당하는 결정계수는 표 3-3와 마찬가지로 1번의 값이 

다른 결과에 비해 낮게 나왔는데 이는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수율의 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산에 사용한 반응속도식을 반응 시작 

전에 자일로스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유도했는데, 

실제로는 반응 시작 전에 존재하던 자일로스 분자가 반응 시작 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추출되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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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자일로스 분해 반응에 대한 아레니우스 도표 

(R2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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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백합나무 열수 전처리 내에서 자일로스의 수율에 대한 실제 

실험 결과와 모델을 통해 계산한 결과 비교.  

(a) 180 ℃, (b) 200 ℃, (c)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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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다양한 바이오매스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한 자일로스 

분해의 반응속도상수 

No. Raw material 

Reaction 

temperature 

(℃) 

kapp 

(min-1) 
References 

1 Arundo donax L. 

150 1.72 × 10-3 

[51] 
165  1.08 × 10-2 

180  2.27 × 10-2 

195  6.33 × 10-2 

2 Brewers’ spent grain 

150 1.16 × 10-2 

[52] 170 1.26 × 10-1 

190  1.55 × 10-1 

3 Brewers’ spent grain 

150 9.50 × 10-3 
[36] 

(L/S=8) 
170 5.55 × 10-2 

190 1.71 × 10-1 

4 Brewers’ spent grain 

150 7.10 × 10-3 
[36] 

(L/S=10) 
170 2.69 × 10-2 

190 1.28 × 10-1 

5 Eucalyptus globulus 

145 2.25 × 10-4 

[37] 
160 1.15 × 10-3 

175 6.44 × 10-3 

190 3.15 × 10-2 

6 Corncob 

145 3.95 × 10-3 
[53] 

(L/S=8) 
160 8.70 × 10-3 

175 2.91 × 10-2 

7 Corncob 

160 6.65 × 10-3 
[53] 

(L/S=10) 
175 2.31 × 10-2 

190 7.73 × 10-2 

8 Sugar maple wood 

140 2.44 × 10-3 

[54] 
160 2.58 × 10-3 

175 1.14 × 10-2 

185 3.45 × 10-2 

9 Sugarcane bagasse 

160 5.14 × 10-3 

[55] 170 7.83 × 10-3 

180 2.04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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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Parity plot. 본 연구와 표 3-5의 1번~9번에 대한  

자일로스 수율 (R2는 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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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다양한 바이오매스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한 자일로스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인자 

No. Raw material 
Ea,app 

(kJ mol-1) 

Aapp 

(min-1) 
R2 of Arrhenius eq. References 

  Tulip poplar 140.9  2.60 × 1014 1.000 This study 

1 Arundo donax L. 127.5  1.18 × 1013 0.970 [51] 

2 Brewers’ spent grain 106.8  2.46 × 1011 0.830 [52] 

3 Brewers’ spent grain 118.2  3.96 × 1012 0.990 [36] (L/S=8) 

4 Brewers’ spent grain 117.5  2.12 × 1012 0.995 [36] (L/S=10) 

5 Eucalyptus globulus 177.5  3.17 × 1018 0.999 [37] 

6 Corncob 103.3  2.95 × 1010 0.980 [53] (L/S=8) 

7 Corncob 136.3  1.83 × 1014 1.000 [53] (L/S=10) 

8 Sugar maple wood 91.8  6.39 × 108 0.802 [54] 

9 Sugarcane bagasse 112.3  1.62 × 1011 0.946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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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자일로스 수율에 대한 parity plot 의 결정계수 

 

 

 

  

R2

This study 0.931

1 0.351

2 0.685

3 0.726

4 0.839

5 0.944

6 0.853

7 0.895

8 0.892

9 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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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kappt 

 

에테르 결합 절단 반응의 속도상수를 이용하면 1차 반응일 때의 

Damköhler number인 kt 형태로 반응 조건을 비교할 수 있었다. 

백합나무의 열수 전처리 이후에 각 온도에서 각각의 성분들의 수율 

변화를 kapp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그림 3-12). kappt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반응온도에서 실험한 결과들을 일정한 경향성을 갖는 곡선으로 

정렬시켜서 비교할 수 있었다. 자일란의 경우 반응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양이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나 자일로스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저반응성 자일란이 낮은 온도에서는 잘 반응하지 못하고 

높은 온도에서 상대적으로 잘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높은 온도에서 자일란의 전환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수율의 최대값은 180 ℃에서 낮게 나타났다. 

자일로스의 경우 3.3에서 설명한 것처럼 활성화 에너지의 차이로 인해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율의 최대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appt를 활용하여 원하는 생성물의 형태에 따라 반응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 3-12에서 자일란의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반응 온도를 높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반응 온도를 높이게 되면 

자일로스의 과분해도 증가한다. 자일란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분해되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자일란을 가수분해 

시키고 낮은 온도에서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를 자일로스로 전환시키면 

상대적으로 높은 자일로스 수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appt를 서로 다른 온도에서 실험한 결과를 비교하는데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연구의 실험 데이터들의 비교에 도입했다. 그림 3-1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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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듯이 여러 연구에서의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의 

수율을 kappt에 대해 나타내서 비교해보면, 일정한 경향성을 갖는 곡선의 

형태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kappt가 다양한 수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건에서의 열수 전처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무차원수로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앞서 설명한 성분 분석법에 의해 분석할 

경우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는 중합도에 따라 나뉘지 않고 

용액에 용해되는지 여부에 따라 나뉜다. 고상에 남아있는 자일로스 

중합체를 자일란으로 분류하고, 액상에 녹아있는 자일로스 중합체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로 분류한다. 따라서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수율은 액상과 고상을 분리할 때의 온도나 

액상과 고상의 비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58]. 또한 앞에서 

언급한대로 저반응성 자일란이 반응하는 정도가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의 수율이 달라질 수 있다.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의 수율에 영향을 주는 이런 

원인들에도 불구하고 수율을 단순히 반응정도를 나타내는 무차원수인 

kappt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큰 의의를 갖는다. 기존에 반응조건을 

비교하기 위한 무차원수로 사용되어 온 가혹도 계수는 반응 온도와 반응 

시간만으로 조건을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지만 실제 활성화 에너지 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조건을 부정확하게 비교하게 된다. 반응속도의 온도 의존성이 

가혹도 계수의 형태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160 ℃~220 ℃ 범위의 

온도구간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약 105 kJ mol-1에서 135 kJ mol-1로 

온도에 따라 증가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런 활성화 에너지 범위는 

표 3-2에 계산된 활성화 에너지들의 범위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로 

활성화 에너지의 범위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가혹도 계수로 대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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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응조건의 비교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kappt를 활용할 수 있는데 kappt의 경우 α를 알면 반응온도와 

반응시간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로부터 α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응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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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백합나무 열수 전처리 결과의 kappt를 이용한 비교 

(a) 180 ℃, (b) 200 ℃, (c)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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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다양한 바이오매스의 전처리 결과들의  

kappt를 이용한 비교 (a) 자일란, (b)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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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바이오매스의 열수 전처리 과정에서 자일란의 가수분해 반응에 대해 

에테르 결합의 절단을 고려한 반응속도연구를 수행하였다.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수율을 이용하여 에테르 결합의 절단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반응속도식을 유도하였다. 유도된 반응속도식을 

이용하여 에테르 절단 반응의 속도상수를 계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인자를 계산하였다. 유도된 반응속도식을 다양한 

바이오매스의 전처리에 적용할 수 있었다.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에 대해 실제 실험으로 얻어진 수율과 잘 

일치하는 수율을 이론적으로 계산해서 얻을 수 있었다(R2 = 0.970). 

에테르 결합 절단에 대해 Ea,app와 ln Aapp 사이에 직선성을 발견하였다. 

반응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을 포함할 수 있는 α를 

도입하여 발견된 직선성을 바탕으로 겉보기 반응속도상수에 대한 식을 

유도하였다. 

에테르 결합 절단에 대한 반응속도식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자일로스의 수율의 변화를 나타내는 식을 유도하였다. 유도된 식을 

바탕으로 자일로스 분해반응에 해당하는 반응속도상수를 얻었다. 얻어진 

반응속도상수를 이용하여 반응의 활성화에너지와 빈도인자를 계산하였다. 

에테르 결합 절단과 자일로스 분해 반응에 해당하는 활성화에너지와 

빈도인자를 바탕으로 자일로스 수율을 이론적으로 계산하여 실제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백합나무 열수 전처리의 경우 

자일로스 분해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에테르 결합 절단반응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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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반응온도가 증가할수록 자일로스 수율의 

최대값이 감소하였다. 

에테르 결합 절단에 해당하는 반응속도상수를 이용하여 1차 

반응에서의 Damköhler number 형태인 kappt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응 조건을 비교하였다. 반응온도가 높아질수록 저반응성 자일란의 

반응이 촉진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반응온도가 높아질수록 자일란의 

전환율이 증가하고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수율의 최대값이 증가하였다. 

kappt를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의 데이터를 정렬하고 비교하여 

반응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무차원수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나아가서는 kappt를 바이오매스 열수 전처리의 공정 조건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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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열수 전처리 과정에서 헤미셀룰로오스 내 에테르 결합 

가수분해의 반응속도를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이 제시된 연구로 다양한 

연구의 기반으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 가지 방향의 

후속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먼저 도입한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실제 

반응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반응을 이해하고, 유사한 형태의 

반응이 일어나는 관련 연구들에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제 반응을 고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정을 도입하여 

단순화시킨 모델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먼저 본 

연구에서 자일로스 분자만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가정하고, 모든 결합은 

동일한 반응성을 갖는다고 가정했다. 하지만 헤미셀룰로오스는 

헤테로폴리머이고 모든 결합의 반응성이 동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매스 원료의 종류에 따라서 조성이나 중합도 등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에테르 결합 절단이 정확하게 추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본 연구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화학 제품의 

생산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적인 적용의 관점에서 본 

연구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에테르 결합의 가수분해속도는 

분석할 수 있었지만, 가수분해 정도에 따른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 별 수율을 계산하는 식을 얻지 못했다. 실제로 

공정에 적용했을 때 반응생성물을 분리하기 위해 수용성인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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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일란과 자일로올리고사카라이드의 

수율을 각각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원료의 중합도 분포나 

자일로스 중합체의 물에 대한 용해도 등을 바탕으로 수율을 각각 

예측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활용하여 실제 반응을 이해하고 유사한 형태의 

반응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열수 전처리 내에서 

자일란 내의 에테르 결합 가수분해의 속도를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제 반응을 고려한 반응속도상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자일란의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의 

효과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응성이 다른 

두 종류의 자일란에 대해 각각의 비율과 반응속도상수 등을 계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물질 전달에 의한 영향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반응 중에 생성되는 산의 농도에 의한 영향과 관련해서 

원료에 포함되어있는 아세틸 그룹의 비율이나 산의 해리상수의 온도 

의존성 등을 포괄하여 반응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반응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서 이런 

요인들의 효과들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반응조건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무차원수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활용은 열수 전처리 결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전처리 결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자일란이나 

헤미셀룰로오스의 결과에 한정되지 않고 셀룰로오스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다당류의 분해 결과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매스의 활용에 있어서 셀룰로오스나 헤미셀룰로오스의 분해를 

통한 단당류 형태로의 전환은 다양한 화합물로의 전환을 위한 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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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를 생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셀룰로오스나 헤미셀룰로오스의 분해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바이오리파이너리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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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drolysis Kinetics of Xylan  

During Biomass Hydrothermal 

Pre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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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ous pretreatment methods have been proposed and studied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lignocellulosic biomass. During 

hydrothermal pretreatment, a promising pretreatment method, xylan 

is mainly hydrolyzed in most biomass speci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ate of xylan hydrolysis was investigated. Hydrothermal 

pretreatment was performed on tulip poplar from 180 to 220 °C for 

1 to 240 min. An equation for estimating the hydrolysis of ether 

bonds in both xylan and xylooligosaccharide from the yield of xylan 

and xylooligosaccharide was derived, and the rate constant of ether 

bond hydrolysis was calculated using the derived equation. 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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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 that our kinetic study can be applied to the hydrothermal 

pretreatment of various lignocellulosic biomass. In addition, linearity 

between the apparent activation energy and the logarithmic value of 

the apparent pre-exponential factor was observed. An equation for 

the apparent reaction rate constant was derived by introducing a 

factor, α, that reflects the changes in the reaction rate arising from 

various factors. 

 

Keywords : Hydrothermal pretreatment, Lignocellulosic biomass, 

Kinetics, Xylan, Ether bond cleavage, Xylose 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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