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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바이오매스 전처리 반응에서의
새로운 가혹도 계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화학생물공학부
이헌욱

전통적인 석유 기반 사회에서는 화석 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의한 환
경 파괴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 매장량 고갈에 대한 우려, 특
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특징에 따른 공급의 불안정성 및 가격 불안정
성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화석 연
료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수행 되고 있다. 바이오매스의 경우 화
석 연료가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으며, 다른 대체 자원과 달리
화학 제품의 원료 제공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리그노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는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의 세 가지 천연 고분
자를 주 성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셀룰로오스나 헤미셀룰로오스로부터
는 발효를 통해 당을 얻어 바이오에탄올과 같은 연료로 이용할 수 있으
며, 리그닌의 경우 아로마틱 성분으로 구성 된 고분자로 생물, 화학적
반응을 통해 석유 화합물의 기본 구성 물질을 만들어 낼 수 있어 화학
제품의 원료를 제공 할 수 있다. 하지만, 리그노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
스가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직접적인 이용이 어려워, 이를 해소
i

하기 위한 전처리 공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처
리 공정으로는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물리화학적 전처리 같은 다양
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임계수를 이용하여 바이오
매스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리그노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로 목질계를
대표하는 백합나무와 초본계를 대표하는 옥수수대를 원료로 선정하여 실
험을 수행하였다. 아임계수 전처리를 통해 바이오매스로부터 헤미셀룰로
오스를 분해하여 분리하였다. 실험은 용융염조와 회분식 반응기를 이용
해 수행하였으며, 원료 및 반응 후 얻어지는 고상 성분을 여러 가지 분
석법을 이용해 분석하여 반응 전후에 나타나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전처리 연구에 사용 되는 가혹도 계수를 통해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지만, 기존의 가혹도 계수가 지니는 한계점에 의해
일관 된 해석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다양한 전처리 방법에
있어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혹도 계수의 개념을 제안하
였다. 새롭게 제안 된 가혹도 계수는 기존과 달리 반응 공학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얻어진 결과로, 1차 반응 모델을 이용한 속도론적 분석을 통해
제안되었다. 이렇게 제안 된 새로운 가혹도 계수는 기존 가혹도 계수가
가지는 한계점을 해결하여 전처리 방식이나 원료에 상관 없이 일관 된
해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리그노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 백합나무, 옥수수대, 아임계수,
전처리, 가혹도 계수
학번 : 2009-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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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요즘 사회는 화석 연료의 무분별한 사용 의한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 특정 지역에 편중 되어 있는 특징에 의한 공급의 불안정성 및
자원 고갈에 의한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 파괴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화석 연료 대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크게 에너지와 재료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부분들을
새로운 자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의 경우 대체 에너지로 불리는 원자력, 태양열,
수력, 지열, 풍력, 해양에너지 등 환경에 적은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원이라는
다양한 대안이 제시 되고 있다. 반면, 이러한 대체 에너지들은 석유 화학을
기반으로 생산된 다양한 재료를 대체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에 비해 바이오
자원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석유 기반의 화학 재료를 생산 해 낼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1].
또한, 화석 연료는 대기 중의 탄소가 고정 되어 이루어진 물질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가 화석 연료의 주 성분으로 변환 되기까지에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2]. 그렇기에 매장 되어 있는 화석 연료의 양은 한정적이므로
현재와 같은 소비 속도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자원이 고갈 될 것으로
1

우려 된다. 이에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화석 연료를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으로 바이오매스에 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바이오매스의 경우 석유와 마찬가지로 탄소와 수소를 주 성분으로 포함하고
있어 석유 화학 산업의 기본 물질을 원료를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1-1.
에서와 같이 석유에 비해 바이오매스의 탄소 순환 주기가 짧아 자원 고갈의
문제점에 대한 장점이 있다. 짧은 탄소 주기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오래
두지 않고, 빠르게 고정화 시킴으로써 지구 온난화에 큰 원인으로 간주되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 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 북미,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녹색자원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존

화석원료기반

화학소재들의

바이오매스

화학소재로의 대체 및 새로운 시장 창출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

기반

그림 1-1. 석유원료 기반 화학산업과 바이오매스 기반 화학산업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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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Biomass)란 원래 생태학의 용어로서 생물계 유기자원, 생물량,
또는 생체량이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의 유기물 총량을 뜻하며 화석연료나 유기계 폐기물은 포함하지 않는
단어이나 최근에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생물계 자원을 총칭하는 의미로
쓰이면서 유기계 폐기물(폐재, 가축 분뇨 및 사체)도 바이오매스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국 에너지성에서는 바이오매스를 “동식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연간 약 1 억 톤 가량의 바이오매스가 생산 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3].
바이오매스의 분류는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한데, 발생 장소에 따라서 육지계
바이오매스,

수역계

바이오매스,

농림수산계

바이오매스,

폐기물계

바이오매스로 구분되고, 이용 상황에 따라서는 폐기계 바이오매스, 미이용계
바이오매스, 자원식물로 분류 가능하며 그 형태에 따라서 건조계 바이오매스,
함수계

바이오매스,

당분계

바이오매스,

전분계

바이오매스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 중 생물로부터 유래한 바이오매스를 구분 할 때는 크게
3 가지로 구분 지어 나타낸다[4]. 1세대 바이오매스의 경우 사탕수수,
옥수수와 같은 곡물류와 팜 등과 같은 식물유를 포함하며 가장 먼저 사용된
바이오매스 원료로 손쉽게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 등을 생산 할 수 있다.
1세대 바이오매스의 경우 자원으로써 사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식량으로 주로 이용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과 식량 부족
국가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4

반면 2세대 바이오매스는 리그노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로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재생자원[5]으로

셀룰로오스(cellulose),

헤미셀룰로오스

(hemicellullose), 리그닌(lignin)이 식물체 구조의 주 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그림

1-2.

와

같은

형태[6]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세대

바이오매스의 경우 1세대 바이오매스와는 달리 비 식용 작물로 윤리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며, 가격 또한 비싸지 않다. 하지만 그 구조가
복잡하여 1세대 바이오매스에 비해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지만 셀룰로오스 및
헤미셀룰로오스로부터는 플랫폼 화학 물질의 기반이 되는 발효성 당류의
생산이 가능하고, 리그닌으로부터는 아로마틱 계열의 화학 물질을 얻을 수
있다.
3세대 바이오매스의 경우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로 크게는 김, 미역
다시마 등 당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거대 조류와 바이오 디젤의 생산이
가능한 미세조류로 분류 된다. 성장이 빨라 자원의 순환이 용이하다는 점,
지역의 편차가 크지 않다 점, 생산량이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점이 더 많아 차세대 연구 분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2세대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화학 물질에 기반이 되는 플랫폼
화합물의 생산을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하였던
2세대 바이오매스 특유의 구조와 성분은 이러한 연구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리그노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의 각 성분의 분자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13. 과 같다.
먼저,

셀룰로오스의

경우

6탄당인

글루코스(glucose)의

β-1,4

글리코사이 결합을 통해 생성 된 중합체로, 분자내의 수산화기(-OH)에 의해
5

수소결합을 하여 안정된 사슬이 형성되는 결정성 영역과 비결정성을 지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물과 유기 용매에 잘 녹지 않으며 산 또는
알칼리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헤미셀룰로오스는 갈락토오스(galactose), 만노스(mannose) 등의 6탄당과
자일로오스(xylose),

아라비노스(arabinose)와

같은

5탄당을

주요

구성성분으로 하는 다당류로 분자량이 셀룰로오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알려져 있다[7].
리그닌은 페놀프로판을 기본 단위체로 에테르 결합과 탄소-탄소 결합[8,
9]에 의해 형성 된 방향족 고분자로서 헤미셀룰로오스와 공존하기 때문에
셀룰로오스와 cyclocoupling 형태로 존재하여 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의
화학적

이용

및

당화에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와는 다르게 방향족 단량체들로 이루어져있어
석유 화학에서 유래 되는 방향족 화합물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
되고 있다[10, 11].
이러한

성분으로

구성된

리그노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는

구조가

복잡하여 직접적으로 성분을 분리해서 사용 할 수 없으므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처리와 같은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게 된다. 각
성분마다 다양한 분야에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구성 성분들을
효과적으로 분리해 내는 기술 개발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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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리그노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의 구조와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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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의 분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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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혹도 계수(Severity factor)

목재 가공을 통한 펄프 및 제지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공정 변수를 간소화
하여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1900 년도 중반부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반응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공정 변수인 반응 온도, 반응 시간을 묶어
하나의 변수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렇게 표현된
변수를 가혹도 계수(Severity factor)라 정하고, 다양한 값에서의 반응
정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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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P-factor

반응의 척도를 간단한 변수로 나타내기 위해 Brasch, D.J. 와 Free, K.W.가
1965년

prehydrolysis

factor

–

‘P-factor’

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다[12]. 이 개념은 비 등온 반응 장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기반으로
모사하였는데, 반응 온도는 반응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반응 속도도 상대적으로 빨라지게 된다.

)= (

(

)

즉, 시간과 온도는 비례의 관계를 가지며 이에 따라 반응 속도도 상승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정도를 온도가 10 ℃
올라갈 때마다 전체 반응 속도가 약 2~3배 빨라진다는 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상대적 반응 속도 비(relative rate)를 정의하여 나타내었다.

)⁄

= 2(

3(

)⁄

상대적 반응 속도 비의 기준점은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100 ℃로 정하였다. 이 기준점, 100 ℃, 에서 10 ℃가 상승 할 때 마다 반응
10

속도가 2배(또는 3배) 빨라지는 점과 반응 시간 두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
그림 1-4. 에서와 같이 시간에 따른 상대적 반응 속도 비(relative rate)의
변화를 면적으로 표현하여 prehydrolysis factor(P-factor)로 정의하였다.

P-factor =∫
=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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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P-factor 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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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H-factor

‘P-factor’에 이어 1981년 Sjöstrom는 등온 반응 장에서의 상대 반응
속도 개념을 도입하여 ‘H-factor’ 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13]. Pfactor의 상대적 반응 속도 비의 개념하에서 H-factor를 설정하였는데, 반응
공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 상대적 반응 속도 비(relative rate)를 반응
속도 상수의 비에 기반하여 표현하였다.

=

=

,

=

,

= exp

= 100℃ ,

−

= 134

/

이 때의 반응 속도 상수는 아레니우스 온도 의존성을 나타낸다. 반응 속도
상수의 개념을 적용한 상대적 반응 속도 비에서의 기준 온도는 100 ℃(‘Pfactor’에서와 동일한 기준 온도)로 하였다. 따라서 100 ℃ 에서의 반응
속도 상수와 특정 반응 온도에서의 반응 속도 상수의 비를 반응의 상대적
반응 속도 비(relative rate)로 정의하였다. 이 때에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온도를 100 ℃로 설정하여 표현하였다. 활성화 에너지 134 kJ/mol 의 값은
앞 서 보고 된 값들에 기반하여 설정하였다. 위의 상대적 반응 속도 비와
13

반응 시간을 합쳐 아래와 같은 H-factor 값을 정의하였다.

= ∫ exp 43.2 −

H-factor =∫

,

이를 이용하여 바이오매스의 전처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한 사례도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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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Severity factor

반응의 정도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흔히 가혹도 계수로
표현 되는 Severity factor는 1987년 R.P. Overend 과 E. Chornet 에 의해
제시 되었다[15]. 이는 전처리 반응이 1차 반응이며, 비 가역 반응이라는
가정하에 가혹도 계수(Severity factor)를 표현하였다.
가혹도

계수의

경우

‘H-factor’의

반응

속도

상수의

비

개념을

기본으로, ‘P-factor’에서 적용된 반응 온도가 10 ℃이 상승 할 때,
반응의 상대적인 속도 비가 2배가 된다는 개념을 접목시켜 가혹도 계수를
정의하였다.

= 2

=

= exp

= exp

−
14.75

−
14.75

이렇게 표현 된 R0 의 값을 로그화 하여 가혹도 계수(Severity factor)로
정의하여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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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og

= log

× exp

−
14.75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반응의 정도를 표현 할 수 있기에, 가혹도 계수
개념을 적용하여 바이오매스의 전처리 반응을 연구들이 한 관한 연구들이
보고 되어왔다[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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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Combined Severity factor

1987년에 제시된 가혹도 계수(Severity factor)는 용매만을 사용한 전처리
방법에서만 적용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반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촉매(산
또는 염기)를 첨가한 반응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연구되었다. 이에 기존의
가혹도 계수를 좀 더 넓은 영역에서 적용하기 위해 1992년 Overend 등은
기존의 가혹도 계수에 촉매에 관한 항을 추가하여 가혹도 계수를 수정하여
발표하였다[22]. 수정 된 가혹도 계수는 아래와 같이 표현 된다.

(CSF) = log

= log

× exp

−
14.75

−

수정된 가혹도 계수는 산 또는 염기를 이용한 전처리 반응 연구에 기준을
제시하였고 다양한 연구들이 이를 기반으로 보고 되었다[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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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여러 형태의 가혹도 계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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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임계수를 이용한 바이오매스의 전처리

바이오매스를 화석 연료의 대체 또는 플랫폼 화합물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성분을 분리하여야 한다. 바이오매스의 주 성분인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성분을 서로 분리 해 내기 위한 전처리에 대해 이전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생물학적 전처리[29], 물리적 전처리[30, 31], 화학적 전처리[32-38], 물리화학적
전처리[39-42] 같은 많은 연구들이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바이오매스 전처리 방법으로 아임계수를 통한 전처리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임계수
전처리 방법은 순수한 물만을 용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 되고 있다[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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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아임계수의 특징

지구상에 널리 존재하며 인체와 환경에 해가 없는 물질인 물은 산업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용매 중 하나이다. 상온, 상압에서의 물은 수소결합을 하고 있으며 약
80 정도의 유전 상수를 가짐으로써 극성 용매로 흔히 사용된다. 반면 유기물 같이
극성이 약하거나 비극성의 물질들에 대한 용해력이 낮아 사용에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이 상온, 상압의 조건이 아닌 다른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성들이 그림 1-5.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변하게 된다. 이는 온도의
상승에 따른 물의 수소결합의 변화로 알려져있다[46]. 특히 물의 임계점인 374 ℃, 221
bar 이상에서는 초임계수로 분류 되며 밀도, 이온곱(Ionci product) 농도, 유전
상수(dielectric

constant)와

같은

물질

특성이

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초임계수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온, 상압에서의 물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온곱 농도의 경우 250 ℃ 부근까지는 상승하다가 이후 점점 감소하여, 초임계
상태가 되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온 반응을 주로 사용하는 반응인
경우에는 초임계수 보다는 아임계수의 상태가 더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유전 상수의
경우 온도가 올라 갈수록 점점 감소하다가 임계점 근처에서는 급격히 떨어져 400 ℃,
300 bar 부근에서는 약 ‘6’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수치는 비극성
유기용매로 흔히 쓰이는 헥산과 비슷한 수치이다. 결국 이 조건에서의 물은 상온,
상압에서는 녹이지 못하던 비극성의 용질에 대한 용해도를 가짐으로써 다양한 용도로
사용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초임계수 상태에서는 물이 라디칼 상태로 많이
존재하여

산화력이

높아지게

되며,

이를

이용한

산화반응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47, 48]. 하지만 이러한 높은 산화력은 바이오매스 전처리에는 널리
사용되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초임계수 상태에서 바이오매스를 전처리 할 경우 매우
짧은 반응시간에 주 반응이 종결되며, 대부분의 성분들이 분해되고, 우리가 원하는 각
성분 별 분획이 용이하지 않는다. 또한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 같이 당으로
이루어진 성분의 경우 반응 후에 원하는 당에 대한 선택성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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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계수를 정의함에 있어서 연구자들 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 끓는점
이상, 임계점 이하의 온도에서의 물을 아임계수로 정의한다[50]. 그림 1-5. [51]에서
보듯이 아임계수의 경우 이온곱 농도를 제외한 다른 특성들은 상온, 상압의 물과 초임계
상태의 물이 가지는 특성 사이에 존재한다. 이온곱 농도가 상온, 상압의 물과 초임계
상태의 물보다 높아 H+ 이온과 OH- 이온의 농도가 높다. 이는 가수분해, 산 또는 염기
촉매 반응에 유리하게 작용한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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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280 bar 물의 온도에 따른 특성 변화.
(a) 밀도 (b) 이온곱 농도 (c) 유전 상수 (d)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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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아임계수 전처리 반응의 원리

바이오매스의 구성 성분 중 셀룰로오스의 경우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분자간의 수소결합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셀룰로오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수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반면, 헤미셀룰로오스의 경우 결정성이
낮아 가수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임계수 반응의 경우
헤미셀룰로오스의 가수분해가 먼저 이루어진다. 이는 산화력이 좋은 초임계수에 비해
아임계수 반응의 선택도가 더 좋아 각 성분을 분리하는 반응에 있어서 아임계수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임계수의 전처리 반응은 다음과 같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53]. 아임계수의 높은
이온곱

농도로

인해

자가가수분해(auto

hydrolysis)가

일어나며,

이에

의해

헤미셀룰로오스 말단의 아세틸기(acetyl group)와 같은 작용기(functional group)들이
분해되어 유기산이 생성 된다. 이러한 유기산은 반응장내에 존재하며 pH를 낮추며, 산
촉매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유기산과 자가가수분해 된 물에 의해 바이오매스 내
헤미셀룰로오스와 일부의 리그닌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된다. 이는 산 가수분해 반응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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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내용과 범위

2.1. 선행 연구 검토

최근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이 가혹도 계수를 이용하여 바이오매스 전처리 변수를 간단히
표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처리 반응에서 용매만을 이용한 경우 두 변수,
반응 온도 및 반응 시간을 Severity factor를 이용하여 하나의 변수로 나타내어 각
조건에 따른 반응 결과를 나타내었다[64, 66, 68-71, 74, 75]. 산을 이용한 전처리의
경우 산의 농도에 따른 pH 변화를 포함한 세가지 변수를 Combined severity factor를
이용하여 하나의 변수로 나타내어 각 조건에 따른 반응 결과를 나타내었다[65, 67, 72,
73]. 두 가지 변수에 따른 고상 내의 반응물 농도 변화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 그림
2-1. (severity factor를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과 그림 2-2. (combined severity
factor를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 나타난다. 각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가혹도 계수가
커질수록 전화율이 커지면서 고상 내에 잔류하는 반응물의 양(C /

)이 적어 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혹도 계수에 따라 반응의 진행 정도를 간접적으로 유추
할 수 있다. 반면, 각각의 연구 결과를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동일한 가혹도 계수 값에서 반응물의 전화율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에 따라
반응물의 전화율 차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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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Severity factor를 이용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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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Combined severity factor 를 이용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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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everity factor 가 가지는 한계점

1987년 Overend 와 Chronet은 [15] 반응 시간과 반응 온도 두 가지 변수를 묶어
하나의 변수로 두는 가혹도 계수(severity factor)라는 반응 좌표(reaction ordinate)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공정 변수의 복잡성을 최소화 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가혹도 계수를 이용하여 반응물의 전화율과 같은 단편적인 결과만을 표현할 뿐, 가혹도
계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방식의
연구 결과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는 가혹도 계수의 정의에 이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가혹도

계수(Severity

factor)는

‘H-

factor’의 반응 속도 상수의 비 개념을 기본으로 하되, ‘P-factor’에서 적용된 반응
온도가 10 ℃이 상승 할 때, 반응의 상대적인 속도 비가 2배가 된다는 개념을 접목시켜
가혹도 계수를 정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반응 공학적인 입장에서는 올바르지 않는 접근
방법이다. 온도가 10 ℃ 증가할 때마다 반응 속도가 2배가 된다는 것은 경험 법칙이며,
이러한 경험 법칙은 활성화 에너지 및 온도가 특정한 값을 갖는 경우에만 성립한다[76].
특히 활성화 에너지(Ea)가 커질수록 반응 속도 상수는 온도에 더욱 민감해진다. 또한,
아레니우스 온도 의존성을 기반으로 한 속도 상수의 경우 빈도 인자(A)도 반응 속도
상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두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반응 속도 상수의 비를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를
서로 다른 전처리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들은 활성화
에너지가 상이하며, 전처리 방법에 따라 빈도 인자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동일한
종류의 바이오매스라 하더라도 서식하는 지역과 수확 시기 등에 따라 화학 조성에
차이를 가지게 되고, 이는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 인자에 영향을 주어 동일한 반응 속도
상수 결과를 얻지 못한다.
또한, 일반적인 가혹도 계수의 경우 산 또는 염기 같은 촉매를 첨가하는 전처리
반응에서는 쉽게 적용 할 수 없기에, 1992 년 Overend 등에 의해 촉매를 넣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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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가혹도 계수의 개념을 제시하였다[22]. 이를 기반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산과 염기를 촉매로 사용하여 전처리를 할 경우 위의 가혹도 계수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가혹도

계수(Combined

Severity

factor,

CSF)를

사용하여

전처리

반응을

연구하였다[62]. pH를 포함한 가혹도 계수(CSF)는 촉매를 사용한 전처리 방법에도
기존에 사용되던 가혹도 계수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내어 쉽게 사용 될 수 있도록 만든
장점은 있다. 하지만, pH를 포함한 가혹도 계수(CSF)도 기존의 가혹도 계수를 기반으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경험 법칙에 의한 정의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가혹도 계수(severity factor, combined severity factor)는 단순한 경험적
법칙에 바탕을 둔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변수에 불과하다. 또한,
가혹도 계수로 정의 된 변수가 시간 단위를 포함하고 있기에 가혹도 계수로 표현 되는
값이

다양한

바이오매스의

종류와 전처리 방법에서

해석되는 전처리 결과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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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2.3. 연구 내용 및 범위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에서 효과적으로 성분을 분리해 내기 위해
많은 전처리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 전처리 결과를 일괄적으로 논의 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가혹도 계수라는 변수를 통해 전처리 반응을 논의 해 왔다. 본
연구에서도 두 가지의 바이오매스(백합나무와 옥수수대)를 아임계수 전처리하여 그
결과를 기존의 가혹도 계수로 논의하였고, 가혹도 계수가 가지는 한계점을 확인하였다.
가혹도 계수는 앞서 제시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른 연구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전처리 결과를 해석 함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다양한 전처리 연구들을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논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가혹도 계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새롭게 제시한 가혹도 계수를 통해
백합나무와 옥수수대에 대한 결과는 물론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를 포함시켜 보편적
해석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가혹도 계수의 개념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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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분석

3.1. 원료 및 실험 장치

3.1.1. 원료

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위해 다양한 전처리 방법이 연구 되고 있지만, 그러한 방법들이
특정 바이오매스에 국한되어 수행되지는 않는다. 이는 바이오매스가 가지는 다양성에
기인한 것으로 연구가 수행되는 지역의 특색에 따라 연구 되는 바이오매스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같은 종의 바이오매스라고 할 지라도 원료의 수확 시기, 생산 지역, 사용
부위 등에 따라 화학 조성에 편차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점은 연구 수행에 있어
단점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였는데, 이 두 바이오매스는 각각의 재배 지역에서 한번의 수확
과정으로 얻어진 것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바이오매스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와 초본계 바이오매스 각 한 종씩으로
구성하였으며,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백합나무(영문명 : tulip tree, 학명 : Liriodendron

tulipifera)를 초본계 바이오매스는 옥수수대(영문명 :

corn stover)를 사용하였다.

백합나무의 경우 뉴트라팜㈜으로부터 목분형태로 공급 받아 분쇄와 분체 과정을 거쳐
0.25~0.42 mm 의 크기를 가지는 입자를 실험에 사용하였다(그림 3-1). 옥수수대의
경우 CJ제일제당㈜을 통해 공급 받아 백합나무와 같이 분쇄 및 분체 과정을 거쳐 같은
크기의 입자를 실험에 사용하였다(그림 3-2).
바이오매스의

화학

조성

분포는

미국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NREL)에서 제공하는 표준 분석법(Laboratory Analytic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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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54-56]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1 에 나타내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초본계 바이오매스인 옥수수대가 목질계 바이오매스인 백합나무에 비해 리그닌
함량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헤미셀룰로오스의 함량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험에 앞서 두 바이오매스 내에 존재하는 지질이나 클로로필 같은 성분들을
속실렛

장치를

셀룰로오스,

이용하여

먼저

헤미셀룰로오스,

제거하였다[55].

리그닌의 분석을

이는

용이하게

바이오매스의
하기

주

위함이다.

성분인
초본계와

목질계의 구성 성분의 차이에 의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추출이 이루어진다. 백합나무의
추출 과정 에탄올과 벤젠을 1:2의 부피 비로 섞은 용매를 사용하였으며 약 12시간
추출을 진행하였다. 반면, 옥수수대의 경우 물에 의한 1차 추출과 에탄올에 의한 2차
추출을 각 10시간씩 수행하여 추출을 진행한다. 추출 후 얻어진 탈지 시료는 고체 내에
잔류하는 용매를 제거하기 위해 45 ℃ 의 진공 오븐에 넣어 진공 건조를 통해 잔류
용매를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였고, 이후 상온의 데시케이터 내에 보관하며 평균
함수율 약 5% 이내로 유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위의 탈지 과정을 거친 시료들을 전처리
대상 물질로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31

표 3-1. 바이오매스의 화학 조성 분포 (단위: %)

32

그림 3-1. 백합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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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옥수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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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실험 장치

아임계수 전처리 반응 시스템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회분식 반응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처리 반응을 수행하였다. 반응에 사용 된 반응기는
협력업체인 한양정밀을 통해 그림 3-3. 와 같은 형태로 만들었으며, 반응기의 재질은
316형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회분식 반응기 내부 부피는 26.7 ml 로
고압의 상황을 견디기 위한 구조로 설계가 되었다.
회분식

반응기를

가열하고

반응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림

3-4. 와

같은

용융염조(molten salt bath)를 대풍 인더스트리를 통해 주문 제작하였다. 용융염조의
운전 가능 온도의 범위는 채워지는 염의 종류와 그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Na(NO)3, KNO3, Ca(NO)3 가 각각 7:45:48 의 무게 비율로 혼합하여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비율에서의 운전 가능 범위는 약 120 ~ 500 ℃ 가 된다[57].
용윰염조의 온도를 파악하기 위해 K 형 열전쌍을 3개를 설치하였고, PID(proportional
integral derivative) 방식의 조절기를 이용하여 온도를 조절하였다. 반응 중에 교반
효과와 염조기 내부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상단에 좌우로 왕복 운동이
가능한 교반기를 설치하여, 1분에 약 47회 왕복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설정하여 반응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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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316형 스테인리스 강 회분식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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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반응에 사용 된 용융염조(salt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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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및 분석

3.2.1. 아임계수 전처리

본

연구에서는

아임계수를

이용하여

회분식

반응

시스템으로

바이오매스를

전처리하였다. 회분식 반응기의 경우 반응기 내부 공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온도에 따라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에 바이오매스의 전처리 과정에서 압력에 의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 볼 수가 없지만, 압력이 전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기에
압력에 대한 영향을 무시하고 반응을 설계하였다. 이에 전처리 반응에서의 조작 변인은
반응 온도와 반응 시간 두 가지로 설정하였고, 나머지 다른 변수들은 통제하여 반응을
수행하였다. 우선 주 반응물인 바이오매스와 용매이면서 반응에 참여하는 물의 무게
비를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바이오매스와 물의 무게는 1:15 가 되도록 하였고, 물의
밀도를 0.7 g/ml 로 고정하여 반응기 내부 공간이 26.7 ml 이기에 약 18.69 g 의 물을
반응기에 넣어주었다. 바이오매스와 물의 무게 비를 고정하였기에 약 1.25 g 의
바이오매스가 반응기에 같이 넣어져 밀폐하였다. 밀폐 후에는 반응기 내부에서 물과
바이오매스가 혼재해 있도록 약 10분간 음파처리를 하여 반응기를 준비하였다.
다음으로는 밀폐된 반응기를 설계 온도로 미리 가열되어 있는 용융염조에 투입하여 약
30 초간 반응물이 반응기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지 확인 한 후 교반기를 작동시켜
설계한 반응 시간 동안 반응을 진행한다. 용융염조 내에 들어간 반응기가 설계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사전에 열전쌍이 내부에 설치 되어 있는 회분식 반응기를 제작하여
확인하였다. 여러 온도 조건에서 열전쌍이 설치 된 반응기 내부의 온도가 설계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확인 한 결과 승온에 필요한 시간이 약 150 초 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반응기가 용융염조에 들어간 후 150 초까지는 설계 온도에 도달하기 위한
승온 과정으로 판단하여, 150 초가 지난 이후부터 반응기를 용융염조에서 꺼내기까지
걸린 시간을 반응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물론, 승온 시간 동안 반응기 내부에서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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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진행되지만, 승온 시간 중에 발생하는 분해 과정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며
같은 설계 온도 내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따로 구분하여 확인하지 않고 본 반응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정해진 체류 시간에 도달하면 교반기를 용융염조 내에서 꺼내어
열 공급을 차단하고 1차로 준비 된 수조에 넣어 냉각시켜 더 이상의 반응이 진행 되는
것을 막았다. 이후 흐르는 물을 통해 표면에 남아있는 염을 제거해 주면서 반응기에
잔류하는 열을 빼내어 주었다.
반응기의 냉각이 끝나면 외부의 잔류하는 수분을 제거하여 반응기 내부에 존재하는
반응에 참여한 물과 섞이지 않도록 한 뒤, 반응기를 열어 생성물을 회수하였다. 반응 후
생성물은 액상과 고상으로 존재하기에 이 두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유리 필터와 진공
펌프를

사용하였다.

1차적으로

반응

후

발생한

액상

성분을

분리하여

가수분해물(hydrolysate)을 얻는다. 이 후 반응기 내부에 남아 있는 고상 성분을
회수하기 위하여 80 ℃ 정도로 가열된 온수를 이용한다. 온수를 통해 고상 성분 표면에
가수분해된 성분(단당류, 이당류, 삼당류, 올리고당, 유기산 등)이 남아 있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주며 진공 여과를 수행한다. 헹궈 낸 물의 pH 가 중성이 될 때까지 위의
작업을 반복하여 고상 성분(solid residue)를 얻는다. 얻어 낸 고상 성분은 무게 측정,
함수율 측정 등 후속 분석 과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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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분석

(가) 고상 성분의 수율(Solid residue yield)
실험 후 얻은 고상 성분(Solid residue)의 경우 반응 매개체인 물을 머금고 있기에
수분을 먼저 제거해야만 정확한 수율을 얻을 수 있다.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응 후
얻은 고상 성분 일정량을 덜어 105 ℃의 오븐에서 24 시간 동안 건조 시킨다. 105 ℃
오븐에서 꺼낸 시료는 공기 중의 수분과 만나 다시금 수분을 머금을 수 있기에 습도가
조절 되는 실온의 데시케이터에서 천천히 냉각 한 후 그 무게를 측정한다. 시료의 건조
전 무게와 후의 무게를 측정하면 함수율을 구할 수 있어 오븐 건조 무게(oven dry
weight, ODW)를 얻을 수 있다. 고상 성분의 수율과 각 성분의 제거율은 전처리 전
바이오매스의 오븐 건조 무게와 반응 후의 오븐 건조 무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 계산 할 수 있다.

고상 수율 (%) =

제거율(%) = 100 −

아임계수 전처리 후 고상 성분의 오븐 건조 무게 (g)

아임계수 전처리 전 바이오매스의 오븐 건조 무게 (g)

× 100(%)

아임계수 전처리 후 고상 내의 각 성분의 오븐 건조 무게 (g)

아임계수 전처리 전 바이오매스의 각 구성 성분의 오븐 건조 무게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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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나) 화학 조성

바이오매스의

화학

조성은

기본적으로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NREL)에서 제공하는 표준 분석법(Laboratory Analytical Procedure,
LAP)[56]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부분적으로는 연구실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바이오매스 고상 성분은 두 번의 산 처리를 거쳐 고상과 액상으로
나뉘어지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분석하게 된다. 건조된 시료 0.1 g 에 72 % 황산 1
ml을 넣고 30 ℃ 항온 수조에서 2 시간 동안 황산 가수분해를 시킨다. 이후 증류수 28
ml 를 첨가하여 황산의 농도가 4 %가 되게 한 후 오토클레이브에서 121 ℃ 로 1 시간
추가 가수분해를 진행 한 후 냉각 시켜 유리 필터를 통해 진공 여과 시킨다.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고상 고상 성분은 산 불용성 리그닌(acid-insoluble lignin,
Klason lignin)으로 분류 되며, 105 ℃ 오븐에서 24 시간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하여 그
양을 파악한다. 산 불용성 리그닌의 함량은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 계산 할 수 있다.

산 불용성 리그닌 함량 (%) =

가수분해 후 필터에 남은 리그닌의 건조 무게 (g)
가수분해 전 바이오매스의 건조 무게 (g)

× 100(%)

반면, 유리 필터에서 여과 되어 나온 액상에도 리그닌이 일부 포함 되어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액상

가수분해물의

부피를

측정한

뒤

UV-Vis

spectrophotometer(Evolution 201,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USA)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여 구한다. 바이오매스의 종류에 따라 권장하는 파장과 그에 따른
흡수능의 차이가 있어 표 3-2를 통해 그 값을 나타내었다[56]. 산 가용성 리그닌
함량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구하며 희석배수는 여과액이 권장파장에서 가지는

흡광도가 0.7~1.0 사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첨가한 증류수의 양을 통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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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가용성 리그닌 함양 (%) =

UV 흡광도 × 여과액 부피 (ml) × 희석배수

× 가수분해 전 바이오매스의 건조 무게 (g)

× 100(%)

여과액에는 가수분해 되어 생성된 당과 유기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분석하기
위해 HPLC(Agilent 1200 seires, Agilent Technologies, Inc., USA)를 사용하였고,
굴절률을

통해

사용되었다. 당

각

성분을

분석에는

분석하는
Aminex

검출기(RID,

HPX-87P

refractive

index

detector)가

칼럼(Bio-Rad Laboratories

Inc.,

USA)을 사용하였다. 당 분석 시 이동상은 물이었으며, 분석 온도는 80 ℃, 분석 시간은
30 분으로 하였다. 유기산 분석에는 Aminex HPX-87H 칼럼(Bio-Rad Laboratories
Inc., USA)을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으로는 5 mM의 황산 수용액으로 60 ℃에서 1 시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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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바이오매스 종류별 권장 파장과 흡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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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사전자현미경 분석

전처리

전후

바이오매스의

표면과

구조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

전계방출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SUPRA 55VP, Carl Zeiss, Inc.,
Germany)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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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X선 회절 분석
본 연구에서는 Rigaku사의 D/Max-3C diffractometer를 사용하였으며, 회절 패턴은
10~40°의 2θ 범위 내에서 1°/min 의 스캔 속도록 0.02° 마다 측정하였다. 운전
전압은 50 kV, 운전 전류는 200 mA로 설정하였다.
반응 후 얻은 고상 성분은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바이오매스의 결정화도(Crystallinity
Index, CrI)를 얻을 수 있다. CrI는 Segal 등에 의해 먼저 제안된 방법으로 다른 분석에
비해 간단하게 물성치를 확인 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58]. CrI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CrI (%) =

I

I

−I

× 100(%)

결정성을 나타내는 I002 의 2θ = 22.0~22.4° 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반면,
비결정성을 나타내는 Iam 은 2θ = 18.0° 에서의 최소값을 그 세기로 나타낸다. 실제로
바이오매스의 주 구성성분인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중에서 결정성을
가지는 구성 성분은 셀룰로오스뿐이므로, CrI는 이 세 성분의 상대적인 구성 비율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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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아임계수 전처리를 통한 바이오매스의 물리화학적 변화

4.1.1. 전처리 수율 및 바이오매스의 조성 변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임계수 전처리 반응의 가수분해 효율 및 선택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처리 된 고상 성분의 수율과 화학 조성을 분석하여 전처리 하기 전인 원료의
조성과 비교하였다. 전처리 조건은 반응 온도 180~220 ℃, 반응 시간 0~30 분으로
설정하였고, 각 반응 조건에서의 전처리 가혹도(log R0)는 3.05~5.01 사이의 값을
가진다. 표 4-1. 에는 백합나무 시료의 화학 조성과 각 실험 조건에서의 고상 성분
수율 및 화학 조성을 나타내었고, 표 4-2. 에서는 옥수수대 시료의 화학 조성 및 각
실험 조건에서의 고상 성분 수율과 화학 조성을 나타내었다.
전처리 조건이 가혹해질수록 즉, 가혹도가 높아질수록 백합나무와 옥수수대로부터
얻어지는 고상 성분의 수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가혹도가 가장 높은(log
R0=5.01) 전처리 조건으로는 220 ℃ 30 분에서 백합나무는 58.86 %, 옥수수대는
56.00% 만이 고상 성분으로 얻어졌다. 전처리 된 고상 성분의 화학 조성을 살펴보면
제거 된 성분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 백합나무와 옥수수대 두 바이오매스 모두
가혹도 조건이 높아질수록 고상 내에는 헤미셀룰로오스를 구성 하는 당(자일란, 갈락탄,
아라비난, 만난)의 조성이 감소하다 이내 검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아세틸기
수치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해

원료인

바이오매스로부터

헤미셀룰로오스를 선택적으로 분리해냈다고 할 수 있다. 헤미셀룰로오스를 구성하는
당의 성분 사이에 분해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가혹도가 높아지는(반응 온도가
높아지고, 반응 시간이 길어지는) 조건에서는 고상에서 분해되어 액상 가수분해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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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헤미셀룰로오스를 구성하는 당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헤미셀룰로오스를 대표하는 당인 자일로스로 이루어진 자일란이 아임계수
가수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그닌의 경우 산 가용성 리그닌과 불용성 리그닌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산
가용성 리그닌의 경우 아임계수 가수분해가 진행됨에 따라 그 양이 줄어 가수분해물로
녹아 나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산 불용성 리그닌의 경우 반응이 진행 될수록
고상

시료

내에서

차지하는

조성비가

증가하는데,

이는

가수분해에

의해

헤미셀룰로오스와 산 가용성 리그닌 성분들이 고상에서 제거 되어 나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셀룰로오스로 대표되는
글루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두 성분은 위의 가수분해 조건에서는 상당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두 성분 모두 반응 온도가 높아져 활성화 에너지
벽을

넘어서는

반응

장이

형성되면

헤미셀룰로오스와

마찬가지로

분해

되어

가수분해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아임계수 전처리를 통해 원료로부터 각 성분이 고상에서 얼마만큼 제거 되었는지를
그림 4-1. (백합나무) 과 그림 4-2. (옥수수대) 통해 간략하게 도식하였다.

그림을

통해 보면, 본 연구의 반응 조건에서는 헤미셀룰로오스가 대부분이 제거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헤미셀룰로오스의 제거율도 전처리 가혹도 계수와 정비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리그닌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 앞서 산 가용성 리그닌과 산 불용성
리그닌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반응 전체로 보면 리그닌 전체의 제거율이
증가하다 어느 순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가수분해 반응과는 별개로 유사
리그닌(pseudo-lignin)이 생성되는 반응이 진행 되었음을 뜻한다. 몇몇 연구자들이 이
유사 리그닌의 생성 조건과 그 기작에 대해 보고한 바가 있다[59, 60, 61]. 유사
리그닌의 경우 약산 가수분해, 아임계수 전처리, 증기 폭쇄와 같이 산성 조건에서
행해지는 전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유사 리그닌의 형성은
가수분해 반응으로 생성된 당류의 물질과 리그닌 분해 산물들이 서로 탈수, 축합 등의
반응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고분자를 형성하고, 고분자화 된 유사 리그닌은 반응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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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바이오매스 표면에 붙게 된다. 결국 이러한 유사 리그닌은 전처리 후에 얻어지는
고상 성분 분석 시 황산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남아 산 불용성 리그닌 함량으로 계산
되어, 전체 리그닌 제거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저항성이 강했던 셀룰로오스의 경우 가혹도 계수와는 상관 없이 약 20 %의
제거율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셀룰로오스는 비결정성과 결정성 두 가지
형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데, 바이오매스의 경우 이 두 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통 결정성 셀룰로오스가 비결정성 셀룰로오스에 비해 결합력이 강하여
상대적으로

가수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62].

그러므로

비결정성 셀룰로오스가 결정성 셀룰로오스 보다 낮은 온도의 물에서 가수분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원료 내에 존재하는 비결정성 셀룰로오스의 구성은 일정하므로 가혹도
정도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값의 셀룰로오스 제거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에

많이

연구되고

통용되는

전처리

가혹도

계수(log

R0)를

적용하여

두

바이오매스에 대한 가수분해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전처리 가혹도 계수를 통해
표현되는 값은 두 바이오매스 각각을 비교할 때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값 자체가 서로 상이하여 전처리 가혹도 값만으로는 두 바이오매스의 반응 정도를
비교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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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백합나무의 아임계수 전처리 전후 화학 조성 변화 및 고상 성분 수율

Glu=Glucan(글루칸), Xyl=Xylan(자일란), Gal=Galactan(갈락탄), Ara=Arabinan(아라비난), Man=Mannan(만난), AG=Acetyl
group(아세틸기), KL=Klason lignin (Acid-insoluble lignin,산 불용성 리그닌), ASL=Acid-soluble lignin(산 가용성 리그닌)

49

표 4-2. 옥수수대의 아임계수 전처리 전후 화학 조성 변화 및 고상 성분 수율

Glu=Glucan(글루칸), Xyl=Xylan(자일란), Gal=Galactan(갈락탄), Ara=Arabinan(아라비난), Man=Mannan(만난), AG=Acetyl
group(아세틸기), KL=Klason lignin (Acid-insoluble lignin,산 불용성 리그닌), ASL=Acid-soluble lignin(산 가용성 리그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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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백합나무에서의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의 제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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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옥수수대에서의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의 제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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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바이오매스의 물리화학적 변화

(가) 바이오매스의 표면 분석

전처리를 통해 바이오매스의 물리화학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고상 시료의 표면을 분석하여 구조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였다.
모든 조건에서의 표면을 확인하기 보다는 각 온도 별 15 분 반응 시간에 해당하는
SEM 이미지를 선별하여 전처리 후 나타나는 변화를 한 눈에 확인하기 위해 전처리
전의 표면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4-3. 백합나무, 그림 4-4. 옥수수대)
각각의 이미지는 표면을 3000배 확대하여 찍은 것으로 각 그림의 (a)(전처리 반응 전
원료의 바이오매스 표면 상태) 사진을 보면 식물의 특성상 존재해야 하는 물관과 체관
같은 기공이 덮여있거나 그 윤곽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임계수 전처리를 통해 구성 성분인 헤미셀룰로오스와 산 가용성 리그닌을 제거할수록
닫혀서 보이지 않던 기공들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높은
전처리 가혹도 조건인 220 ℃의 경우 바이오매스의 미세 구조가 붕괴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유사 리그닌의 생성도 확인 할 수 있었다. 180 ℃ 15
분의 경우 전처리 가혹도(log R0=3.52)가 높지 않아 리그닌 제거율이 상승하는 구간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리그닌이 제거 되어 나가기만 할 뿐, 유사 리그닌이 생성되지
않아 바이오매스 표면이 매끄러운 형태를 띠게 된다. 반면 200 ℃ 15분의 경우 전처리
가혹도(log R0=4.12)가 리그닌 제거율이 떨어지는 구간에 위치하여 유사 리그닌이
생기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생성 된 유사 리그닌은 전처리 된 고상 성분 표면에 다시
붙게 되어 SEM 사진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사 리그닌의 거동은 Hashaikeh
등[63] 도 확인을 하였는데, 연구에 따르면 180 ℃ 아임계수에서 리그닌 용해를 관찰
할 수 있었고, 200 ℃ 이상의 온도에서는 용해되었던 리그닌이 다시 표면에 붙는 현상을
관찰하였다라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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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백합나무 아임계수 전처리 전후의 바이오매스 표면 특성 (a) 전처리 전의
원료 (b) 180 ℃ 15 분 (c) 200 ℃ 15 분 (d) 220 ℃ 15 분

54

그림 4-4. 옥수수대 아임계수 전처리 전후의 바이오매스 표면 특성 (a) 전처리 전의
원료 (b) 180 ℃ 15 분 (c) 200 ℃ 15 분 (d) 220 ℃ 1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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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이오매스의 결정성 분석

전처리 전후 고상 성분의 결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XRD 분석을 실시하여 그림 4-5.
(백합나무)와 그림 4-6. (옥수수대)같은 결과를 얻었다. 앞서 언급한 바이오매스의
결정화도(CrI)는 바이오매스 내의 결정성 성분과 비결정성 성분의 상대적인 구성
비율로 계산 된다. 셀룰로오스의 결정성은 셀룰로오스 사슬 사이 또는 사슬 내부에
존재하는 수소 결합으로 인해 분자의 배열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셀룰로오스 비결정성 부분과 다른 구성성분인 헤미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의 경우 분자간
결합에 있어 큰 특성이 없어 결정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4-5. 와 그림 4-6. 를 통해서 보면 전처리가 진행 될수록 결정성을 나타내는 I002(2θ
= 22°)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폭이 좁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전처리 후 고상 성분의 XRD 결과를 토대로 CrI 를 계산하여 그림 4-7. (백합나무),
그림 4-8. (옥수수대)에 각각 도식하였다. 전처리 전의 백합나무와 옥수수대의 CrI는
각각 57.68 %와 57.54 %로 계산되었고, 전처리 가혹도가 높아질수록 바이오매스의
결정화도가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rI 값이 전처리 가혹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헤미셀룰로오스의 제거율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바이오매스 내에서
비결정성인

헤미셀룰로오스,

셀룰로오스의

비결정성

부분,

리그닌

중

많은

양을

차지하는 헤미셀룰로오스가 고상 성분에서 일차적으로 제거 되었기에 헤미셀룰로오스의
제거율과 CrI 값이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 된다. 반면, 비결정성 부분인
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의 경우 그 양이 적고, 헤미셀룰로오스의 제거율과 구분 지어 살펴
볼 수가 없었기에 CrI값과의 직접인 연관성을 찾을 수 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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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백합나무 아임계수 전처리 후의 고상 시료 XRD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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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옥수수대 아임계수 전처리 후의 고상 시료 XRD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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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백합나무의 전처리 가혹도에 따른 고상 시료의 C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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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옥수수대의 전처리 가혹도에 따른 고상 시료의 C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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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새로운 형태의 가혹도 계수(Severity factor,

기존에

가혹도 계수(Severity

factor)가

가지는

`

)

단점을 보안하면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가혹도 계수의 정의를 바탕으로 반응공학적 접근을 통해 이론적
근거를 지니는 새로운 형태의 가혹도 계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아임계수를 이용한 전처리에서 헤미셀룰로오스가 주 반응물임을
확인하였다. 일부의 셀룰로오스와 리그닌도 아임계수에 의해 분해 반응이 일어났지만,
그 양이 소량이어서 분해 거동을 확인하기 쉽지 않고, 동일한 가정을 적용한다면 새롭게
정의된 가혹도 계수를 적용 할 수 있기에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은 헤미셀룰로오스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본적으로 아임계수에 의한 헤미셀룰로오스의 분해 반응에 몇 가지 가정을 하였다.
기존에

연구와

동일한

가정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반응물(A)은

헤미셀룰로오스, 생성물(B)은 헤미셀룰로오스를 구성하는 당 성분(자일란, 갈락탄,
아라비난, 만난) 및 아세틸기로 정의하였다. 이는 헤미셀룰로오스가 분해 될 경우
생성되는

성분을

연구에서는

분해

포함하기
산물이

위해서이다.

각

성분이

생성되는 조건에는 차이가

생기는

과정이

존재하지

다르지만,

않는다고

본

가정하에

진행하였다. 또한 전처리 분해 반응은 1차 반응으로 비가역적 반응이며 반응 속도
상수는

아레니우스

온도

의존성을

가지는

것으로

헤미셀룰로오스의 반응 속도는 다음과 같다.

=−
이 때, 반응 속도는 아래와 같이 표현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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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에서

=

−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반응 속도 식을 표현 할 수 있다.

−

1

=

exp −

위의 식에서 지수에 표현된 온도의 함수를 기존의 가혹도 계수들과 접목 및 비교를
위하여 기준 온도 Tr(= 100 ℃)을 적용하기 위해 Tr에서 테일러 전개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형태를 얻을 수 있다.

−

1

=

exp

−

+

)

( −

+

−

)

( −

+

)

( −

+⋯

먼저 테일러 전개 후 Tr에서의 반응 속도 상수(kr)을 구하기 위해 첫 항을 분리한다.

−

1

=

exp

−

( −

)

+

−

( −

)

+

이후 변수 ω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식을 간단히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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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

−

exp

)

( −

+

)

−( −

+

( −

)

+⋯

위 식에서의 첫 번째 전개 항이 공통이므로 묶으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

=

exp

−

)

( −

1+

)

−( −

+

( −

)

+⋯

전개 항을 모두 합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 이 때의 온도
범위는 T < 2Tr 이다.

1+

)

−( −

−

+

1

( −

)

+⋯ =

−

=

exp

1−

1
−( −

( −

기존 온도에서의 반응 속도 상수(kr)를 표현하면,

−

1

=

exp

양변을 적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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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기존의 가혹도 계수와 유사한 형태를 새로운 가혹도
계수(R0´ )로 정의하면

´

( −

= ×

)

×

아래와 같은 형태로 얻을 수 있다.

−

=

´

위 식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1차 반응에서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때,

´

의 값은 1차 반응에서의 무 차원수인 댐켈러 값(Damköhler

numbers)과 유사한 형태이다. 이는

´

값이 무 차원화 되어 바이오매스의 종류와

전처리 방법에 제한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함을 의미한다.
1차 반응에서의 댐켈러 값(Damköhler numbers)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

" reaction rate of A"
" convection(diffusion) rate of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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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1 에서는 반응 속도가 물질의 대류(이동) 속도보다 커서 반응 속도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응으로 분류된다. 반면, Da<<1 에서는 반응 속도에 비해 물질의
대류(이동)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응 형태로 분류된다. 이렇게 정의 된 댐켈러
값은 반응 전화율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댐켈러 값이 0.1 미만에서는 반응물의
대류(이동) 속도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10 % 미만의 낮은 전화율을 보이고,
댐켈러 값이 10 이상에서는 반응 속도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높은 90% 이상의
전화율을 나타내게 된다[76]. 본 연구에서 얻어진 무 차원수

´

값은 기존의 가혹도

계수가 가지 못하는 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가혹도 계수의 경우 값에 따른 반응의
결과를 예상할 수 가 없다. 반면, 댐켈러 값을 통해 전화율을 예상할 수 있듯이 새로
제시된 가혹도 계수(R0´ )로 표현된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4-9. 에는
이는

´

´

´

값은 기존 가혹도 계수와 달리 전화율을 유추
값에 따른 반응물의 전화율 결과를 나타내었다.

값을 단위가 없는 무 차원수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 0.1 ‘ 미만의 낮은

값에서는 10 % 이하의 낮은 전화율 값을 보이는데 이는 물질의 대류(이동)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이를 극대화 하여 전화율을 증가 시키기 위해서는 반응 시간을
증가하여 대류의 영향을 크게 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반응 온도를 올려
반응 속도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Da>>1) 하여 반응의 전화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이는 바이오매스의 종류와 전처리 방법에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전처리 반응기 설계, 전처리 반응 최적 조건 등에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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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

값에 따른 고상에서의 헤미셀룰로오스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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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값의 실효성 검증

´

4.3.1. 백합나무와 옥수수대에서의

값의 검증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가혹도 계수(Severity factor)를 통해 아임계수 전처리에서의
백합나무와 옥수수대의 거동을 살펴보았다. 가혹도 계수가 높아지면서 바이오매스 내의
헤미셀룰로오스의 제거율이 높아지는 것을 개략적으로 파악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가혹도 계수가 가지는 한계점(이론적 바탕이 부족, 단위를 포함하고 있는 값)
때문에 보편적인 전처리 공정에서 일반화 시킬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백합나무와
옥수수대의

경우에서도

같은

전처리

가혹도에서도

헤미셀룰로오스의

제거율은

약

5~15%정도 차이를 보였다. 가혹도 조건이 높아 질수록 제거율 차이가 줄어들지만,
이는 원료에 포함 되어 있는 반응물이 높은 가혹도 조건에서 거의 다 제거 되어
가수분해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서로 다른 종류의
바이오매스를 일괄적인 수치로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 새로이 제시한
값을 통해 바이오매스 정량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

먼저 백합나무와 옥수수대의 온도 별로 반응 속도 상수 및 그로부터 활성화 에너지와
빈도 인자를 구하여 표 4-3. 에 나타내었고, 그림 4-10과 그림 4-11. 에서는 각각의
실험 결과와 예측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옥수수대가 백합나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임계수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3. 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두 바이오매스의 헤미셀룰로오스의 분해 거동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동일한 기준으로 만든 기존의 가혹도 계수는 바이오매스 내의
헤미셀룰로오스의 거동을 일괄적으로 설명 하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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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백합나무와 옥수수대의 반응 속도 상수 및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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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백합나무에서의 실제 제거율과 예측 제거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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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옥수수대에서의 실제 제거율과 예측 제거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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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를 토대로 얻어진 기준 온도 Tr(=100 ℃)에서의 반응 속도 상수(
활성화 에너지(

)를 표 4-4. 에 나타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

) 와

값과 그에 따른 고상

내의 헤미셀룰로오스의 농도 변화 추이를 그림 4-12. 에 나타내었다. 이론적으로 얻은
추이와 실험으로 백합나무와 옥수수대에서의 헤미셀룰로오스의 농도 변화 추이의 R´

square 값이 0.9 이상으로 확인 되었다. 두 바이오매스의 결과를 살펴보면,

값이

약 ‘ 3 ‘ 을 나타낼 때, 전화율이 약 90 % 임을 보였고, ‘ 1 ‘ 미만의 값에서는
10 % 미만의 전화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새로 설정한 가혹도
계수

´

를

적용한

무

차원수

´

가

바이오매스에

헤미셀룰로오스의 반응 거동을 분석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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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상관

없이

표 4-4. 백합나무 옥수수대의 기준 온도에서의 반응 속도 상수와 활성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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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

값에 따른 백합나무와 옥수수대 반응 후 고상에서의 헤미셀룰로오스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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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전처리 문헌을 통한

´

값의 검증

본 연구에서 얻은 아임계수를 이용한 백합나무와 옥수수대의 전처리 결과는 새롭게
제시한 가혹도 계수(

´

)로 표현 된

´

에 잘 맞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 된 여러 종류의 바이오매스 전처리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표 4-5. 에는 여러 종류의 바이오매스 전처리 문헌 중에서 임의로 12 개의 문헌을
선정하여 각 문헌에서 사용된 바이오매스와 각각의 반응 조건을 나타내었다. 선별 된
12개의 문헌 중에는 산을 이용해 바이오매스를 전처리 한 후 combined severity
factor(CSF) 을 이용하여 분석한 문헌 4개가 포함 되어 있다. 표 4-6. 에는 선택 된
문헌에서의

과 Ea 값을 구하여 나타내었으며, 이 값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가혹도 계수(
보았다.

´

)로 표현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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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선정 된 12개의 문헌을 비교하여

표 4-5.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 문헌에서의 반응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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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 문헌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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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Severity factor(SF)를 기반으로 한 문헌

가혹도 계수는 전처리 시 반응 온도, 반응 시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문헌마다 반응
조건이 상이하여 동일한 기존의 가혹도 계수(SF)를 얻을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가혹도 계수(

´

´

)로 표현 된

를 이용하면 문헌에

따른 반응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 할 수 있다. 그림 4-13.
에는

´

에 따른 헤미셀룰로오스의 농도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각각의 문헌마다

바이오매스의 종류도 달랐지만, 반응 조건이 상이하여
하였다.

´

´

의 분포가 다양하게 존재

값이 작은 약 0.01부터 큰 값인 약 10까지의 분포에서 반응 후 얻어진

전화율이 새로이 제안 된 식을 통해 예측 된 전화율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반응 조건과 반응 매체에 무관하게 새로이 제안된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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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을 사용 할 수

그림 4-13. Severity factor를 기반으로 한 문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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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

/

(나) Combined Severity factor(CSF)를 기반으로 한 문헌

기본적으로 사용 되는 가혹도 계수(SF)는 pH에 영향을 고려 하지 않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가지지만, pH 에 영향을 받는 CSF 의 경우 음의 값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산의
농도에 따라 CSF 값이 다양하게 분포 될 수 있다. 문헌에서 산을 이용한 전처리의 경우,
산의 농도(pH)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CSF 값의 폭이 넓어 문헌간에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 어렵다. 또한 동일한 바이오매스라 할 지라도 촉매의 양에 따라 활성화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으로 놓고 비교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에 그림 4-14. 에는
새로이 제안 된 가혹도 계수(

´

)를 사용하여

´

에 따른 헤미셀룰로오스의 농도

변화를 확인 하였다. 2번과 9번 문헌의 경우 동일한 바이오매스에 첨가하는 황산의
농도에 따라 반응 정도의 차이를 표현하기도 하였지만, 동일한 반응 온도, 시간 조건에
서로 다른 농도의 경우 CSF 값이 변하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

을 적용한 결과를 보면 황산의 농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화율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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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Combined Severity factor를 기반으로 한 문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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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과제

바이오매스로부터 원하는 성분을 분리 해 내는 전처리 과정이 바이오 리파이너리의
시작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첫 단계로 바이오매스로부터 헤미셀룰로오스를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아임계수 전처리법을 진행하여 그 의미를 고찰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사용된 가혹도 계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그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형태의 가혹도 계수를 제안하였다.
백합나무와 옥수수대를 원료로 한 아임계수 전처리에서는 반응 온도와 반응 시간을
독립 변인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때 반응 온도와 반응 시간을 하나의 변수로
묶은 가혹도 계수(Severity factor)를 도입하여 반응 후 얻어진 고상 성분의 화학적
조성과 물리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실험 결과 1차적으로 바이오매스로부터
헤미셀룰로오스가 분해 되어 가수분해 산물(hydrolysate)로 얻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의 비결정성 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이 분해 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비결정성 성분인 헤미셀룰로오스가 제거 되면서 전처리 후의 고상 시료의 결정화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헤미셀룰로오스의 제거율과는 직접적인 상관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화학적 조성의 변화는 가혹도 계수의 증가와 유사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두 바이오매스 사이에서는 가혹도
계수와 조성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어 가혹도 계수가 가지는 한계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은 가혹도 계수를 정의 함에 있어 물리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경험
법칙에 기반한 접근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오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며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 된 가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 통해 기존 과 유사 하지만 조금
변형된 새로운 형태의 가혹도 계수(
계수(

´

´

)를 정의 할 수 있었다. 새롭게 정의 된 가혹도

) 역시 기존과 같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는 기준 온도 Tr 과

실제 반응 온도 사이에 차이를 기반으로 정의 된다. 비록 기존의 가혹도 계수를 그대로
적용 할 수 는 없지만, 새로운 가혹도 계수에 접목시켜 반응 결과 해석에 일관성을 더
81

할 수 있다.
기존의 가혹도 계수와 새로 정의된 가혹도 계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존의 경우
반응물의 종류가 달라지면 동일한 가혹도 조건에서도 반응 후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반면, 새로 정의된 가혹도 계수(

´

)는 반응물에 종류에 의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가혹도 계수의 경우 첨가물을 통한 다른 전처리
방법을 시행 할 경우에도 가혹도 계수 정의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전혀 다른 형태의
값을 가지게 되어 일관성을 띠지 못한다. 반면

´

는 첨가물에 의해 변하게 되는 변수

역시 포함하고 있어 값이 변하더라도 해석하는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새롭게 정의된 가혹도 계수(

´

)를

´

로 무 차원화 시켜 1차 반응에서의 댐켈러

값(Damköhler numbers)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 된 무 차원수
´

는 댐켈러 값(Damköhler numbers)이 가지는 의미를 그대로 적용 할 수 있기에,

반응의 전화율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존의 가혹도 계수는 그 값이 차원,
즉 단위를 가지고 있어 보편적인 결과 해석을 할 수 없지만, 무 차원화 된

´

의

경우는 반응물의 시간에 대한 농도 변화 식을 통해서 전화율을 예측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을 통해 전처리 반응을 위한 반응기 설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로이 제시된 가혹도 계수(

´

)는 기존의 가혹도 계수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보편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여러 종류의 바이오매스에
대한 다양한 전처리 방법을 일반적인 접근법으로 풀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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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새로 제안된 무 차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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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른 반응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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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new severity factor
for biomass pretreatment
Hun Wook Lee
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fossil fuel is a main energy resource in the world. The whole industry
is based on fossil fuel. So, indiscriminate use of fossil fuel has caused many
problems like, global warming, volatility of oil supply, restrict legislations and
unstability of crude oil price. To overcome these problems, several efforts have
been attempted. Biomass is one of the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it can
alternate the fossil fuel position not only energy source but also chemical materials.
The main components of lignocellulosic biomass are cellulose, hemicellulose and
lignin. Cellulose and hemicellulose can be used as an energy sources such as bioethanol by fermentation. Chemical materials contained aromatic compounds are
produced from the lignin using chemical and biological treatments. However, the
usage of lignocellulosic biomass as a resource is very difficult without any
pretreatment, because of its complicated structure and various components. Thus,
pretreatment of lignocellulosic biomass is essential process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biomass usages. To fractionate lignocellulosic components,
subcritical water was used as a reaction medium for pretreatment process. Tulip
tree and corn stover were selected as a raw material and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using the batch reactor with molten salt bath. Raw materials and residual solids
were analyz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with various methods. Severity
factor also used as a analytic method to understand the reaction mechanism and
overall reaction yield, but it has limitation to universalize on the other processes
and materials. Hence, to solve these problems new severity factor is suggeste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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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theoretical background based on the first-order reaction rate. New severity
factor can universalize the various pretreatment processes and materials.

Keywords : lignocellulosic biomass, tulip tree, corn stover, subcritical water,
pretreatment, severit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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