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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리그닌 함량에 따른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분해도 및 특성 평가

박상우

환경재료과학전공

농림생물자원학부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최근 플라스틱 사용량 급증에 따라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미생물, 햇빛 등의 자연적 요인에 의해

분해되는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분해도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나 생분해 조건, 플라스틱의

특성에 따른 생분해도 특성 및 생분해 양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조건에서의 플라스틱의 특성에 따른

생분해도 양상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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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Polylactic

acids(PLA)와 Polyhydroxyalkanoates(PHAs)를 비율(10:0, 9:1, 

8:2) 별로 혼합한 폴리머를 다양한 생분해 조건에서 생분해 양상을

구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분해도 조절, 가격

절감, 물성 부여를 위해 리그닌의 화학적 개질 후 혼합된 양에 따른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분해도 양상도 평가하였다.

생분해도 평가는 ISO 20200방법과 유사하게 실험하였으며

퇴비 제작 시 해사, 동물 사료, 가축분뇨 퇴비를 혼합 후

부숙화하였다. 부숙된 퇴비에 준비된 시료를 매립 후 온도 조건(40,

60, 80℃)을 설정하여 최적의 분해 온도를 탐색하였다. 생분해도 및

특성 평가는 일정 기간(0, 15, 30, 45, 60일) 별로 생분해에 따른

무게 감소량을 측정하고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GPC)를

통해 분자량 변화, Thermogravimetric Analysis(TGA)를 통해

열적 특성과 X-ray Diffraction(XRD)를 통해 결정영역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16s rDNA sequencing을 통해 생분해에 관여하는

미생물 군을 구명하였다.

퇴비의 부숙화 이후 퇴비에 매립한 플라스틱의 분해 거동을

관찰한 결과, 온도 조건 40℃ 조건에서 생분해가 거의 일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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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만 퇴비 온도가 상승할수록 생분해율이 증가하였다.

Polylactic acids(PLA)와 Polyhydroxyalkanoates(PHAs)비율 별

혼합된 플라스틱의 경우 PHA 혼합 비율이 증가할수록 무게

감소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리그닌 함량이 증가할수록

무게 감소율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아세틸화 리그닌을 투입 시 더

높은 무게 감소율을 보였다. 아세틸화 리그닌은 수산기에

아세틸기가 에스터 결합으로 치환 되어있으며 분해 시 에스터

결합으로 인해 가수분해 되어 리그닌 대비 분해율이 상승한 것으로

사료된다. 분자량의 경우 생분해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였으며

분자량 감소폭 또한 증가하여 무게 감소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결정 영역 변화에서는 초기 시료를 퇴비에 매립하기 전 비결정

영역이 강하게 발현됐지만 시기가 경과할수록 비결정 영역의

peak가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결정 영역 peak가 점차 증가하였다.

60일 기준 아세틸화 리그닌 PLA에서 비결정 영역이 30일 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산기에 도입된 아세틸기가 분해되어 저분자화

되어 비결정 영역이 상승한 것으로 사료된다. 형태학적 특성은

30일 경과 아세틸화 리그닌에 침상 구조로 내부에서 수분에 의해

팽윤되어 분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분해 특성은



iv

리그닌이 함유된 플라스틱이 리그닌의 고유 특성 중 하나인

내열성으로 인하여 더 높은 온도에서 분해가 발생하였고, 생분해가

진행될수록 점차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났지만 60일 기준 아세틸화

리그닌 PLA에서 PLA, 리그닌 PLA 대비 잔존량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char 잔여물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세틸화 리그닌은

리그닌 대비 물성, 내열성이 개선되어 상용화에 기여하지만 완전한

생분해는 장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물성 개선과 더불어 생분해율

향상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생분해성 플라스틱, PLA, PHAs, ISO 20200, 

아세틸화 리그닌, 리그노플라스틱, 생분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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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와 대체 플라스틱 개발

최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50년,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약 2억톤이

생산되었으며, 2015년에는 약 4억톤이 생산되었다(Geyer et al., 2017).

분해되지 않는 석유화학 기반 플라스틱들은 토양에 매립되고 자외선에

의해 마모되고 미세플라스틱화 된다. 마모된 플라스틱의 크기가 100 ~

5000 nm이며 미세플라스틱, 1 ~ 100 nm 일 때 나노플라스틱이라고

지칭한다. 이들은 환경 오염과 생태계 순환에 큰 영향을 끼치며 끝내 상위

포식자인 인간의 신체 내에 축적되어 악영향을 초래한다 (Prata et al., 2020).

전 서계 플라스틱 시장은 polyethylene (PE 29%), polyvinyl chloride

(PVC 17%), polypropylene (PP 12%), polystyrene (PS 9%), polyurethane(PUR

5%)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Gautam et al., 2007). PP, PVC, PE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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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기반 플라스틱은 생분해 되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산업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Mohanty et al., 2000).

석유화학 기반 플라스틱인 polypropylene (PP), polyethylene (PE),

polyvinyl chloride (PVC) 그리고 polystyrene (PS)는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이다. 반면 polycarprolactone (PCL), polybutylene succinate (PBS),

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 (PBAT)는 석유화학 기반 플라스틱이지만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분류된다. 한편, 석유화학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옥수수, 사탕수수, 나무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되었으며 일정량의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한 성분이

포함된 플라스틱인 Bio-PP, Bio-PVC, Bio-PET, Bio-PP는 생분해가 되지

않는다. 동일하게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되었으며 일정 조건에서 미생물

등의 작용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polylatic acid (PLA),

polyhydroxyalkanoates (PHAs), thermoplastic starch (TPS)는 생분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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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플라스틱이다 (Rujnic-Sokele & Pilipovic, 2017). 그 중 PLA는

석유화학 기반 고분자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기반 고분자이자

열가소성 폴리 에스터로 재생 가능한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PLA는 환경

친화적이고 생체 적합성을 가지며 특히, 다른 생체 적합 고분자에 비해

우수한 열처리 특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PLA는 취성, 느린 생분해 속도,

소수성을 가진다는 단점이 있으며 단가가 비싸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

또한 갖는다. 이러한 PL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목재의

주요 구성성분 중 하나인 리그닌을 이용할 수 있다 (Rasal et al., 2010). 

PHA 또한 석유화학 기반 고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PHA는 생체 적합성, 접근성, 무독성 등과 함께 우수한

생분해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 있다. 박테리아에서 유래한 플라스틱인

PHA는 PLA보다 연신율과 생분해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PHA의 장점을

활용하여 PLA의 취성 및 낮은 생분해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Grigore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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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크라프트 리그닌과 아세틸화 리그닌의 특성

목질계 바이오매스 내 20 ~ 30% 존재하는 리그닌은

페닐프로파노이드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세계에서 2번째로 풍부한 천연

고분자이다. 리그닌은 ρ-coumaryl alcohol (H unit), coniferyl alcohol (G unit), 

sinapyl alcohol (S unit)로 구성되어 있다(Thakur et al., 2014). 리그닌의

구성은 수종마다 다른데 활엽수는 G unit과 S unit이 주를 이루고 H unit이

일부, 침엽수는 G unit이 주로 존재하며 S, H unit이 일부 존재한다.

초본류는 H unit이 많고 S unit과 G unit이 상대적으로 적다 (Ponnusamy et 

al., 2019).

리그닌의 결합에는 β-O-4 (aryl ether), α-O-4 (aryl ether), β-5

(phenyl coumaran), 5-5 (biphenyl), 4-O-5 (diaryl ether), β-1 (1,2 -diaryl 

propane) and β-β (resinol) 결합들이 존재한다.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전처리를 통해 파생된 테크니컬

리그닌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Kazzaz & Fatehi,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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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컬 리그닌 중 크라프트 펄핑 공정에서 생산되는 크라프트 리그닌이

가장 생산량이 높은 리그닌으로 알려져 있다 (Mahmood et al., 2013).

크라프트 리그닌은 중성 또는 산성 조건에서 용해되지 않고 알칼리 조건

및 일부 화학 물질에는 용해된다 (Lebo Jr et al., 2000). 크라프트 펄핑은

아황산나트륨(Na2S)과 수산화나트륨(NaOH)을 사용하기 때문에, 1 ~ 3%의

황을 함유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분자량 1000 ~ 3000 Da, 회분 함량 0.5 ~

3%, 유리전이온도는 108 ~ 165 ℃로 보고되고 있다 (Köhnke et al., 2019;

Tribot et al., 2019) (Wang et al., 2016). 이렇게 생산된 크라프트 리그닌은 열

안정성을 갖는 것이 특징인데, 이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열 안정성이

낮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Li et al., 2003). 또한, 리그닌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혼합을 통해

생분해성 조절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Yiamsawas et al., 2014).

하지만, 리그닌의 수산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수성인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상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 화학적 개질을 필요로 한다.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리그닌의 화학적 개질은 아세틸화이며 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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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상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

(Marchand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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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플라스틱 생분해도 및 평가 방법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들이

미생물 성장을 위한 탄소원으로 완전히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호기성 조건에서 분해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

물, 무기염 및 올리고머 또는 단량체를 생성한다. 혐기성

조건에서는 메탄 또는 저분자량의 산도 생성될 수 있다. 생분해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다. 그 중 퇴비를 제작하여 해당

시료의 생붕괴 방법을 측정하는 ISO 16929와 20200방법이 있는데,

ISO 16929는 파이럿 규모, ISO 20200은 실험실 규모에서 사용되는

표준 시험법이다. 또한, 수용액 상태에서 폐쇄 호흡계 방법으로

용존 산소량을 측정하는 ISO 14851 방법도 존재한다. 그리고 호기성

폐수 및 하수 슬러지 내 플라스틱의 생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 표준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호기성 세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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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되며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을 통해 생분해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ISO 14852, 14855 방법이 있다 (Funabashi et al., 2009; 

Harrison et al., 2018). ISO 14855 시험 방법에서는 58 ℃ 내 통제된

퇴비에서 시료를 매립한 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생산된 산물인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며 이산화탄소 포집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Singh & Sharma, 2008). PLA, PHA의 에스터 결합이

가수분해되며 저분자화 생분해 과정은 주로 미생물의 세포외

효소에 의해 진행된다 (Tokiwa et al., 2009). 이러한 과정은

생물학적인 분해 과정이다. 생물학적 분해 외에 고온 및 알칼리

조건에서 광분해 및 화학적 가수분해와 같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물리화학적으로 분해하는 비생물학적 분해 과정도 함께 이루어진다

(Singh & Sharma, 2008). 생물학적 및 비생물학적 분해 과정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계적 분해와 같이 시료를 가루 형태로

만들어 생분해 진행시 생분해를 가속화 할 수 있다 (Hasla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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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PLA는 일반 토양이나 하수에서 미생물의 공격에

저항성이 크기 때문에 상온에서 분해가 어렵다. PLA는 분해를 위해

활성 퇴비와 같이 고온 다습한 환경이 갖춰져야만 빠르게 생분해가

진행된다. 분해 과정은 가수분해를 시작으로 2 단계 과정에 의해

발생되고 이어서 저분자화된 잔류물은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된다.

가수분해의 속도는 산 또는 염기에 의해 가속화될 수 있고, 수분

함량과 온도에 따라 분해 속도가 달라진다 (Farah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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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 목표

난분해성의 석유화학 기반 플라스틱 유래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높은 생산 단가, 제한적인 상용성을 한계로 가지기

때문에, 펄핑 산업 부산물인 리그닌을 혼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그 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생분해 전후의

중량 변화, 결정 및 비결정 영역 변화, 기계적 강도 변화, 분자량

변화 등을 비교하여 특성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LA와 PHA의 비율에 따라 혼합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함량에 따라 크라프트 리그닌을 혼합하였으며 물성

개선 및 생분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또한, PLA의 느린

생분해성과 취성을 보완하기 위해 PHA를 첨가하여 최적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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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였다. 아세틸화 크라프트 리그닌, 크라프트 리그닌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혼합된 시편은 생붕괴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ISO 20200 평가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리그닌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혼합 후 시편 제작 후 상용

가능성 평가

2) 생분해 조건 및 특성에 따른 생분해도 특성 구명

3) 부숙화 후 40 ℃, 80 ℃ 조건에서 퇴비 내 균주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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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2.1.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활용

폴리락타이드(PLA)는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활용되는

생분해성 소재이자 지방족 폴리에스터이다. PLA는 산업 응용을 위한

기존의 석유화학 기반 폴리머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유용한 소재이다(Lopes et al., 2012). PLA는 포장재, 농업 생산용 멀칭

필름 및 생체 의료용 소재 등 다양한 산업분야 활용된다 (Gupta et 

al., 2007). PLA가 생체 소재로 사용될 시, PLA는 체내에 일시적으로

남아 있다가 생분해 되어 사라지며, 결함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PLA는 높은 강도를 지니고

있어 인대, 힘줄, 혈관과 재생용 생분해성 지지체와 같이 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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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생체 의학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Dürselen et al., 2001). PLA는 피임약, 마약 길항제, 국소 마취제,

백신, 펩티드 및 단백질과 같은 다양한 의약 물질의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 (Tan et al., 2010). PHA 또한 수분이

침투하지 않는 성질로 인해 부직포 커버, 위생 수건 등 포장 소재로

유용하다(Griffin, 1994). 또한 PLA는 생체 의료용 소재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PLA의 용융 방사를 통해 섬유 제조하여 응용할 수

있다. 섬유 용도로 베개, 이불용 중공 섬유 충전재, 카펫용 필라멘트,

의료용 방적사, 스펀 본드, 바인더로 사용된다. 부직포 형태의 PLA는

실내 장식품, 일회용 의류, 여성 위생 제품, 기저귀와 같은 잠재적

용도를 가지고 있다 (Henton et al., 2005). 또한, PLA는 투명도가

있으며 투습성이 낮아 포장 소재로 적합하다 (Mutsuga et al., 2008).

필름은 PLA의 두 번째로 큰 활용 분야이며 PLA를 활용하여 필름

제조 시 낮은 산소 투과성에 의해 제품이 손상되지 않는 이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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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PLA는 일회용 수저, 음료 컵,

샐러드 컵, 접시, 빨대, 교반기, 뚜껑 및 컵과 같은 포장 소재로

활용된다. 현재 PLA의 주요 적용 분야는 포장 분야가 70%이며,

섬유 및 직물 분야가 50%까지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Jamshidian 

et al., 2010).

나일론과 PLA의 항균성을 비교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나일론과 PLA에 균을 도포한 후 인큐베이터 (37 °C)에서 18시간

동안 배양하였을 때 균의 수가 PLA는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나일론은 증가하여 PLA가 항균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되었다

(Mochizuki, 2009). 합성 포장 필름을 친환경 포장 필름으로

대체하는 것은 힘들지만 식품 포장과 같이 낮은 투습성, 산소

투과도와 항균성을 요구하는 특정 응용 분야에서의 사용은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Farah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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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리그닌과 혼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분해도 및 특성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고분자 중 하나인 리그닌은

주요 펄프 공정의 부산물로 나온다. 크라프트 펄핑 공정 중

리그닌에 황이 첨가 되면서 화학적 변화를 발생시켜 바이오매스 내

리그노셀로오스 복합체로부터 분리가 이루어진다(Wang et al., 2016). 

바이오매스-생분해성 플라스틱 복합재의 생분해도를 평가한 선행

연구에서는 50% 중량의 리그노셀룰로오스 섬유로 강화된 Thermo 

plastic starch(TPS) 소재가 야자수, 바나나, 사탕수수 잔류물보다

분해가 더 느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에 대한 원인을 더 높은

셀룰로오스와 낮은 헤미셀룰로오스 함량 및 섬유 직경에

기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Ibrahim et al., 2018). 즉, 천연고분자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복합재 매트릭스 내 수분 침투가 감소되어

생분해 속도 차이를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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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S 복합 재료 대비 바나나, 야자 섬유의 분해 속도가 2주 후

증가된 반면 TPS 복합 소재 분해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목질 섬유로 강화된 TPS의 분해율은 목질 섬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다양한 목질 섬유로 강화된 TPS를 토양(30°C, 

30-40% 수분)에서 6주 동안 분해 시켰을 때 복합체, 야자, 바나나,

사탕수수 무게는 59, 47, 46, 35%가 각각 남았다. 이때 모든 섬유 내

TPS 매트릭스는 약 4주만에 완전히 분해되었음을 고려하면 목질

섬유 간 분해율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Ibrahim et al., 

2018). 한편 다른 선행 연구에서 리그노셀룰로오스 고무 목재

톱밥을 플라스틱에 첨가하였을 때 생분해율이 감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Bootklad et al., 2016). 또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코코넛

야자 껍질과 왕겨 기반 재료의 상대적 느린 분해율(660일 동안

각각 21%, 14% 분해)은 섬유 내 리그닌 함량(각각 46%, 21-40%)

차이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Gómez & Michel Jr, 2013). 앞선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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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리그닌과 같은 천연고분자를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첨가 시 생분해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분

침투의 차이와 더불어 리그닌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분해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Figure 1과 같이

리그닌을 구조적으로 개질하여 생분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Polman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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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바이오플라스틱의 개질에 의한 생분해도 향상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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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분해 단계 및 다양한 환경에서의 분해 특성

플라스틱의 분해가 진행될 때 초기 메커니즘은 생물학적

분해가 아닌 물리화학적 분해가 먼저 발생하며 여러 요인에 의해

분해가 발생한다 (SAUCEDO, 2008). 물리화학적 분해는 마모로 인한

기계적 분해, UV에 의한 광분해, 열에 의한 열분해, 대기 내 산소로

인하여 산화반응을 통한 화학적 결합의 붕괴인 화학적 분해가 있다.

초기 생분해 메커니즘은 비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분해가 발생한다.

열에 의해 플라스틱 내 물성이 약화되고 주변에 잔존한 수분이

약해진 플라스틱 내 침투하여 가수분해가 발생한다. 가수분해에

의해 폴리머가 분해되면서 올리고머화 되면서 물성이 취약해지고

효소가 침투하기 용이해진다 (Laycock et al., 2017). 이 단계에서

미생물의 침투가 용이해지고 침투한 미생물은 폴리머를

에너지원으로 먹고 소화하여 분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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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환경에서 분해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물 또는

해수에서 분해를 확인하였다(Gewert et al., 2015). 해수에서는

미생물의 분포가 적고 물에 떠다니기 때문에 비생물학적 분해

방식인 UV를 통한 광분해 또는 대기 중 산소에 의한 산화 반응에

의해 분해가 진행된다. 어둡고 혐기 환경 조건은 UV와 산소가

제한되어 광분해 또는 산화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조건에서는 혐기성 세균에 의해 분해가 발생하며 분해 대사산물인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Tollner et al., 2011). 퇴비 환경

조건에서 분해 측정하였을 때 박테리아는 용해성 영양분을

소화하지만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액체 상태가 아니며 플라스틱

내에는 박테리아 및 세균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성분인 질소, 칼륨,

인 등이 결핍 되어있다. 분해 과정 촉진을 위해 세균 대사에 필요한

결핍된 요소들을 보충하기 위해 비료를 추가해야 한다

(Raziyafathima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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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및 방법

3.1. 공시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크라프트 리그닌은 울산 무림 P&P에서

제공받았으며 PLA4043d와 PHA를 인천 에코매스에서 제공받았다. ISO

20200기반 생분해 실험에 쓰인 가축 분뇨 퇴비(KG chemical,

Sungnam)구매하였으며 동물사료(Hagen Co, USA Mansfield)를 구매하였고

해사(Junsei Chemical, Tokyo)를 구매 후 혼합비에 따라 퇴비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3.2. 크라프트 리그닌의 아세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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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프트 리그닌 10 g 기준 무수 아세트산 100 ml와 피리딘 100 ml

첨가하여 105 ℃ 오븐에서 2 시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증류수에 석출시켜

원심 분리한 후 동결 건조 과정을 거쳐 아세틸화된 크라프트 리그닌을

제조하였다.

3.3. 리그닌 및 아세틸화 리그닌 함유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

PLA와 PHA의 비율 별(10:0, 9:1, 8:2)로 혼합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리그닌

함량 별(0%, 5%, 10%, 15%)로 혼합하여 소형 사출기를 통해 도그본 형태로

제작하였다. 도그본 제작은 소형 사출기(Kipae, Suwon)로 190 °C 조건에서

1500 RPM으로 5분간 리그닌 비율 별로 혼합 후 사출하였다.

3.4. 생분해도 평가를 위한 퇴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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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붕괴 평가에 대한 표준 실험 방법인 ISO 20200을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생분해성 실험 용 퇴비 제조 시, 먼저 1 Kg

기준 해사 800 g, 퇴비 200 g (1:4 비율)을 섞어주고 200 g을 취하여

바실러스 균이 함유된 가축 분뇨 퇴비 70 g(계분 20%, 돈분 5%, 우분 30%,

톱밥 30%, 과 토끼사료 130 g과 혼합하였다. 혼합된 퇴비를 35 °C 온도

설정된 인큐베이터에서 함수율 60%를 유지하도록 하며 14일 간 부숙화를

진행하였다. 퇴비의 부숙화가 진행되면 초기 단계에서 50 °C 이상의

발열과 함께 암모니아 냄새가 발생하고 pH가 7에서 9로 상승한다. Figure 2 

퇴비 활성화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온도는 다시 35 °C로 떨어지고 밝았던

퇴비의 빛깔은 어두운 색을 띠기 시작한다. 퇴비 활성화 후 제조한 도그본

시편을 철망으로 감싼 후 퇴비에 매립하여 온도 조건(40, 60, 80 °C)에서

빛이 거의 들지 않는 오븐 (Hangil biotech, Seoul)에 넣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15, 30, 45, 60일 간격으로 매립된 시편을 회수하고 증류수로

세척 후 105 ℃ 오븐에 24시간 전건한 뒤 방냉하여 무게 감소 및 물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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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생분해도 실험 퇴비 (a) 부숙 전 (b) 부숙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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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6s rDNA sequencing 분석

부숙 전, 후 두 퇴비 시료로부터 DNA 추출은 DNeasy PowerSoil kit 

(Qiagen)를 이용하여 시료 별 3 반복씩 추출한다. 추출된 genomic DNA

품질 확인을 위해 시료로부터 추출된 gDNA의 품질은 UV

spectrophotometer로 농도를 측정하였다. 퇴비 내 존재하는 세균의 군집

비교를 위해서 프라이머를 제작하여 세균의 16S ribosomal DNA 구간의 V

3 ~ 4구간을 증폭한다. 프라이머 구성은 일루미나 서열분석을 위한

일루미나 adaptor 서열과 V 3 ~ 4구간을 증폭하기 위한 locus specific 

서열로 구성된다. PCR product는 1.2% agaros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으로 확인한다. 40, 80 ℃ 조건의 부숙화 된 퇴비를 gDNA를

사용하여 1차 PCR을 수행하여 시료로부터 V 3 ~ 4영역이 증폭됨을

확인하였고 증폭된 DNA를 정제 후 sequencing을 위해 Index PCR을

수행하였다. 두 퇴비 시료 내 박테리아 군집 분석을 위한 염기 서열은

미국 일루미나사의 MiSeq ver3 시약과 600 cycles 모드로 생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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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raw data는 천랩 Ezbiocloud에서 분석하였다. 퇴비 내 bacterial 

community 분석을 위한 염기서열 품질확인을 위해 raw data를 이용하여

유효한 reads 내의 97% 상동성 기준으로 Operation taxanomic units (OTUs) 

수를 확인하였다. 또한 Ace, Chao1, Jacknife, NPShannon, Simpso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된 퇴비 내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조사하고 Good’

Library coverage를 통해 분석 library가 퇴비 내 미생물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3.6. 리그닌 함량별 PLA의 생분해도 특성 평가

3.6.1. 무게 감소

PLA, 크라프트 리그닌 함량 10% PLA, 아세틸화 리그닌 함량 10% PLA를

퇴비에 매립 후 기간(15일, 30일, 45일, 60일) 별로 매립되어 있는 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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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낸 후 물로 세척하여 24시간 전건 후 무게 감소 변화를 저울(Mettler 

Toledo,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6.2. 열분해 거동 분석

PLA, 크라프트 리그닌 함량 10% PLA, 아세틸화 리그닌 함량 10% PLA를

퇴비에 매립 후 기간(15, 30, 45, 60일) 별 열 분해 거동 변화를 측정하였다.

열적 특성은 열중량분석기(TA Instruments, USA)를 활용하여 10 mg 시료를

10 ℃/min 속도로 25 ℃에서 800 ℃까지 탐색하였다. 분석은 질소

50mL/min의 유속에서 진행되었다.

3.6.3. 분자량 분석

PLA, 크라프트 리그닌 함량 10% PLA, 아세틸화 리그닌 함량 10% PLA를

퇴비에 매립 후 기간(15일, 30일, 45일, 60일) 별 분자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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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GPC(LC-40, Shimadzu, Japan) 내 클로로포름 용매로 40 ℃에서

1ml/min 유속으로 방출하여 측정하였다.

3.6.4. 결정 영역 분석

PLA, 크라프트 리그닌 함량 10% PLA, 아세틸화 리그닌 함량 10% PLA를

퇴비에 매립 후 기간(15일, 30일, 45일, 60일) 별 결정 영역 변화를

분석하였다. X선 회절(XRD) 분석은 Cu K α (λ = 0.154 nm)   소스가 장착된 X-

선 분말 회절 분석기 (D8 Advance, Germany)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3.6.5. 형태학적 특성 분석

PLA, 크라프트 리그닌 함량 10% PLA, 아세틸화 리그닌 함량 10% PLA를

퇴비에 매립 후 기간(0일, 30일, 60일) 별 분해 거동을 관찰하였다. 시편의

단면 확인을 위해 파단 후 단면을 백금으로 코팅하였다. 코팅된 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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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UPRA 55VP, Germany)를

사용하여 1000배, 10000배 비율로 확대하여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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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아세틸화 리그닌 도입에 따른 생분해성 플라스틱 특성

크라프트 리그닌 구조 내 아세틸기 리그닌 도입의 유무는 방향족 및

지방족 수산기에 해당하는 3300 cm-1 부근의 피크가 완전히 감소되어야

하며 1750 cm-1 피크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Figure 3). 해당 피크는

지방족 및 방향족 에스터 결합에 의해 나타난 피크이며 각 피크의 발현은

아세틸화 과정이 잘 수행 됐음을 나타내었다(Hult et al., 2013). 리그닌의

구조와 평균 분자량은 원료와 추출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Ciobanu et 

al., 2004). 중량평균분자량(Mw), 수평균분자량(Mn) 및 다분산 지수(Mw/Mn)를

나타내었다 (Table 1). 리그닌의 수산기가 아세틸화 반응에 의하여

아세틸기와 에스터 결합을 형성하면 중량 평균이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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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Figure 4). 또한 에스터 치환기의 사슬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분자량도 증가하였다(Nevarez et al., 2011).

크라프트 리그닌과 아세틸화 리그닌을 PLA에 첨가하였을 때 열분해 온도

및 소수성이 증가하였다. PLA와 혼합 시 최대 강도는 두 리그닌이 낮은

농도일 경우에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리그닌의 함량이 높아지면 PLA는

부서지기 쉬워졌으며 이에 두 구성 요소 간의 호환성 향상은 기계적

특성에 반영되었다(Gordobil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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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크라프트 리그닌과 아세틸화 리그닌의 FT-IR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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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크라프트 리그닌과 아세틸화 리그닌의 GPC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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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크라프트 리그닌과 아세틸화 리그닌의 Mn, Mw, PDI

Mn (Da) Mw (Da) PDI

Kraft Lignin 829 2067 2.4949

Acetylation Kraft 

Lignin

1091 4085 3.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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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온도 및 함량에 따른 생분해성 플라스틱 특성

해사와 가축분뇨 퇴비, 동물 사료를 혼합비에 따라 부숙화 후 플라스틱

시편을 철망으로 감싸고 부숙된 퇴비에 매립하여 생분해 거동을

관찰하였고 결과를 Figure 5, 6, 7, 8, 9에 나타내었다. PLA는 초기에 무정형

구조로 투명한 형태를 나타났지만 15일 경과 후 매트릭스 표면이

불투명하게 변색 되었으며 하얗게 변모하였다(Lv et al., 2018). 30일 후 PLA

표면에 수분 침투와 미생물의 대사로 인해 황색 또는 암갈색의 형태로

변모하였다고 사료된다. Figure 5 PHA가 함유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표면

껍질이 벗겨진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리그닌이 함유된

플라스틱은 PLA:PHA 비가 10:0인 경우 60 ℃ 조건에서 기간이 경과할수록

리그닌의 색이 옅어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PHA가 함유되고 리그닌이

혼합된 플라스틱은 60, 80 ℃ 조건에서 표면 껍질이 벗겨지는 형태를

관측할 수 있었다. 한편,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분해 감소가 증가하는



36

양상을 보였다. 40 ℃ 조건에서 시편이 거의 분해되지 않았으며 60 ℃

조건에서 평균 약 10% 분해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80 ℃ 조건에서

분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보였다. 이는 퇴비 내에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생물학적 작용인 열에 의해 PLA의 물성이 열화되었으며

PLA를 분해하는 균종인 Bacillus가 40 ℃ 대비 80 ℃ 조건에서 균 분포가

높아짐에 따라 분해율이 크게 증가됨으로 사료된다.

PHA가 생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PLA, PHA의 혼합 비율

별 10:0, 9:1, 8:2 함량에 따라 생분해도 평가를 진행하였을 때, 순수

PLA로만 이루어진 플라스틱의 분해도가 PHA 첨가 플라스틱에 비해

높았다.

PLA와 PHA 비율 별 혼합 후 리그닌 함량(크라프트 리그닌 5, 10, 15%, 

아세틸화 리그닌 10%)에 따른 생분해 양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작한

도그본 시편을 퇴비에 매립하여 생분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Figure 6, 7, 8, 9.

분해율이 가장 높은 80 ℃ 조건에서 60일 기준 리그닌 함량 5, 10%의

경우 리그닌 함량 0% 대비 분해율이 낮았다. 리그닌 함량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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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화 리그닌이 함량 10%인 시편은 분해 기간이 45일 전까지 리그닌

함량 0% 시편에 비해 분해율이 낮은 양상이 보였지만 60일에서 리그닌

함량이 15%, 아세틸화 리그닌 함량이 10%인 시편의 경우 리그닌 함량 0%

PLA 대비 분해율이 높은 양상이 보였다.

가장 분해율이 높은 조건인 80 ℃, PLA: PHA (10:0) 비율과 리그닌 함량

10%인 시편과 아세틸화 리그닌 함량이 10%인 시편 생분해도를

비교하였고 Figure 10에 나타냈다. 순수 PLA 시편의 경우 45일부터

급격하게 분해율이 증가했고 60일에서 약 70%의 분해율이 나타났다. 또한,

리그닌 함량 10%인 시편의 경우 45일까지 분해가 많이 일어났고,

45일부터 60일까지는 분해율이 다른 시료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낮은

양상을 보였다. 아세틸화 리그닌 함량이 10%인 시편의 경우, 45일부터

60일사이에 분해율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38

0 일 15 일 30 일 45 일 60 일

10:0, 9:1, 

8:2

10:0, 9:1, 

8:2

10:0, 9:1, 

8:2

10:0, 9:1, 

8:2

10:0, 9:1, 

8:2

40 

° C

60 

° C

80 

° C

Figure 5. 리그닌 미투입 시 생분해 기간, 온도, PHA 혼합 비율에 따른

PLA 시편의 육안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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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리그닌 5wt% 투입 시 생분해 기간, 온도, PHA 혼합 비율에

따른 PLA 시편의 육안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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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리그닌 10wt% 투입 시 생분해 기간, 온도, PHA 혼합 비율에

따른 PLA 시편의 육안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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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아세틸화 리그닌 10wt% 투입 시 생분해 기간, 온도, PHA 혼합

비율에 따른 PLA 시편의 육안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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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리그닌 15wt% 투입 시 생분해 기간, 온도, PHA 혼합 비율에

따른 PLA 시편의 육안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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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PLA, 리그닌 함량이 10%인 PLA 시편, 아세틸화 리그닌 함량이 10%인 PLA 시편의 기간에 따른 분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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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6s rDNA sequencing 통한 미생물 군 분포

두 퇴비에 대한 문(Phylum)과 속(Genus) 수준의 분석 결과는 (Figure

10,11)에 각각 나타내었다. 먼저 문 수준의 군집 분석 결과 두 퇴비에서

총 15개의 taxa가 조사되었다. 시료 내 문 수준의 우점은 두 시료

모두에서 Firmicutes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Proteobacteria순으로 나타났다. Figure 8에서 80 ℃ 시료에서는

Firmicutes가 58.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40 ℃

시료에서는 Firmicutes (27.96%)가 차지 하는 비율과 Proteobacteria 

(25.93%)가 우점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40 ℃

퇴비에서 Planctomycetes (12.0%)와 Bacteroidetes (11.03%) 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퇴비에서 Planctomycetes (5.12%)와 Bacteroidetes 

(0.34%)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속 수준의 군집 분석 결과 두

퇴비 내에서 총 376개의 taxa로 분류 되었고 unclassified된 read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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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80 ℃ 퇴비에서는 4675개 (7.78%), 40 ℃ 퇴비는 4077개

(8.70%)로 조사되었다. Figure 11. 속 수준의 군집 분석 결과 40 ℃

퇴비와 달리 80 ℃ 퇴비에서는 바실러스 균의 분포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고온성 퇴비에서 바실러스의 분포가 높아짐에 따라

PLA의 높은 분해율이 증가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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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40, 80 ℃ 오븐 조건 퇴비 내 문 수준의 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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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40, 80 ℃ 오븐 조건 퇴비 내 종 수준의 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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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생분해 기간 별 생분해성 플라스틱 특성

4.4.1. 열 분해 거동

Figure 14. 가장 분해율이 높은 80 ℃ 조건의 기간(0일, 30일, 60일) 별 열

분해 거동을 확인하였다. PLA는 초기에 약 350 ℃에서 분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리그닌이 혼합된 PLA의 경우 리그닌의 열적 특성에 의해

리그닌이 혼합 되지 않은 PLA 대비 내열성이 상승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세틸화 리그닌 또한 크라프트 리그닌 수산기에 아세틸기가

도입되어 분자량의 증가로 인해 내열성이 약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일 경과 모든 시료들이 가수분해와 균에 의한 분해 즉, 생물학적

분해와 비생물학적 분해가 작용되어 고분자가 올리고머화 또는 단량체화

되어 초기 대비 낮은 내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60일 분해 결과 30일과

동일하게 고분자 분해에 의해 내열성이 감소하였다. 아세틸화 리그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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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분해 단계에서 리그닌 PLA 또는 PLA 대비 무게가 분해되지 않고

잔존 리그닌의 char 잔여물로 추정된다(Guo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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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PLA 의 생분해 기간에 따른 열 분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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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리그닌 함량 10% PLA 의 생분해 기간에 따른 열 분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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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아세틸화 리그닌 10% PLA의 생분해 기간에 따른 열 분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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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분자량 변화

리그닌 구조와 평균 중량은 공급 원료 및 추출 공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크라프트 리그닌과 아셀틸레이션 리그닌의 중량 평균(Mw), 수평균(Mn) 및

다분산 지수(Mw/Mn) Table 2. 리그닌의 에스터기에 화학적 개질에 의해

치환되면 중량 평균이 증가하고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리그닌의 분자량이

증가하였다(Nevarez et al., 2011). Figure 15. 분해율이 가장 높은 80 ℃

조건에서 PLA, 크라프트 리그닌 함량 10% PLA, 아세틸화 리그닌 함량 10%

PLA를 0일, 30일 60일 별로 분자량을 측정하였다. 초기 분자량은 높았으며

기간이 지날수록 분자량이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PLA의 경우 분자량 변화가 가장 낮지만 다분산지수가 상승 후

감소하였다. 아세틸화 리그닌 10% 함량의 PLA는 다분산지수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 보였으며 분자량 또한 감소하였고 최종 분해일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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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분자량 수치를 나타났다. PLA 고분자가 분해 과정에서 중합체의

비정질 사슬에서 에스터 결합의 무작위 가수분해가 발생하였다.

가수분해는 수분이 고분자 내에 침투하기 떄문에 발생하고 온도 및 pH

조건과 같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Elsawy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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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PLA, 리그닌 함량 10% PLA, 아세틸화 리그닌 10% PLA 의 기간에 따른 분자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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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LA, 리그닌 함량 10% PLA, 아세틸화 리그닌 10% PLA 의 기간에

따른 분자량 변화

Molecular Weight (Da)

PDI

Mn Mw

PLA(0일) 68539 117481 1.71409

PLA(30일) 5687 25257 4.44157

PLA(60일) 2051 5767 2.81203

L10%PLA(0일) 3024 103005 34.06355

L10%PLA (30일) 2044 6423 3.14253

L10%PLA (60일) 1330 3476 2.61388

AL10%PLA(0일) 3011 86548 28.74142

AL10%PLA(30일) 3901 12741 3.26615

AL10%PLA(60일) 1200 3109 2.5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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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결정영역 변화

XRD는 분해 중 중합체의 결정 영역 변화를 관찰하는 이상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기간 별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결정영역 변화를 관찰한 결과

Figure 17, 18, 19 초기(0일) PLA, 리그닌 함량 10% PLA, 아세틸화 리그닌

함량 10% PLA 전부 고분자 매트릭스가 생분해 되기 전에 비정질 구조가

두드러지게 발생하였다. 30일 경과하였을 때 리그닌 함량이 들어간 PLA의

비결정 영역이 순수 PLA 대비 감소한 수치를 확인 하였다. 또한, 30일

경과부터 PLA의 2θ 피크가 16.4, 18.5, 23.6˚에서 발현하였다. Table 3. 60일

경과 PLA, 리그닌 함량 10% PLA 비결정 영역이 거의 분해되었지만

아세틸화 리그닌 함량 10% PLA의 비결정 영역은 30일 경과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폴리(L-락타이드) 또는 폴리(D-락타이드) 유형의

결정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Li & McCarthy, 1999; von Recum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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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PLA 의 기간에 따른 결정 영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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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리그닌 함량 10% PLA 의 기간에 따른 결정 영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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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아세틸화 리그닌 함량 10% PLA 의 기간에 따른 결정 영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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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LA, 리그닌 함량 10% PLA, 아세틸화 리그닌 10% PLA의 기간에

따른 결정 영역 변화

0 일 30 일 60 일

Cry Amor Cry Amor Cry Amor

PLA 0.2 99.8 86.63 13.37 98.91 1.09

L10 0.1 99.9 96.83 3.17 98.74 1.26

AL10 1.8 98.2 97.66 2.34 96.69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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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형태학적 특성

초기 PLA의 단면을 보면 리그닌 함량이 없는 PLA의 경우 단면이 매끄러운

형태가 보인다. 30일 경과 표면은 거칠지만 파단 면은 매끄러운 형태를

보이며 60일 경과 균열이 생긴 구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리그닌

함량 10% PLA 단면은 PLA와 비교하였을 때 부드러운 단면이 아닌

리그닌이 박혀있는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기간이 경과할수록 균열이

발생하는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아세틸화 리그닌 함량 10% PLA는 개질

하지 않은 리그닌과 초기 표면을 비교하였을 때 조금 더 부드러운 표면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해 기간이 경과할수록 침상 형태를

나타낸다. 플라스틱은 분해가 시작할 때 내부에서 바늘 모양의 형태를

나타내며 분해가 시작된다. 60일 경과하였을 때 다른 시편과 동일하게

균열이 발생하면서 분해되는 형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형상은 생분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균열과 공극이 깊고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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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분자 사슬이 분해됨과 표면 침식이 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Luo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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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기간(0 일, 30 일, 60 일) 별 1000 배, 10000 배 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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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기간(0일, 30일, 60일) 별 1000배,10000배 리그닌 함량 10%

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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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기간(0 일, 30 일, 60 일) 별 1000 배,10000 배 아세틸화 리그닌

함량 10% 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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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in vitro 생분해 평가를 구축하기 위해

퇴비를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퇴비를 통한 생분해 평가를 진행 시

가장 중요한 인자는 pH, 함수율, 온도 조건, 공극, 부숙화이다. 퇴비 내

pH가 염기 조건일 경우 분해가 원활히 일어나며 퇴비 내 수분 함량이 70% 

이상 초과할 경우 혐기 발효가 발생하여 호기성 세균이 사멸하게 된다.

또한 퇴비 사이의 공극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부숙이 발생하지

않아 분해가 되지 않는다. 고온으로 상승할수록 주로 PLA를 분해하는

퇴비내 바실러스균의 분포가 높아짐에 따라 저온 조건보다 빠르게 분해가

된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분해가 발생하기 위해 가수분해가 발생해야 한다.

생분해 과정은 표면에 수분에 의한 가수분해가 먼저 발생하고 약해진

시편에 균이 침투하여 분해가 발생한다. 고온 조건일수록 분해율이 더

상승하였고 polylactic acids(PLA): polyhydroxyalkanoates(PHA) 비율 중 PHA

함량이 적을수록 분해율이 상승하였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PLA는 PH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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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생분해성이 느린 고분자이지만 PHA와 혼합 시 가소제 및 첨가제

성분으로 인해 생분해율이 낮아지는것으로 사료된다. 리그닌이 함유된

플라스틱일수록 내열성이 증가하는 양상이 보였다. 아세틸화 리그닌은

개질 전 리그닌 대비 내열성이 소폭 증가한다. PLA, 리그닌 함량 10% PLA, 

아세틸화 리그닌 함량 10% PLA의 생분해율 비교 결과 아세틸화 리그닌

PLA> PLA> 리그닌 PLA 순으로 분해율이 보였다. 이는 리그닌의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리그닌의 분해가 잘 되지 않아 분해율이 다른

시료에 비해 떨어진다고 사료되며 아세틸화 리그닌은 리그닌에 아세틸기가

에스터 결합으로 붙어있다. 에스터 결합으로 인해 PLA 내 분산이 잘 되어

물성이 개선되었다. 또한, 분해 시 에스터 결합으로 인해 가수분해가

리그닌 대비 더 발생하여 분해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형태학적

특성을 확인하면 30일 경과 아세틸화 리그닌에 침상 구조로 내부에서

수분에 의해 팽윤되어 분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열

분해 거동에서 60일에서 char 잔여물이 리그닌 PLA, PLA 대비 잔존량이

증가하였고 결정 영역 시험에서 비정질 부분에서 잔여량 또한 아세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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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닌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이 아세틸화 리그닌은

리그닌 대비 물성, 내열성 개선이 되어 상용화에 기여를 하지만 생분해

기간을 길게 봤을 때 100% 생분해는 되기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물성

개선과 생분해율 증가와 함께 상용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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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problem of microplastics and plastic waste has 

arisen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plastic usage. As one of the 

solutions, biodegradable plastics that are decomposed by natural 

factors such as microorganisms and sunlight are in the spotlight.

Various standards for evaluating the biodegradability of such 

biodegradable plastics have been proposed, but studies on 

biodegradability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biodegradation 

conditions and plastic properties are insufficien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evaluate the biodegradability aspects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plastics under various conditions.

In this study, the biodegradation aspects of polymers in which 

polylactic acids (PLA) and polyhydroxyalkanoates (PHAs), which are

biodegradable plastics, are blended in different ratios (10:0, 9:1, 8:2) 

are investigated under various biodegradation conditions.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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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odegradability aspect of the blended biodegradable plastic after 

chemical modification of lignin to control the biodegradability of the 

biodegradable plastic, lower the price, and impart physical properties 

was evaluated. The biodegradability evaluation was conducted based 

on ISO 20200 method, and when composting, sea sand, Rabbit feed, 

and manure compost were mixed and then fermented. The optimal 

decomposition temperature was searched for by setting the 

temperature conditions (40, 60, 80 °C) after embedding the sample 

prepared in the activated compost. The biodegradability and 

characteristic evaluation were carried out after taking out the buried 

samples for each period (0, 15, 30, 45, 60 days). During the evaluation, 

the weight loss due to biodegradation is measured through a 

weighing scale, molecular weight changes through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GPC), thermal properties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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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and crystallinity region change 

through X-ray Diffraction (XRD) are observed. In addition, the bacteria 

that act on the biodegradation were identified through 16s rDNA 

sequencing. The decomposition behavior of plastics buried in 

composts after compost activating was observed. As a result, in the 

case of temperature conditions, almost no biodegradation occurred 

at 40°C, but the biodegradation rate increased as the compost 

temperature increased. In the case of blended plastics according to 

the ratio of polylactic acids (PLA) and polyhydroxyalkanoates (PHAs), 

the weight loss rate decreased as the PHA mixing ratio increased. As 

the kraft lignin content increased, the weight loss rate slightly 

increased, and when acetylated lignin was added, the weight loss rate 

was higher than kraft lignin. In the case of molecular weight, it 

decreased as the biodegradation period increased, and the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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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lecular weight also increased, looking alike a tendency to weight 

loss. In the change of the crystallinity region, the amorphous region 

was strongly expressed before the initial sample was buried in the 

compost, but as time passed, the peak of the amorphous region 

decreased, on the contrary, the peak of the crystalline region 

gradually increased. 60 days, the crystal region in acetylated lignin 

PLA increased compared to 30 days, which is thought to be due to 

the hydrolysis of the acetyl group introduced into the hydroxyl group 

to reduce the molecular weight and increase the crystal region.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confirmed that the acetylated lignin was 

swelled by moisture from the inside in a needle structure after 30 

days, and degradation occurred. The thermal decomposition property 

was that plastics containing lignin are decomposed at a higher 

temperature due to heat resistance, which is one of the intrin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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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of lignin. As biodegradation progressed, there was a 

steadily decreasing change, but the residual amount of acetylated 

lignin PLA increased compared to PLA and lignin PLA as of 60 days, 

which is the occurrence of char residue. Acetylated lignin has 

improved physical properties and heat resistance compared to kraft 

lignin, which contributes to compatibilization. Therefor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ncrease the biodegradation rate and improve 

physical properties.

Key word: Biodegradable plastics, PLA, PHA, ISO 20200, Acetylation 

Lignin, Lignoplastics, Biodegrad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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