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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면수 

1 ) 앙성자 가속기 이용 리그노셀룰로스 전처리 방법 확립 

- 앙성자빔 조사랑 (1 KGy - 30 KGy)에 따른 리그노셀룰로〈의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의 
화학적 변화 문석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툴리적 변화를 문석하고 결정성 변화률 측정 

- 앙성자 빔으로 전처리된 리그노셀룰로스의 효소적 당화공정에서 특성 조사 

2) 전처리 조건 최적화와 전처리 바이오매스의 문석방법 확립 

- 바이오매스 물리화학적 특성과 효소적 당화공정을 통한 전처리 조건 최적화 

- 바이오매스 물리화학적 변화를 조사할 수 있는 분석망법 확립 

- 효소적 당화 후 바이오매스의 변화를 조사할 수 있는 분석방법 확립 

색 인 어 
한 글 양성자 이온빔 ， 바이오매스 전처리， 당화，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각 5개 이상) 영 어 
proton beam, biomass pretreatment, saccharification , ceJJulo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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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 목 

，양성자 빔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전처리와 당화효소 고생산성 균주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척 

1차년도 · 양성자 가속기 이용 바이오매스 전처리와 분석방법 확립 
2차년도 · 양성자 가속기에 따른 당화효소 고생산성 균주의 선별 및 특성 분석 
3차년도 . 당화공정 기술 개발과 경제성 검토 

III . 연구개발의 내용 

l. 1차년도 
- 섬유소 전처리 방법 확립 
- 전처리 조건 최적화 
- 전처리 바이오매스 분석방법 확립 

2. 2차년도 

- 양성자 가속기 이용 ce ll ul ase 고생산 균주 육종 
- 양성자 가속기 이용 Hemicellulase 고생산성 균주 육종 
- 육종된 균주의 특성 분석 

3. 3차년도 

- 당화효소 생산방법 확립 
효소적 당화공정 최척화 
경제성 검토 

N. 연구개발결과 

l. 리그노셀로오스 전처리 방법확립 
- 양성자 조사랑에 따른 당화율의 가시적인 증가 

2. 바이오매스의 분석 방법 확립 
- HPLC툴 이용한 당화랑 측정 

-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표변 관찰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양성자에 의해 전처리된 바이오매스와 고활성균주를 이용한 당화공정 개발 

- 바이오매스의 전처리 방법 최적화 
당화효소 생산방법 확립 
효소적 당화공정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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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Deve1 opment of over-production strain of saccharification enzyme and biomass 

pretreatment by proton beam irradiation 

II ‘ Purpose 

끼1e first year Pre- treatment of biomass by proton 아am irradi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the pretreated biomass by IR and S태 

까1e second year Strain development by proton beam irradiati on for the production of 
cel lulase and hemicellulase 

까1e thi!녕 year Opt imi zation of Saccharification process by ce ll 띠 ase and hemicellulase 

lll. Contents and Scope 
1 꺼1e fi rst year 

- Pretreatment method of the lignocellulose 
- [농termination of analytical meth여s for bi。뻐ss pretreatment. 

2‘ 끼냄 second year 
- Strain development of ce llulase by proton 야am irradi at ion 

Strain development of hemicel lulase by proton 야am irradiation 
Identification of character isti cs of ce llulase and hemi ce llulase producers 

3 까1e thi rd year 
- Optimization of enzyme production 

Optimization of saccharif icati on process 

lV. Results 

1. Pretreatment method of the lignocel lul ose. 
-타1hancement of sacchar‘ i f icat ion yield by proton beam irradiation 

2. Ana lytical methods of pretreated biomass 
Measurement of sacc벼rifi cati on yield using by HPLC 

- Analysis of surface rou.때ness by S매 



V. Appl ication plan 

Devel opment of enzymatic saccharification process by mutant strains 
Biomass saccharification by proton beam irradiation 
Establishment on enzyme production of cellu lase and hemi-ceJlulase 

- Optimization of saccharification process by celJulase and hemiceJluJ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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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최종 목표 

1 연구개발의 묵적 

O 방사선은 20세기 초부터 초파리 및 보리와 욱수수 같은 농작물 톨연연이 유발율 시작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주로 gamma-ray와 x-선이 주률 이루어 왔다 본 연구 책임자 

는 L:V와 gamma-ray (C060 )률 이용하여 cellulase와 hemi cell띠 ase 고생산성 균주 개발을 

수행하여 여 러 연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균주 륙허도 획특하였다 [1-4, 륙허퉁록번호: 

10-0449170]. 

O 최근 새로운 방사선으로 퉁장한 이온 법은 기존의 방사선보다 국부적으로 큰 에너지률 줄 

수 있는 륙징이 있어， 생물산업에서 주로 작물과 화훼 그러고 미생물 육종 산업에 접북이 

시도되고 있다. 

0 기존의 바이오매스 전처리 기술인 mechani ca l milling, acid 또는 alkal i 전처리 그리고 

중기폭쇄 퉁은 전처리 능력이 떨어지거나 알코올 발효 저해체인 부산물 생성 퉁의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친화적인 전처리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O 양성자 빔의 새로운 웅용분야 개척의 일환으로 바이오매스를 전처리하여 거대분자의 수소 

결합율 절단시커 바이오매스의 물성율 변화시커 효소척 당화에 적용하여 새로운 환경친화 

적 바이오매스 전처 리 기술율 개발한다， 

O 양성자 빔율 이용한 바이오매스 전처 리 공정은 본 연구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바1 바이오 

매스 전처리 과정에서 여러 변수률 (샘플 랑， 샘플 상태， 샘플 농도， 양성자법 조사랑， 

샘플의 particle size 퉁)에 대한 기초실험이 이루어진 후에 경제성 확보률 위해 필요한 

정량척 기준을 제시한다. 

O 바이오매스 전처리를 위한 양성자법의 선량은 약 1 KGy ~ 30 kGy 정도이며， 고생상성 균 

주 개발율 위한 양성자빔의 선량은 약 0.05 KGy ~ 1 kGy 정도이다. 



O 따라서 본 연구개발은 양성자 빔율 이용하여 바이오매스 전처리와 당화효소 고생산성 균 

주 육종울 최초로 시도하여 친환경척인 바이오매스 당화공정율 개발하는 것이다 

2. 최종목표 : 

바이오매스로부터 발효성 당율 생산하는 효소척 당화에 있어 기존의 바이오매스 전처 리 

기술율 친환경적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당화효소 고생산성 균주률 육종합으로서 바이오매스 

효소척 당화공정율 개발하는데 있어 .CD 양성자빔 조사랑 (1 KGy ~ 30 KGy)에 따른 바이오 

매스 전처리에서 툴리화학적 변화률 분석하고.@ 바이오매스 효소적 당화공정율 위하여 양 

성자법 조사랑 (0.05 KGy ~ 1 KGy)에 따른 당화효소 고생산성 균주률 육종함으로서.(3) 전 

처리된 바이오매스와 육종된 균주로부터 생산된 당화효소률 이용하여 바이오매스 효소척 당 

화공정 기술율 개발한다 

제2절. 연구개발의 단계별 목표 

1. 1좌녕독효폭 양성자 가숙기 이용 바이오매스 천처리와 분석방법 확럽 

가‘ 양성자 가속기 이용 리그노옐롤로스 전처리 방법 확립 

(1) 양성자법 조사랑 (1 KGy ~ 30 KGy)에 따른 리그노셀룰로스의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 

의 화학적 변화 분석 

(2) 전자현미경율 이용하여 툴리척 연화률 분석하고 결정성 변화를 측정 

(3) 양성자 빔으로 전처리된 리그노셀룰로스의 효소적 당화공정에서 특성 조사 

나. 양성자 가숙기 이용 홍조류 전처리 방법 확립 

(]) 양성자빔 조사랑 ( 1 KGy ~ 30 KGy)에 따른 흉조류의 썰룰로스와 갈락단의 화학적 변화 

를분석 

(2 ) 전자현미경율 이용하여 불리척 변화를 분석 

(3 ) 양성자 빔으로 천처 리된 흉초류의 효소척 당화공정에서 특성 조사 

다. 전처리 조건 최적화와 전처리 바이오매스의 분석방법 확립 

(1) 바이오매스 물리화학적 륙성과 효소적 당화공정율 통한 전처리 조건 최적화 

(2 ) 바이오매스 물리화학적 변화를 조사힐 수 있는 분석방법 확럽 

(3) 효소척 당화 후 바이오매스의 변화률 조사힐 수 있는 분석방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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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년도연구〕’밭배용요약도 

앙상자가속기 이용 바이오메스 전처리와분석방법 확립 

분석양얻 

현저리된바이오.스 

톨리화학쩍연톨 
g석 

I 양성n 염 [1 ICGy-30ICGy’l 

2. f.츠법독물폭 양성자 가숙기 이용 당화효소 고생산성 균주 선별 

가. 앙성자 가숙기 이용 cellulase 고생산성 균주 육종 

(1) 양성자빔 조사랑 (0.05 KGy ~ 1 KGy)에 따른 고생산성 돌연변이 유발 방법 확립 

(2) 양성자빔 조사랑 ( 0.05 KGy ~ 1 KGy)에 따른 균주의 감수성 조사 

(3) 고생산성 균주 선멸 방법 확립 

(4) 고양성자 법의 최적 조사에 따른 당화효소 고생산성 균주 선별 

나. 양성자 가숙기 이용 hemicellulase 고생산성 균주 육종 

(1) 양성자법 조사량 ( 0.05 KGy ~ 1 KGy)에 따른 고생산성 돌연변이 유발방법 확립 

(2) 양성자법 조사랑 ( 0.05 KGy ~ 1 KGy)에 따른 균주의 감수성 조사 

( 3 ) 고생산성 균주 선별 방법 확립 

(4 ) 양성자 빔의 최적 조사에 따른 당화효소 고생산성 균주 선별 

다. 육종된 균주의 륙성 분석 

- 최종적으로 선멸된 당화효소 고생산성 균주의 생리척， 배양학적 륙성 규명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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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성자 가촉기 이훌 당화효소 고생산성 균추 션톨 

Cellulase 고생산성 
균후육흥 

Hemicel ’ulase 
고생싱성융쭈육훌 

를엽면이유알 

양성자밑호사앙회쩍화 

육흥흰균추톰성 

3. ;!츠냄독효폭 바이오매스 효소척 당화공정 기술 개발과 경제성 검토 

가. 발효조에서 당화효소 생산 방법 확럽 

(1) 배양배지를 통계학적 방법으로 최적화 

(2) 발효조에서 당화효소 생산율 위한 공정변수의 최적화 

나. 당화공정 기술 개발과 경제성 검토 

(1) 전처리된 바이오매스와 생산된 당화효소률 이용한 당화공정 최적화 

(2) 효소척 당화공정의 경제성율 분석하여 산업화 검토 

1 3~던도 연구개발 배용 요약도 | 

1- 바이오빼츠효초적 당화공흙i흩 Jl 1밭과검빼성 검토 ZZl 
[ g힐공징 JIQJI밭 션염힘 

π 1'l-

당화공정 홉칙용 경a상검도~ 

1'þ- 4’ [ 정쳐리펀바이오매스 l 생산펀딩협g소 

.-. 

l 딩혈흉소」잉션휠칙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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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 빛 체계 

1. 추진전략 

가. 바이오매스 효소적 당화률 위하여 양성자 빔의 조사랑 ( 1 KGy ~ 30 KGy)에 따른 바이오매 

스 전처리 기술율 확립과 양성자 빔의 조사랑 (0.05 KGy ~ 1 KGy)에 따른 당화효소 고생 

산성 균주률 개랑하여 ， 이툴 육종 균주의 생리적， 배양학적 륙성 연구를 롱하여 최적의 

육종 균주를 선별한 후 효소 생산율 위한 최적화률 실시한다. 

나. 이률 바탕으로 친환경 바이오매스 전처리 기술 개발과 생산된 당화효소률 이용하여 바이 

오매스 효소척 당화공정율 개발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으로의 기술이전율 수행하고자 한 

다. 

양성자 빔흩 이용한 바이오매스 친저리와 당화효소 고생산싱 균주 개발 

l 경제성 검토 l 

바이오빼스 당화공정 확립 

국배외 기술 이전 및 생산 공정 실용화 

[연구개발 추진전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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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체계 

ul년도 

효소적딩회공정 기 

.... 
당화공정정제성검토 

g엉n기흑기이훌 

UI이2..스 연쳐리외 
톨석명엉혹딛 

2;1;1년도 

g성피기흑기이 
용 g힐g소고생 
상엉긍쭈1링，션 
톨톨.성를섹 

3;1;1년도 

UI이오.스g소찍 
g회공정기훌게앙 
:iII용찌잉경동 

[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유사 연구사례에 대한 조사 현황 

1. 국외의 경우 

가. 최근에 세계 각국은 고유가 시대 대비와 온실가스 저감화률 위해 환경친화적인 바이오에 

너지 개발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연료용 바이오에너지의 생산 필요성이 증가로 

인해 다음과 갈은 세부 단위로 기술의 융합이 진행 중임 

(1 ) 저비용/친환경 재배적용형 바이오매스 원료 확보를 위한 작물 육총 및 생산 체계 확립 

( 2 ) 고역가 효소， 내열성 빛 내에탄올성， 그러고 바이오매스기질 척웅 효모균주 개발 및 배 

지 최척화. 

( 3 ) 바이오 에너지 대량 생산율 위한 바이오매스 전처리， 연숙발효 공정개발 빛 전 공정의 

경체성 검토. 

(4 ) 무수에탄올 생산을 위한 고효율 저비용 분리 정제 기술 개발. 
( 5) 산화안정성 ， 저온유동성 퉁 품질 향상율 위한 반웅공정 최적화 및 첩가제 퉁의 개발. 

나 최근에 식량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당질 및 전분질계 원료를 이용하는 공정에서 묵질계 

및 해조류 유래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공정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 

2. 국내의 경우 

가 국내의 바이오에단올 생산 산업은 총생산량의 93%가 읍료용 에탄올 생산에 집중되고 있 

고， 쌀， 보리 1 욱수수， 고구마， 타피오카 퉁의 전분질 원료률 전처 리 공정， 당학와 발효 

공정 및 증류공정율 롱하여 생산하고 있어 품질은 우수하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읍. 죽， 음료용 에탄올에 대한 오랜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높은 생산 수 

율과 고품질의 에탄올을 생산하고 있으나 회분식 발효 공정으로 인한 생산성이 선진국의 

연숙식에 비해 낮읍 

나， 국내에는 10개의 에탄올 제조 회사가 있으며， 2004년도에 에탄올 제조량은 총 300천 u로 

이중 93%가 읍료용으로 사용되고 7%만이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다. 조사한 연구개발사례에 대한 자체분석 및 명가결과 

- 국내에서는 원료의 가격 경쟁력 측연 때문에 연료용 바이오 에탄올은 현재 생산율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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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으며， 륙히， 북질계 및 해조류 유래 바이오매스률 이용한 바이오에단올 생산공 

정은 또한， 대량 생산을 위한 산업화 기술은 션진국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읍 

제2절. 세부 기술사항의 검토 분석결과 

l. 국내 • 외 세부기술 수준 비교표 

〈표〉 선진국 대비 국내 해당분야의 기술수준 

분야 기술항북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부촉 다소부축 동퉁 우월 보다우월 

약산 천처리 공정 및 
、/

바이오매스 전처리 
바이오천처리 공정 

암모니아 전처리공정 J 
약산 전처리 공정 J 

Saccharomyces 

cerevisiae이용 에탄올 J 
생산 

알콜발효 
대사공학 이용 

자일로스로부터 에탄올 J 
생산 

에탄올균주 -.j 
미생물 대사공학 、/

2. 공정단위별 주요 기술(技術)내용 빛 그 기술수준의 분석 결과 

가. 국외의 경우 

(1) 바이오매스 전처리 기술은 옥질계률 이용하여 에탄올 생산에 필요한 당을 회수하는 공정 

이 주률 이루고 있으며 염기률 이용한 리그닌 제거 공정과 약산율 이용한 공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처리 산물로 에단올 발효에 저해률 나타내는 부산물의 생산랑율 감소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중임. 

(2) 약산 및 염기처 리를 대체 힐 공정율 개발， 공정율 단순화하여 에탄올 생산 단가률 줄이 

는 방향으로 연구 중임. 또한， 에탄올 생산능이 떨어지는 헤미셀룰로오즈를 선택척으로 

분리힐 수 있는 공정율 개발하여 에탄올 생산성율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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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3) 'l- r ay 빛 이온성 액체률 이용하여 셀롤로오즈와 헤미셀룰로오즈의 수소결합율 분해하여 

당화공정의 효율율 높이는 방항으로 연구가 진행중임. 특히， 'l -ray의 경우 미국을 중심 

으로 진행중에 있으나 그 진행정도가 미비하며 양성자 빔을 이용한 연구사례는 아직 전 

무한상황입 

나 국내의 경우 

(1) 바이오매스 전처리 기술은 과거 일부 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진행 되었으나1 현재는 연 

구 진행이 미진하며 기술 개발 및 적용이 시급히 필요한 상태임‘ 기질의 선정 그러고 기 

질에 대한 척절한 효소 및 효모의 선정과 함께 바이오에탄율의 고농도 생산율 위하여 여 

러 형태의 생물 반웅 시스템율 시험하고 확립. 

(2) 약산 및 염기처리률 이용한 전처리 공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엽기처리의 경우 암모 

니아의 분리가 어려워 공정비용이 상당히 고가인 상황임 이에 공정율 단순화 시킬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성과가 미비하여 추가척인 연구가 필요 

한상황임 . 

( 3 ) 국내에서도 'l- r ay 및 이옹성 액체를 이용하여 셀롤로오즈와 헤미셀룰로오즈의 수소결합 

율 분해하여 당화공정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진행정도가 미비 

하며 양성자 빔을 이용한 연구사례는 균주 와 식물체 및 아직 전무한 상황엄 -

미래가능용 

바이오에틴올 

원재료 

닌잉용 

고저연료회 

개월비용 

수슐용 

액체연료회 

개일비용 

당짙계 전를용계 

〈그럽〉 원료별 용도대비 기술발전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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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공정방법 • 기술에 대한 현황 조사 · 분석. 

가. 기술적인 명가 ‘ 본 연구관련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개발기술명 
관련기슐 현재 기술수준 기술개발 
최고보유국 우리나라 연구신청탑 북표수준 

비고 

약산 전처리 공정 빛 
미국 

바이오전처리 

바이오전처리 공정 
80% 80" .. 

공정의 선진국화 

곰팡이 셀룰라제 미국 90% 90% 
고효율 셀룰라제의 

분리 

※ (1) 개발기술명은 본 연구과제 최종 연구개발 목표기술을 의미 
(2) 현재 기술수준은 선진국 100% 대비 우리나라 및 신청한 연구팀의 기술수준 표시 
(3) 기술개발 북표수준은 당해과제 완료 후 선진국 100% 대비 목표수준 제시 

나 경제적인 명가 제조원가， 투자규모 퉁 

(1)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 2차에 걸쳐 발생한 석유파동 이후 많은 해외 선진국률은 석유와 

화석에너지의 수입의존도률 줄이고 에너지 자급도률 제고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 

발과 보급에 관심율 갖기 시작하였읍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구 온난 

화 동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와 화석연료를 대체할 지숙가능한 에너지 미래의 구축 전략 

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다시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됩. 

(2) 2004년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이 330억 리터에 이르며 휘발유 생산랑인 1조2천억 리터의 

약 3%에 해당되는 규모임， 세계 바이오연료률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브라질로서 2004년 

에는 연료용 에탄올 생산량이 150억 러터에 달해 세계 생산량의 약 절반율 차지합. 브라 

질의주유소에서는 순수 알코올(E95)과 가소흘(에탄올 25% 혼합， E25)을 판매하며 이는 

2004년 에탄올 판매량은 휘발유 판매량과 거의 비슷한 양임. 

(3) 세계 7위 석유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2004년 석유 수입랑은 8억 배렬이며 ， 이중 10%가 휘말 

유로 사용되고 있는데 미국과 같이 전체 연료 사용량 중 바이오에탄올의 사용율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높이는 북표를 설정하면 약 10억 달러 (약 l조원)의 석유 수입 대체 효과 

다 산업기술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1 ) 산업폐기물 퉁의 바이오매스률 이용함으로써 환경 개선 및 이산화탄소 절감효과 퉁으로 

삶의 질 향상 기대되며， 에너지 보유국으로서의 국가 안보 및 국가척 위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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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관련된 연구는 기존의 화학산업이나 전통적인 생물산업과 비교하여 기 

술적인 측면에서 대사공학， 효소공학， 바이오플랫폼 기술과 함께 통합공정 구성으로 산업BT 

의 활성화‘ 산업BT와 나노기술의 융합이 본격척으로 시도되지 않은 시점임을 고려힐 때 

관련 분양의 핵심기술 및 기반기술의 선점이 가능. 

(3)전통적으로 강점기술인 효소분해 및 발효공정 퉁은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로 

이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확보 가능성이 비교적 옳으며，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융 북합 

기술 선점으로 원천기술 확보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 발굴 및 생물자원 확보 기 

술을 통한 에너지 경쟁력 확보 

(4)현재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조만간 

국내에서도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 판단됩. 따라서 가채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바이오매스 자원의 실용화 사업 

은 더욱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보이며 ， 또한 열화학적 에너지 전환기술을 통해 폐 

기물율 이용하는 경우 소각율 통해 발생하는 오엽 가능성이 줄어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 

(5 ) 몹질계 바이오매스는 재생 가능 에너지 중 하나로서， 북재， 건축 폐기물 동을 원료로 힐 

수 있으며， 륙히 북질계 바이오매스는 다른 바이오매스보다 이산화탄소의 고정랑이 크므 

로 엇짚이나 하수 진흙 둥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매스보다 연소에 의해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의 양이 적으므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6) 바이오매스률 이용하묘로 자원의 공급이 무한정하며 재생 가능한 산업시스템을 형성 및 농엽 
경영인에게 새로운 비즈니스와 고용 기회 창출 

(7 ) 효소/발효 공정 모댈링 및 최척화 기술， 공정 설계 및 경제성 분석 기술 퉁은 바이오에탄올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여타의 바이오 biorefinery 기술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여 생물 

산업에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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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연구개발수행 내용 

본 과제 수행율 위해 두 가지 바이오매스， CeJ l u l osic 바이오매스와 흥조류의 양성자 전처리 

에 의한 당화수율 개선에 대해서 실험율 진행하였다 2세대 바이오 에탄올의 가장 기대를 받 

고 있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주요 성분인 셀룰로오스는 잘 알려진 글루코스의 베타1 ， 4결합에 

의한 중합체와 그 중합체간의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섬유조직이다. 그러므로 효과적 

인 북질계 바이오매스의 당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전처리가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양성자 

빔을 이용한 전처리 과정에서 셀룰로오스 당화에 개션 효과와 SEM율 이용하여 표연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1. 제 1차년도 연구개발 묵표 

: 양성자빔 조사랑(J kGy~30kGy )에 따른 전처리와 분석방법 확립 

2‘ 제 l차년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가. 리그노셀룰로오스 전처 리방법 확립 

나‘ 전처리조건 최척화 
다. 전처리바이오매스 분석방법 확립 

3 과제명가시 명가기준 
가. 리그노셀롤로오스 전처리 결과 제시 
나. 전처리 조건 최적화결과 제시 

다. 분석방법 제시 

제2절. 재료 및 방법 

리그노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의 양성자 전처리에 의한 당화수율 개선에 대해서 실험율 진 

행하였다. 2세대 바이오 에탄올의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북질계(리그노썰룰로오스계) 바이오 

매스의 주요 성분인 셀룰로오스는 잘 알려진 글루코오스의 베타l→4결합에 의한 중합체와 그 

충합쳐1간의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섬유조직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탕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전처리가 휠요한데 이번과제에서는 그 전처리 중에 양성자빔의 방사선 전처리를 통했 

율 때 어떤 개선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썰룰로오스 바이오매스의 실험은 크게 

기초당화실험과 천처리바이오매스의 당화실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셀룰로오스의 당화를 

위한 기초당화실험에서는 여러 가지 입자크기의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가장 당화에 적합한 

mesh사이즈를 찾는 것이다. 전처 리된 바이오매스의 당화조건은. Cel l ulos i c 바이오매스의 당 

화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효소인 Ce l l ucJast~ ( 1 0l / mL)와 NovozymeI88 ~ (40U/mL)율 5: 1 비율 

” 
ι
 



로 사용하였고 최척pH는 citric- phosphate buffer를 통해 pH4.8을 유지， 최적 온도는 50 'C로 

세팅하였다. 기질의 농도는 5g/L로 하였다 실험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연 버혜 50mL에 효 

소 CelluclastlR
' 2mL과 t\ovozymeI88@ O. 4mL율 넣고 50 'C에 도달힐 때까지 기다리고， 50 'C에 

도달하고 기질을 넣으면 반웅이 시작한다. 반웅시간은 48시간 전후까지 반용을 진행시켰다 

제3절. 연구결과 

입자크기에 따른 당화수율은 큰 차이률 보이지는 않았지만 70-120mesh사이즈의 업자크기의 

셀룰로오스가 비교적 당화에 적합한 크기라는 결과률 얻율 수 있었다(그립1). 일반적으로 더 

작은 사이즈가 더 당화가 잘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썰룰로오스의 경우 그라인딩 중에 섬유소가 

파괴가 될 가능성도 있어 너무 작은 입자크기는 오히려 당화가 잘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을 확 

인 했다. 

양성자빔으로 전처리한 벗짚의 당화실혐의 경우는 1O~20kGy 법위에서 전처리한 바이오매스가 

가장 당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립2) . 양성자의 과도한 에너지률 이용하여 바이오매스 
률 처리힐 때 바이오매스의 수소결합 뿐 아니라 기본 조직까지 파꾀하여 당화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리그노셀룰로오스계 바이오매스는 글루코오스의 중합체로 이루어져있 

고 그 중합체률이 각각 수소결합으로 구성되어 아주 견고한 골격을 갖추고 있는 것 때문에 전 

처 리 없이 당화 힐 경우엔 놓은 수율율 얻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당화과정 전에 바이오매스의 

척절한 전처리가 필요한데， 전처리된 바이오매스의 전자현미경 (SEM)사진(그럽 6)을 비교해 보 

면 ， 양성자 처리된 바이오매스의 경우 처리하지 않은 샘플과 비교했율 때 좀 더 거칠어져 있 

는 표면을 확인 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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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 바이오매스 크기별 당화율 〈그립 2> 양성자 조사랑에 따른 벗집 당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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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셀룰로오스의 당화결과(그립3)의 경우는 대체척으로 실행한 모든 Dose에서 전처리하지 

않은 샘플보다 더 눔은 전환율율 보여주었다. 썰룰로오스의 당 전환율은 양성자 조사랑 15kGy 

에서 벗짚과 비교하여 근소한 차이로 더 높은 전환율율 확인할 수 있었다. 

흥조류의 전처리와 당화의 경우 효소척 당화 자체률 한 선례를 찾기가 힘틀어 현재 고체분석 

(So lid analysis )를 통한 성분규명 및 당화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다. 고체분석 후에 

Ce ll ulosic 바이오매스와 마찬가지로 실험울 진행하고， 당화 조건에 대해서는 기초실험에서 

규명 후 방사선 전처리를 한 샘플에 대한 당화실험율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당 성분에 대한 

효소척 가수분해(당화)를 진행하였을 때 미량의 당이 전환되었지만， 그 결과는 아직 가치를 

가지지 못하지만 전처리하지 않은 샘플보다 전처리 샘플이 더 빨리 최대치에 오르는 것을 관 

찰 할 수 있었다(그립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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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 양성자 조사랑에 따른 셀룰로오스 당화융 〈그립 4> 양성자 조사량에 따른 흉조류 당화율 

• Cøntrøl(x300) 

. Cøntrøl (x700) . (Rx tlm. : 3hr) 

〈그럼6> 전처리된 바이오매스의 전자현미경 (S댄)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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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화학척 전처리방법에 의한 당화율 

화학척 전처리 (ARP. SAA)에 의한 당화결과(그립5)와 양성자전처리에 의한 결과률 비교하였을 

때， 화학척인 전처리방법이 높은 전환율을 가졌다. 그러나， 화학전 전처리에서의 발효억제제 

가 발생하는 것율 감안한다면1 탕화율만으로 절대적인 경제성 명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현재까지의 데이터로부터， 양성자와 화학척인 전처리방법율 동시에 처리하여 당화하 

는 천처리방법의 개발과 당화 전환율율 위한 연구가 더 휠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띠
 니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연구개발목표의 탈성도 

명가의 착안점에 기초한 본 연구의 l단계 목표와 그 달성도는 다음과 같다 

1. 1단계 목표 

바이오매스로부터 발효성 당을 생산하는 효소적 당화에 있어 기존의 바이오매스 전처리 

기술율 친환경적으로 대체힐 수 있고， 당화효소 고생산성 균주를 육종하여 당화효소를 생산 

함으로서 바이오매스 효소척 당화공정율 개발하는데 있다. 

2. 1단계 연구결과 요약 및 달성도 

가， 양성자 가숙기 이용 리그노셀룰로스 전처 리 방법 확럽 

(1) 양생자법 조사랑 (1 KGy ~ 30 KGy)에 따른 리그노셀룰로스의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 

의 화학척 변화 분석 

(2) 전자현미경율 이용하여 물리적 변화률 분석하고 결정성 변화를 축정 
(3) 양성자 빔으로 전처 리된 리그노셀툴로스의 효소적 당화공정에서 륙성 조사 

나. 양성자 가속기 이용 홍조류 전처 리 방법 확립 

(1) 양성자법 조사랑 (1 KGy ~ 30 KGy)에 따른 흉조류의 셀룰로스와 갈락단의 화학적 변화 

률분석 

(2) 전자현미경율 이용하여 물리척 변화률 분석 
(3) 양성자 빔으로 전처리된 홍조류의 효소척 당화공정에서 륙성 조사 

다‘ 천처리 조건 최적화와 전처리 바이오매스의 분석방법 확립 

(1) 바이오매스 불러화학척 륙성과 효소척 당화공정율 통한 전처리 조건 최적화 

(2) 바이오매스 물리화학척 변화를 조사할 수 있는 분석방법 확립 

(3) 효소적 당화 후 바이오매스의 연화를 조사힐 수 있는 분석방법 확립 

몹 표 달 성 도(%) 내 용 

리그노셀룰로오스 전처리방법 확럽 100% 당화율의 가시적인 증가 (5. 10 , 15 KGy) 

홍조류 전처리 방법 확립 90% 당화실협 라이브러리 작성중 

바이오 매스의 분석 방법 확립 100% 
HPLC률 이용한 당화랑 축정과 전자 현미경 

율 이용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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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1. 개발 기술의 산업화 방향 및 기대효과 

가. 산업화 방향(제품의 륙정， 대상 퉁) 

- 변형체에너지작물(비식용， 비사료용)율 이용한 수송용 대체연료 바이오에탄올의 생산기반기술 확 
보률위한산업화 방향 

제품 대상및 특정 

• 바이오매스 고효율 당화효소 개발 및 생산 기술 개발 
1. 셀룰èJo r.제 (endo- , exo-gJucanse 동) 

고효율당화효소 
2. 헤미셀룰èJo셰 (앙J anase, P'Ct i nase 동) 
3. Beta-gJucanase 
4. 진균류 및 호기성 세균류 단위 효소 개발 (킥테일 혼합) 
5. 협기성 북합 효소 개발 

• 바이오에탄올 균주개발 및 대사공학 기술 개발 
1. 첼룰라아제 도입 효모 균주 개발 

발효균주 
2‘ 셀룰라아제 도입 발효 균주 호스트 (非효모) 개발 
3 빌효/ 대사공정 개발 
4 생물공정 최척화: 발효생산물 및 부산물; 발효환경 대시 저항성 생산성 
향상균주및 조건 개발 

북질계 바이오매스 • 변형체에너지작물 바이오매스 툴리화학 및 생불공학척 탈충합화 융합기술 
전처리 기술 개발 

생물 및 화학공정 • 수송용 무수 에탄올 분리 및 정제공정 개발 

수퍼균주개발 • 바이오에탄올 생산 공정 일체형 슈퍼균주 설계 및 개발 

바이오-리파이너리 
• 바이오정유공장화 기술 개발 기술개발 

기관륙이적 및 유도성 
• 기관 륙이척 및 유도성 프로모터에 대한 상업화 프로모터 개발 

마커프리시스램 확보 • 마커프리 - 이종단백질 말현이 없는 - GM 작물의 개발율 롱 
한 원천기술 확보 

식물엽록체률이용한 • 미생물 유래 셀룰라제률 엽록체에서 발현시킨 에너지 식물 
단백질 말현 개발율 통한 바이오에너지 산업에서의 우의성 확보 

바이러스벡터 • 바이러스 벡터률 이용한 외래단백질의 일시적 발현울 시스템 
율 이용한 셀룰라제 발현 효율의 중대 

” 



나. 산업화를 통한 기대효과 

(단위 백만원) 

끓편펀f l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직접 경제효과 100 200 500 1, 000 2, 000 3, 800 

경제적 파급효과 100 200 300 500 1, 000 2, 100 

부가가치 창출액 50 50 50 1, 000 3, 000 4, 150 

합계 250 450 850 2, 500 6, 000 10 ,050 

※ 직접 경제효과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흥해 기대되는 제품의 매출액 추정치 
※ 경제적 파급효과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엽호}률 통한 농기소륙효과 비용절감효과 동 추정치 
※ 부가가치 창출액 본 연구과제 개발기술의 산업화를통해 기대되는 수출효과， 브랜드가치 동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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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1. 양성자 빔율 이용한 미생물 윤주 육종 기반기술율 제시함으로서 생물산업 분야에 
파급효과가 있읍. 

2.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유사업종으로의 적용확대가 가능합. 

3‘ 해당 산업의 해외시장율 파악하여 기술이전에 척국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율 마련함. 

제2절. 관련분야의 기술적 측면 

1. 바이오매스 효소척 당화공정 개발율 위한 바이오매스 전처리 최적화와 발효균주 육종율 

통한 친환경척 당화 공정 기술율 확보함. 

2. 본 과제의 수행을 롱하여 얻어지게 될 당화공정깨발은 21세기 바이오에너지 분야를 주도 

할 기술로서 국가 경쟁력울 강화할 것임 

3. 본 사업 수행을 통해 개발된 바이오매스 전처리 기술과 당화공정 기술은 공통 핵심기술로 

타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척용 가능함 

4. 자원순환형 바이오매스로부터 궁극적인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은 탈 석유화률 촉진하고 

석유의존도 감소 및 환경오염 방지를 추구합. 

제3절. 관련분야의 경제 • 산엽적 측면 

l 국내 대체에너지 생산기술 확보를 통한 에너지 안보력 강화에 기여힘. 

2. 친환경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술 개발로 국내 에탄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3. 산업적 측면에서는 바이오에너지 기술에 기반율 둔 산업의 창출율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 

4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C02) 배출 저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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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제1절. 본연구와 관련된 주요기술 현황 

l. 륙허분석에 따른 본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게발기슐명 셀룰로스분해효소 

Keyword cellulase gene expression 

검색건수 798 
유효륙허건수 798 

륙허영 Carboxymethy 1 ce 11 ul ase from Thermotoga mar i ti ma 
보유국 DIVERSA CORP (lS5925749A) 

핵심륙허 동록년도 1999 

및 관련성 관련성(% ) 40 
유사점 cell ul ase 효소 및 유전자 

차이점 Thermotoga maritima에서 유래한 고온성 cellulase에 관한 륙허 
~ • 이li "1δJ An enzyme capable of degrading cellulose or hemicellulose 
보유국 NOVO (II'OI991017244AI) 

핵심륙허 
퉁록년도 1991 
관련성(% ) 40 

및 관련성 
유사점 cellulase 효소 및 유전자 

차이점 
Fusarium oxysporum , Humicola isolens 유래 ce llul ose 빛 

hemicellulose 분해 효소 

륙허영 Yeast st「ains pr。ducingf CellU l 。Iytic enz tyhmeems and methods and 
means for constructing 

보유국 ENSO-GUTZEIT OY (EP214971Bl) 
핵심륙허 

동록년도 1994 
빛 관련성 관련성(% ) 40 

유사점 cellulase 유전자 발현 

차이점 
Trichoderma reesei 유래 cel lul ose 분해 효소 유전자 발현 yeast 

생산 

‘. 1) 개발기슐영온 온 연구과제 최총 연구개발 목표기술올 의미 
2) keyword는 검잭어률 의미하며， 검썩건수는 keyword에 의한 총검색건수를， 유효륙허건수는 검색한 특허 중 핵 

심(세부)개벌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묵허를 의미 
3) 핵심특허는 개벨기술과의 관련성이 높고 인용도가 높은 상위 3개 륙허률 기준으로 분석 

- 20 -



2. 륙허분석에 따른 본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게벨기슐명 쩔률로스분해효소 

Keyword ce ll ul ase gene 

검색건수 385 
유효논문건수 385 

노」므」며 。 Effi cient secretion of two fungal cellobiohydrolases by 
Saccharomyces cerevisiae 

학술지명 Gene 

저 자 
Penttila, M. E. , Andre , L. , Lehtovaara , P. , Bailey , M. , Teeri , 

핵심논문 T.T. , Knowles , J.K.C. 
및 관련성 게재년도 1988 

관련성(%) 40 

유사점 ce llul ose 분해 효소 유전자 

차이점 Trichoderma reesei 유래 ce llul ose 분해 효소 발현 yeast 제작 

논문영 Engi neering yeast for efficient cellul ose degradation 

학술지명 Yeast 

핵심논문 
저 자 Van Rensburg, P. , Van Zyl , W.H. , Pretorius , I. S 

게재년도 1998 
및 관련성 

관련성(%) 50 

유사점 ce llul ose 분해 효소 유전자 

차이점 cel lul ose 분해관련 효소 말현 yeast 제작 

노」므L 며 。
Study of the enzymatic hydrolysis of cel 1ul ose for production 

。 f fuel ethano l by the simultaneous saccharification and 
fermentation process 

학술지명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핵심논문 저 자 Philippidis , G.P. , Smith , T.K. , Wyman, C.E 

및 관련성 게재년도 1993 

관련성(% ) 50 

유사점 cellu lose 분해 효소 유전자 

차이점 ce llul ose 분해 및 당화률 위한 yeast 제작 

'X 1) 개발기술영은 본 연구과제 최종 연구개밸 옥표기술올 의미 
2) keyword는 검색어틀 의미하며. 검색건수는 key\\'ord에 의한 총겸씩건수률1 유효논문건수는 겸색한 논문 중 핵 
심(세부)개벌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논문올 의미 

3) 핵심논문은 개발기술과의 관련성이 놓고 인용도가 높은 상위 3개 논문을 기준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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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존의 특허 빛 국외 기술 차이 

1. 기존 륙허내용과의 차이점 

가， 바이오매스의 천처리의 경우 약산율 이용한 공정이 대부분이며 중화공정과 부산물인 

FufuraJ 및 5-HMF동의 생성에 의해 에탄올 생산성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남- 이에， 양성 

자 빔을 사용하여 바이오매스 내 수소결합율 파꾀하여 화학적 처 리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당화공정율 수행할 수 있음. 

‘‘. ‘ ( ;(u-(;Iu-(;Iu 

t tllull’‘κ’11’ ;;'…11 ,. 11 ‘ i ul… t ; lJ‘’ 

간;Fi향l싸h…향l애I u:-gll감l훤!나l꽉빠 
( ‘ .lIulfts. '* ^ lf J!:" ~ J!: l' k I 

Ch :O ÎIIS -Glu-Gh←.Glu-Gh←Gh←Gh←Glu-Gh←Glu二E’‘←

i i i i ! i l i l j 
-G I‘，-Gh←Glu-Glu-Gh←Gh?-Glu-Gh←Glu-Glu二- -

’ 자 i V i k\ I1 1 

Inlntm‘lkcul:l~ 

H)dro‘rn Bonds 

Inlcrmulcculur 
H) ‘Jroa.en 80mb 

나. 현재 유전자 조작을 롱하여 당화효소를 대량 생산하는 균주 개발은지숙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1( - ray를 이용하여 당화효소률 대량 생산하는 균주 개발은 시도되었으나 양 

성자 법율 이용하여 균주 개발은 시도되어진 척이 없음 

2 기 개발된 외국의 기술과의 차이접 

현재 이온성 액체률 이용하여 셀룰로오스내 수소결합율 파꾀하여 당율 회수하는 공정은 시도 

되었으나 그 실효가 크지 않은 상황이며， 이온성 액체률 분리하는 공정이 매우 어려워 수행이 

용이하지 않읍 

3. 비교분석 결과 

양성자 빔을 이용한 천처리률 이용힐 경우 기존의 화학적 방법에 의한 천처리 방법과 비교하 

였율 때， 부산물의 생성을 막아 회수된 당율 곧바로 에탄올 생산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중화공 

정 퉁의 공정비용율 낮출 수 있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친환경척 공정을 확럽할 수 있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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