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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ce hull was proposed as an alternative raw material for cellulose production. Rice hull has
cellulose (38.6+/-0.1%), xylan (12.8+/-0.1%), lignin (22.7+/-0.7%), extractives (7.9+/
-0.4%), and inorganic (13.2+/-0.8%).Inorganic was selectively removed using moderate
alkaline extraction, and lignin was degraded via oxidation with chlorine dioxide or hypochlorite. In this study, dilute acid hydrolysis was used to selectively remove hemicellulose, resulting in purer cellulose and better yield. Xylan was selectively removed using
sulfuric acid at various acid concentrations (0.25–1 N), reaction time (60–120 min), and
temperature (100–120°C) with desilicated and delignified biomass. The reaction conditions
for ＞90% cellulose purity were 120°C and 1.0 N sulfuric acids. Increasing the reaction duration resulted in higher cellulose purity, with the greatest purity being 96.1% at 1.00 N
sulfuric acid, 120°C, and 120-min reac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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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되고 있다.14,15) 용해용 펄프를 셀룰로오스 유도체 기반
정밀화학 제품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16)

산업화 이후 지속적인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지구 온난

본 연구에서는 왕겨 내 셀룰로오스를 분리 정제하여 용

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지구

해용 펄프나 정밀화학의 원료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적인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자 하였다. 왕겨 내 무기물과 리그닌을 제거하여 다당류

바이오매스 자원의 활용은 탄소 중립을 추구하고 있는

고분자를 만든 후 산 농도, 온도, 반응 시간을 달리하여

1)

2020년대에서 중요한 사회적 요구이다. 농업이나 임업

셀룰로오스 순도가 높은 산업용 소재 생산을 위한 조건

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기성 부산물의 적절한 활용은

을 탐색하였다.

석유 자원의 사용 절감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농가에 경
제적 가치를 갖는 자원의 활용 방안으로 다양한 분야에

2. 재료 및 방법

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2)
한민족은 쌀을 주식으로 삶을 영위해 오고 있다. 벼 재
배를 통하여 쌀이라는 주곡과 왕겨와 볏짚 부산물이 생

2.1 재료

산된다.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10-20%의 왕겨가 발생

본 연구에 사용한 왕겨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하며 국내 품종의 경우 16-18%의 부산물이 발생하며,

있는 정미소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벼 수확 과정

1997년 기준 약 545만 톤이 발생하였고,3) 농림축산식품

에서 도입된 오염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급받은 왕

부 통계에 따르면 농작지 감소로 인해 2020년 약 374만

겨를 증류수로 씻은 다음 공기 중에서 건조하여 본 연구

톤이 발생되었다. 왕겨는 축산 농가에서 축분을 흡수하

에 사용하였다.

4,5)

는 수분조절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왕겨는 목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됐다. 전통적으로 왕겨는 농가에서 연료로 사용되어
6)

2.2 무기물 제거 및 리그닌 제거
2.2.1 무기물 제거

왔다. 왕겨를 고형 연료화하려는 시도는 연소할 경우 실

왕겨 내 존재하는 무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리카 함량이 높아 보일러 내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

알칼리 추출을 하였다. 왕겨 100.0 g과 0.20 M의 수산

다.7) 또한 왕겨를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

화나트륨을 액비 1:20으로 침지 후 80℃에서 1시간을 침

안으로 펠릿으로의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되었으나, 낮은

지하였다. 침지 처리된 시료를 유리 필터(P4)를 사용하여

열량, 높은 실리카 함량으로 인한 많은 재 발생으로 인해

침지액을 제거하고, 흡인여과 방법으로 세척하여 여과액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왕겨의 실리카를 분리 정제하여 다

의 pH가 중성이 될 때까지 세척하였다. 세척 후 60℃에서

양한 산업에서 실리카 원료로 사용도 시도되고 있다.8,9)

24시간 건조 후 고형분을 리그닌 제거 공정에 사용하였다.

왕겨도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을 주성분
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 자원이다. 하지만, 실리카 함량

2.2.2 이산화염소 표백

이 높아 기존 목질계 바이오매스가 사용되는 공정에서

이산화염소 표백은 DEDE 단계를 거쳐 무기물이 제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면 목질

된 왕겨의 리그닌을 제거하였다. D단계는 왕겨를 10.0%

계 바이오매스 자원과 경쟁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다.

농도로 준비하여 7.5%(w/w 건조 기준)의 활성이산화염

기존의 셀룰로오스는 펄프 제지 산업과 용해용 펄프 산

소가 생성될 수 있도록 아염소산나트륨과 아세트산을 첨

업에서 주로 사용됐다. 침엽수와 활엽수를 펄프화하여

가하고, 아세트산을 사용하여 pH 3.5로 조정하였다.

다양한 지종의 종이를 생산하여 오고 있다. 목재 자원의

75.0℃ 조건에서 1시간 동안 반응하였다. 반응을 마친 후

부족으로 중국과 인도에서 대나무 펄프가 생산되고 있

흡인여과방법으로 세척하여 다음 단계에 사용하였다. E단

10)

고,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볏짚을 원료로 화학펄프도 생

계는 D단계에서 사용된 활성 이산화염소양의 절반에 해

산되고 있다.11,12) 용해용 펄프는 주로 면화 셀룰로오스를

당하는 무게의 가성소다를 첨가한 후 75.0℃ 항온수조에

13)

기반으로 생산하였지만 유칼립투스나 유럽의 너도밤나

서 1시간 동안 반응하였다. 반응이 종료된 후 흡인여과방

무를 원료로 생산하는 TENCEL 상품은 원단으로도 사용

법으로 여과액의 pH가 6~7.5될 때까지 세척하였다.

J. of Korea TAPPI Vol.53 No.5 Sep.-Oct. 2021

29

왕겨 바이오매스에서 셀룰로오스 분리

2.2.3 차아염소산 표백

조 후 측정하여 산 불용성 리그닌 함량을 추정하였다.

왕겨를 10.0% 이상의 농도를 유지한 후 나트륨의 유효
염소 농도 3.0%에 달하는 차아염소산 나트륨 용액을 첨

2.4.4 탄수화물 조성분석

가한 후 75.0℃에서 1시간 동안 반응하였다. 반응을 마친

탄수화물 조성 분석을 위하여 리그닌 함량 분석과 유사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왕겨 현탁액 내의 화학약품을 모

한 산 가수분해 공정으로 다당류를 단당류로 분해하였

두 세척, 여과 후 60℃에서 24시간 건조하였다.

다. NMR 분석을 위하여 물 대신 중수(D2O)를 사용하였
고, 탄수화물 조성분석 실험에 사용한 시료를 리그닌 함

2.3 묽은 산 가수분해에 의한 셀룰로오스 순도
향상
셀룰로오스의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황산 농도(0.25,
0.50, 1.00 N), 산 가수분해 온도(100, 110, 120℃), 반

량 분석의 1/10로 실시하였다. 여과된 당화액을 NMR 튜
브에 옮겨 담은 후 1H-NMR 분석을 시행하였다. 장비는
Bucker 사의 AVANCE NMR spectrometer (500MHz)
를 사용하였다.

응 시간(60, 90, 120분)을 달리하여 각 조건에서 묽은 산
가수분해를 시행하였다. 반응 후 증류수로 3차례 세척한
후 80℃에서 건조하였다.

2.4 화학조성 분석
2.4.1 추출물 함량 분석

3. 결과 및 고찰
3.1 왕겨의 화학적 조성분석
화학적 조성분석 중 다당류 조성분석을 위하여 다당류

왕겨나 화학 처리된 왕겨내 추출물을 분석하기 위하여

를 단당으로 전환 후 핵자기 공명 분광을 사용하여 분석

아세톤 추출과 끓는 물 추출을 시행하였다. 아세톤 추출

하였다. 아노머성 수소의 화학 이동 값이 다른 점이 분석

은 시료 5.0 g과 아세톤 50.0 mL를 상온에서 8시간 동

의 기준이며 Fig. 1에서와 같이 글루코스와 자일로스의

안 침지하였다. 8시간 후 여과하여 용매를 증발 시킨 후

피크가 분리되어 단당의 정량이 가능하였다. 포도당과

잔류하는 추출물의 양을 측정하여 추정하였다.

자일로스의 피크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부 표준물질로 목

끓는 물 추출물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세톤 추출된
시료를 사용하였다. 시료 3.0 g과 증류수 100.0 mL를

질계 바이오매스에 주로 존재하지 않는 람노스(rhamnose)를 첨가하여 피크의 위치 확인을 하였다.

삼각 플라스크에 넣은 후 100℃에서 1시간 동안 고압증

본 연구에 사용한 왕겨와 무기물과 리그닌이 제거된 왕

기멸균기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 후 여과지를 사

겨의 화학적 조성을 Table 1로 제시하였다. 왕겨는 셀룰

용하여 여과 후 잔류하는 왕겨를 80℃에서 12시간 건조

로오스, 자이란, 리그닌, 무기물과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

후 질량을 측정하여 추출물의 양을 추정하였다.

다. 여기에서 38.6%의 셀룰로오스가 용해용 펄프의 잠
재적인 원료 물질이다.

2.4.2 회분 분석
시료내 존재하는 회분의 함량을 525℃, 5시간 조건에
서 열분해 한 후 회분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왕겨의 화학적 조성은 품종, 국가, 분석 방법에 따라 다
르다. 국내 대전 지역 정미소에 확보한 왕겨의 화학조성
분석은 회분 함량 13%, 산 불용성 리그닌 25%, 추출물
10%로 다당류가 약 52%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2.4.3 리그닌 함량 분석
시료 0.275 g과 72.0% 황산 4.5 mL를 유리 비커에 넣
을 후 20℃에서 2시간 반응시킨 후 증류수 145.0 mL를

논산 정미소에서 확보한 왕겨는 홀로 셀룰로오스가
65%, 산 불용성 리그닌 23%, 추출물 10%, 그리고 무기
물 14%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18)

첨가하여 희석한 후 삼각 플라스크로 옮겨 120℃에서 한

칠레산 왕겨의 화학 조성 분석에서 셀룰로오스 30%,

시간 반응을 시켰다. 12시간 동안 방치하여 침전을 유도

펜토산 28%, 리그닌 18%, 무기물 22%와 추출물 2%를

한 후 P4 유리 필터를 사용하여 여과하였다. 여과 후 끓

포함하고 있다.19) Banerjee 등은 셀룰로오스 42.2%, 헤

는 물을 사용하여 유리 필터를 3차례 세척하여 잔류하는

미셀룰로오스 18.5%, 리그닌 19.4%와 17.3%의 회분으

황산을 제거하였다. 여과 후 유리 필터를 100℃에서 건

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20) 터키산 왕겨는 셀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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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1H-NMR spectrum of monosaccharides from acid hydrolyzed rice hull (Rhamnose
added as internal standard).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rice hull biomass and before acid hydrolysis
Chemical composition of rice hull (%)
Yield
(%)

Samples

Cellulose

Xylan

Lignin

Inorgnics

Extractives
Acetone

Hot-water

Rice hull

100

38.6±0.1

12.8±0.1

22.7±0.7

13.2±0.8

0.3±0.0

7.6±0.4

Desilicated
rice hull

60.5

29.4±0.1

9.4±0.0

10.0±0.3

2.2±0.2

0.2±0.0

5.9±0.1

Desilicated and
delignified rice
hull

41.5

28.3±0.1

7.9±0.0

0.0±0.0

1.1±0.7

0.2±0.1

2.9±0.2

로오스 37%, 헤미셀룰로오스 31%로 주성분을 이루고 리
21)

그닌 23%와 추출물 9%로 구성되어 있다.

스와 자이란의 상대적 농도와 순도를 추정하여 이를
Table 2-4로 제시하였다. 자이란이 셀룰로오스보다 산
가수분해 조건에서 민감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자이란

3.2 왕겨의 묽은 산 가수분해에 의한 셀룰로오스
순도 향상
회분과 리그닌이 제거된 왕겨를 다른 산 농도, 반응 온

을 분리할 수 있다.22)

3.2.1 산 농도의 영향

도, 반응 시간을 달리하여 용해용 펄프에 적합한 셀룰로

표백 왕겨를 3가지 농도의 황산(0.25, 0.50, 1.00 N)을

오스의 반응 조건과 셀룰로오스 순도가 높은 반응조건을

사용하여 묽은 산 가수분해 반응을 진행시켰다. Table 2

탐색하였다. 반응 후 잔류 물질을 당 분석하여 셀룰로오

에서와 같이 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이란이 더 제거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desilicated-delignified rice hull with different acid concentration
Temperature
(°C)

110

Time
(min)

90

Chemical constituents (%)

Acid conc.
(N)

Yield
(%)

Cellulose

Xylan

Cellulose purity

0.25

80.77

68.96

11.81

85.38

0.50

79.39

68.58

10.81

86.38

1.00

75.55

66.81

8.74

88.43

Acid conc . Acid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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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desilicated-delignified rice hull with different temperature
Temperature
(°C)

Time
(min)

Acid conc.
(N)

90

1.00

100
110
120

Chemical constituents (%)

Yield
(%)

Cellulose

Xylan

Cellulose purity

77.95

65.61

12.34

84.17

75.55

66.81

8.74

88.43

69.69

64.84

4.85

93.03

Acid conc . Acid concentration

Table 4. Chemical composition of desilicated-delignified rice hull with different time
Temperature
(°C)

Time
(min)

Acid conc.
(N)

60
120

90

1.00

120

Chemical constituents (%)

Yield
(%)

Cellulose

Xylan

Cellulose purity

81.13

74.89

6.24

92.31

69.69

64.84

4.85

93.03

66.49

63.92

2.57

96.13

Acid conc . Acid concentration

되었다. 하지만 셀룰로오스의 제거 량도 증가하여 수율

하였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이란과 셀룰로오

의 감소를 유발하였다. 묽은 산 가수분해에서 산의 농도

스 가수분해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Dubye 등은 폐지

를 0에서 2.0%로 증가시킴에 따라 가수분해 액에서 자

에서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당을 생산하기 위해 묽

일로스의 농도가 0.2에서 26.4 g/L로 증가하였는데 이

은 산 가수분해 연구에서 120℃, 0.5N 황산을 사용하였

는 산 농도가 증가할수록 산 가수분해에 의한 자이란 분

을 때, 당화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증가시킴에 따

23)

해 정도가 증가하였다.

자이란의 산 가수분해 반응에서 황산의 농도가 높아지

라 당화 산물인 전체 환원당의 양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였다.26)

면 가수분해 반응에 의한 자일로스의 분해가 촉진된다.24)
오일 팜 부산물의 산 가수분해에서 황산의 농도를 1.5,
2.0, 2.5%로 증가시킴에 따라 초기 자일로스의 생산은

3.2.3 왕겨에서 순도 높은 셀룰로오스 분리를 위한
최적 반응 조건

산 농도가 높은 경우 촉진되었다.25) 산 촉매로 당과 당 사

Table 2-4의 산 가수분해 조건에서 순도 90% 이상 조

이의 결합이 분해되며, 이러한 산 가수분해 반응은 셀룰

건으로 고수율 셀룰로오스 생산을 위해서는 황산 농도

로오스보다 자이란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

1.00N, 반응온도 120℃에서 60분간 반응시킨 경우 표백
왕겨로부터 81.1%의 셀룰로오스를 회수할 수 있었다. 반

3.2.2 반응 시간과 온도의 영향
묽은 산 가수분해에서 반응 온도와 반응 시간이 미치는
영향을 Table 3과 4로 정리하였다. 표백 왕겨를 높은 온

응 시간을 90분으로 30분간 연장시키면 셀룰로오스의
순도가 92.3%에서 93.0%로 증가하지만, 수율이 81.1%
에서 69.7%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도와 긴 시간 동안 산 가수분해하는 경우 수율과 셀룰로

순도 95% 이상의 셀룰로오스를 얻기 위해서는 황산 농

오스의 잔량이 감소하였다. 반응 온도를 100℃에서

도 1.00N, 반응온도 120℃에서 120분간 반응시킨 경우

120℃로 증가시킨 경우, 반응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

셀룰로오스의 순도 96.1%이지만, 수율이 66.5%로 급격

이란의 가수분해가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온도가

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순도 90% 이상에서 81.1%의

상승함에 따라 황산의 산 촉매 효과가 셀룰로오스 보다

수율이나 순도 95% 이상에서 66.5%의 수율중 사용 목적

자이란에서 더 잘 발현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에 따라 두 가지 공정에서 선택하여 고순도 셀룰로오스

Table 4에서 산 가수분해 시간을 60분에서 120분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자이란과 셀룰로오스의 잔류 량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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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Administraction 20(1):65-70 (2014).

왕겨에서 셀룰로오스 분리를 위하여 무기물과 리그닌

5. Kim, Y. -S., Lee, H. -S., and Lee, G.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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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ltry manure mixture with com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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