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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ong renewable and sustainable feedstock to replace fossil-based resources, marine bi-

omass, macroalgae can be preferably considered due to several reasons: First, they con-

tain an abundance of carbohydrate sources that are readily separated from the original 

feedstock. Second they are naturally well-grown thus multiple cropping is possible. Third, 

their cultivation techniques have been historically solidly established.  Finally, it is known 

that their CO2 remediation effect is much higher than that of landplants. Agar is a major 

carbohydrate source in macroalgae and it possesses around 70 wt%. In this study, we tried 

to directly transform agar into 5-hydroxymethyl-2-furfural (HMF) without saccharification 

step. In order to find best catalytic reaction conditions such as metal catalysts, solvents, 

acidity, time, temperature, high throughput screening was extensively performed. A range 

of metal catalysts were screened and 1-ethyl-3-methylimidazolium(EMIM) salt, so called 

ionic liquid and aprotic polar DMSO were tested as solvents. When RuCl3 was used as a 

metal catalyst, 6.4 g/L of HMF could be obtained from 10 wt% agar solution.

1. 서    론

  석유자원은 제한된 매장량과 신흥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로 인해 가격의 불안정이 커지고 있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비가역 온실가스 규제를 통해 막대한 환경비용 부담이 예상되어 세계 각국은 석유

자원을 대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 특히 전방위 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물질인 방향족 

화합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석유로부터 얻어지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석유 기반 방향족 화합물질을 

대체하기 위한 후보군 물질로서, 탄수화물계 바이오매스로부터 유래된 퓨란계 화합물에 대한 관심이 커

지고 있다. 특히 5-hydroxymethyl-2-furfural (HMF)은 다양한 퓨란계 화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핵심 중간체 플랫폼 물질로서, 다양한 전환반응을 통해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단량체 및 접

착제, 점착제, 코팅제 등 친환경 정밀화학제품으로 널리 활용이 가능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

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 중에 있다[2].

  탄수화물계 바이오매스 공급원은 크게 작물계와 목질계 공급원으로 나뉘며, 공급원으로부터 전처리

공정을 통해 전분, 당분, 셀룰로오스의 다당류 물질을 추출하고, 단당화과정을 통해 글루코오스 또는 

프룩토오스로 전환한 후, 이를 분리정제 과정을 거쳐 생물 또는 촉매 전환 공정에 적용되게 된다. 지금

까지 HMF를 얻기 위한 시도는 주로 작물계 바이오매스 공급원으로부터 유래된 프룩토오스를 출발물질로 

사용하였는데[3], 이는 화학적으로 5각고리 구조의 6탄당인 프룩토오스가 별도의 이성질체화 과정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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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촉매 하에서 탈수화반응 만을 통하여 비교적 손쉽게 HMF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룩

토오스는 사탕수수 등 일부 제한된 공급원에만 존재하여 대량 확보가 어렵고, 더욱이 작물계 공급원은 

식량자원과 경작지를 공유하는 문제로 인해 곡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목질계 자원을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경우, 전처리과정에서 함유성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견고한 리그닌을 효율적으로 

분리제거하기가 어렵고, 화학적으로 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셀룰로오스의 전환반응에도 많은 어려

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3세대 바이오매스로서 주목 받고 있는 

해양계 자원인 거대해조류로부터 유래되는 갈락탄의 일종인 아가를 출발물질로 하여 단일공정으로 

HMF를 생성할 수 있는 최적의 금속촉매 전환반응조건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반응조건에서 전환반응을 

수행하여 최적의 조건을 스크리닝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거대해조류는 가용 재배면적이 넓고, 담

수, 토지, 비료 등의 사용으로 인한 원가상승의 효과가 거의 없으며, 육상 식물에 비해 생장성이 우수하

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높다. 또한 리그닌과 같은 제거하기 힘든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이 매우 용이하며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능이 육상식물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따라서 해양계 바이오매스 자원을 공급원으로 활용하여 석유화학 대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전환기술의 개발은 탈석유화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실    험

  5 mL 바이얼에 아가(50 mg), 용매(500 mg), 금속촉매(10 mol%)를 넣고, 온도를 서서히 가열한 

후 교반하며 반응을 진행시켰다. 반응 후 반응혼합물 내의 부반응 고체물질인 휴민(humin)을 필터로 

제거하고, 일정량의 물로 희석한 후 HPLC를 통해 생성된 HMF의 생성량을 구하였다. HMF의 생성량은 

UV 검출기 284 nm 상에서 미리 작성된 표준화 곡선을 통해 측정하였다(Fig. 1). 

Fig. 1. HMF 농도와 HPLC 피크면적 (284 nm) 간의 표준화 곡선.

3. 결과 및 토론

  본 연구에서는 거대해조류로부터 유래되는 갈락탄의 일종인 아가를 출발물질로 하고 금속촉매를 통해 

직접 HMF를 생성할 수 있는 전환반응을 수행하였으며, 화학반응식은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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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금속촉매를 통해 아가로부터 HMF를 얻는 화학반응식.



85거대해조류 유래 갈락탄을 이용한 HMF의 합성에 관한 연구

  아가로부터 HMF를 직접 얻을 수 있는 최적의 반응조건을 찾기 위하여 금속촉매, 용매, 온도, 시간 등을 

바꾸어가며 스크리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 아가로부터 다양한 금속촉매반응조건에 의한 HMF 합성

No 속 매 용매
온도

(°C) 

반응시간

(h) 

생성량

(g/L) 
No 속 매 용매

온도

(°C) 

반응시간

(h) 

생성량

(g/L) 

1 FeCl3 [EMIM]Cl 90 2 3.3 25 CrCl2 [EMIM]Cl 110 2 6.1 

2 CuCl2 [EMIM]Cl 90 2 3.0 26 MnCl2 [EMIM]Cl 110 2 5.1 

3 NiCl2 [EMIM]Cl 90 2 0.3 27 NiCl2 [EMIM]Cl 110 2 5.0 

4 CoCl2* [EMIM]Cl 90 2 0.2 28 CoCl2* [EMIM]Cl 110 2 4.5 

5 CrCl2 [EMIM]Cl 90 2 0.1 29 FeCl2 [EMIM]Cl 110 2 4.5 

6 ZnCl2 [EMIM]Cl 90 2 0.1 30 ZnCl2 [EMIM]Cl 110 2 4.4 

7 MnCl2 [EMIM]Cl 90 2 0.1 31 FeCl3 [EMIM]Cl 110 2 0.9 

8 FeCl2 [EMIM]Cl 90 2 0.0 32 CuCl2 [EMIM]Cl 110 2 0.7 

9 RuCl3 [EMIM]Cl 90 2 6.4 33 CuCl2 [EMIM]Cl 80 20 2.0 

10 FeBr3 [EMIM]Cl 90 2 4.3 34 FeCl3 [EMIM]Cl 80 20 1.9 

11 CuBr2 [EMIM]Cl 90 2 4.3 35 FeCl3 [EMIM]Cl 80 5 0.8 

12 AlCl3 [EMIM]Cl 90 2 3.6 36 CuCl2 [EMIM]Cl 80 5 0.0 

13 AlBr3 [EMIM]Cl 90 2 1.7 37 RuCl3 [EMIM]Br 90 2 2.6 

14 RuCl3 DMSO 90 2 3.6 38 FeCl3 [EMIM]Br 90 2 1.0 

15 CrCl2 DMSO 90 2 <0.1 39 CuCl2 [EMIM]Br 90 2 0.9 

16 FeCl3 DMSO 90 2 <0.1 40 CuBr2 [EMIM]Br 90 2 0.4 

17 CuCl2 DMSO 90 2 <0.1 41 AlCl3 [EMIM]Br 90 2 0.2 

18 BiCl3 [EMIM]Cl 90 2 <0.1 42 CoCl2* [EMIM]Br 90 2 <0.1 

19 CeCl3* [EMIM]Cl 90 2 <0.1 43 FeCl2 [EMIM]Br 90 2 <0.1 

20 InCl3 [EMIM]Cl 90 2 <0.1 44 MnCl2 [EMIM]Br 90 2 <0.1 

21 LaCl3* [EMIM]Cl 90 2 <0.1 45 NiCl2 [EMIM]Br 90 2 <0.1 

22 NdCl3* [EMIM]Cl 90 2 <0.1 46 ZnCl2 [EMIM]Br 90 2 <0.1 

23 Sc(OTf)3 [EMIM]Cl 90 2 <0.1 47 AlBr3 [EMIM]Br 90 2 <0.1 

24 Yb(OTf)3 [EMIM]Cl 90 2 <0.1 48 FeBr3 [EMIM]Br 90 2 <0.1 

  * Hydrate form

 

  우선 이온성 액체인 ethylmethylimidazolium chloride ([EMIM]Cl)를 용매로 하고, 반응온도 90℃, 

반응시간 2시간에서 24가지의 금속촉매에 따른 HMF 생성량을 비교하였다(No 1-13, 18-24). 이를 

통해 FeCl3, RuCl3, FeBr3, CuBr3에 의한 HMF 생성량이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기존에 글루

코오스의 HMF 전환반응 촉매로 우수한 성능이 알려진 CrCl2의 경우는 흥미롭게도 아가의 경우에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에 의하면 글루코오스와 같은 6각고리 구조의 화합물이 5각고리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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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F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성질체화 반응이 요구되고, 크롬(Cr) 금속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5], 아가의 경우는 전술된 바와 같이 독특한 화학적 구조로 인해 중간체의 화학구조도 

새로운 형태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Cr이 아닌 Fe, Ru과 같은 다른 금속촉매가 더 HMF 전환반

응에 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반응온도를 110℃로 올렸을 때는 Cr의 활성이 가장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No 25-32). 이것은 물의 끓는점보다 높은 110℃에서는 탈수화 반응이 촉진되어 아가

로부터 글루코오스와 유사한 화학구조를 갖는 갈락토오스의 생성이 일차적으로 발생하여 글루코오스와 

동일한 메커니즘을 통해 HMF가 생성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편 용매를 다른 형태의 이온성 액체인 ethylmethylimidazolium bromide ([EMIM]Br) (No 37 

-48)과 비산성 극성용매인 DMSO (No 14 - 17)로 바꾸어 실험한 결과 RuCl3와 FeCl3가 가장 우수

한 성능을 보여 앞 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생성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BiCl3, InCl3, LaCl3⋅7H2O, NdCl3⋅6H2O, Sc(OTf)3, Yb(OTf)3와 같은 일반적인 탈수화반응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전이금속촉매이나 아가의 경우는 HMF 전환반응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    론

  거대해조류 유래 갈락탄의 일종인 아가를 출발물질로 하여 HMF를 생성할 수 있는 최적의 금속촉매 

전환반응을 찾기 위하여 다양한 반응조건의 스크리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최적의 금속촉매반응 조

건으로 [EMIM]Cl 용매 하에서 RuCl3를 금속촉매로 사용하여 90℃에서 2시간 동안 반응하였을 때 6.4 

g/L의 생성량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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