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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production of reducing sugar from
red-algae Gracilaria verrucosa was investigated using hotwater and freezing pretreatments and subsequent enzymatic
hydrolysis. In hot-water pretreatment, 2.16% total reducing
sugar (TRS) yield (3.62% based on carbohydrate) was obtained
under the condition of 130ºC and 120 min. By subsequent enzymatic hydrolysis, 27.9% TRS yield (46.8% based on carbohydrate) was achieved. In the freezing pretreatment, about 20%
TRS yields were similarly obtained in the range of -70ºC to -20
ºC. Also, solid-to-liquid ratio of 1:10-1:15 presented the similar TRS yield. Moreover, freezing time did not affect TRS yield
within tested range of 48 hr. In freezing pretreatment, 3.15%
TRS yield (5.28% based on carbohydrate) was obtained under
the condition of -70ºC and 48 hr. By subsequent enzymatic
hydrolysis, 19.5% TRS yield (32.7% based on carbohydrate)
was achieved. From these results, hot-water and freezing pretreatments are available to produce biosugar from G. verrucosa for bio-refiner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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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기후변화와 화석에너지의 고갈, 그리고 친환경적 대체 자원
및 에너지의 필요성 증대로 인하여 다양한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1,2]. 또한 다양한 바
이오매스 자원 중 최근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이 중 해양 거대조류 (marine macro-algae)를 자원으로 이
용하고자하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2-6]. 해양에 존재하는
해양조류는 크게 거대조류와 미세조류로 나뉘는데, 현재 미
세조류는 주로 기름을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
고 있다 [7,8]. 그와는 다르게 거대조류는 세포의 구성 물질
중 당류 (carbohydrates)를 이용하여 바이오연료 (에탄올, 부
탄올 등)와 화학소재 (5-HMF, 유기산 등)의 생산에 관한 연
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3-6,9-11]. 해양조류는 탄수화물,
지방 등의 조성과 함량이 종류, 장소, 채취 시기 등에 따라 다
양하고, 2,400종 이상의 해양조류 유래의 천연물질이 사용되
고 있다 [2-6,10,12].
본 연구의 재료로 사용한 꼬시레기 (Gracilaria verrucosa)
는 해양 거대조류 중 홍조류 (red algae)로 꼬시레기과에 속한
다. 속명인 Gracilaria는 가늘다 (gracilis)라는 뜻과 종명인 verrucosa는 혹 모양 돌기 (verrucosus)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13]. 몸체는 관상근에서 모여 나오고 실 모양 또는 원주모양
을 가지고 있다. 동속에는 각시꼬시레기, 깨꼬시레기, 잎꼬시
레기, 꼬불꼬시레기 등이 있다 [13]. 일본, 사할린, 타이완, 동
남아 등 세계 각지에 널리 분포 서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연채취 및 양식을 통하여 주로 식용이나 한천 제조에 사용
되고 있다. 최근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및 화학원료 생
산에 홍조류인 꼬시레기가 사용되어 바이오에탄올, 유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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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6,14-16].
해조류로부터 당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화학적, 생
물학적인 방법들을 단독 또는 조합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각
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효소 당화를 수행할 경우에서는
선택성은 우수하나 특정 효소를 사용함으로써 가격 면에서
단점을 지닌다. 열화학적인 방법의 경우에는 비용 면에서는
우수하나 독성 부산물의 생성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24,6,11,14]. 동결 전처리 (freeze pretreatment)는 물이 동결되면
서 밀도는 감소하고 부피가 증가하는 기본 물성을 이용한 물
리적 전처리 방법이다 [17]. 이러한 전처리 방법은 일부 목질
계 바이오매스의 전처리에 사용되었다 [17-19].
본 연구에서는 해양조류 중 홍조류에 속하는 꼬시레기 (G.
verrucosa)로부터 열수 전처리, 냉동 전처리, 그리고 효소당
화방법을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 전환 가능한 바
이오슈거 (환원당)로 전환하는데 요구되는 반응조건을 탐색
하고자 하였다.

2. MATERIALS AND METHOD
2.1. 실험재료
실험에 재료로 사용한 꼬시레기 (G. verrucosa, 전남 완도,
2012년 수확)는 60ºC에서 2일간 건조한 후 분쇄한 후 체를 이
용하여 200 um 이하로 분체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16]. 실
험에 사용한 꼬시레기는 바이오매스 중량 기준으로 59.64±
0.71%의 탄수화물 (환원당)을 포함하고 있다 [20]. 실험에 사
용한 효소는 Novozyme 사 (Denmark)의 Cellic® CTec2, Cellic® HTec2와 Viscozyme® L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상
용효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Cellic® CTec2는 주로 cellulase와 β-glucosidase, 그리고 hemicellulase로 구성되어 있다.
Cellic® HTec2는 주로 β-glucosidase와 endo-xylanase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리고 Viscozyme® L은 cellulase, β-glucanase, arabinase, hemicellulase, xylanase와 같은 다양한 탄수화물 분해
효소로 구성되어 있다 [13,21].
2.2. 꼬시레기 전처리
2.2.1. 열수 전처리 (Hot-water pretreatment)
꼬시레기의 가수분해에 미치는 열수 전처리의 영향을 조사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을 실시하였다. 전처리 실험은
뚜껑이 있는 유리 용기에 설정한 양 (2 g)의 바이오매스와 증
류수 (30 mL)를 첨가하여 autoclave를 이용하여 설정한 온도
와 반응시간 동안 열수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전처리 반응시
간 0분의 조건은 반응물을 autoclave에서 130ºC에 도달하였
을 때의 시간을 0분으로 설정하였다. 전처리 후 생성물을 pH
5로 조절하여 효소가수 분해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반응온도
의 영향은 100~130ºC의 조건으로 60분 동안 전처리하였다.
반응시간의 영향은 130ºC의 조건에서 반응시간을 0~120분
의 조건에서 전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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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동결 전처리
꼬시레기의 가수분해에 미치는 동결 전처리 (freezing pretreatment)의 영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전처리 실
험은 뚜껑이 있는 유리 용기를 사용하여 실험에서 설정한 양
의 바이오매스와 증류수를 첨가한 후 냉동고를 이용하여 설
정한 온도와 반응시간 동안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전처리 후
생성물을 pH 5로 조절하여 효소 가수분해의 시료로 사용하
였다. 냉동온도의 영향은 설정한 양 (2 g)의 바이오매스와 증
류수를 첨가한 후, -70, -40, -20, 4, 20ºC의 조건으로 2일 동안
전처리하였다. 고액비의 영향은 1:6, 1:8, 1:10, 1:12.5, 1:15로
설정하여 2일 동안 전처리하였다.
2.2.3. 효소 가수분해
효소 가수분해는 각각의 조건에서 전처리된 기질용액 10 mL
에 citrate buffer (0.05 M, pH 5)와 효소 복합물 (Cellic® CTec2:
Viscozyme® L : Cellic® HTec2, 1:1:0.1, v/v/v)을 기질 중량의
20%가 되도록 첨가하여 효소 당화반응을 실시하였다. Sodium azide를 첨가하여 효소당화 반응 중 미생물의 성장을 억
제하였다. 효소가수분해 반응은 50ºC, 150 rpm의 조건에서
48시간 동안 수행한 후 시료를 취하여 15,000 rpm에서 10분
간 원심분리한 후 얻은 상등액을 이용하여 환원당의 양을 측
정하는데 사용하였다.
2.3. 분석방법
시료 중의 환원당은 3,5-dinitrosalicylic acid법으로 분광광도
계 (Spekol 1300, Analytik Jena, Germany)를 이용하여 흡광도
(580 nm)를 측정하여 환원당 농도를 환산하였다. 환원당의
표준시료로는 glucose를 사용하였다 [22]. 훤원당 수율은 바
이오매스 중량을 기준으로 생산된 환원당의 양의 수율로 계
산하였다.

3. RESULTS AND DISCUSSION
3.1. 열수 전처리 (Hot-water pretreatment)의 영향
꼬시레기의 가수분해에 미치는 열수 전처리의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반응온도와 반응시간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반
응온도의 영향은 100~130ºC의 조건으로 60분 동안 전처리하
였다. 또한 전처리한 꼬시레기 전처리 액의 pH를 5로 조절한
후에 효소를 첨가하여 전처리 반응온도가 효소 당화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Fig. 1). 꼬시레기를 열수 전처리한 후
생성된 환원당의 양은 반응온도에 따라 1.73~2.16%의 환원
당 수율을 나타내었다. 가장 높은 환원당 수율은 130ºC의 조
건에서 2.16%를 나타내어 열수 전처리 자체만으로는 높은
농도의 환원당을 얻지 못하였다.
열수 전처리를 수행한 꼬시레기 전처리 물에 효소를 첨가
하여 효소당화를 수행한 결과, 반응온도에 따라 환원당 수율
이 각각 100ºC에서는 25.8%, 110ºC에서는 25.9%, 120ºC에서
는 25.6%, 그리고 130ºC는 27.9%의 당화 수율을 얻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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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reaction temperature on TRS production by hotwater pretreatment and subsequent enzymatic hydrolysis of G. verrucosa.

론적으로 실험에서 사용한 가장 높은 온도인 130ºC에서 가장
높은 환원당 수율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의 실험을 위해서는
반응온도를 130ºC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비교할 만한 보고
로는 Kwon 등 [20]은 꼬시레기의 열수가수분해에 고액비 1:
10, 오븐온도 120ºC에서 60분의 전처리 조건으로 전처리 후
효소당화를 실시한 결과, 전처리 과정에서는 환원당 수율이
매우 낮았으며, 효소당화 후에는 약 12%의 환원당 수율을 보
고하였다. Kim 등 [2]은 창자파래 (Enteromorpha intestinalis)
의 열수 전처리와 이어지는 효소 가수분해를 통한 환원당 생
산을 보고하였다. 130ºC, 1:10 고액비의 전처리 조건에서 각
각 30분과 60분의 반응시간 동안 약 2% 내외의 환원당 수율
을 보고하였다. 이후 효소당화를 통하여 약 18~19% 내외의
수율을 보고하였다.
꼬시레기 열수 전처리에 미치는 반응시간의 영향은 반응온
도 130ºC의 조건에서 반응시간을 0~120분의 조건으로 변화
시키면서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전처리 후 꼬시레기 전처리
액의 pH를 조절한 후에 효소를 첨가하여 전처리 시간이 효소
당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Fig. 2). 반응시간에 따른
전처리 후의 환원당의 생성 수율은 2% 이내의 낮은 값을 나
타내었다 (data not shown). 효소 당화의 결과에서는 반응시
간 0분에서 24.0%, 30분에서 23.0%, 45분에서 25.0%, 60분에
서 24.3%, 90분에서 25.7%, 그리고 120분의 전처리 조건에서
26.5%의 당화수율을 얻었다. 전처리 반응시간 0분의 조건은
반응물을 autoclave에서 130ºC에 도달하였을 때의 시간을 0
분으로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열수 전처리 조건에서는 130
ºC에서 120분간 전처리 반응을 수행한 후 효소당화를 한 경
우에 가장 높은 당화수율을 얻었다. Kim 등의 보고 [2]에 의
하면 창자파래 (E. intestinalis)의 열수 전처리와 이어지는 효
소가수분해 과정에서 130ºC, 1:10 고액비의 조건에서 반응시
간이 각각 30분과 60분의 경우에서는 반응시간에 따라 전처
리 후 1% 이내의 수율과 효소당화 후 2% 내외의 낮은 환원당

Fig. 2. Effect of reaction time on TRS production by hot-water pretreatment and subsequent enzymatic hydrolysis of G. verrucosa.

수율 변화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전처리를 수행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효소 당화를 수행한 후의 당
화수율은 전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약 10.87%의 환원당 수율
이 증가하였다.
3.2. 냉동 전처리의 영향
꼬시레기의 가수분해에 미치는 냉동 전처리 (freezing pretreatment)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냉동 온도, 냉동 시간, 고액
비 (solid-to-liquid ratio)를 변수로 하여 환원당 생성 (당화) 수
율을 조사하였다. 냉동 (또는 냉장) 온도의 영향은 -70, -40, -20,
4, 그리고 20ºC의 조건으로 2일 동안 냉동하여 전처리를 수행
하였다 (Fig. 3). 냉동 (또는 냉장) 온도에 따른 전처리 후의 환
원당의 생성 수율은 3% 이내의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냉동
온도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환원당 수율을 얻었다. 효
소 당화의 결과에서는 -70ºC에서는 19.5%, -40ºC에서는 18.6%,
-20ºC에서는 17.9%, 4ºC에서는 16.3%, 20ºC에서는 14.4%의
당화수율을 나타내었다. -70ºC에서 -20ºC의 동결조건에서는
비슷한 당화수율을 나타내었으나, 전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당화수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이오매스 중
의 물이 동결하면서 부피팽창으로 인하여 바이오매스의 결
합구조의 일부가 파괴되어 효소의 접근성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18].
고액비 (solid-to-liquid ratio)의 영향은 1:6, 1:8, 1:10, 1:12.5,
1:15로 설정하여 -40ºC의 조건에서 48시간 동안 냉동하여 전
처리를 수행하였다 (Fig. 5). 고액비에 따른 전처리 후의 환원
당의 생성 수율은 3% 이내의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고액비
가 높아져도 환원당 수율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효소 당화의
결과에서는 고액비 1:6에서는 15.4%, 1:8에서는 16.6%, 1:10
에서는 18.1%, 1:12.5에서는 18.6%, 그리고 1:15에서는 18.4%
를 나타내었다. 1:10~1:15의 범위에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이와 비교할 만한 보고로는, 김 등 [2]이 녹조류인 창자
파래 (E. intestinalis)의 열가수분해에서 고액비 1:10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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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reaction temperature on TRS production by freezing pretreatment and subsequent enzymatic hydrolysis of G. verrucosa.

장 높은 환원당 수율을 보고하였다. 또한 Kwon 등 [20]은 꼬
시레기의 열수가수분해에 구연산을 촉매로 사용한 경우에
고액비 1:10에서 최고의 수율과 고액비 1:8 이하의 조건에서
는 반응물의 점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Chang 등 [18]은
rice straw를 대상으로 냉동 전처리 후 효소당화 수율을 비교
한 결과, 48%에서 84%로 효소당화 수율이 증가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물이 동결될 때 일어나는 물리적인
변화인 부피 팽창에 의해 바이오매스 내부의 결합구조의 일
부가 파괴됨으로써 효소가 접근할 수 있는 표면적이 증가하
고 pore의 부피가 증가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18]. Smichi
등 [19]은 골풀류 Juncus maritimus를 대상으로 냉동과 해동
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전처리 결과, 냉동/해동 전처리 후 Cellic® CTec2를 사용한 효소당화에서 묽은 산 전처리의 경우에
서 보다 높은 glucose 수율을 얻어 냉동/해동 전처리법을 목
질계 바이오매스의 유망한 전처리 방법이라고 보고하였다.
냉동 시간의 영향은 -70, -40, -20, 4, 그리고 20ºC의 조건에
서 6~48시간 동안 냉동하여 전처리를 수행한 결과 (Fig. 4),
각각의 반응온도에 따라 동결 시간이 변화해도 환원당 수율
의 변화에는 크게 미치지 않았다. 이와 비교할 만한 결과로는,
Jeong 등 [18]이 Mongolian oak을 묽은 산 전처리와 효소당화
에 앞서 냉동 보관 (freezing storage)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냉동 시간 120분까지는 환원당의 양이 조금씩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거대 해조류 중 홍조류인 꼬시레기 (G. verrucosa)를 이용하여 환원당을 생산하기 위하여 열수 전처리법
과 냉동 전처리법이 효소 당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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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solid-to-liquid ratio on TRS production by freezing
pretreatment and subsequent enzymatic hydrolysis of G. verrucosa.

Fig. 5. Effect of freezing time on TRS production by freezing pretreatment and subsequent enzymatic hydrolysis of G. verrucosa.

130ºC와 120분의 조건에서 열수 전처리를 수행한 결과 2.16%
(3.62%, carbohydrate 함량 기준)의 수율을 얻었으며, 전처리
후 효소당화를 수행하여 27.9% (46.8%, carbohydrate 함량 기
준)의 당화 수율을 얻었다. 냉동 전처리의 결과, -70에서 -20
ºC의 동결조건에서 비슷한 당화수율을 나타내었고, 고액비
1:10~1:15의 범위에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냉동
시간이 증가해도 환원당 수율의 변화에는 크게 미치지 않았
다. -70ºC와 48시간의 조건에서 동결 전처리를 수행한 결과
3.15% (5.28%, carbohydrate 함량 기준)의 수율을 얻었으며,
전처리 후 효소당화를 수행하여 19.5% (32.7%, carbohydrate
함량 기준)의 당화 수율을 얻었다. 열수 전처리와 냉동 전처
리를 이용하여 꼬시레기로부터 생산된 당은 향후 바이오리
파이너리 공정의 원료로 사용가능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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