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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은 다양하고 우수한 기능 및 저렴한 가격으로 현대인의 풍요로운 일상생활과
산업발달에 큰 공헌을 해왔다. 하지만, 대량으로 발생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소각이나
매립에 따른 환경호르몬 누출과 폐기물의 불완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 발생 등과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바이오플라스틱의 실용
화 및 의무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업체들도 옥수수와 같은 식물자원을 활용해 만든
여러 형태의 바이오플라스틱을 출시하는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점차 강화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과 불안정한 국제 유가를 고려할 때, 바이오플라스틱
은 국내 플라스틱 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기술에 대해 산·학·관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자료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의 기본 개념과 국내·외
정책 및 시장 현황을 살펴본 후, 천연물 기반의 다양한 원료로부터 생산된 생분해성 바이
오플라스틱의 연구 현황을 다루고자 한다.

1.1. 산업소재로서 플라스틱
1906년 미국에서 벨기에 출신의 화학자 리오 베이클랜드가 합성수지 개발에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1940년대 최초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면서 인류의 편의성과 삶의 질은 급
격히 향상됐다. 플라스틱은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plastikos)에서 유래한 것으로, ‘조
형이 가능한’ 또는 ‘금형으로 가공이 가능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원하는 모양으
로 가공이 가능한 물질을 뜻하는 것으로 인류가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전통적인 소재인
나무, 철, 유리에 비해 가공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산업은 세계 4위 수준이며 약 25만 명이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
는 만큼 인류생활에서 플라스틱의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며, 거의 모든 산업에 필요한 부
품소재들이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조된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산업은 지속적인 수요와
이익이 창출되는 중요한 기반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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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석유화학 기반 합성 고분자 제조과정.

그림 2. 플라스틱 산업의 범위.

플라스틱의 원료인 합성수지는 고분자 소재의 일종으로 분자의 결합구조 및 성형 가
능성에 따라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열경화성 플라스틱으로 분류되며, 열가소성 플라스틱
은 범용 플라스틱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nginering Plastic, 이하 EP)으로 구분된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선형 혹은 가지형 구조를 하고 있어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분자구조가 변하면서 쉽게 변형이 가능한 반면, 열경화성 수지는 고분자 사슬이
교차하면서 그물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Polyethylene, PE),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 폴리스티렌(Polystyrene,
PS),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 PC) 등이 있으며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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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은 합성수지를 압출, 사출, 표면개질, 코팅 등의 공정을 통해 다
양한 용도의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산업을 지칭하며, 국내 통계상의 플라스틱
제품은 선, 관, 필름, 시트 등의 1차 플라스틱 제품과 건축용, 포장용,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및 기타 제품으로 분류된다.
표 1. 플라스틱의 구분
구 분

종 류

범용플라스틱
(Commodity plastics)

열가소성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Engineering plastics)

열경화성
플라스틱

PE(LDPE, HDPE), PP, PVC, ABS, PS, PMMA 등
범용엔지니어링
플라스틱
(general EP)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super EP)

주요 EP

PC, PA6, PA66, PBT,
PET, POM, mPPO

Alloys/Blends

PC/ABS, PBT/PC

FR(불소수지), PI, PPO, PSU, PPS, PES, PAR,
PEEK, PEI, LCP

페놀수지(PF), 우레아수지(UF), 멜라민수지(MF), 알키드 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UP), 에폭시수지(EP), 폴리우레탄수지(PUF), 실리콘수지 등

표 2. 플라스틱 종류별 용도
구분

종류

열가소성

PET
HDPE
LDPE
PVC
PP
PS

열경화성

UP
Epoxide
Phenolic resins

용도
용기, 섬유, 카펫, 식품포장
용기, 식품포장, 파이프, 장난감
랩, 필름, 용기
창문틀, 장판, 파이프, 벽지, 용기, 의료용품
요구르트 통 등, 자동차 부품, 섬유, 우유통
식품용기, 계란판, 단열재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
접착제, 스포츠용품, 자동차 부품
회로기판, 자동차 부품

1.2. 국내·외 플라스틱 생산 및 폐기물 현황
가. 국외 플라스틱 생산 및 폐기물 현황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연간 200만 톤에서 2015년 4.1억 톤으로 65년
동안 200배 이상 증가하였다(누적 생산량 약 83억 톤 추정). 이 중 비섬유계가 약 7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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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합성수지 68톤, 첨가제 5톤), 섬유계가 약 10억 톤을 차지한다. 플라스틱의 재질별
사용량은 PE(36%), PP(21%), PVC(12%), PET(10%)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 플라스틱
의 용도별 사용량의 경우 포장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45%)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건
축용(19%), 소비재 제품(12%) 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의 생산 및 폐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2050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 총량은 340억톤에
달하고 폐기물은 약 330억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폐플라스틱이 매립 또는 방치
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더라도, 2050년까지 매립되거나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의 양은 약 120억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세계 곡물 생산
량이 약 27억톤(2019년)이고 연간 어업 생산량이 0.96억톤(2018년)인 것을 감안하면
폐플라스틱의 양은 압도적으로 많다(Geyer et. al., 2017).

그림 3.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

그림 4.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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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플라스틱 생산 및 폐기물 현황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1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2.2%씩 증가하였고, 2017년
사상 최고치인 1,406만 톤을 기록했다. 이 중 과반 수 이상이 해외로 수출되고 적은 양
이 수입된다. 플라스틱 국내 수요량은 2017년 기준 660만 톤이며, 2011년부터 2018년
까지 연평균 2.5%씩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7년 기준
127.5kg/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현재의 생산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2030년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은 1,740만 톤 그리고 국내 수요는 864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라 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그림 5. 국내 플라스틱 원료 생산, 수출입 동향.

그림 6. 플라스틱 원료 생산 및 국내 소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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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합성고분자화합물 폐기물 생산량과 매립, 소각, 재활용 등 형태별 처리량을 살펴
본 결과, 2017년 기준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1,090만 톤으로, 약 10년 전 대
비(739만 톤) 47% 증가했다. 소각량과 재활용량은 폐기물 발생 현황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으며 매립양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를 비율로 계산하였을 때 10년간
매립비율은 전체 폐기물량의 22.3%에서 9.2%로 크게 감소하였다. 2012∼2013년을 기
점으로 재활용률이 40%대로 진입하였고 2017년엔 평균 50%대로 진입하였다. 재활용
은 늘고 소각과 매립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7년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서는
재활용이 51.9%, 소각이 38.9%, 매립이 9.2%로 나타났다.
과거 추세를 통해 2030∼2040년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을 전망한 결과, 2030년에는
1,596.5만톤, 2040년에는 1,986.3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폐기물 처리방법별 전
망의 경우, 2017년 9.2%였던 매립이 2030년에는 0.4%로 거의 제로화를 이룰것으로 보
이며, 소각은 38.9%에서 35.1%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재활용량은
64.5%로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목표인 70%에 조금 못미치지만, 최근 들어 정부가 플
라스틱 재활용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상향된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이소라 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표 3.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 및 처리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량

739

755

770

798

883

883

924

963

1007

1090

매립

165

159

145

126

112

111

1087

97

102

100

소각

330

338

348

383

418

403

399

411

407

424

재활용

244

258

277

289

353

369

419

454

498

566

재활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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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 톤/년)

33.0% 34.2% 36.0% 36.2% 39.9% 41.8% 45.3% 47.1% 49.5%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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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이 개발됐을 당시 산업 전반에 걸처 혁신을 가져왔으며 오늘날까지 플라스틱
은 우리 생활에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사용 이후 폐기될 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금속 물질에 비해 가볍기 때문에 흩날리거나 부유하다가 하천
이나 해양으로 유입되는 양이 상당하고, 녹슬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먼 거
리를 이동한다.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저렴하고 가공이 용이하지만 재활용 경제성이
낮아 높은 재활용률을 확보하기 어렵다.
최근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인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물질이기도 한 미세플라스틱은
인간과 자연환경 모두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중 포장재
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포장재는 제품 수명이 짧아 사용 직후 쓰레기
가 되는 특성이 있어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2.1. 플라스틱에 의한 각종 이슈
가. 폐플라스틱의 환경적 영향
육지에서 최종적으로 버려지는 폐기물들은 매립되거나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다.
지상에 매립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안전한 지반형성을 방해하고 매립된 후에도 땅속에서
지하수로 유입되어 바다로 흘러간다. 소각했을 경우에는 염화수소와 다이옥신 등 유해물
질이 발생한다.
플라스틱과 관련하여 최근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이다. 초기에는 환경에 투기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유출되어
바다 표면을 떠돌면서 해양생물의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가 부각되었으나, 점차 연구가
진행되면서 작은 조각으로 쪼개진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먹이사슬을 따라 생체조직에
광범위하게 축적되고 있고, 인체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의 심
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주요 오염원은 스티로폼(PS)으로
만들어진 부표이며, 부표가 해상을 떠다니면서 자외선 노출과 여러 종류의 풍화작용으로
2차 미세플라스틱이 형성하는 경우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을 비롯하여 환경에
11

바이오플라스틱(bioplastics)의 기초 및 최신 동향

광범위하게 투기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미세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이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7. 각종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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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플라스틱의 사회·경제적 영향
플라스틱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생산, 소비, 폐기단계로 구분되어 각 단계별로 쟁점이
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한 환경 및 인체 유해성과 관련한 영향을 정리한 보고서
에 따르면 강화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스티렌 단량체(Styrene monomer)에 노출된 노
동자의 암 발생률 증가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으며, 염화비닐 단량체(Vinyl chloride
monomer, VCM) 공장의 노동자들이 VCM 질병이라 불리는 유전독성, 간암, 신경장애
에 걸린 사례가 보고된 바도 있다. 또한 자동차용 플라스틱 생산공장의 노동자들은 사출
성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프레이와 증기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북미지역의 여성 노동자들 중 비정상적으로 높은 유방암 발병 및 생식장애가 보고되고
있다.
플라스틱 소비와 관련된 인체 유해성 논란은 플라스틱에 첨가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
트(Phthalates), 노닐페놀(Nonylphenol), 비스페놀A(BPA), 브롬계 난연제 (BFR) 등이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첨가제는 환경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내분비계 교란물질
혹은 발암물질(Carcinogenic)로 확정이 되거나 논란 중에 있기 때문이다. 내분비계 교
란물질이 유방암, 당뇨병, 대사증후군, 심혈관 및 생식장애와 연관이 있다는 역학조사 결
과가 있고, 산모의 내분비계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 태아의 뇌 발달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특정 프탈레이트에 노출될 경우 아기의 신경활동 장애와 연관이 있다
는 연구결과도 있다.
폐기물 처리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매립 또는 소각 및 재활용인데, 이 단계에서도
환경문제가 야기된다. 매립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땅속에서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매립
가스 발생 및 첨가제 등의 화학물질이 침출수로 유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소각의 경
우에는 연소되면서 연소가스를 통해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유출될 수 있다. 재활용의
경우에도 재활용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플라스틱을 용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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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플라스틱과 관련된 환경오염 물질
구분

화학물질

기능

잠재적 영향

원료

비스페놀A
(BPA)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 및
에폭시 수지 생산 원료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이 있고, 태아 및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유해함

프탈산에스테르
(DEHP, DBP,
DEP)

가소제 및 연화제

일부 프탈레이트는 생식능력을 저해하고, 과다 섭취할 경우
간에 지장을 초래함

노닐페놀(NP)

산화방지제, 가소제,
안정제

수중생물에 유해하며 어류의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여성화를 초래함. 인간의 생식, 성장에 유해 가능성 있음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
(PBDEs)

플라스틱의 발화 지연제

내분비계 교란 가능 물질이며 갑상선 기능에 문제를 유발함.
신경 발달 및 행동, 면역체계, 간 등에 유해 가능성 있음

첨가제

폴리염화비페닐
(PCBs)

오염
물질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PAHs)

살충제
(DDT, HCHs)

난연제, 가소제,
동물의 면역체계, 생식능력, 신경계에 독성을 초래하고,
변압기의 절연체로 사용 간 손상과 암을 유발할 수 있음
화석연료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물질

흡수되면 체내에 축적되며 일부는 암과 돌연변이를 유발
하고 생식능력을 저해함

DDT는 수중생물에게 치명적이며 내분비계를 교란시키고
말라리아 벡터 컨트롤로 생식능력을 저해함. HCHs는 간, 신장에 치명적이며,
사용이 제한됨
일부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 및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추
정됨

이외에도, 중국이 2018년 1월 1일부로 고체폐기물(플라스틱 등)을 전면 수입 금지한
다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세계 폐플라스틱 시장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2017년까지
전 세계 폐플라스틱의 약 40% 이상을 수입하던 중국이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사용, 소비, 수출입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
에 직면하였다.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대안 시장으로 잠시 부각되었으나 동남아 국가
의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해당 국가의 환경오염이 조장되며 컨테이너
들이 항만에 적체되는 등 심각한 폐해들이 발생함에 따라 동남아 국가들 역시 폐플라스
틱의 수입을 금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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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국의 폐플라스틱 및 폐지 등의 수입 중단 조치.

2.2.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역사
바이오플라스틱이라는 용어가 알려지게 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플라스틱 폐기물 이슈
의 해결 대안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개발의 시작은 19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했
다. 미국의 발명가 존 웨슬리 하이야트 주니어(John Wesley Hyatt Jr.)는 1869년 기존
의 상아(ivory) 대신 셀룰로오스 기반 코팅 방식을 당구공 생산에 사용하는 특허기술을
개발하고자 했으나 연구과정에서 실수로 공에 담뱃불이 붙었고, 이로 인해 이 시도는 좌
절되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오늘날 필름 테이프로 알
려져있는 셀룰로이드(celluloid)가 개발되었다.
1920년대에 헨리 포드(Henry Ford)는 자동차 생산에 대두(soybeans)를 사용하고자
했다. 포드는 잔여 농업 생산물을 비식품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고
마침내 콩으로 자동차 시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나, 그 해 말부터 전쟁 등의 이유로 플라
스틱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자 연구가 중단된다.
1926년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세균학자인 모리스 르모아뉴(Maurice Lemoigne)는
그람양성균인 바실러스 메가테륨(Bacillus megaterium)에서 생산되는 세포내 바이오
폴리머인 PHB(polyhydroxybutyrate)를 발견했다. 오늘날 PHB는 면도날, 주방용품,
기저귀, 펜, 빗, 장갑, 가방, 화장품 용기, 샴푸 용기, 유리잔, 우유상자 등의 포장재를 포
함하여 광범위한 산업 응용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1932년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유형인 poly(lactic acid: 락틱
산)은 듀폰(DuPont)의 캐러더스(Carothers)에 의해 개발되었다. 1950년대에서 1960년
대까지 미국에서 미생물로부터 만든 PHB의 산업적 규모의 생산 가능성이 검토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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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도는 유가 폭락으로 인해 좌절된 바 있다.

그림 9.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역사.

우리나라의 경우, 생분해성 플라스틱 연구가 93년 과기처(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개발 과제로 선정되면서 제일합섬, 삼양사, 이래화학, SK, LG화학, 대상 등에서 본
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초기,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의 바이오플라스틱
과 관련된 기술은 일부 기업 이외에는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재는 몇몇 대기업을 중심을 활발한 원천기술 개발의 저변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섬유, 플라스틱 제품을 환경친화적으로 생산할 것을 다짐하는
자율협정을 체결하여 기존 석유기반 고분자의 약 5%가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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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플라스틱을 무독성이고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 및 재생가능자원으로부터 제조된 플
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BASF사, Cargill사, Tells사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중이다. 미국의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규모는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
데, Nature Works사는 C3 플렛폼 화합물인 젖산을 이용해 PLA를 대량생산하는 세계
적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Tupperware사는 시장에 많은 저가 제품이 있으나 고품질의
고가 전략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장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제품 및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2002년부터 ‘바이오매스 종합전략’ 추진을 통
해 순환형 사회에의 이행과 더불어 가전제품 메이커사 및 자동차 메이커사를 중심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개발, PLA와 석유계 수지를 조합한 제품개발을 활발히 진행하
고 있다.

2.3.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필요성
플라스틱은 타 재원에 비해 가격경쟁력, 우수한 기능, 반영구적 사용 등의 이점을 앞
세워 우리 사회·경제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였다. 반면에 매립에 따른 환경호르몬 침출,
미세플라스틱 문제, 소각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배출 등과 같이 심각한 환
경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각종 규제와 함께 기존의 난분해성 플라스틱의
대체소재 개발을 진행되고 있다.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 플라스틱 산업과 환경의 공
존을 위해 인체에 무해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면서 가격경쟁력과 기존의 이점들을 유지하
는 플라스틱의 대체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바이오플라스틱은 원료가 되는 바이오매스로 시작하여 제품 생산, 그리고 마지막 생
분해까지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달성할 수 있는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을 가지기 때문에 지구환경문제와 플라스틱에 의한 사회적 이슈의 해결책으로 떠
오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일회용품이나 산업용 제품에 국한되던 바이오플라스틱의 범주
가 전자제품, 생활용품, 섬유제품 등으로 넓어지면서 급격한 산업화가 시작되고 있다. 따
라서, 기존 범용 화학제품 구조를 탈피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
으로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다양한 유기화학 핵심소재인 바이오플라스틱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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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bioplastics)은 어떤 하나의 물질이 아니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특성과
응용성을 갖는 재료의 전체 제품군으로 구성된다. 유럽의 바이오플라스틱 협회(European
Bioplastics Association)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료는 ‘생분해성(biodegradable)’이거
나 ‘바이오 기반(bio-based)’이거나 ‘이 두 가지 특성(both)’을 모두 갖춘 경우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정의되며, 국제적인 표준에 의해 규정된다. 즉, 바이오플라스틱이란 바이
오매스로부터 유래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bio-based plastic)과 미생물에 의해 수개
월 내지 수년 이내에 H2O, CO2 등으로 완전히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생 가능한 원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을 뜻한다.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특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특성을 모두 가질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의 특
성만 가질 수도 있다.

그림 10.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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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바이오플라스틱의 개념
가. 생분해성(Biodegradable)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지난 30년 동안 학계와 산업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800년대 후반부터 우유 단백질 카제인에서 시작한
Galalith™라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합성을 시작으로 1925년에는 박테리아에서 만든 최
초의 바이오플라스틱인 PHB가 발견되면서 생분해성 및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개발이
시작되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바이오매스로부터 전처리, 당화과정을 거쳐 당을 제조하
고, 이를 발효하여 산업적으로 사용이 용이한 고분자 단량체(monomer)를 생산하고, 이
단량체를 중합 또는 석유화학 유래물질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두 종류가 있다.
생분해성 폴리머의 합성은 다음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셀룰로오스(cellulose) 또는 전분(starch)과 같은 천연 고분자의 기계·화학적 변형
- 재생 가능한 자원(당(sugar), 박테리아(bacteria), 전분, 셀룰로오스 등)의 생화학
적 전환(예: 당 발효를 통해 생산된 젖산(lactic acid)을 이용한 PLA 제조) 또는 재
생 불가능한 자원(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화학적 처리에 의해 생성된 단량체로
부터의 화학적 합성(예: PVA, PBS, PCL, PBTA 등)
- 미생물의 폴리머 합성(예: PHA)
현재 대표적인 생분해 플라스틱인 PLA는 전분을 발효시켜 젖산(lactic acid)을 만
들고, 그 젖산을 중합하여 제조하고 있다. 천연 고분자를 원료로 하는 cellulose,
hemicellulose, pectin, 및 lignin 류와 저장 탄수화물인 전분 등 식물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PLA, TPS (thermo plastic starch) 등과 새우, 게 등의 껍질을 포함한 chitin질
을 기초로 한 동물 유래의 것들이 있으며, 미생물 생산 고분자(microbial biopolymer)
에는 PHA(poly hydroxyalkanoate), PHB (poly-β-hydroxybutyrate), PHV(polyβ-hydrolyvalerate), 이들의 공중합체인 PHBV가 있다.
플라스틱의 생분해성은 재료의 화학구조, 제품의 형태, 온도, 압력, 산소 농도, 박테리
아 종류 등과 같은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주로 통제된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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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퇴비화 공장에서 분해되도록 설계되었다. 토양이나 해수와 같은 특정 환경에서 생
분해되도록 설계되지 않은 한, 이러한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거나 분해가 매우 느릴 것이
다. 생분해의 특성은 물질의 자원(source)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화학 구조와 연결된
다. 즉, 100%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생분해되지 않을 수 있고 100% 석유화학 기반 플
라스틱이라도 생분해될 수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ISO 17088:2012, ISO 14855-2:2018, EN 13432:2000, EN
14995:2006, ASTM D6400-19, ASTMD5338-15, AS 4763과 같이 퇴비화 조건을
정의하는 여러 표준에 의해 인증을 받는다. 예를 들어, ASTM D6400-19는 지방자치단
체나 산업 호기성 시설에서 퇴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i) 제품은 84일 이내에 퇴비화되는 동안 분
해되어 2 mm 거름망으로 체질한 후 원래 중량의 최대 10%가 남아 있어야 하며, (ii)
180일 이내에 유기 탄소의 90%가 CO2로 전환되어야 하고, (iii) 해당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 폐기물 유래 퇴비와 비교할 때 식물 성장을 지원하는 퇴비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어서는 안된다.

나. 바이오 기반(Bio-based)
최근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은 사탕수수와 같은 식물
체인 바이오매스에서 당화과정을 거쳐 단량체를 생산하고 이 단량체를 중합하는 방식의
중합형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 또는 식물체 바이오매스를 기존 난분해
성 플라스틱을 그라프트 결합, 가교 결합 시키는 결합형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있다.
‘바이오 기반’이라는 용어는 재료 또는 제품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바이오매스
(biomass)에서 파생됨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바이오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바이오매스
는 옥수수, 사탕수수 또는 셀룰로오스에서 유래한다. 하지만,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은
UNI EN 17228:2019 표준에 보고된 바와 같이 식물, 동물 및 미생물의 모든 비-화석화
(non-fossilized) 및 생분해성 유기물질을 포함하는 바이오매스의 발효(fermentation)
및 탈수(dehydration)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플라스틱을 의미한다. 바이오매스는 생분
해가 가능하지만, 이것이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되는 모든 중간체 및 폴리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바이오매스로부터 유래되었지만 생분해 되지 않는 바이오플라스틱은 대체·
폐기 옵션이 없으며 기존 석유화학 플라스틱과 동일하게 폐기물 발생 및 누적 문제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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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고 있다. 즉,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은 분해성에 초점을 두지 않고 탄소 중립
(Carbon neutral)형 바이오매스를 적용하여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
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분해 플라스틱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바이오플라
스틱은 다음과 같이 완전히 생분해되는 2가지 그룹과 완전 생분해되지 않는(non- or
patially) 1가지 그룹을 포함하여 총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11. 바이오플라스틱의 분류.

• Group 1 : 바이오 기반 자원(biobased resouces)으로부터 생산한 생분해성 플라
스틱을 말하며 PLA, PHAs, TPS, PBS 등이 속한다.
• Group 2 : 석유화학 기반 자원들로 생산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예를 들어 PBAT와
PCL, PVA등이 있다.
• Group 3 : 바이오 기반 단량체로부터 생산하지만 생분해가 안되거나, 부분적으로
생분해되는 플라스틱들이 있다. 예를 들어, bioPE, bioPET, bioPTT,
bioPA 등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게재된 문헌들에서는 대체로 화석연료 또는 바이오매스로
부터 단량체를 만들고 이를 조립하여 고분자화하여 제조한 플라스틱을 바이오플라스틱
이라 정의하고 몇가지 기준에 따라 이를 범주화하였다. 유럽 바이오플라스틱 협회에서
내린 정의에서는 완제품 플라스틱에 어떤 기능성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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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수요 및 소비 데이터에 따르면 PE, PP, PET와 같은 기존 플라스틱은 전 세계
에서 소비되는 전체 플라스틱의 75%를 차지한다. 범용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휴대 가방,
포장재 등에 많이 사용되며, 생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땅, 강, 바다 등을 버리는 형태로 일
상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최근 연구는 이러한 기존 플라스틱을 생분
해성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솔루션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PE, PP, PET,
PVC 등과 같은 기존 고분자의 생분해에 대해 가장 많이 논의되는 두 가지 기술은 산화
분해(oxo-degradation) 기술과 효소 매개(enzyme mediated) 생분해 기술이다.
표 5. 바이오플라스틱의 구분 및 생분해 특성
바이오플라스틱 (Bioplastics)
구분

생분해플라스틱
(Biodegradable plastics)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Bio-based plastics)

천연물계

석유계

중합형

결합형

바이오매스 함량

50-70% 이상

-

25% 이상

원료

천연물, 미생물계

석유원료

천연물-단량체 중합 천연물-고분자 중합

종류

PLA, TPS, PHA,
AP, CA 등

PBS, PES, PVA,
PCL, PBAT 등

Bio-PE, Bio-PP, Bio-PET, BIO-PA 등

제조사

SK케미칼, NatureWorks, 소화고분자,
UCC, BASF, TELLS, Novamont 등

SK 케미칼, Braskem, Evonik, BASF,
Arkema, 롯데케미칼 등

제조방식

진공성형, 사출 성형 등

진공성형, 사출 성형 등

규격기준

ISO 14855, ASTM D 6400, EN 13432,
KS M 3100-1 등

ASTM D 6866, CEN/TR 15932 등

장점

생분해 우수, 탄소저감 우수(천연물계),
내습성, 가공성, 제한적 물성 우수

이산화탄소 저감 우수(탄소 중립형
바이오매스), 제한적 물성/생산성 우수

단점

제조 원가 고가, 물성 저하, 내수성, 유통중
분해 가능성

강도, 내수성 문제 가능

분해기작

미생물 분해

-

생분해 시험

- 6개월 이내 : 90%
- 45일 이내 : 60%

-

생분해 기간

사용 안 함

사용함

범용 플라스틱

3~6개월 이내(6개월 이내 90%)

-

분해(degradation)는 기계적, 생물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측면도 고려하는 전문용어
이다. 분해성 플라스틱(degradable)은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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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플라스틱을 햇빛에 취약하게 만들고 부서지게 하는 특정 첨가제가 있으며 일반적으
로 이를 “산화 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이러한 첨가제는 산화 및 생분해의 2단계
과정에서 제품이 분해되도록 돕고 비생물적 및 생물적 요인을 모두 활용하는 촉매 물질
이다. 산화 과정은 폴리머의 저분자량(Mw<5000 g/mol)으로의 파쇄를 촉진한 다음 동
화작용(assimilation)에 의해 CO2, H2O, 메탄 등을 형성한다. 반면, 효소 기반 생분해
는 유기물질이 생물학적 파쇄 과정에 이어 동화작용을 통해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해 분
해된다. 범용 플라스틱에 산화를 위한 특정 첨가제나 효소 첨가제의 첨가 기술을 통해 제
조된 생분해 플라스틱을 바이오플라스틱의 범주안에 추가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
기술들은 다양하지만, 해당 플라스틱의 생분해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다. 바이오플라스틱 개념에 관한 주요 Q&A
유럽 바이오플라스틱 협회에 올라온 질문중 “산화 분해성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
스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의 질문에 협회측은 “소위 ‘산화 분해(oxo-fragmentable)’
제품은 기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생분해를 모방하기 위해 특정 첨가제가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첨가제는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환경에 남아 있는 매우 작은 조각
으로 분해되는 재료의 분쇄를 촉진할 뿐이다. 생분해성은 재료 또는 폴리머의 고유한 특
성이며, 산화 분해와 달리 생분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생물의 작용으로 발생한다.
이 공정은 물, 이산화탄소, 바이오매스를 최종 산물로 발생시킨다. 산화 분해성 재료는
EN 13432, ISO 18606 또는 ASTM D6400과 같은 허용 표준 사양에 정의된 퇴비화 조
건에서 생분해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이 ‘바이오 기반’이거나 그 플라스틱 자체가 ‘생분해성’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든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바이오플라스틱이라 불리는 제품 및 소재의 최소 바이오 기반 탄소함량 또는
바이오 기반 질량(mass) 함량을 표시하는 특정 백분율 임계값이 있을까?

”

유럽의 다양한 지역 규정으로 인해 아직 최소값에 대한 공통된 합의가 없다. 일본에서
는 업계 전체의 약속에 따라 ‘바이오매스 마진’을 ‘재생 가능한 재료 25%’로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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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USDA ‘Bio-preferred Programme’에 따르면 정의된 제품 범주 규칙에 따라
“재생 가능한 재료의 최소 비율은 7∼95%이다.”라고 정하고 있다.
최소값은 없지만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에 대한 승인된 라벨링 옵션을 사용하여 재료
또는 제품의 바이오 기반 함량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표시할 수 있다. 인증 기관인 TÜV
AUSTRIA Belgium 및 DIN CERTCO는 유럽 표준 EN 16640 또는 ISO 16620-2
(또는 ASTM D 6866)를 기반으로 라벨에 따라 재료 또는 제품의 바이오 기반 탄소 함량
을 증명하는 인증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표 6. 벨기에의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라벨 인증(Vinçotte and TUV Austria)
OK 바이오 기반 라벨 프로그램
• Vinçotte가 설립해서 TUV AUSTRIA가 제공하는, OK 바이오 기반 라벨은 스타 시스템을 이용해 바이오
기반 함량 인증 서비스를 제공함(별이 많을수록, 바이오 기반 함량이 많다는 뜻)
• 이 프로그램은 최소 30%의 총 탄소와 20%의 바이오 기반 탄소 함량을 가진 원자재, 중간재, 최종 제품에
적용됨.
• OK 바이오 기반 인증의 유효 기관은 5년이며, 이는 제품의 퇴비성(compostability) 이나 생분해성과는
무관함.

인증 라벨

제품자격

• 나무, 면, 종이 펄프, 전분과 같이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물질의 전부, 혹은
일부로 만든 원자재, 중간재, 첨가물, 완제품.
• 가스나 액체, 고체 연료는 해당 안됨.
• 각 제품은 다음 2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충족조건

• ASTM D6866 혹은 CEN/TS 16137으로 측정한 바이오 기반 탄소 함량이 최소 20% 이상
(OK Biobased는 2020년 1월부터, ASTM D6866을 유럽 표준 방식인 EN 16640으로
대체함)
• TÜV AUSTRIA document TS-OK20으로 측정한 총 탄소 함량 (건조 상태의 무게) 30%
이상

측정횟수

각 3회

유효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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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독일의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라벨 인증(DIN CERTCO’s DIN-Geprüft)
DIN CERTCO’s DIN-Geprüft 바이오 베이스 프로그램
• 독일의 인증 프로그램으로 제품의 바이오매스 함량 3단계가 있음.
• 바이오 유래 원자재 전부 또는 일부로 만든 제품들 중, 최소 50% 유기물질이며, 이중 최소 20%의 바이오
유래 탄소 함량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면 인증받을 수 있음.
• DIN-Geprüft 바이오 유래 인증의 유효 기간은 6년이며, 제품의 퇴비화 혹은 생분해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

인증 라벨

• 일부 바이오매스 또는 전체 바이오매스를 원재료로 만든 제품들
제품자격

충족조건

• 다음 제품들은 해당 없음. 의료 제품. 화석 연료, 독성, 산성, 발암성, 돌연변이 가능성, 환경에
해를 끼치는 제품들
• ASTM D6866, CEN/TS 16137 혹은 ISO 16620 에 따라 최소 20%이상 바이오
기반이어야 함.
• DIN 18128 혹은 EN 13039에 따라 최소 50% 유기물질이 있어야 함.

유효기간

6년 (유지 상태 확인을 위해 매 2년 및 4년째 해에 확인 실험을 실시해야만 함)

3.2. 바이오플라스틱의 식별표시제도 및 인증마크
국제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친환경 제품의 보급과 소비자들
이 쉽게 기존 플라스틱 제품과 바이오플라스틱 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표준
안과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이러한 식별표시 제도를 1979년 독일에
서 처음 시행하여 가장 오래되었고, 이후에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은 그 역사가 짧아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바이오플라스틱은 국제간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식별표시 제도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생분해 플라스
틱의 경우, 2000년 11월에 미국과 독일, 2001년 3월에 일본과 독일 그리고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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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일본과 미국의 2개국 간 각서를 체결하였다. 국가 간 상호 교차 인증을 위하여
2001년 12월 미국, 독일, 및 일본 3개국 간에 각국의 식별표시 제도에 통합성을 부여하
기 위하여 협력하는 협정에 조인하였으나,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국가간 교차인증
을 받아도 결국 각국에서 자국내 기준에 따른 인증을 요청하고 있는 현실이다.

가. 국내외 생분해 플라스틱의 식별표시 제도 및 인증마크
각국의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일본과 한국의 규격 기준에
서는 ‘생분해’에 머무르는 반면, 미국 및 독일에서는 ‘퇴비성(Compostabili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독일에는 없는 환경 안전성으로 “분해물 안정성,
경구 독성, 환경 독성”을 제정하였으나, 퇴비화 과정에 있어 붕괴성과 퇴비 품질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인 기반 시설인 퇴비화 시설의 정비가 일본에서는 늦어
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일본 생분해 플라스틱 연구회(BPS)는 그린 프라(グリンプラ) 식
별표시 제도의 국제 통합성을 중요한 과제로 책정하고, 반드시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 BPS는 그린프라 식별표시 제도가 ISO에서 국제 표준화되고, 일본 내에서도 JIS화
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마크를 그림 12에 나타냈다. 또, 유럽을 중심으로
채택하고 있는 compostability는 일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가로
독일, 벨기에, 미국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인증 마크는 그림 13에 따로 나타냈다.

그림 12. 세계 여러 나라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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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일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퇴비성 인증마크.

 벨기에
벨기에의 Vincotte는 1995년부터 EN 13432를 기준으로 하여 The OK Compost
라는 인증마크를 시행하고 있다. The OK Compost 마크는 European Bioplastics의
Seedling logo와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증이다. 2003년에는 Vincotte
의 가정용 퇴비화 인증인 The OK Compost Home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됐으며, 기존 산업용 퇴비화와 다르게 가정에서 퇴비화할 수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현재
유럽과 북미에서 활발하게 통용되고 있다. 벨기에의 생분해 수지 함량 기준은 70% 이상
이다.
 독일
독일은 1979년에 가장 먼저 식별표시 제도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포장 자재의 퇴비성
에 관한 시험 계획 및 규격 EN 13432를 바탕으로 한 DIN EN 13432를 규격 기준으로
제정했다. DIN CERTCO는 Kompostierbar(퇴비화 가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
사를 통과한 인증 제품은 로고와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일반 플라스틱 제품과 구별할 수
있게 했다. DIN CERTCO는 2012년부터 기존의 산업용 퇴비화 인증과 벨기에의 The
OK Compost Home 인증을 토대로, 가정용 퇴비화 인증인 the DINGepruft Home
Compostable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유럽연합(EU)과 벨기에의 인증
이 사용되고 있어 넓게 보급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바이오매스 기반 생분
해 수지 함량 기준은 7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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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국은 1989년 ASTM D 6400을 인증 기준으로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인증
및 로고 발행 기관은 BPS(Biodegradable Product Institute)와 USCC(U. S. Compost
Council)이다. 주로 코팅용지와 천연물 계열의 제품을 다루고 Compostable까지 추진
하는 것이 특징이며, 미국의 퇴비화 인증마크는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된다. 이 밖
에 시애틀, 워싱턴 등지의 퇴비회사들이 운영하는 Cedar Grove에서도Composting
logo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full-scale testing을 진행하여 위의 BPS와 USCC에서
발행하는 인증보다 인증발행이 수월하지 않다. 미국의 바이오매스 기반 생분해 수지 함
량 기준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70% 이상이다.
 일본
일본의 그린프라 식별표시 제도는 제품 구성, 생분해, 환경 안전성이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의 기준을 만족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인증마크, 로고의 사용을 허가하고, 등록을 명
시하여 소비자들이 다른 일반 플라스틱 제품과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다른 국가의 경우 바이오매스 기반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량이 70% 이상
이 기준인 반면 일본의 경우 50% 이상으로 기준을 보다 완화한 특징이 있다.
 한국
한국은 KSM 3100-1을 인증기준으로 하여 1992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인증기준을 KSM ISO 14855-1로 변경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 운영
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기반 생분해 플라스틱 70% 이상이라는 기준은 일본을 제외한 다
른 여러 국가와 동일하지만, 추가적으로 플라스틱 이외의 고분자를 사용해야 하는 단서
조항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 16646호)”
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녹색인증제 운영을 시행하며, 초기에는 핵심기술
및 기술수준이 생분해 기준에 따랐지만, 최근 에너지 절감, 재활용성이 추가되었다. 녹색
인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내에 녹색인증 사무국을 설치하여 녹색 기술인증, 녹
색 제품 확인, 녹색 전문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녹색인증 인증 및 심사 부처는 산업
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농림축
산식품부로 다양한 분야에 녹색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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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외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식별표시 제도 및 인증마크
최근 들어 생분해 플라스틱보다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으로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유기탄소 측정
으로 바이오매스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인 ASTM D 6866을 제정하여, 2002년부터 가장
빠르게 미국 농무성을 중심으로 바이오 기반 제품에 대한 인증마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
후 미국의 ASTM D 6866을 기준으로 하여 일본(2006년), 벨기에(2009년), 독일(2010년),
한국(2011년)에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에 대한 인증마크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그림 14. 주요국들의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인증마크.

 벨기에
벨기에의 Vincotte는 2009년부터 바이오매스가 20% 이상 함유된 제품을 기준으로
그 함량에 따른 별도의 OK biobased란 인증마크를 운영하고 있다. OK biobased 인
증은 바이오매스 함량별로 20∼40%, 40∼60%, 60∼80%, 80% 이상의 4단계에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다(표 6 참조).
 독일
독일은 미국 시험기준인 ASTM D 6866 및 자체 시험기준 CEN/TR 15932에 의한
규격을 통해 “BIOBASED” 인증마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바이오매
스가 20% 이상 함유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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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2002년 미국 농무성(USDA)을 중심으로 농업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 개정으로 바이오 제품 우선 조달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세계 최초로 바
이오매스 함량이 25% 이상인 원료, 제품에 대하여 바이오 기반 인증마크를 시행하기 시
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바이오매스 함량별로 인증마크를 부여하다가, 최근에는 구체적인
바이오매스 함량을 표기하고 있으며, 용기, 뚜껑 및 그 제품 포장재의 바이오매스 함량까
지 별도로 인증마크에 바이오매스 함량을 표기하고 있다. 또한, 유기탄소로 측정하여 바
이오매스 70% 이상인 경우 인증마크에 FP라고 표기하여 연방법에 의한 우선 구매 상품
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
(사)일본바이오플라스틱협회(JBPA)에서는 2006년부터 바이오매스 사용량 25% 이상
인 제품을 대상으로 BP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다른 국가는 바이오 기반 제품(Biobased
product)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일본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Biomass plastics)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일본유기자원협회를
통한 유사개념의 인증마크가 있는데, 이는 바이오매스 사용량의 하한선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
한국의 일부 협회 차원에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에 대한 인증로고를 시험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시험기준 ASTM D 6866과 자체 시험기준에 의해 유기탄소 분석 및 유기
물 분석을 통해 바이오매스가 25% 이상 함유된 제품과 투명 발포제품의 경우에는 바이
오매스가 15% 이상인 제품에 “BIOBASED” 인증마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마크 표
시방법은 뚜껑, 용기, 제품 포장재를 대상으로 각각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13년 2월 25일 개정 고시하여 바이오매스 합성수
지 제품(EL727)에 환경표지를 부여하기 시작하였고, 용어는 바이오 베이스란 용어를 사
용하지 않고 일본과 마찬가지 바이오매스를 사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다만, 전분, 셀
룰로오스, 목분 등의 천연 고분자 사용제품은 제외하고 있으며, 성형원료의 전과정 단계
에서 “탄소배출량은 화석연료로부터 제조한 원료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항 등이 있어,
국제 표준 규격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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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바이오플라스틱의 생분해성 평가를 위한 표준 시험방법
가. 국제 표준 시험방법의 예
바이오플라스틱의 생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 시험방법은 국제표준위원회(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와 미국 재료 시험 협회(ASTM, American
Standard Testing and Materials)에 나타나 있다. 바이오플라스틱 생분해성 평가방법
개발을 담당하는 기술위원회는 ISO-TC-61과 ASTM D-20-96이며, 지난 10년간 많은
수의 플라스틱의 생분해성 평가방법에 관한 표준을 개발하였다. 플라스틱 생분해성과 관
련된 ISO, ASTM, 유럽연합의 표준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세한 시험
방법의 절차 및 프로토콜이 정의된 시험 표준과 생분해성과 퇴비화가 가능한 라벨을 부
착하고 인증하는데 사용되는 인증 표준이다. 생분해성 평가방법은 표 8, 9에 나타난 바
와 같이 호기성 소화와 혐기성 소화로 나누어지며 수계, 해양 미생물, 쓰레기, 토양 등에
서 분해되는 양상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방법은 특정 조건에서
의 생분해 속도와 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으로 활용되며 사용 후 폐기된 플라스
틱이 포함될 수 있는 환경을 모사하여 만들어졌다.
표 8. 바이오플라스틱의 생분해성(호기성) 국제 표준 시험 방법
적용

표준번호

세부사항
- 매개/접종원: 퇴비

ASTM D 5338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Aerobic Biodegradation of Plastic Materials
Under Controlled Composting Conditions,
Incorporating thermophilic Temperatures
퇴비화
ISO 14855-1
Determination of the ultimate aerobic
biodegradability of plastic materials under

- 반응온도: 58 ± 2℃
- 측정방법: CO2 측정
- 반응시간: 최소 45일
- 반응조 크기: 2-5L
- 총 반응조: 12개
(blank 3개, reference 3개, sample 3개,
negative 3개)
- 매개/접종원: 퇴비
- 반응온도: 58 ± 2℃

- 측정방법: CO2 측정
controlled composting conditions— Method
- 반응시간: 최대 180일
by analysis of evolved carbon dioxide—Part 1: - 반응조 크기: 최소 2L
General method
- 총 반응조: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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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표준번호
ISO 14855-2
Determination of the ultimate aerobic

세부사항
- 매개/접종원: 퇴비
- 반응온도: 58 ± 2 °C

biodegradability of plastic materials under
- 측정방법: 중력법에 의한 CO2 측정
controlled composting conditions— Method
- 반응시간: 최대 180일
by analysis of evolved carbon dioxide—Part 2: - 반응조 크기: 최소 500 mL
Gravimetric measurement of carbon dioxide
- 총 반응조: 6개
evolved in a laboratory-scale test
(Blank 2개, Reference 2개, Sample 2개)
EN 14046
Packaging—Evaluation of the ultimate aerobic - 매개/접종원: 퇴비
- 반응온도: 58 ± 2 °C
biodegradability and disintegration of
packaging materials under controlled
- 측정방법: 적정법에 의한 CO2 측정
composting conditions—Method by analysis
- 반응시간: 180일
of released carbon dioxide

ASTM D5988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Aerobic Biodegradation of Plastic Materials in
Soil
토양
생분해

- 매개/접종원: 토양
- 반응온도: 20–28 ± 2 °C
- 측정방법: 적정법에 의한 CO2 측정
- 반응시간: 최대 180일
- 반응조 크기: 최소 2–4 L
- 총 반응조 개수: 6개
(Blank 2개, Reference 2개, Sample 2개)

- 매개/접종원: 토양
- 반응온도: 20–25 ± 2 °C
ISO 17556
Plastics-determination of the ultimate aerobic - 측정방법: 적정법에 의한 CO2 측정
biodegradability in soil by measuring the
- 반응시간: 최대 180일
oxygen demand in a respirometer or the
- 반응조 크기: 최소 200–300 g
amount of carbon dioxide evolved
- 총 반응조 개수: 6개
(Blank 2개, Reference 2개, Sample 2개)

수계
생분해

ISO 14851
Determination of the ultimate aerobic
biodegradability of plastic materials in an

- 매개: 물
- 접종원: 하수처리장 혼합슬러지
- 반응온도: 20–25 ± 1 °C

aqueous medium — Method by measuring
the oxygen demand in a closed respirometer

- 반응조 개수: 5개

ISO 14852
Determination of the ultimate aerobic
biodegradability of plastic materials in an
aqueous medium — Method by analysis of
evolved carbon dioxide

- 측정방법: 적정에 의한 O2 소비량 측정

- 매개: 물
- 접종원: 하수처리장 혼합슬러지
- 반응온도: 20–25 ± 1 °C
- 측정방법: 적정에 의한 CO2 측정
- 반응조 개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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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표준번호
ASTM D669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해양
Aerobic Biodegradation of Plastic Materials in
미생물
the Marine Environment by a Defined
분해
Microbial Consortium or Natural Sea Water
Inoculum
ASTM D6954
산화 Standard Guide for Exposing and Testing
생분해 Plastics that degrade in the Environment by a
Combination of Oxidation and Biodegradation

세부사항
- 매개/접종원: 천연 바닷물+ 미생물
- 반응온도: 30 ± 2 °C
- 반응조 크기: 125 mL autoclave
- 측정방법: 적정법에 의한 CO2 측정
- 반응시간: 10–90일
- 반응조 개수: 13개
3단계 시험:
20–70 °C UV/열분해
ASTM D5338에 따른 CO2 측정/
ASTM D5988에 따른 독성 시험

표 9. 바이오플라스틱의 생분해성(혐기성) 국제 표준 시험 방법
적용

고형분
함량이 높은
소화장치 내
플라스틱
생분해

표준번호

ASTM D 551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Anaerobic
Biodegradation of Plastic
Materials Under High-Solids
Anaerobic-Digestion Conditions

쓰레기

ISO 15985
Plastics — Determination of the
ultimate anaerobic biodegradation
고형분
함량이 20% and disintegration under
이상
high-solids anaerobic-digestion
conditions — Method by analysis
of released biogas

슬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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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853 [131]
Ultimate anaerobic
biodegradability in an aqueous
system − method by
measurement of biogas
production

세부사항
- 매개/접종원: 단독 처리된 가정 폐기물을
사용하여 적절히 작동하는 혐기성
소화조에서 파생된 혐기성 접종원
- 반응온도: 중온성 세균의 경우 37 ± 2 °C
혹은 호열성 세균의 경우 52 ± 2 °C
- 측정방법: 바이오 가스 CO2 & CH4 측정
- 반응시간: 15–30일
- 반응조: 최소 7 cm 직경을 지닌 2L
Erlenmeyer 플라스크
- 총 반응조: 12개 (Blank 3개, Reference
3개, Sample 3개 Negative: 3개)
- 매개/접종원: 단독 처리된 가정 폐기물을
사용하여 적절히 작동하는 혐기성
소화조에서 파생된 혐기성 접종원
- 반응온도: 52 ± 2 °C
- 측정방법: 바이오 가스 CO2 & CH4 측정
- 반응시간: 15일
- 반응조 크기: 750 mL 이상의
Erlenmeyer 플라스크
- 총 반응조: 9개 (Blank 3개, Reference
3개, Sample: 3개)
- 매개/접종원: 슬러지
- 반응온도: 35 ± 2 °C
- 측정방법: 바이오 가스 CO2 & CH4 측정
- 반응시간: 90일
- 반응조 크기: 100–100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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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생분해에 관한 다양한 표준이 있기 때문에 적용 분야에 따라 적합한 표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표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퇴비화 시설에서의 생분해 표준 시험 방법(호기성)
ASTM D5338, ISO 14855-1, ISO 14855-2 및 EN 14046에 나타나 있는 퇴비화
시설에서의 생분해는 퇴비화 조건에서 생분해율 및 이를 계산하기 위한 표준 시험방법
이다. 시험은 58℃에서 수행되며, ASTM D5338과 ISO 14885-1의 경우 다른 시험
조건은 모두 유사하나 측정 중에 사용된 반응기의 개수만 다르다. ISO 14855-1 및
14855-2는 유사한 시험방법이나 생분해 과정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방
식이 다르다. ISO 14855-1은 적정법으로 이산화탄소를 측정하고 ISO 14855-2는 이
산화탄소의 중량 측정법으로 분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시험방법은 45일간 수행되
며, 퇴비 활성에 따라 시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토양 조건에서의 생분해 표준 시험 방법(호기성)
ASTM D5988, ISO 17556에 명시된 토양 조건에서의 생분해 표준 시험 방법은 기본
적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에 대한 생분해 시험방법이다. 생분해성을 지는 폐플라스틱은
토양과 접촉할 경우 생분해가 일어난다. 두 시험 표준 방법의 반응온도 범위는 20~28℃
이며, 모두 반응조의 크기와 개수가 다르다. 시험 기간은 6개월이다.
 수계 및 해양 조건에서의 플라스틱 생분해 표준 시험 방법(호기성)
대부분의 폐플라스틱 오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양 환경에 도달하므로 ISO 14851,
ISO 14852, ASTM D6691은 수계 및 해양조건을 모사하여 생분해를 시뮬레이션하는
시험방법이다. 이러한 표준 시험 방법은 반응조의 크기, 반응조 수 등이 다르다.
 플라스틱의 산화 생분해(호기성)
ASTM D6954는 열화 및 광산화에 의한 특성 변화뿐만 아니라 통제된 실험실에서 폴
리머의 물리적 특성의 손실을 비교할 수 있는 분해 과정 후 표에 명시된 응용 분야 및 폐
기 환경에서의 생분해 및 생태학적 영향에 의한 폴리머의 변화를 시험하도록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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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표준이다. 이러한 조건은 열적 산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매립지, 토양 및 퇴비에서의
노출과 광산화가 발생할 수 있는 토지 피복 및 농업적 활용 정도에 따라 다르다. 3단계로
구성된 본 시험방법은 첫 번째 20∼70℃에서 UV/열분해가 수행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는 ASTM D5338/ASTM D5988에 의거 UV 분해된 시료에 대한 이산화탄소 측정이 수
행된다. 마지막으로는 독성 시험을 수행한다.
 매립지에서의 혐기성 생분해
ASTM D5526은 가속-매립 시험(accelerated-landfill test) 환경에서 플라스틱 물
질의 생분해 정도 및 속도를 결정하는 혐기성 생분해 표준이다. 이 시험방법은 플라스틱
물질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혼합물을 만들고 매립 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분해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시험 대상 물질을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와 혼합한 후 전처
리 된 가정 쓰레기만을 처리하는 혐기성 소화조로부터 유래된 메탄 생성 접종원에 노출
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혐기성 분해에 유리한 조건은 총 건조 고형분 함량 30% 이상 및
정적 비혼합 상태 조건입니다. 시험 후 얻어진 혼합물은 매립지에서 분해된 플라스틱 물
질의 환경 및 건강 위험 요인을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매립 조건에서는 메탄과 이산화탄
소가 모두 생산되며, 본 시험은 35℃ 조건에서 수행된다.
 혐기성 소화조에서 생분해
ASTM D5511, ISO 15985, ISO 13975, ISO 14853은 혐기성 조건에서 플라스틱
물질의 분해율을 결정하는 표준 시험 방법이다. 시험 재료는 전처리 된 가정 쓰레기만을
처리하는 혐기성 소화조에서 유래한 메탄 생성 접종원에 노출된다. 각각의 시험방법은
반응조 크기 및 개수, 시험 온도, 고형분 함량이 상이하다. 예를 들면 ISO 13975는 고형
분 함량이 15%를 초과하지 않는 풀라스틱 물질의 생분해성을 언급하나, ISO 15985는
최소 20% 고형분 함량에 대한 시험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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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내 시장 동향
2008∼2009년 석유 가격 폭등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연구개발 및 상업화 노력이 활발
하게 이루어졌으나 석유가격이 하락하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CJ, 롯데케미칼,
SKC 등 바이오플라스틱 개발에 착수했던 대기업은 원료수급 및 경제성 문제로 관련 사
업을 철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및 온실가스 증가 등 다
양한 환경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투
자 동력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SK는 고강도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양산기술 확
보에 투자하고 조만간 상업적 생산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LG화학은 합성수지와
동등한 물성의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에 성공하여 2022년에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5년
에는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CJ제일제당은 2016년 미국의 메타볼릭
스의 핵심 기술자산을 인수하여 100%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인 PHA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화이트바이오 활성화 추진 전략 마련 및 바이오플라스틱 R&D 장려
바이오플라스틱 상용화 기술 개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
자원부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바이오플라스틱 소재·제품화 R&D를 지원
한다. 단기적으로는 PLA, PBAT 등 기 상용화된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하여 제품별 생분
해성 속도를 차별 적용한 제품개발을 지원하며, 석유계 첨가제를 대체하고 바이오플라스
틱의 물성 개선을 위한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 기반 차세대 소
재 개발을 위해 균주개발-공정개발-대량생산-제품화 등 전주기 R&D를 지원한다는 방
침이다. 아울러,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사용촉진을 위한 실증사업을 지원한다. 개발된 생
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은 지자체와 연계하여 일부 도시에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바이오플라스틱 인증제 운영 현실화 방안도 마련한다.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환경성
과 위해성 확인 검증과 함께 생분해 조건 기준을 다양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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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신뢰도가 높은 정보 제공을 위해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 구축(바이오화학소재 공인인증센터) 및 인증제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환경부는 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
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 조정할 계획
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바
이오플라스틱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4.2. 국내 脫 플라스틱 움직임
2002년 2월에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 6653호)의
개정 법률” 취지에서와 같이, 폐기물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기 위해 포장 재
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대중음식점이
나 대형 유통 판매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에 관한 규제 강화 뿐만 아니라 최근에
는 기업 및 대형마트 입점업체, 기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합성수지 재질 포
장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청과, 축산, 수산물의 받침접시는 생산량에 대비하여
’03년에는 10%, ’05년 20%, ’07년 25% 이상으로 매년 사용량을 줄였으며, 계란 포장
재는 ’03년 60%, ’05년 70%, ’07년 80% 이상으로 사용량을 규제하였다. 면류 용기를
합성수지가 아닌 재질로 대체하는 의무를 ’03년 20%, ’05년 30%, ’07년 35% 이상으로
부과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정부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제조 생산, 유통 소비, 분리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홍보 교육 등 단계
별 대책 및 폐기물 발생량 감축 및 재활용 측면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였다(2018년
5월). 2020년에는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재활용
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하여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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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용기류 생산 감량
플라스틱 용기류 생산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한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 설정을 권고하며, 2022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업체별로 자원 재활용을 평가하는 ‘순환이용 평가제도‘를 도입하
여 상대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재사용이나 재활용
이 용이한 재질은 생산 목표를 높인다.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비율을 현재
47%에서 2025년까지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해 나갈 예정
이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실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2022년 6월 1일 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실시될 예
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개념이다.
 일회용 비닐 포장재 사용 금지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의 경우 현재 대규모 점포와 마트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편의점, 소매 상점의 경우 보증금을 지불하고 비닐 포장재를 배부하고 있다. 그
러나 일회용 비닐 포장재의 사용을 점차 줄여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과대 포장 행위 금지
2022년 1월부터 플라스틱 과대 포장 금지 제도가 적용된다.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
을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포장과 사은품 혹은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
장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
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던 과대포장 검사는 업체가 제품을 출시
하기 전에 미리 전문기관으로부터 과대 포장 여부를 평가받도록 한다.

43

바이오플라스틱(bioplastics)의 기초 및 최신 동향

 플라스틱 제품 분리수거 제도 정비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구분하여 분리수거하고 있다. 이를 확대하고자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투명 페트병에 더해서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재질은 분리수거
통을 추가 설치하되, 지자체 수거업체와 재활용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에도 적용하여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3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 제품은 지자체가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고, 재생원료 비율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을 2025년까지 10기를 확
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으로부터 메탄올이나 납사, 친환경 수소 생산기술
의 실증화를 지원하기 위한 클러스터를 15억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마치고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또,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5년에는
15%까지 줄일 계획이다.
 폐플라스틱 수입 전면 금지
2021년 6월, PET, PE, PP, PS 이상 4종의 플라스틱 수입 금지 정책을 실시한것에 이
어, 대상 플라스틱 재질을 확대하여 모든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일정한 크기로 파쇄되어 제조된 팰릿은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저품질 혹은 재
활용이 불가능한 재생 플라스틱 원료도 점차 수입량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수출 확대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재활용 마크 인
증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고, 제품 생산자가 재활용한 실적에 따라 재활용 분담금 지원 비
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의 수출규모를 현재
300억 원에서 2025년까지 500억 원 규모로 확대 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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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외 시장 동향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생산량은 2010년 70 만
톤, 2019년 195 만톤, 2021년 223 만톤이며, 2025년에는 약 287 만톤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현재 바이오플라스틱의 45%가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이 25%의 시장 점유율로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의 두 번째 중심지다. 반면 북미와
남미의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점유율은 각각 18%, 12%로 나타났다.
현재, PHA(polyhydroxyalkanoate), PLA 같은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은 전체 바
이오플라스틱 시장의 55.5%(116만톤)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바이오플라스틱 유형이다.
이러한 바이오플라스틱 중 PHA는 놀라운 성장률로 인해 가장 유망한 바이오플라스틱
중 하나이며 반면, 바이오 기반이지만 생분해가 되지 않는 바이오플라스틱의 시장 점유
율은 전체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의 44.5%에 달한다. 이 중 bio-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bio-PE(polyethene) 및 bio-PA(polyamides)는 가장 인기있는 바이
오플라스틱에 속한다. 또한 석유 기반 PET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PEF(polyethylene
furanoate)는 2023년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바이
오플라스틱은 섬유, 자동차,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분야는 포장재 분야이다.

그림 15.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생산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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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주요 국가별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점유율.

Coca Cola, Heinz사 Bio-PE, Bio-PET
등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로 대체 추진

Johnson&Johnson 및 Unilever사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개발 추진

그림 17.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제품별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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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해외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업체 현황
국가/기업

제품

적용분야

미국/NatureWorks LLC

PLA

포장재, 일회용품

이탈리아/Novamout

PHA

포장재, 식기

영국/Metabolix

PHA

포장재, 식기

프랑스/Arkema

PA11, PA10

포장재, 식기

캐나다/BioAmber

Succinic acid

바이오 고분자 원료

독일/Sucinity

Succinic acid

바이오 고분자 원료

네덜란드/Reverdia

Succinic acid

바이오 고분자 원료

미국,영국/Dupont&Tate and Lyle

PDO, PTT, PA10

포장재, 섬유, 자동차

덴마크/Novozymes

Enzyme production

바이오매스 효소

일본/Mitsubishi Chemical

PTT

식기, 섬유

일본/Toray

PBT

포장재, 섬유, 자동차

4.4. 국외 탈 플라스틱 움직임
미국, 유럽연합 등은 정부의 대규모 R&D 지원을 통해 바이오플라스틱 제품의 상용화
를 목표로 노력 중이다.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에 관한 각종 규제와 더불어 대체 소재 개
발을 위해 바이오플라스틱 관련 R&D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EU Horizon 2020 산하에 민관이 합작으로 투자하여 바이오 기반 산업 연합(Biobased Industries Joint Undertaking)을 설치하였다. 총 사업비 37억 유로 규모(EU
10억, 민간 27억 유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전주기적 지원 방
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2030년까지 석유 소비량 30%를 바이오 화학제품으
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농무성의 ‘Biopreferred 프로그램’에서 바이오 기반 제품을
우선 구매,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 인식제고 및 구매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바이오
기반 제품 개발 R&D는 더욱 활성화 될 예정이다. 일본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을 위
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 및 용도 개발 중장기 기술계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바이오산업발전전략’, ‘2015년 바이오 관련 산업발전계획’ 등을
통해 화이트바이오 R&D 지원, 바이오제품 인증시스템 도입, 탄소제 도입 등을 추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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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국
중국의 플라스틱 정책은 크게 ① 2008년 실시한 『플라스틱 제한령』, ② 2018년 1월
실시한 『플라스틱의 수입금지』, ③ 2020년 1월에 쓰레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 실
시한 『플라스틱 금지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플라스틱 제한령 (2008년)
중국 정부는 플라스틱에 의한 『백색 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2008년에 이미 『플라스
틱 제한령』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 령은 두께 0.025 ㎜ 미만인 매우 얇은 비닐봉투 등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료화를
제도화하였다. 중국 신화넷(新華net)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그 효과로서 슈퍼나 상점에서의 비닐봉투 사용량이 2/3 이상에 해당한
약 140만 톤이 감소했다고 한다. 한편, 차이나넷(China net)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
도 플라스틱 쓰레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요인으로서 경제 성장과 소비 확대 외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음식물 배달(Food delivery)이나 『e-커머스』에 의한 택배에서 포
장, 봉투, 도시락 용기, 식기 등의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택배업에서 2016년 한 해에만 사용된 비닐봉투의 양은 약 147억 매에 달한다고 한다.
 플라스틱의 수입금지 (2018년)
포장용기와 같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배출에 있어 세계 최상위권인 중국은 플라스틱에
의해 야기되는 해양이나 토양 등의 오염을 『백색 오염』이라 부르며 문제시하면서, 그 대
책으로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를 해왔으나, 경제 발전과 더
불어 날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수요와 폐기물 증대, 그리고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수입
으로 인해 『백색 오염』은 더욱 심각해져 왔다. 근년 세계적으로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문
제시되고 있으나, 중국은 해양에의 플라스틱 유출량도 세계 제일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
정을 배경으로 하여 특별히 2017년 이후에는 정책 면에서 커다란 변화와 진전이 있었는
데, 그것이 바로 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2017년 7월 『해외 쓰레
기 반입(수입)금지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말까지
환경에 해롭고“국민의 반감이 강렬한” 플라스틱 등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모
든 고체폐기물(정확하게는 재생용 자원)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반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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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비공업계(생활에서 배출되는)의 사용 후 버려진 플라스틱에 대해 2017년 말에 조
속히 금지하고, “국내 자원으로 대체 가능한” 공업계 자원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
는 2개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오염된 생활계의 “해외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반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중국 정부가 의식하여
다른 것에 비해 보다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라스틱 금지령 (2020년)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생태환경부는 2020년 1월 19일에 『플라스틱 오염 대책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2020년 말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기로 했으며, 2022년 말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현저하게 감소시켜 대체
품을 보급하고 자원 이용과 에너지 회수비율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4대
직할시, 27개 성·자치구의 성도(省會, 省정부 소재지)와 5개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및
지급(地級) 이상 도시에서 플라스틱 사용금지 조치를 2021년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2020년 1월 발표된 계획대로라면 중국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을 2022년까지
주요 현급 도시로 확대하고 2025년 전면 금지한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말까지 일회용
스티로폼제 식기, 일회용 플라스틱제 면봉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 마이크로비즈(화장을
지우는 제품 등에 포함되는 미세 플라스틱)를 포함한 용품의 생산은 2020년 말까지 금
지하고, 판매는 2022년 말까지 금지하였다. 플라스틱 봉투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실시해
온 두께 0.025 ㎜ 미만인 초박형 비닐봉투의 생산과 판매를 계속해서 금지하고 있고, 이번
에는 베이징시나 상하이시 등 직할시와 성도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는 상업시설, 슈퍼,
레스토랑,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 등에서 생분해성이 아닌 비분해성 플라스틱 봉투의 사
용을 2020년 말까지 사용 제한 및 금지하기로 하였다. 즉, 현재 유상인 0.025 ㎜ 이상의
비닐봉투는 2020년 말까지 모두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상징적 존재인 빨대에 대해서도 중국 전 지역의 레스토랑 업계에서 2020년
말까지 일회용 비분해성 플라스틱 제품과 비분해성 플라스틱 식기도 사용 제한 및 금지
된다. 이외에, 호텔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무상 제공하거나 배송업에서 비분해
성 플라스틱으로 포장하는 것 등도 기한부로 사용 제한 및 금지된다. 이러한 일련의 금지
조치들은 순환형 경제의 구축 관점에서 볼 때 진일보한 정책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닐봉투에 초점을 맞춘 국소적인 대응에 지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금지령들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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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지령은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 회수 이용까지의 모든 단계
에까지 규제가 미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의 대체 요구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기대된다.

나. 유럽
EU 28개 회원국의 플라스틱 수요는 5,200만 톤에 달하고, 매년 2,500만 톤의 일회
용품 쓰레기가 대량 발생하고 있으나, 이 중 30% 이하만이 분리 수거되거나 재활용된다.
EU는 2014년 11월 각국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을 3/4 수준으로 줄이는 데 합의하
였고, 2015년 4월 비닐봉지 금지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 법안에는 2018년까지 일회용
비닐봉지를 유료화하거나 2019년까지 1인당 연간 90개, 또는 2025년까지 40개로 제한
한다는 목표가 담고 있다. 이어 EU는 2018년 1월 『순환 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2030년까지 유럽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 중 절반 이
상을 재활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세부 내용은 2021년까지 빨대·면봉·접시·풍선 등 일회
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2025년까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병의 90%
를 회수한다. 그리고 2030년에는 유럽 내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사용 가능한 것으
로 교체한다는 것이다. 개별 유럽 국가별 탈 플라스틱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프랑스
는 2015년 마련한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
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는 두께가 50 ㎛ 이하인 경량 일회용 비닐봉지의 경
우 가정용 퇴비요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바이오 성분을 30% 이상 함유해야 한다고 규제
하였다. 바이오 성분 함유율은 2020년 50%, 2025년 60%로 올라간다. 또 프랑스에서는
분해되지 않거나 퇴비로 쓸 수 없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독일은 2003년
부터 음료수 구매자에게 25유로의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구매자가 돈을 돌려받
으려면, 빈 플라스틱 용기를 반환해야 한다.

다. 미국
미국의 플라스틱 산업의 힘은 막강하다. 특히 1872년에 설립된 115년 역사를 자랑하
는 미국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는 플라스틱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정책 입안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금지하는 자치
정책들이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채택된 주에는 행정 소송으로 맞서 실행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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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플라스틱 규제 법안들이 발
의되고 있다. 최근 발의된 법안 중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를 담고 있는
것은 ‘The break Free From Plastic Pollution Act of 2021’이다. 플라스틱은 단순
한 쓰레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플라스틱의 생산과 오염이 기후변화와 인류에 밀접하
게 연관되어있어 ‘플라스틱 생산 감축’, ‘재활용률 향상’, ‘직접적 영향을 바든 지역사회
보호’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 및 폐기시설이 온실가스를 발생시
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러한 환경오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한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플라스틱 생산 시설 증설 전에는 미국환경보호청
(EPA)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환경영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항목은 잠재적으
로 플라스틱 생산 시설의 증설을 금지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플라스틱 생산자 책임제
도를 강화하여 생산자가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폐기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고 수출 시
판매에서 폐기까지 제품을 추적하여 환경 영향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한다. 2023년
부터는 재활용할 수 없는 일회용 봉투, 식기 등의 플라스틱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음료
용기에는 재활용 원료의 함량을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로 늘리며, 최소
1개당 10센트 이상 음료병 보증금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표 11. 바이오플라스틱 관련 규제
구분

규제
- 2018년 필리핀 불법수출 플라스틱 쓰레기 반송사건을 계기로 일회용 플라스틱 억제 정책
강화

한국

- 「2018년 5월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2022년까지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제 도입, 전국 대규모 점포 및 매장 크기 165 ㎡ 이상의
슈퍼마켓 등비닐봉투, 쇼핑백 등 사용 금지
- 생분해성 제품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 폐기물 부담금 제외
* 생분해성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를 위한 지침 제정안(2021년 발효)
* 플라스틱 식기류, 접시, 빨대, 스티로폼 용기, 컵, 산화-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제품
- 2025년부터 PET 음료병의 25%는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제조, 2030년부터 모든 플라스틱
병의 30%는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조

유럽

- 2029년까지 플라스틱 병의 90%를 의무적으로 수거
- 플라스틱이 함유된 담배 필터 제조업자는 EPR 대상
*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시
부과금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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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규제
- 비분해성 봉투 사용 규제 시행(’14.10); 90%이상 쇼핑백에 사용 중
(세계 최대 시장)
- 비분해성 일회용 쇼핑 봉투 사용 규제(’16.7), 바이오매스함량 30% 봉투만 사용(’17. 1)
-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과 접시 사용 금지
- 생분해성 봉투인 경우 Bio contents 비율 50% 고시 예정
- 캘리포니아주, 식품판매점에서 비닐봉지제공금지(’16),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18)

미국

- 하와이주, 플라스틱 봉투 사용 금지(’15.7)
- 시애틀, 식당에서 빨대, 포트, 접시 등 플라스틱 사용 금지(’18) 위반시 벌금부과($250)
- 텍사스, 플라스틱 봉투 사용시 벌금(5c/장)

캐나다

- 몬트리올 지역 플라스틱 봉투 규제(’18)
- 주 전역의 플라스틱 봉투 규제 검토 중
- 남호주(애들레이드, 시드니, 멜버른 등) 지역 플라스틱 봉투 규제(’09.4)

호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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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호주 지역 플라스틱 봉투 사용 금지(’11)
* 다중용도 플라스틱 봉투, 쿨백, 종이 봉투, 생분해성 봉투 허용
-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19)

중국

- 길림성, 비분해성 봉투 사용 금지(’15.1)

일본

- 분해성 플라스틱을 제외한 모든 플라스틱 재활용 의무 부과(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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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생태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플라스틱
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발
연구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초기 분해성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에 전분과
같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천연의 식
물자원을 사용하고, 자연계 내에서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될 수
있는 2세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의 물성, 제조 단
가 측면에서 기존 석유기반 플라스틱 소재들에 장점을 갖지 못하여 활용성 면에서 많은
제한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 상용화 되어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지방족 폴리에
스테르 및 전분과 지방족 폴리에스테르를 혼합한 플라스틱들이고,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PLA, PHA, PBS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따라서 멀지 않은 미래에 경제성과 산업성,
그리고 활용성이 우수한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들이 시장에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장에서는 천연 식물자원을 이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현
재 가장 실용화에 앞서 있는 미생물성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5.1.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석유화학 기반 플라스틱은 환경 유해성뿐만 아니라 자원의 한계성을 갖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석유화학 기반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대
체 소재로 바이오플라스틱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바이오플라스틱은 지속가능한 자원
인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제조하며, 식물성 오일, 옥수수 전분, 리그노셀룰로오스, 단백질
등이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에 해당한다.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는(lignocellulosic
biomass) 가장 풍부하고 식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원이며, 농업, 식품가공, 화학산
업, 목재산업 및 당 생산 등의 분야에서 대량으로 생성된다.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
스를 이용한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는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바이오플라스틱도 있으나, 아직 기존 플라스틱에 비해
경제성, 소재적 특성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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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의 구성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는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등의 주요 구
성성분과 소량의 펙틴, 단백질, 추출물, 회분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셀룰로오스가
40∼50%, 헤미셀룰로오스가 20∼30%, 리그닌이 10∼25% 수준이며, 이 외 성분은 미
량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리그노셀룰로오스는 셀룰로오스의 결정성과 리그닌의 소수성,
그리고 3개의 구성성분이 이루고 있는 구조로 인해 분해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다. 그림
18에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의 주요 구성성분과 화학구조를 나타냈다.

그림 18.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의 주요 구성성분과 화학구조.

 셀룰로오스((C6H10O5)n)
셀룰로오스는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의 주요 구성성분 중 가장 많이 존재하는
성분으로 glucose 단위체들이 β-1,4-glycosidic 결합으로 연결된 직선형 규칙성 교대
배열 다당류이다. 셀룰로오스 분자는 입체적 규칙성과 생체 적합성을 가졌으며, 특이한
구조의 고분자 체인은 강한 결정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셀룰로오스에 존재
하는 3개의 수산기는 수산기를 기반으로 한 화학반응에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
수산기는 다른 분자와의 수소결합을 통해 셀룰로오스의 구조와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셀룰로오스 마이크로피브릴의 수소결합은 고분자 체인의 직진성을 유지하게 하며,
이런 강력한 결합으로 인해 셀룰로오스 섬유는 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용매에 용해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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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미셀룰로오스((C5H8O5)n)
헤미셀룰로오스는 xylan, galactomannan, glucuronoxylan, arabinoxylan,
xyloglucan, glucomannan 등의 다양한 다당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지형 구조로 분
자량이 낮아 결정성이 부족하고 열 및 약품에 의해 쉽게 부서지는 특성이 있다. 또한, 헤
미셀룰로오스는 리그닌과 셀룰로오스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 리그노셀룰로오스의 구
조를 더 견고하게 하고, 셀룰라아제와 셀룰로오스의 반응에 있어 장벽으로 작용한다. 침
엽수재의 헤미셀룰로오스는 galactose, mannose, galactoglucomannan 등이 주류
를 이루고, 활엽수재의 헤미셀룰로오스는 xylan이 주류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리그노셀
룰로오스 바이오매스의 아세틸화는 리그노셀룰로오스의 분해를 촉진하는데, 이때 헤미
셀룰로오스는 에스테르 결합을 통해 아세틸 그룹을 형성하여 촉매 역할을 한다.

 리그닌(C9H10O2(OCH3)n)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의 구성성분 중 리그닌은 phenyl propanoid 단위의
3차원 고분자로 리그노셀룰로오스의 3대 주요 성분 중 하나에 해당한다. p-coumaryl,
sinapyl, coniferyl과 같은 3종류의 o-methoxylated propanoide p-hydroxyphenyl
group들로 구성된 poly-phenolic 무정형 고분자이며, 각 단량체는 p-hydroxyphenyl,
guaiacyl, syringyl unit으로 정의되고 구성은 바이오매스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양치
식물이나 침엽수 리그닌은 주로 guaiacyl unit이며, 소량의 p-hydroxyphenyl unit이
함께 존재한다. 반면, 활엽수 리그닌은 주로 syringyl unit으로 구성되어 있고, guaiacyl
unit이 있다. 초본류 식물의 리그닌은 주로 guaiacyl unit이고, p-hydroxyphenyl과
syringyl unit도 존재한다. 이러한 리그닌의 여러 단량체는 주로 aryl ether 결합과
C-C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리그닌의 수산기와 많은 양의 극성 작용기들은 강력한
수소결합을 유도하기 때문에 리그닌은 용해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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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리그닌의 기본 구조.

나.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 원료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는 주로 천연자원으로부터 얻어진 바이오매스와 에너지용
작물 기반 바이오매스, 폐기물 바이오매스로 구분한다.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 중 가장 중요하고 풍부한 자원은 목질계 자원이며, 천
연림이나 인공조림지에서 생성된 부산물, 톱밥, 속성수 혹은 죽은 나무의 가지 등과 같은
자원을 의미한다. 목질계 자원은 주로 침엽수와 활엽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침엽수는
빠르게 자라나 활엽수에 비해 조직이 치밀하지 못한 편이다. 반면, 활엽수는 일 년 내내
경작이 가능해 회분을 적게 생성하며, 초본류와 비교해도 생산성, 저장, 운송 등이 우수
하다.
또 다른 주요 자원인 비목질계 자원은 생장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저렴하며, 비교적
공정이 간단한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비목질계 자원은 한 번 파종하거나 이식 후에 여러
해 동안 계속 생육이 유지되는 다년생 식물로써 한해살이 식물보다 경작이 용이하고, 목
질계 원료보다 리그노셀룰로오스 생산량이 많아 원료로써 각광 받는다. 비목질계 자원
중 가장 대표적인 원료는 농업부산물로 주로 식물의 가공공정 중에 부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농경지의 목적에 대한 분쟁을 완화할 수 있다. 비목질계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
오매스는 일반적으로 흡수제, 충전재 및 제지산업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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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계와 비목질계 자원 외에 도시 및 산업 고형폐기물 바이오매스는 다량의 리그노
셀룰로오스를 함유하고 있어 바이오연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도시 고형폐기물은 주로 음
식 및 주방 폐기물, 정원 폐기물, 종이 및 판지, 기타 잔류물로 구성되며, 이 중 유기물에
는 다량의 식물 자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폐기물 자원은 리그노셀룰로오스로
전환하여 다양한 분야에 재이용될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폐기물에 의한 악영향
을 감소시킬 수 있다. 3종의 주요 자원 외에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로 이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자원으로 해조류가 있다. 해조류 바이오매스는 옥수수, 사탕수수와
달리 식품과 특별히 관련이 없고, 농업용 환경의 조성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으며, 성장
동안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소비하여 지구 온난화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 리그로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전체 플라스틱 시장의 약 2%에
불과하다. 바이오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는 구조가 복
잡하고 화학적 조성이 다양하며, 원료에 따라 구성성분 비율이 상이하여 자원으로의 활
용이 쉽지 않다. 따라서,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
기 위해서는 전처리, 당화, 발효, 탈리그닌화, 추출 및 헤미셀룰로오스 제거 등 여러 단계
의 공정이 필요하다.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플라스틱 제조는 일
반적으로 두 가지 전환과정을 포함하는데, lignin conversion route와 cellulose
conversion route이다.

그림 20.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주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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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nin conversion route
리그닌을 이용한 바이오플라스틱 제조의 주요 단계는 원하는 수준의 단량체를 얻기
위한 해중합 공정이다. 리그닌 해중합 방법은 전처리,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가수소
분해, 열분해, 용매열 액화 및 가스화 등이 사용되며, 열분해, 가스화, 가수소분해와 같은
공정은 일반적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생산보다는 바이오연료 생산에 이용된다. 바이오플
라스틱 생산을 위한 리그닌 전환 경로는 전처리, 당화, 발효, 전환, 분리 등이 포함된다.
앞서 언급한 공정은 바이오플라스틱 합성에 요구되는 단량체를 추출하기 위해 필수적이
며, 복잡한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에서 다양한 용도의 다양한 단량체를 분리할 수
있다.
1) 전처리(pretreatments)
전처리는 바이오매스의 구조, 화학적 조성 및 입자 크기를 조절하며,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단독 처리와 다단/병합 전처리로 분류된다.
 물리적 전처리
기계적 연삭(mechanical grinding), 밀링(milling), 가위 절단(scissor cutting), 칩핑
(chipping), steam explosion, 열수 처리, 마이크로파 조사(microwave irradiation),
저주파 초음파 조사(low frequency ultrasound irradiation) 등을 포함하며, 바이오
매스의 입자 크기를 2 ㎝에서 수 ㎜까지 조절해 기공 크기 및 비표면적을 증가시킨다. 전
단력을 이용한 연삭 및 밀링은 칩핑에 비해 강력한 처리로 바이오매스의 중합도를 감소
시키며, 연삭 및 밀링 시 입자 크기는 0.2-2.0 ㎜로 감소하고, 칩핑 시 입자 크기는
10-30 ㎜로 감소한다.
Steam explosion은 널리 사용되는 물리/화학적 전처리 방법으로 이 과정에서 바이
오매스는 약 4.83 MPa의 고압 증기에 수 분 동안 노출된 다음 천천히 대기압에 도달한
다. 마이크로파 및 초음파 조사는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 내 리그닌의 용해도를
개선하나, 에너지 소비, 페놀산 부산물과 복잡한 작동 절차 및 장비로 인해 상업성이 부
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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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 전처리
암모니아 및 CO2 explosion, 오존 분해, 알칼리 가수분해 등도 효과적인 전처리 방
법으로 화학적 전처리법에 해당한다. 특히, 오존 분해, 산 또는 알칼리 가수분해가 주요
화학적 전처리에 해당한다.
 생물학적 전처리
생물학적 전처리는 rot fungi와 같은 미생물을 활용해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를
macro 수준의 단위체로 분해하는 방식으로 탄수화물 손실과 inhibitory byproducts
형성을 유발할 수 있어 처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2) 당화(saccarification)
당화는 리그닌 전환 과정 중 속도 결정 단계에 해당하며, 전처리 바로 다음 단계에서
진행되는 공정이다. 전처리된 바이오매스의 당화는 acidic hydrolysis, simultaneous
saccharification and fermentation(SSF), simultaneous saccharification and
co-fermentation(SSCF)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방법들은 처리시간 단축, 외부오염
감소, 억제 효과 감소, 낮은 가격 등의 장점이 있으나,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로부터
유래된 acetaldehyde, furfuryl, hydroxyl-methyl fufuryl, 리그닌으로부터 유래된
hydroxybenzoic acid, p-hydroxybanzaldehyde, cinnamic acid, syringic acid,
syringaldehyde, sinapyl alcohol, coniferyl 등과 같은 독성 물질들로 인해 발효 전
해동(detoxification) 단계가 필요하다.
3) 발효(Fermentation)
발효는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에 사용하는 기초 원료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처리 방법이다. 발효 방식에 따라 표면 발효, 침지 발효, 고체 발효 또는 동시
발효로 분류하며, 침지 발효가 가장 일반적이다. 발효는 호기성 또는 혐기성 조건에서 수
행되는데, 바이오연료와 젖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혐기성 조건에서 생산된다. 젖산
(lactic acid)은 가장 수요가 많은 PLA의 기초 원료로 혐기성 조건에서 발효를 진행하기
때문에 엄격한 공정 관리가 요구된다. 고체 발효 공정은 백색부후균을 이용하는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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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핑 공정을 포함한다. 바이오펄핑은 목재 칩의 효과적 처리방법으로 에너지 절약이 가
능하고 인장강도가 향상되며 환경친화적이나, 펄프의 색이 어두워지고 배양 시간이 길다
는 단점이 있다. 당화와 발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동시당화발효(SSF)라고 하며, 동
시당화발효 시 효소와 미생물을 동일한 수준으로 첨가할 경우 다른 발효법에 비해 우수
한 발효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매우 묽은 배지를 사용해야 하고, 더 많은 효소
가 필요하며, 생산 비용 증가, 미생물과 효소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 조건이 필요
한 단점이 있다.
 Cellulose conversion route
셀룰로오스는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에서 추출할 수 있으며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풍부한 자원이다. 셀룰로오스 함량은 사용된 원료에 따라 달
라지며, 셀룰로오스를 이용해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기 위한 전환 경로는 탈리그닌화,
헤미셀룰로오스 제거, 셀룰로오스 추출, 표면개질 및 바이오플라스틱 복합재 생산 등이
포함된다.
1) 탈리그닌화와 헤미셀룰로스 제거(delignification and hemicellulose removal)
일반적으로 탈리그닌화 과정은 높은 온도와 압력이 요구되며, 저온 조건에서 리그닌을
제거하고, 약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탈리그닌화는 바이
오매스에서 리그닌과 헤미셀룰로스 일부분을 분리하는데, sodium chlorite, oxygen,
hydrogen peroxide 처리 등이 사용된 바 있으며, 크라프트 증해, 설파이트 증해와 같
은 펄프 제조공정 또한 탈리그닌화에 적합한 공정이다. Sodium chlorite를 이용한 탈
리그닌화는 다른 공정에 비해 효과적이고, hydrogen peroxide를 이용한 탈리그닌화는
헤미셀룰로스의 conversion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리그닌화 시 리그닌은
분해되어 용매로 이동한 후 세척을 통해 제거된다. 현시점에서 리그닌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정량의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도 함
께 제거되며, 알칼리 처리를 통한 헤미셀룰로오스 제거 및 탈리그닌화 처리는 리그닌의
완벽한 제거에 있어 매우 유용한 전처리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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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셀룰로오스 추출(extraction of cellulose)
마이크로 또는 나노 수준의 고순도 셀룰로오스는 다양한 공정을 통해 제조할 수 있으며,
원료와 전처리 방법에 의존적인 특성을 가진다. 펄핑(pulping), 압출(extrusion), 볼 밀링
(ball milling), 균질화(homogenization), microfluidization, 초음파 처리 등이 리그
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로부터 셀룰로오스를 추출하는 주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기계적 처리는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나, 다양한 종류의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
매스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초음파 처리와 같이 몇몇 기계적 처리 방법은 화학적 처리
와 병행이 가능하다.
크라프트 공정은 Na2S와 NaOH를 이용해 리그닌을 제거하는 주요 화학 펄프화 방법
으로 셀룰로오스를 추출하는 방법 중 가장 산업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 Steam
explosion은 짧은 시간 동안 증기 방출을 통해 고압에서 약품과 함께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를 처리하는 공정으로 분리된 셀룰로오스는 장폭비가 높고 나노 수준의 크기
가 된다.
3) 표면개질 (surface modification of cellulose)
셀룰로오스는 친수성이며, 용해도, 상용성 및 가공성을 개선하기 위해 표면 개질이 필
요하다. 셀룰로오스의 표면 개질을 위한 방법으로 표면 유도체화, 계면활성제 사용 및 그
라프트 공중합 등 다양한 방법들이 보고된 바 있다. 셀룰로오스의 표면개질은 최종 제품
의 용도에 적합한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아세틸화, 카르복시메틸화,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화, 실란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
셀룰로오스의 아세틸화는 셀룰로오스 복합체의 투명도, 열분해 특성을 개선하고, 흡
습성을 감소시키며, 부분적인 아세틸화는 셀룰로오스의 물리적 특성을 개선한다. 아세틸
화가 최적 조건으로 처리될 경우 제품의 특성이 개선되고 우수한 품질을 갖게 되지만, 과
도하게 아세틸화될 경우 오히려 품질이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카르복시메틸 또는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 유도체화는 안과용 용액에 사용되는 수용성 고순도 셀룰로스 유
도체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소프로필메틸클로로실란과 같은 물질을 사용한 유도체화는
셀룰로오스의 표면을 실릴화하여 유기 용매에서 셀룰로오스의 분산성을 증가시키고 표면
거칠기 및 접촉각(117∼146°)의 증가를 유도한다. Succinic acid와 maleic acid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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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수물과 셀룰로오스의 수산기 간 반응에 의한 단층 침전(monolayer deposition)
을 통해 셀룰로오스 표면에 직접 도입될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면개질된 셀룰로오
스를 투입해 제조한 바이오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뛰어난 기계적 특성과 차단 특성이 있
다. 또한, 셀룰로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은 생분해성이며, 나노셀룰로오스 현탁액을
이용한 중공 성형, 압출 또는 기타 필름 형성 등의 방법을 통해 생산할 수 있다.

라. 리그노셀룰로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의 응용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사회·환경문제, 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같
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그노셀룰로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은 기존의 비
분해성 플라스틱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식품포장, 의료, 화장품,
전자, 폐수 처리용 멤브레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 중 셀룰로오스를 이용한 포장소재는 저렴하고 가벼우
며 지속가능한 자원이다. 포장소재로 많이 이용되는 소재 중 셀로판은 유도체화 셀룰로
오스의 일종이며, 투명도, 경량, 적절한 가스 차단 특성이 우수하다. CNC, bacterial 나
노셀룰로오스 등은 PLA, PU와 같은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에틸셀룰로오스,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 히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 및 히
드록실 프로필 셀룰로오스와 같은 셀룰로오스 유도체는 셀룰로오스 기반 포장 소재에 사
용된 바 있다. 특히, 나노셀룰로오스는 독특한 표면 형태와 기계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의약 임플란트의 지지체를 설계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멤브레인 같은 구조와 하이드
로겔 특성으로 인해 tissue engineering에 매우 적합한 소재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리그노셀룰로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은 무독성, 생체 적합성, 결정성, 자가 조립(self
assembling), 다양한 기하학 및 유변학적 특성으로 인해 생의학 분야에서 탁월한 소재로
사용될 수 있고, 이미 tablet coating, filler, drug carrier, biosensor, drug release
agent 등에도 적용된 바 있으며, 단백질 고정, 단백질 구조 활성 및 장기 보관 수명 임플
란트에도 적합한 특성을 가진다.
리그노셀룰로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은 나노단위의 여과기능, 저렴한 비용, 화학적
불활성 및 높은 장폭비로 인해 폐수처리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바이오플라스
틱을 이용해 제조한 멤브레인은 여과 중에 오염물질을 흡착 제거하며, 카르복실화 및 실
란화 등은 흡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유도체화 방법이다. 또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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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트리메톡시실란과 함께 CNF 현탁액을 동결건조하면 쉽게 실란화 CNF를 제조할 수
있으며, 이는 폐수에서 오일 및 기타 유기 물질을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
고되었다. 또 다른 셀룰로오스 기반 흡착제로 중금속 제거를 위해 철 나노결정을 셀룰로
스 현탁액에 도입하여 제조한 자기적 특성을 가진 자성 멤브레인이 있다.
에너지 저장 장치와 재활용 가능한 태양전지도 리그노셀룰로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
틱을 이용해 개발된 바 있다. 전지 분야에 사용된 바이오플라스틱은 표면 개질 상태에 따
라 pH, 빛, 열, 습기, 화학약품, 자기장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바이오플
라스틱의 특성은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있어 충분한 가능성이 될 수 있다.
표 12. 리그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유형

원료

미생물

참고

Bio-ethylene

리그노셀룰로오스

Pleurotus ostreatus

Moreno et al. (2019)

PHA

잔디, 풀

Pseudomonas spp.

Davis et al. (2013)

PHB

밀짚 가수분해물

Burkholderia sacchari

Cesario et al. (2014)

PHB

목재 가수분해물

Burkholderia cepacia

Pan et al. (2012)

PHB

볏짚 가수분해물

Bacillus firmus

Sindhu et al. (2013)

PHB

사탕수수잎 가수분해물

Comomonas spp.

Sindhu et al. (2013)

PLA

사탕수수찌꺼기 가수분해물

Lactobacillus pentosus

Wischral et al. (2019)

PLA

옥수수대, 수수줄기

Recombinant
Lactobacillus plantarum

Zhang et al. (2016)

 Polylactic acid(PLA)
바이오매스 기반으로 상용화된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 플라스틱으로는 식물 자원을 발
효시켜 제조된 젖산을 중합하여 제조된 PLA이다. 전분 등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미생물
로 발효해 만든 L-유산을 단량체로 이용하여 합성된 PLA가 기존의 합성 PLA보다 가격
이 저렴하여 많은 양이 사용되고 있는데 PLA는 종래 일반적으로 물로 가수 분해된 후 미
생물에 의해 분해된다고 이해되었으나 최근 PLA를 직접 분해하는 각종의 미생물이 발견
되고 있다.
PLA는 poly(α-hydroxy acid) 일종으로 지방족 폴리에스터이며 일반적인 지방족 폴
리에스터처럼 열 및 수분에 약하며 가수분해될 수 있는 점에서 정형외과용 제품, 약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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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제형 및 생분해성 봉합사로도 상품화 되었다. PLA의 경우 생산량의 70%가 포장재로
사용되며, 의류나 가구용 섬유제품이 28%, 그 외 농업용 필름, 전기재료에 1%씩 사용되
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 또는 나노셀룰로오스를 PLA 복합체의 보강재로 사용할 경우 물
리적 강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PLA는 geotextile, packagings,
non-wovens binder fiber, 3D printing, biosorbant, biomedical absorbable
sutures, prosthetic devices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으며, NatureWorks™,
Celluforce, Nippon, FP Innovates 등은 이미 PLA 및 PLA 복합체를 상업적으로 생
산하고 있다.
미국 NatureWorks사는 PLA 생산 공장을 1994년 완성하였으며 현재 바이오매스 기반
PLA의 세계 최대 공급처로서 Ingeo란 상품명으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세계 2위
플라스틱 생산국인 일본은 농약병, 쇼핑백, 쓰레기봉투, 농업용 멀칭 필름, 완충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PLA의 사출제품, 진공성형 제품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을 중
심으로 전자산업에서 환경친화적인 물질을 이용하여 전자제품을 제조하려는 움직임으로
NEC사는 옥수수로부터 제조된 바이오매스 기반 PLA를 Unitika사와 공동 연구하여 보다
높은 내열성과 우수한 내구성의 PLA 조성물을 개발하여 향후 전자산업의 모든 플라스틱
을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유수 자동차회사
인 Toyota사는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PLA를 예비타이어, wheel cover, 자동차 내부
깔개 등 자동차 내장재로 개발하는 목표를 세워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방열성 PLA의 개발
로 향후 섬유용도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Kanebo사가 잘 젖지 않고
비단과 같은 감촉을 가져 운동복, 내의류 용도로 유망한 PLA 섬유를 개발하였고 Toray
사는 가정용 PLA 카페트를 개발하였다. PLA는 2015년 25억 불 시장에 진입하였고 향
후 범용 플라스틱 소재로 진입에 성공한다면 시장은 250억 불이 넘어설 거라 예상된다.
 Polyurethanes(PU)
리그닌은 폴리우레탄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매우 저가이다. 리그닌을 이용해 제
조한 폴리우레탄의 기계적 특성은 리그닌 함량 및 리그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
질하지 않은 organosolv 리그닌(15-25W%)을 사용할 경우 질긴 폴리우레탄(tough
polyurethane)을 제조할 수 있지만, 리그닌 함량이 증가할수록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
운 폴리우레탄이 제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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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우레탄의 기계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성질의 지방족 폴리올과 경질
의 리그닌 폴리올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리그닌 폴리올의 액화
(liquifaction) 방법을 적용할 경우 더 유연한 성질의 폴리우레탄을 제조할 수 있다. 저
분자량 리그닌과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나 글리세롤과 같이 유연한 성질의 폴리올은 효소
가수분해 후 기계적 처리를 통해 혼합할 수 있으며, 가수분해 및 혼합 과정에서 자가중합
반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리그닌을 이용한 폴리우레탄 제조 공정
은 지속적인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하다. 리그닌은 또한 쉽게 열경화성 플라스틱을 제조할
수 있는 페놀-포름알데히드 수지 생산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을 위
한 원료로써 활용 가능성이 상당히 큰 물질이다.
 Bio-polyethylene(bio-PE)
기존의 폴리에틸렌은 전 세계 플라스틱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족 폴리올
레핀이었으며, 최근 개발된 바이오폴리에틸렌은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를 SSF처
리하여 추출한 에탄올로부터 제조된 바이오플라스틱이다. 이 바이오에탄올은 대부분 사
탕수수 또는 옥수수와 같은 starchy sucrose 바이오매스의 발효 산물이며, 비교적 사탕
수수 공급이 원활한 브라질의 바이오폴리에틸렌 제품이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다. 바이
오폴리에틸렌은 분해되지 않고, 주로 바이오에탄올의 탈수를 통해 생산된다. 1:1 M 비
율의 바이오에탄올과 물 혼합물을 예열한 후 반응기에서 350℃까지 가열한 다음 냉각
및 분급하여 99.99%의 순수한 바이오폴리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다.
 Starch based nanocellulosic composites
셀룰로오스와 마찬가지로 전분은 쌀, 옥수수, 감자 및 밀과 같은 다양한 작물에서 추
출할 수 있으며, 쉽게 퇴비화가 가능한 저가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원료로 매우 적합한
물질이다. 전분을 이용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분을 thermoplastic
starch(TPS)라고 일컫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전환해야 한다. TPS는 열기계적 압출
공정을 통해 적절한 가소제로 천연 전분을 가소화하여 생산할 수 있으며, 무독성 및 가공
용이성으로 인해 물, 글리콜, 유레아 또는 폼아마이드 등이 전분 생복합체의 가소제로 널
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TPS는 열악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특성을 개
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면개질된 나노셀룰로스와 함께 이용하여 바이오플라스틱을 생
산하기도 한다. 또한, 전분은 PHB, PLA 등과 혼합사용이 가능하며, 피브릴화된 셀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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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나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도 전분 복합체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셀룰로오스와 비교했을 때 전분의 큰 단점은 친수성이며, 두 원료를 적절한 가소제와
함께 합성함으로써 복합체의 특성을 개선할 수 있고, 이 복합체는 석유화학 기반 플라스
틱의 대체재로써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전분과 나노셀룰로오스의 혼합사용은 복
합체의 기계적 특성을 개선하고 수분 흡수 및 확산 평형(diffusion equilibrium)을 감
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바이오복합체는 전분에 나노셀룰로오스를 첨가하는 방식이나,
셀룰로오스를 생산하는 박테리아(Acetobacter sp.)의 배지에 전분을 첨가하는 방식으
로 제조할 수 있다.

그림 21.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플라스틱과 이용분야.

5.2.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순수 미생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것은 PHA
이다.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핵심소재 중 PLA의 뒤를 이어 PHA가 두 번째로 큰 시
장 성장률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7.9%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된다. PHA는 일본의 KANEKA가 현재 연 5,000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연 2만 톤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PHA의 가장 큰 장점은 가수분해가 잘 일어나
지 않아 사용 후 특정 조건에서 분해하기가 쉬우며, 생분해성 플라스틱 중 내열성이 가장
우수하다. 그러나 미생물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 가격 경쟁력이 매우 낮은 상황이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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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PHA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서 사용된 빨대의 소재로 이용된바 있으며 그 사용 용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는 CJ에서 미국 Metabolix를 지분인수하여 PHA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
며, 시장성 검토 중에 있다.
미생물성 바이오플라스틱 및 그 제품의 개발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온실가
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장은 생명공학 및 기타 산업계 적용에
있어서 미생물성 바이오플라스틱(PHA) 생산 및 그 현황에 대한 최신정보에 집중한다.

가. PHAs 란?
PHA는 미생물이 탄소원(탄수화물, 글루코스, 지방산 등)이 풍부하고 기타 무기 영양
소가(N, P, S) 부족한 생장환경에서 에너지 및 환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몸안에 생
성·축적하는 폴리에스터의 총칭이다. PHA는 생분해성과 생체 적합성을 지닌 바이오폴
리머로서, 모노머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물성을 나타낸다. 보통 hydroxyalkanoate
모노머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노머의 탄소수와 물성에 따라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short-chain-length(SCL)-PHA로, 모노머의 탄소개수가 3∼5개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모노머로는 3-hydroxybutyrate(3HB), 3-hydroxyvalerate(3HV),
4-hydroxybutyrate(4HB), 3-hydroxypropionate (3HP) 등이 있으며, 이 중 자연계
에서 제일 빈번하게 발견되는 고분자는 3HB로 이루어진 poly(3-hydroxybutyrate)
[P(3HB)]이다. P(3HB)는 미생물이 탄소원을 이용하여 비교적 효율적으로 합성할 수 있
으며 물성이 폴리프로필렌과 비슷하기 때문에 상업적 생산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는 medium-chain-length(MCL)-PHA로서 모노머의 탄소개수가 6∼12개로
구성되어 있다. SCL-PHA가 주로 호모폴리머로 발견되는 반면에, 보통 자연계에서 발견
되는 MCL-PHA는 호모폴리머가 아니고 모노머의 종류가 4개 이상으로 구성된 폴리머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모노머로는 3-hydroxyhexanoate(3HHx), 3-hydroxyoctanoate
(3HO), 3-hydroxydecanoate(3HD), 3-hydroxydodecanoate(3HDD) 등이 있다.
SCL-PHA형 중합체보다 기계적, 구조적 그리고 열적으로 특징이 더 다양하다. 그러나,
효율적인 MCL-PHA생산 미생물이 부족하고 상용 PHA 생산을 위해서는 고비용 발효전
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MCL-PHA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다.
최근에 SCL 모노머와 MCL 모노머가 중합된 PHA 공중합체가 개발되었다. 3H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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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모노머로 사용하며 5 mol%이내의 3HHx 혹은 MCL 모노머로 구성된 PHA인데,
물성이 LDPE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어 범용 고분자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HA는 고분자로써의 응용뿐 아니라 모노머의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PHA의 모노머는 hydroxyalkanoate로써 만약에 hydroxyalkanoate에 chiral
carbon center가 있으면 모두 (R)-형이기 때문에 광학적으로 순수한 물질이다. 따라
서, PHA의 모노머는 광학적으로 순수한 케미칼을 합성할 수 있는 전구체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hydroxyalkanoate를 methyl ester 형태로 전환하면 MCL 모노머의 경우
바이오디젤 등의 바이오연료로의 응용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되고 있다.

그림 22. PHA의 기본 구조 및 PHA의 단량체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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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HA의 생산
PHA는 발효(fermentation), 수확(harvesting), 전처리(pretreatment), 미생물에서
의 PHA 추출, 정제(purification)의 5가지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주로 옥수수, 밀, 쌀
과 같은 기질(substrate)에 미생물 접종하면 발효가 진행되어 PHA 바이오폴리머를 세
포내에 축적한다. 발효가 끝난 후 반응물은 원심분리, 침전 또는 여과 과정을 통해 분리
된다. 추출 과정은 화학적(클로로포름/메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 염화메틸렌, 도데실황
산나트륨, 클로로프로판 및 1,2-디클로로에탄), 기계적(밀링 및 고압균질화, 초음파) 등
의 방법이 사용된다. 한편, 화학약품의 양과 비용 및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위의 방법
을 적절히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추출된 PHA는 제품의 최종 요구 사항에 따라 세
척, 분쇄 및 연마를 통해 정제한다.
PHA의 물성은 미생물의 세포 내 대사경로와 PHA 합성 효소의 구조 및 활성을 조절
함으로써 다양화될 수 있다. 미생물 세포 내 축적되는 다양한 구조의 PHA는 미생물의
종류 및 미생물에게 공급되는 탄소원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즉, PHA 합성 효소의 기
질인 단량체를 공급하는 PHA 합성 대사경로가 최종적인 PHA 구조를 결정하며, 탄소원
은 PHA와 구조적으로 관련된 탄소원과 그렇지 않은 탄소원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하이드록시 지방산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탄소원인 지방산은 구조적으로 관련된 탄소원
으로 구분되며, ß-oxidation 대사 경로를 통해 중간 탄소 사슬 길이(medium-chainlength(MCL))의 PHA를 합성하는데 사용된다. 다양한 PHA 고분자는 당(sugar) 혹은
식물성 오일 중심의 탄소 원료를 이용하는 미생물 발효 공정 기술을 중심으로 생산되어
왔다. 당 기반 발효 공정에서는 C5 이상 단량체를 포함하는 공중합체 합성을 위해 소량
의 유기산(propionate, valerate, hexanoate 등)을 보조 원료로 공급한다. 유기산이
고농도로 공급될 경우 독성을 띄게 되어 미생물의 성장을 저해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극
복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저농도의 유기산을 주입하는 공정이 개발되고 있다.
산업적 규모의 PHA 생산을 위한 원료는 주로 1세대 바이오매스 유래의 당과 박테리
아가 사용된다. PHA의 생산원가는 1.5~5.0 유로/kg인 반면 PE 및 PP와 같은 석유화학
플라스틱의 생산 원가는 약 1.12-1.6 유로/kg이다. PHA는 가장 유망한 바이오플라스틱
중 하나이지만 아직까지 높은 생산 원가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PHA 생산 원가는
탄소 기질(substrate) 비용, 추출 방법 및 살균 단계를 포함한 세 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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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최근 연구는 PHA 생산과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비용을 동시에 줄이기 위해 저렴한 탄소 기질(substrate)을 사용하는 데 연
구가 집중되고 있다. 예로서,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목재, 자일로스, 헤미셀룰로
오스 가수분해물 등), whey(가수분해된 대두 및 맥아), 당밀(사탕무, 사탕수수), 폐식용
유(올리브유, 코코넛유, 대두유, 팜유 등) 같은 저비용 탄소원이 기질로서 연구되고 있다.

그림 23. PHA 제조 기본 프로세스 모식도.
표 13. 바이오플라스틱 회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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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ethods

Adavantage

Disadvatage

1

Simple digest

Efficient, Economical

Low purity

2

Solvent extraction

High purity

Require large quantity of
solvent, high cost, toxic

3

Hypochlorite digestion

High purity

Severe degradation of non
cellular PHAs

4

Enzymatic digestion

High purity

Complex and Expensive

5

Dipersion process

Low polymer degradation

Require large quantity of sol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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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주요 국가별 PHA 생산비용
Company Name

Country

PHA

Microorganism

Price
(€/kg)

Biomer Inc.

Germany

PHBV and PHB Biomer

Alcaligenes latus

3.0–5.0

Bio-On Srl.

Italy

Biomatera

Canada

PHA Biomatera

Non-pathogenic,
non-transgenic
bacteria

-

PHB Industrial SA.

Brazil

PHB, PHBV(BIOCYCLE)

Alcaligenes sp.

-

Tianan Biologic, Ningbo

China

PHBV, PHBV + Ecoflex
blend Enmat

Ralstonia Entropha

3.26

Telles

US

PHB Mirel™

Ralstonia eutropha

1.50

Mitsubishi Gas
Chemical Company Inc.

Japan

Biogreen, PHB

-

2.5-3.0

Lianyi Biotech

China

PHBH Nodax™

-

3.7

PHB, PHBV minerv-PHA Cupriavidus necator

-

표 15. PHA의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및 효소와 적용 예
PHA and its copolymers

Poly(lactate-co-3-hydroxyb
utyrate-co-3-hydroxyalkan
oate)(P(LA-co-3HB-co-3H
A) with 19.7 mol%
LA(C3),74.9 mol% 3HB(C4),
and 5.4 mol% MCL-3HA
units of C8 and C10

Genes and enzymes

Carbon sources

β-Ketothiolase
(phaA),NADPHdependent,ace
toacetyl-CoA
reductase(phaB),
propionyl-CoA transferase
(PCT), D-lactate
Glucose
dehydrogenase (D-LDH),
(R)-3-hydroxyacyl-ACP
thioesterase (phaG), (R)-3hydroxyacyl (3HA)-CoA ligase
and modified PHA synthase
(phaC1 (STQK))

Microorganisms

Recombinant
Escherichia
coli LS5218

Poly(lactate-co-3-hydroxyal
PCT, D-LDH, phaG, (R)-3kanoate)(P(92.0%
hydroxyacyl (3HA)-CoA ligase Glucose
LA-co-3HA)) with C3, C8,
and phaC1(STQK)
C10, and C12 monomer units

Recombinant E.
coli CAG18497
strain

phaB,NADH-3-hydroxyacylPoly((R)-3-hydroxybutyrate
CoA dehydrogenase,
Soybean oil
-co-(R)-3-hydroxyhexanoat
crotonase ((S)-specific
e) (PHBHHx)
enoyl-CoA hydratase)

Mutant Ralstonia
eutropha
H16_A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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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 and its copolymers

Genes and enzymes

Carbon sources

Microorganisms

PHBHHx

(R)-specific enoyl
coenzyme-A
hydratase(phaJ) and PHA
Ralstonia eutropha
synthetase(phaC2) with
Coffee waste oil
Re2133
deletion of acetoacetyl Co-A
reductases (phaB1, phaB2,
and phaB3)

PHBHHx

(R)-specific enoyl-CoA
hydratase(phaJAc)

Vegetable oil
soybean

Cupriavidus
necator H16CAc

Poly(3-hydroxybutyrate-coMutant
Poly (3-hydroxyalkanoate)
Crude palm
3-hydroxyvalerate-co-3-hy
polymerase or PHA synthase kernel oil and
Cupriavidus
droxyhexanoate)(P(3HB-co3HV precursors necator
(phaC)
3HV-co-3HHx)) terpolymer

Single chain length-PHA
(SCL-PHA) and medium
chain length PHA
(MCL-PHA)

pha Synthase Class 1(phaC1)
and pha synthase Class 2
(phaC2)
Glucose

phaC1 and an
uncharacterized putative
PHA synthase genes

Poly(3-hydroxybutyrateco-3-hydroxyvalerate)
(P(3HB-co-3 HV))

phaA, phaB, phaC, and
(R)-Enoyl-CoA
hydratase/enoyl-CoA
hydratase I (phaJ)

Antarctic
Janthinobacterium
spp. UMAB-56
and UMAB-60

Fatty acids
(acetic:propionic
acid, butyric
Bacillus sp. CYR1
acid, caproic
acid)

P(3HB-co-3 HV)

phaC1, phaC2, phaZ(PHA
depolymerase), and phaJ4

Lauric acid

Pseudomonas
putida KT2440

Poly(3-hydroxydecanoateco-3-hydroxydodecanoate)
(P(3HD-co-3HDD)), with
90.01 mol% 3HD and 58.60
mol% 3HDD

3-Ketoacyl-CoA thiolase
(FadA),3-hydroxyacyl-CoA
dehydrogenase(FadB),
Malonyl-CoA-ACP
transacylase(FadD), phaC
and Renoyl-CoA hydratase
(phaJ)

Sodium
octanoate and
sodium
decanoate

Mutant
Pseudomonas
mendocina
NKU-Δβ5

P(3HD-co-3HDD) with
FadA, FadB, FadD, phaC
94.71 mol% 3HD and 68.67
and phaJ
mol% 3H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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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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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ecan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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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U-Δ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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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 and its copolymers

Genes and enzymes

Carbon sources

Polyhydroxybutyrate (PHB)

phaC1, Vitreoscilla
hemoglobin(vgb) and phaJ5

Fructose under
oxygen
limiting
condition

Polyhydroxyalkanoate (PHA)

6-Phosphogluconate
dehydrogenase(gnd)

Carbohydrates
and plant oils

Poly(3-hydroxybutyrateco-4-hydroxybutyrate)
(P3HB4HB)

4-hydroxybutyrate-CoA:CoA
transferase(OrfZ), succinic
semi aldehyde
dehydrogenase
(4hbd-SucDogdA),
Glucose
orfZ-encoding enzyme was
replaced by γ-butyrolactone
(GBL), high-resolution control
of gene expressions(HRCGE),
fluorescence reporter (sgfp)

Microorganisms

Metabolically
engineered
Cupriavidus
necator H16
Pseudomonas
sp. LFM046

Recombinant
Halomonas
bluephagenesis
TD68-194

* N. Ojha & N. Das, 2021

라. PHA 생산의 주요 단점
현재, 미생물성 바이오플라스틱 생산량은 매년 생산되는 석유계 플라스틱의 단 1% 수준
으로 분석되고 있다. Biocycle PHB Industrial SA(Serrano, SP, Brazil), Metabolix®
(Woburn, MA, USA), Tianjin Green Bioscience Co., Ltd. (Tianjin, China), 및
Procter & Gamble Co., Ltd. (Cincinnati, OH, USA)과 같은 기업들이 PHA를 상업
용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몇몇 PHA와 PHB, poly-4-hydroxybutyrate (P4HB)과
P(3HB-co-4HB) 같은 일부 혼성중합체들이 대량으로 생산되어 제한적으로만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PHA 산업의 활성화 저해요소는 전통적인 합성플라스틱인 폴리에텐(PE), 폴리프로필
렌(PP), 및 폴리락틱산(PLA)보다 거의 3배 이상의 높은 생산비용 때문이다. 높은 생산비
용은 기질(substrates) 및 가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낮은 PHA 생산성도 또한
PHA 관련 산업의 부흥에 영햐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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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속가능한 PHA 생산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료
플라스틱 폐기물을 포함한 대량의 농공업 폐기물들이 매년 발생되고 있고 환경오염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생물폐기물들은 탄수화물, 리그닌,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
스, 탄화수소, 지방산, 단백질, 및 지질을 함유하고 있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PHA
생산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24. PHA 생산을 위한 낙농업, 리그노셀룰로오스 폐기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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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은 기질 특이적 효소 대사를 통해 다양한 산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PHA
생산의 경우, 여러 미생물들이 동일한 기질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조성을 가진 PHA
를 생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Pseudomonas spp는 glucose 등을 사용하여 poly
(3-hydroxyhexanoate, P3HHx)와 같은 MCL-PHA를 생산할 수 있다. 반면 Ralstonia

eutropha는 glucose를 이용하여 P3HB만을 생산한다. 표 16은 PHA 및 그 중합체
생산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과 폐기물 기반 탄소원의 응용에 관한 최신 정보를
나타낸다.
표 16. Sustainable waste carbon sources used for the biosynthesis of PHA and its
copolymers using various microorganisms
Cheap carbon
sources

Micro-organisms PHA and its copolymers

PHA yield

References

Dairy and food wastes
Bacterial strains
Whole/crude whey
Whey permeate
and whey
retentate

2.20±0.11 g/L and
Bacillus
Poly(3-hydroxybutyrate)
productivity(0.05 g
megaterium Ti3
(P3HB/PHB)
PHA/L/h)

Israni et al.
(2020)

Hydrogenophaga
pseudoflava
DSM1023

Deproteinized dairy Mixed microbial
wastes
cultures

PHA

0.6-0.8 g/L

Koller et al.
(2019)

Polyhydroxyalkanoate
(PHA)

62±4.5% of total
dry cell
weight(DCW)

Colombo et al.
(2019)
Bustamante et
al.
(2019)

Whey

Caulobacter
segnis DSM
29236

PHB

9.3 g/L of PHB
with a wield of
37% of its DCW

Cheese whey

Burkholderia
sacchari

PHB

5.15±0.26 wt% de Andrade et al.
0.06 g/L
(2019)

Synthetic and
Engineered
anaerobically
Ralstonia
digested food
eutropha
waste-derived
Re2133/pCB81
volatile fatty acids
Cheese whey
permeate

Bacillus
megaterium
NCIM 5472

Poly(3-hydroxybutyrate
-co-3-hydroxyhexanoat 52% w/w PHA of
e)(PHBHHx/P(3HB-coDCW
3HHx)) with 18.5% HHx

PHB

Bhatia et al.
(2019a, b, c)

8.29 g/L with
yield of 75.5% of Das et al. (2018)
its total D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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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ap carbon
sources
Protein-rich
cheese whey
waste

Micro-organisms PHA and its copolymers

PHA yield

References

12-14 wt% of
total DCW

Oliveira et al.
(2018)

Pernicova et al.
(2019)

Poly(3-hydroxybutyrate
Mixed microbial -co-3-hydroxyvalerate
cultures(MMCs) (P(3HB-co-3HV)/P3(HB
-co-HV)/PHBV)

Hydrolyzed
whey+additives

Halomonas
halophila

PHB

0.05 g/L/h PHB

Fermented whey
powder

Mixed microbial
cultures(MMCs)

P3(HB-co-HV)

0.6 Cmol
PHA/Cmol

Hydrolyzed whey
permeate+additives

Haloferax
mediterranei

P3(HB-co-HV)

substrate
0.148 g/L/h

Gouveia et al.
(2017)
Koller et al.
(2015)

Waste frying oils
Bacterial strains
Waste sunflower
oil combined with
digestate chicken
manure

Cupriavidus
necator
H16
Recombinant

Sludge palm oil

P(3HB-co-3HHx)
P(3HB-co-22 mol%

75.1 1.4% of
DCW

74 wt% of CDW

3HHx)

Waste egg yolk

Cupriavidus
necator
Re2133/pCB81

P(3HB-co-3HHx)

43.7% of DCW

Waste frying oil

Halomonas
hydrothermalis

P(3HB-co-3HV)

50% of the DCW

Coffee waste oil

Used cooking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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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priavidus
necator
Re2058/pCB113.

PHA

Engineered
PHBHHx with 78 mol%
Ralstonia
HB and 22 mol
69% of total DCW
eutropha Re2133
% HHx
Burkholderia
thailandensis

PHA

60% of the DCW

Altun (2019)

Thinagaran and
Sudesh (2019)

Hong et al.
(2019)
Pernicova et al.
(2019)
Bhatia et al.
(2018)
Kourmentza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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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ap carbon
sources

Micro-organisms PHA and its copolymers

PHA yield

References

11.7–32.5% of

Sharma et al.

DCW

(2017)

P3HB

87 wt% of DCW

Ng et al. (2010)

P(3HB-co-3HV)

19.50 g/L, 60% of
the total DCW

Ojha and Das
(2018)

Vegetable oil
(octanoic acid,
nonanoic acid,
fresh canola oil,
waste canola fryer
oil, or biodieselderived waste free

Mutant
Pseudomonas
chlororaphis
PA23-63

MCL-PHA

fatty acids)
Jatropha oil and
urea

Cane molasses
and waste palm oil

Cupriavidus
necator
H16
Wickerhamomyces
anomalus
VIT-NN01
(indigenous
yeast)

Lignocellulosic wastes
Bacterial strains
Fructose syrup

Halotolerant
Halomonas sp.
YLGW01

PHB

Agave bagasse
hydrolysate

Achromobacter
mucicolens

PHB

31.3 g/100 g of
DCW

Clifton-García
et al. (2020)

PHBㅍ

637.556 mg/L

Yin et al. (2019)

Lignocellulosic
feedstock
(activated
sludge)

Mixed microbial
cultures (MMCs)

Plant biomass
hydrolysate
Barley biomass
hydrolysate
Miscanthus
biomass
hydrolysate
Pine biomass
hydrolysate

95.26 1.78% of
the total DCW

Park et al. (2020)

1.8 g/L

Ralstonia
eutropha
5119

PHA
2.0 g/L

Bhatia et
al.(2019a)

1.7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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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ap carbon
sources

Micro-organisms PHA and its copolymers

PHA yield

References

Madhuca indica
flower extract

Ralstonia
eutropha

PHBV

1.44 0.016 g/L
with yield of
49.4% of DCW

Kerketta and
Vasanth (2019)

Chicken feather
hydrolysate with
waste
frying oil

Cupriavidus
necator

P(3HB-co-3HV)

50% of the total
DCW

Benesova et al.
(2017)

Xylose-based
hydrolysate from
eucalyptus extract

Engineered
Escherichia
coli

Poly
(lactate-co-3-hydroxyb 5.4 g/L, 62.4% of Takisawa et al.
utyrate)
the total DCW
(2017)
P(LA-co-3HB)

Fruit peel wastes
Bagasse extract
Orange peel
extract
Banana peel
extract

Halomonas
campisalis118
MCM
B-1027

0.36 g/L
P3(HB-co-HV)
Kulkarni et

0.33 g/L

Kulkarni et al.
(2015)

0.11 g/L
Yeast strains

Banana peels and Halophilic Pichia
chicken feather
kudriavzevii
hydrolysate
VIT-NN02

P(3HB-co-3HV)

79.68 0.2% of
the total DCW

Ojha and Das
(2020a, b)
Prakasan et al.
(2016)

Starch

Candida tropicalis
BPU1 (wild type)

PHB

39% of total DCW

Casamino acids,
dextrose, oleic
acid,
tween 80, triolein

Yarrowia
lipolytica
(genetically
engineered)

PHB

5% of total DCW Gao et al. (2015)

Xylose

Saccharomyces
cerevisiae
(genetically
modified)

PHA

2% of the total
DCW

Sandström
et al.
(2015)

Plastic recycling wastes and their by-products
Bacterial strains
Glyc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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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notrophomon
as
rhizophila

(PHB-co-HV)

13.7 g/100 g
DCW

Clifton-García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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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ap carbon
sources

Micro-organisms PHA and its copolymers

PHA yield

References

Glycerol

MCL-PHA, poly
2.6 g/L, 47.3% of
(3-hydroxybutyratecothe DCW
Antarctic
3-hydroxyhexanoate-co
Pseudomonas
-3-hydroxyoctanoatesp. MPC6 and
co-3-hydroxydecanoate
Pseudomonas
-co-3-hydroxydodecan 1.3 g/L, 34.5% of
sp. MPC5
the DCW
oate) (P(3HB-HHxHO-HD-HDD))

Pacheco et al.
(2019)

Glycerol with
aquawaste fish oil

Poly
(3-hydroxybutyrate-coSalinivibrio sp.
51.5 wt% of the
4-hydroxybutyrate)
M318
DCW
(P(3HB-co-4HB))
and P(3HB-co-3HV)

Van Thuoc
et al.
(2019)

Waste glycerol

Zobellella
taiwanensis
Azu-IN1

P(3HB)

3.73 g/L, 61.7%
Abdel-Rahman
(w/w) of the total
et al. (2017)
DCW

MCL-PHA copolymer

Glycerol

Styrene

Waste glycerol

Arctic
psychrotrophic
bacterium
Pseudomonas
sp. PAMC 28620

Poly
(3-hydroxyoctanoateco-3-hydroxydecanoate 52.18 4.12% of Sathiyanarayanan
-co-3-hydroxydodecan
DCW
et al. (2017)
oate-co-3-hydroxytetra
decanoate)
(P(3HO-co-3HD-co-3H
DD-co-3HTD))

MCL-PHA, Poly
(3-hydroxyhexanoateco
-3-hydroxyoctanoateco-3-hydroxydecanoate
Pseudomonas -co-3-hydroxydodecan
putida
oate-co-3-hydroxytetra
NBUS12
decanoate)
(P3(HHx-HOHDHDD)) with
2:42:1257:17:1 mol%
monomer units
Zobellella
denitrificans
MW1

P(3HB)

32.49 2.40%
from
1.28 0.10 g/L
DCW

Tan et al. (2015)

87% of total DCW

Ibrahim and
Steinbüchel
(2010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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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PHA 바이오플라스틱 관련 최신 연구 현황
PHA는 식품포장, 의생명공학, 자동차 및 항공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
능하다. PHB 및 poly(3-hydroxybutyrate-co-3-hydroxyvalerate) 즉, PHBV는 우
수한 생체적합성 및 생분해성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른 생체고분자 물질 중에서도 식품
포장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합성된(naturally synthesized) PHB
중합체들은 소수성 및 낮은 기계적 성질로 인해 응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3-HB 기반의
다양한 중합체 제조를 통해 PHB 및 PHBV의 열적·기계적 특성을 강화하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1∼100 nm 범위를 갖는 나노구조 재료는 나노입자/나노클러스터(zero dimensions),
나노로드(rods)/나노튜브(one dimension), 나노박막 (two dimensions), 및 나노재료
(three dimensions)와 같은 구조적 요소(elements) 혹은 클러스터(cluster)를 구성한
다. 이러한 나노구조물질들은 높은 비표면적과 우수한 강도 뿐만 아니라 자기성, 확산성,
광학성, 가용성, 열역학적 특성 등 물리화학적 특성이 독특하여 PHA와 복합화를 통해
PHA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나노구조물질(>100 nm)을 PHA와
조합하면 그림 25와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PHA 나노복합재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림 25. 나노물질 조합 기능성 미생물 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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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Fabrication of multifunctional microbial plastics and their applications
Nano blended microbial
plastics

Fabrication
method

Properties

Applications

References

PHA nanocomposites
Poly(3-hydroxybutyrate-coImproved thermal,
3- hydroxyvalerate) (PHBV)
mechanical, barrier,
Antibacterial
with Silica oxide
Solution casting
and antibacterial
Ojha and Das
food
nanoparticles (SiO2)
technique
properties. Enhanced
(2020a, b)
packaging
(PHBHV/SiO2)
biodegradability and
nanocomposite
biocompatibility
Polyhydroxyalkanoates
Multifunctional and
(PHA) with tailor-made long
robust PHA
Functional
alkyl chain quaternary salt Compounding PHA nanocomposites with
material for
(LAQ)
with GO-gsuperior gas barrier,
food
functionalized graphene
LAQ
heat resistance, and
packaging
oxide (GO-g-LAQ)
inherent antibacterial
(PHA/GO-g-LAQ)
properties

Xu et al.
(2020)

Poly (3-hydroxybutyrate)
(PHB) based calcium-iron
Sustained drug
Potential use
layered double hydroxide
Impregnation
release and high
in
(Ca-Fe LDH)
method and In
Kumari et al.
bactericidal activity. antibacterial
nanocomposites loaded
vitro drug release
(2020)
Highly biocompatible therapy, drug
with norfloxacin (NFX) as a
assay
and biodegradable
delivery
model drug
(PHB/PEG/3NFX LDH)
Combined
antibacterial
Promising for
properties
the
(bioactivity) with
treatment
sustained drug
and
Poly
Injection molding. release, higher glass prophylaxis
(3-hydroxybutyrate-coCompounded
transition
of bone
3–6% hydroxyvalerate)
using a rotary
infection
temperature, and
de Almeida
(PHBV) with Nanodiamond
evaporator
stronger interface
Neto et al.
(nD) and nano
(PHBV/nHA/VC/n
Enhanced flexural
(2019)
hydroxyapatite (nHA) loaded
D-R) or a
elastic
with Vancomycin (VC).
spray-dryer
modulus, good
(PHBV/nHA/VC/nD-R) or
(PHBV/nHA/
adhesion and growth Bone defect
(PHBV/nHA/VC/nD-SD)
VC/nD-SD)
of cells on the
filling
specimens,
material
noncytotoxic and
non-cytostatic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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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 blended microbial
plastics

Fabrication
method

Properties

Applications

References

PHBV/PBAT/nanoclay
nanocomposite pellets

Melt extrusion
process,
compression
molding, and cast
film extrusion
methods

Improved
mechanical, barrier
(oxygen and water
vapor permeability)
and rheological
properties

Flexible
packaging
biomaterial

Pal et al.
(2020)

Excellent
PHB-chitosan
hydrophilicity,
(Cs)/multi-walled
compressive
carbon nanotubes
nBG/nTiO2
strength, and surface
(MWCNTs)
scaffolds by foam
roughness
nanocomposite coating replication method
Bone tissue
High proliferation and engineering
deposited on nano-bioglass
and coated
viability of MG-63
(nBG)-titania (nTiO2)
with
cells and higher
(PHB-Cs/
PHB-Cs/MWCNTs
secretion
of alkaline
MWCNTs-nBG/nTiO2)
phosphatase
scaffolds
Biocompatible

Parvizifard
and Karbasi
(2020)

Thermally stable,
mechanically durable,
and resistant to
microbial attack
PHB-silver nanocomposite
(PHB-Ag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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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casting
technique

PHB with cobalt oxide
(Co3O4) nanoparticles
(PHB-Co3O4)
bionanocomposite

In situ synthesis,
Taguchi
method

Cadmium sulfide (CdS)
nanoparticles/PHB
(CdS/PHB) nanocomposite

Chemical
precipitation
method
and solution
casting technique

Stable,
polydispersive, and
hydrophobic,
excellent migration
properties against
food
stimulants

Food
Jayakumar
packaging
et al. (2020)
applications

Improved structural Pharmacolog
and thermal
ical,
properties
medicinal,
and dentistry Safaei et al.
Antibacterial activity packaging
(2020)
against
and
multidrug-resistant
medical
bacteria
applications

Improved thermal
properties

Packaging
material

Riaz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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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 blended microbial
plastics
Poly-3-hydroxyoctanoate
(PHO) with vinyl trimethoxy
silane
grafted sepiolite
(VTMS-g-Sep) to formulate
sepiolite/poly-3hydroxyoctanoate
(Sep/PHO) nanocomposite

Fabrication
method

Melt blending
technique

Valorization of
apple waste
Coating with
impregnation
method

Chemical
precipitation
PHB/zinc sulfide (ZnS)
method
(PHB/ZnS) nanocomposite
and solution
casting technique

PHB/copper sulfide
(PHB/CuS)
composite

PHB with zinc oxide (ZnO)
nanoparticles (PHB/ZnO)
nanocomposite

Enhanced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Excellent
biodegradability

Zirconium oxide-PHB (ZrO2/
Solution casting
PHB) or zirconium
technique
hydroxidePHB (Zr(OH)4) composite

Bacterial cellulose-based
nanopapers (NPs) with
mediumchainlength
polyhydroxyalkanoate
(MCL-PHA) (NP/PHA-e)
nanocomposite

Properties

Immobilization,
aqueous to
organic (hydrosol
to organosol)
phase transfer
method

Solution casting
technique

Excellent thermal
properties

Applications

References

Excellent
packaging
material

Masood et al.
(2019)

Food
da Silva et al.
packaging
(2019)
applications

Improved
hydrophobicity,
antioxidant, and free
Potential
radical
active apple
scavenging capacity
wastederived
Urbina et al.
Enhanced
multicompon
(2019)
elastomeric
ent
properties
packaging
film
High transparency
and low
oxygen permeability
Enhanced heat
resistance and
thermal properties

Photocatalytic
degradation

Packaging
applications

Riaz et al.
(2018)

Photocatalyti Ismail et al.
c application
(2018)

Food
packaging
Díez-Pascual
High mechanical and material,
and Diezbarrier strength,
pharmaceuti
Vicente
antibacterial activity cal drugs,
(2014)
capsules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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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 blended microbial
plastics

Fabrication
method

Properties

PHA-silver nanoparticles
(SNP)
(PHA-SNP)

Dispersed colloids
of PHA using
sodium
borohydrate
(NaBH4) as
reducing agent

Enhanced the
stability of
colloidal silver
nanoparticles

Applications

References

Biomedical
and
Phukon et al.
packaging
(2011)
applications

Filtration process
PHB-functionalized
and solution
High permeation flux
Biomembran
MWCNTs
casting technique.
and selectivity
e in
into a chitosan matrix
Pervaporation
towards water
biomedical
(PHB-MWCNTs-chitosan)
process of
Improved dispersion
applications
membrane
1,4-dioxane
and biocompatibility
dehydration

Ong et al.
(2011)

PHA-polymer hybrids/blends

P3HB with poly (ethylene
glycol) (PEG) (PHB/PEG)
hybrid

Reduced roughness,
increased
hydrophilicity, protein
adsorption, and
Simple blending
Biomedical
higher
method
applications
biocompatibility

Israni et al.
(2020)

Enhanced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Polylactide/
polyhydroxyalkanoate/
nanofibrillated
polytetrafluoroethylene
(PLA/PHA/PTFE)
composites

High-pressure
foam molding
(FIM) process
combined with
mold-opening
technique

Feasible bio-foams
with high expansion
ratio and a desirable
cellular structure

Biomedical
applications
High-molecular chain
entanglements and
enhanced impact
strength

Lee et al.
(2020)

Enhanced thermal and
Simple
compression strength
impregnation
Good stability, easy Promising for
method.
Functionalized bacterial
tissue
diffusion
of water and
Highly hydrophilic
cellulose (BCA) with PHBV
engineering Oprea et al.
nutrient
exchange/
BC was surface
(BCA/PHBV) blended
scaffolds and
(2020)
functionalized by transport, nano-sized
scaffold
regenerative
amination (BCA) to fibrous network with
interconnected open medicine
improve its
porosity, excellent
affinity to PHBV
biocompa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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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 blended microbial
plastics

Candida antarctica lipase B
mediated functionalized poly
(3-hydroxybutyrate-co-3hydroxyvalerate)
(P(3HB-co-3HV)) with
ascorbic acid
(P(3HB-co-3HV)-ascorbic
acid) blend

Fabrication
method

Properties

Applications

References

Esterification

Lower degree of
crystallinity, higher
thermal degradation
temperature and
hydrophilicity
Excellent scavenging
activity and
biodegradability

Antioxidant
active
biomaterial,
biomedical
applications

Bhatia et al.
(2018)

Packaging
material

Ju et al.
(2014)

Poly(ɛ-caprolactone) (PCL)
composites reinforced by
Melt compounding
PHBV
fiber (PCL-PHBV) hybrid

Enhanced tensile
strength and storage
modulus
Improved thermal
stability and
biodegradability

Photoinitiated
cationic
Epoxy networks of PHA
ringopening
Higher degradability Biomedical
Lorenzini
with isosorbide derivative polymerization in
and thermal stability applications et al. (2015)
blends
the presence of
diaryliodonium salt
(I 250)
Nano blended microbial
plastics

Fabrication
method

Properties

PHA/silsesquioxane blend

Sol-gel process,
conventional
acidic, basic
hydrolysis, UV
curing in the
presence of
cationic
photo-initiator

High crystallinity,
thermal stability,
photocatalytic
properties

Applications

References

Biosensor,
Lorenzini
medical
et al. (2014)
applications

PHA nanoparticles
Enhanced mechanical
properties, excellent
extensible materials
Poly-3-hydroxybutyrate-co
preserving their
-hydroxyhexanoate
Food
mechanical
nanoparticles
Solvent-evaporation
packaging
resistance
(PHBHHx-NPs) within whey
technique
bioactive
protein (WP)
Enhanced barrier
film
(PHBHHx-NPs-WP)
properties towards
scaffold
O2, the permeability
to both water vapor
and CO2

Corrado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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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 blended microbial
plastics
Epirubicin (EPI) loaded
EPI-PHB-PEG and
EPI-PHBV-PEG
nanocarriers

Carboxylated MCL-PHA
nanosuspension

PHB-curcumin
encapsulated
nanoparticles

Fabrication
method

Properties

Applications

References

Ideal drug
nanocarriers

Nanoprecipitation
Perveen et al.
Drug delivery
method
(2020)
Excellent antibacterial
properties
Carboxylation
Enhanced stability of
using
Biomedical Peprah et al.
colloidal
mercaptoundecan
nanomaterial
(2018)
MCL-PHA
oic acid
Nanoprecipitation
method using
dichloromethane
as solvent.

Sustained drug
release carrier

Drug delivery

Senthilkumar
et al. (2017)

Emulsification–solv
ent
evaporation
Enhanced
technique, diblock hydrophobic PHA
Amphiphilic P(3HB-co-3HV)
copolymers
segments buried in
or
formulated by
the core and
P(3HB-co-4HB) with
Shah et al.
chemical coupling could be used as safe Drug delivery
monomethoxy poly(ethylene
(2010)
of P(3HB-cocarriers for
glycol) (mPEG) (PHA–mPEG)
3HV) or
the controlled release
copolymeric nanocontainers
P(3HB-co-4HB) to
of a variety
mPEG through of hydrophobic drugs
transesterification
reaction

 PHA 나노복합재
나노구조 물질(nanostructured materials)은 표면적과 강도가 높아 충전재로서 매
트릭스의 결정도 및 결정화 온도를 상승시키기며, 또한 mass transport barriers로서
작용하여 열적 안정성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나노물질들은 고유의 기계적 열적 전도성과
낮은 열팽창계수로 인해 생체고분자와의 복합재 제조에 있어 이상적인 충전체로서 사용
이 가능하다. 각기 고유한 크기와 구조를 갖는 유리, 탄소, 셀룰로오스 섬유, 및 탄소나노
튜브 등을 포함한 나노섬유가 미생물성 바이오플라스틱(PHA)에 대한 나노충전제로 사
용되고 있다. 나노충전제는 PHA 나노복합재의 결정화 속도, 열적 안정성, 및 강성을 향
상시킨다. 나노물질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결정화 속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첨가량
이 낮은 경우 결정화 속도가 빨라진 반면, 첨가량이 높은 경우 결정화 속도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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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세포벽에서 얻을 수 있는 미세결정형 셀룰로오스(MCC)는 복합재와의 가교를 통해
PHBV를 강화시킴으로써 열적, 기계적 및 결정화 특성을 향상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셀룰로오스 나노결정(CNCs)을 캐스팅을 통해 PHBV와 결합시켰고
결과적으로 열적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소량의 나노입자 충전체를 PHA 매트릭스에 추가하였을 때 열적, 기계적 및 베리어
성능이 강화되었다. 또한, 항생제, 항산화제 또는 산소 소거제를 첨가함으로써 미생물 증
식이 억제되고 원하는 품질을 보존하는 항균 포장 물질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열적, 기계
적 특성이 강화된 PHA 나노복합재 제조를 위해 PHA를 기타 중합체들(나노섬유)과 혼
합하거나 탄소나노튜브(MWCNT), 셀룰로오스 나노크리스탈(CNCs) 등과 같은 나노충
전체로 충전할 수 있다.
 PHA 하이브리드 중합체
PHBV 및 PHB와 같은 미생물성 바이오플라스틱은 gelatin, chitosan, starch,
cellulose, cellulose acetate(CA), butylene adipate-co-terephthalate(PBAT),
poly(lactic acid), poly(propylene carbonate)(PPC), poly(caprolactone)(PCL),
poly(butylene succinate)(PBS) 및 poly(ethylene succinate)(PES)과 중합하여 향상
된 특성을 갖는 PHA 하이브리드 나노복합재를 만들 수 있다. 우수한 물성과 유연성 및
열적 안정성을 가진 PBS는 열가소성 폴리에스테르로서 용액 캐스팅을 통해 PHBV와 중
합체를 형성할 수 있다. PHBV-g-PBS 중합체의 상용성은 dicumyl peroxide(DCP)을
PHBV/PBS 및 PHB/PBS와 결합하였을 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PBS 입자크기가
PHBV 및 PHB 내에서 콤펙트(compacted)하게 형성됨으로써 기계적 특성이 향상된다
는 보고가 있다. 또, trifluoracetic acid을 공용매로 사용하여 PHB와 키틴의 탈아세
틸화 산물인 poly(β-1,4)-2-amino-2-deoxy-D-glucopyranose를 교반함으로써
PHB-키토산 혼합물을 제조할수 있으며, 무기입자인 이산화티탄(TiO2) 나노충전제를
PHBV/PCL와 용융 혼련하였을 때 PHBV/ PCL/TiO2 하이브리드의 열적·기계적 특성
이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항암치료 및 약물전달용 PHA 나노수송체
항암치료의 가장 주된 목표 중의 하나는 정상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양성부위
의 암세포를 치료하는 것이다. 최근, 비 기질특이적 지질 분해효소(non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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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ases) 및 에스테르 분해효소(esterases)에 의한 생분해성을 가진 PHA 나노입자
(PHANP)가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유방암세포 치료를 위해,
PHANP에 엽산염(folate)의 작용기를 연결하여 엽산염 수용체 α의 발현을 감소시킨다.
또, 살아있는 암세포와 죽은 암세포를 추적하기 위해, 형광 태그(fluorescent tags)가
부착된 작용기들을 PHANP에 접합시켜 항암치료 과정에서 암세포 부위를 추적하고 해
당 부위에 약물을 주입한다. 형광 태그가 부착된 PHANP를 유방암세포인 MT3균주에
결합시켜 암세포의 회복 중 나노추적자로 사용하였다.
PHANP는 약물을 담지하고 조절하여 서서히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높아 서방
형 약물 방출과 개선된 치료성능을 가진 우수한 나노수용체로 여겨진다. 즉, 약물을 캡슐
화시킨 후 정상세포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환부로 안전하게 이를 운반하는 치료용 나노
수송체로서 PHANP가 사용될 수 있다. 한 보고서에서는, triple emulsion method를
통해 PHANP와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을 접합시키고 레보플록사신의 생체 외 방
출을 투석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레보플록사신만 있는 상태보다 레보플록사신과 결합된
PHANP는 용해성,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치료가능성(therapeutic availability)
이 개선되었다. 또한, 치료 후 22시간 동안 90% 약물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에스테르 교환반응을 통해 bis (2-ethyl hexanoate)과
접합된 mPEG를 poly(3-HV-co-4-HB)와 반응시켜 무정형 양친성 블럭 중합체인
P(3HV-co-4HB)-monomethoxy poly(ethylene glycol) (P(3HV-co-4HB)-mPEG)를
합성하였다. Cisplatin(방광암 치료제)-loaded PHANPs를 화학요법(chemotherapeutic)
을 통해 조절 방출한 결과, 시스플라틴 접합 PHANP가 종양세포의 안쪽으로 내재화
(internalization)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시스플라틴 접합 PHANP는 종양세포증
식을 억제하고 그 종양세포가 세포자연사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발견되
었다.

90

PART

06
결론 및 시사점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PART

06

결론 및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제품 사용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계 비분해
성 플라스틱 대체를 위한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
로벌 기업은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경쟁력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 앞다
투어 나서고 있다. 특히, 유럽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자원으로부터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사용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
술을 개발하여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을 일방형에서 순환형 구조로 바꾸고자 노력하
고 있다.
 대표적 생분해 플라스틱인 천연 고분자계 바이오플라스틱은 생분해성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이지만 약한 물성, 내수성, 투기성, 생산성, 가격경쟁력 등의 단점으로 인해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PHA와 같은 미생물 합성계의
경우, 분해 기간 조절이 가능하여 유통기한이 길어 발효식품의 포장재로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개발된 PHA 나노복합재 및 PHANP는 석유화학적으로 생산한 합성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다. PHA 기반의 공중합 바이오폴리머의 경우 조직공학,
골 스캐폴드, 수술용 임플란트, 및 상처와 혈관 치료를 위한 약물전달과 같은 의료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유망한 물질로서 입증되었다. 또한, PHA 및 중합체를 키토
산 및 항생제를 함침시킨 셀룰로오스와 같은 생체고분자 물질과 결합시킴으로써
우수한 스마트 활성 포장 바이오소재를 생산할 수 있고 이는 비생분해성 포장소재
를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신소재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PLA의 경우 특정 기업에서 오랜 연구를 통해 경제성 있는 바이오·화학 융합 공정
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 기업계에서는 일부에서 옥수수
전분을 이용한 PLA 등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협소한 시장 규모와 바이
오플라스틱 전주기적 요소기술의 부재로 인해 대체적으로 가공 중심의 바이오플
라스틱 산업이 우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
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국산화 및 자립화를
위해 원료-소재-제품-순환의 전주기 기술의 개발 및 실증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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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제품은 아직까지 도입단계로,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석유
기반 플라스틱에 비하여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기존 플라스틱과의 경쟁이 가능하
도록 기업차원에서 연구개발 확대로 물성 개선과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해야겠지
만, 신성장동력 진흥을 위한 사업화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장을
창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직 국내 바이오화학 제품 시장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도 있지만, 바이오 제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바이오화학 제품 소비 증진을 위한 소비자단체 등과의 소통 강화도 필요하다.
 바이오플라스틱 품질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식 인증제도 및 표준이 없으며,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시험 및 공인 가능한 표준제도가 우선되어야 하고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도 필요
하다. ‘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에서 바이오플라스틱 표기 인증을 진행하고 있
으나 이는 공식적 인증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을 석유 기반 플라스틱과 구분 짓는 구체적 함량 규정도 부재하다.
국제표준과 연계되는 바이오플라스틱 인증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이
협력하여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를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기술 경쟁에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틈새시장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바이
오화학산업이 자동차, 섬유, 건설, 전자 등 전방 수요산업의 필요에 부합하는 제품
을 만들어 공급할 때 소재와 수요 산업 간 원활한 선순환 구조와 혁신생태계가 조
성된다. 이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재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
재-수요 기업 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수요산업에서 바이오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을 차별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수요기업의 필요가
실용화 연구개발에 반영되어 바이오플라스틱을 적용한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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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임업경제동향 2000년/가을. 2000.
174. 임업경제동향 2000년/겨울. 2001.
175. 임업경제동향 2001년/봄. 2001.
176. 일본의 산촌진흥시책. 2001.
177. 비무장지대 조사방안 토론회. 2001.
178. 임업경제동향 2001년/여름. 2001.
179. 숯과 목초액 이용. 2001.

180. 온․한대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준
및 지표. 2001.
181. 임업경제동향 2001년/가을. 2001.
182. 한국의 근․현대 산림소유권 변천사. 2001.
183. Green GNP와 산림자원계정. 2001.
184. Traditional Knowledge for Soil Erosion Control in
the Republic of Korea. 2001.
185. 산림유역의 비점오염원 관리 - 산림작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 -. 2001.
186. 주요국의 산림․임업정책. 2001.
187. 주요국의 산림․임업법률. 2001.
188. 임업경제동향 2001년/겨울. 2002.
189. 임업경제동향 2002년/봄. 2002.
190. 임업경제동향 2002년/여름. 2002.
191. 도시림의 합리적 이용‧관리방안. 2002.
192. 외국의 산불예방과 진화. 2002.
193. 우리나라 귀화식물의 분포. 2002.
194. 중국임업 및 임산업투자환경. 2002.
195. 임업경제동향 2002년/가을. 2002.
196. 산림수문 장기모니터링 자료집(산림유역의 물순환 조사).
2002.
197. 북미산 활엽수재의 재질과 용도. 2002.
198. 백두대간의 생태계 현황 및 관리범위 설정. 2003.
199. 세계의 산림자원과 목재무역. 2002.
200. 2002 수요열린 세미나 자료집. 2003.
201. 임업경제동향 2002년/겨울. 2003.
202. 임업경제동향 2003년/봄. 2003.
203. 생물반응기와 생물체 대량배양. 2003.
204. 대기오염과 산림생태계 변화모니터링. 2003.
205. 임업경제동향 2003년/여름. 2003.
206. 흰개미의 생태와 방제. 2003.
207. 홍릉수목원의 버섯. 2003.
208. 주요국의 산림계획제도. 2003.
209. 임업경제동향 2003년/가을. 2003.
210. 북한 산림․임업동향. 2003.
211.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작성 기초 연구. 2003.
212. 제초제 내성 관여 유전자와 효소, 제초제의 생화학
및 대사, 형질전환 식물의 잔류물질. 2003.
213. GM 수종의 환경적 고찰. 2003.
214. 포플러의 생물학. 2003.
215. 조선시대 국용임산물(전국지리지의 임산물 항목을
중심으로). 2004.
216. 2003 수요열린 세미나 자료집. 2004.
217. 임업경제동향 2003/겨울. 2004.
218. 산림수자원 모니터링. 2004.
219. 채종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2004.
220. 임도밀도 목표량 산정연구. 2004.
221. 임업경제동향 2004년/봄. 2004.
222. 동북아 지역의 사막화 원인과 대책. 2004.
223. 휴양림 목조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2004.
224. 알기 쉬운 소나무재선충. 2004.
225. 임업경제동향 2004년/여름. 2004.
226. 생태계접근법의 개념과 이행지침. 2004.
227. 임산물품질인증지침. 2004.
228. 두릅나무 및 음나무 재배기술. 2004.
229. 임업경제동향 2004년/가을. 2004.
230. 표고와 송이의 최근 재배동향. 2004.
231. 기후변화 협약 관련 IPCC 우수실행지침. 2004.
232.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수종. 2004.
233. 2004 토요세미나 자료집. 2005.
234. 임업경제동향 2004년/겨울. 2005.
235. FSC 산림인증 심사용 Check list. 2005.
236. 임업경제동향 2005년/봄. 2005.
237. 목재 유통구조 분석. 2005.
238. 광릉시험림 천연소나무림 실태조사. 2005.
239. 일본의 임지개발허가제도. 2005.
240. 임업경제동향 2005년/여름. 2005.
241. 2005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5.

242. 임산물품질인증지침(개정판). 2005.
243. 산지이용구분도 구축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
244. 실내공기환경과 목질제품. 2005.
245. 임업경제동향 2005년/가을. 2005.
246. 항공사진 입체표본철. 2005.
247. 이차대사산물 생산공장으로서의 식물세포배양. 2005.
248. WTO/DDA 목재류 분야 협상의 최근 동향. 2005.
249. 수목유래 isoflavonoids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공명 및 질량 분석 자료. 2005.
250. 독일가문비나무의 생물학. 2005.
251. 잣나무의 엽록체 유전체. 2005.
252.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수종 Ⅱ. 2005.
253. 목침목의 할열 방지 및 폐침목의 재이용. 2005.
254. WTO/DDA 농업협상의 논의쟁점과 단기소득 임산물의
대응방향. 2005.
255. 세계의 산불위험예보시스템. 2005.
256. 2005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06.
257. 임업경제동향 2005년/겨울. 2006.
258. 표고재배 및 병해충 관리. 2006.
259. 임업경제동향 2006년/봄. 2006.
260. 일본 국유림 레크레이션 숲 관련 제도. 2006.
261. 2006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6.
262. 임업경제동향 2006년/여름. 2006.
263. 일본 국유림 레크레이션 숲 관련 제도 Ⅱ. 2006.
264. 수목의 오존내성 매카니즘과 피해반응. 2006.
265. 소나무재선충병의 국제 연구동향. 2006.
266. 수목의 생리활성 탐색. 2006.
267. 기내배양을 이용한 산림자원의 증식. 2006.
268. 수목유래 Isoflanovoids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 공명 및 질량분석자료(II). 2006.
269. 산지계류의 생태적 복원방법. 2006.
270. 액화목재의 제조기술 및 이용. 2006.
271. 임업경제동향 2006년/가을. 2006.
272. 제주시험림 생태관광타당성 조사. 2006.
273. 기후변화협약과 산림. 2006.
274. 소나무재선충병 바로알기. 2006.
275. 북한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Ⅲ). 2006.
276. 통계로 본 산림자원의 변화와 임산물 수급추이. 2006.
277. EU․일본의 임업보조금. 2006.
278. 2006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07.
279. 소나무의 유전변이와 유전자원보존. 2007.
280. 임업경제동향 2006년/겨울. 2007.
281. 독일 및 이탈리아의 농산촌관광 정책과 현황. 2007.
282. 산림 항공사진 검색 시스템 사용자 메뉴얼. 2007.
283. 임업경제동향 2007년/봄. 2007.
284. 2007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7.
285. 핀란드 및 독일의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체제. 2007.
286. 임업경제동향 2007/여름. 2007.
287. 대나무․대나무숯․죽초액. 2007.
288. 산림유전자원 표본목록. 2007.
289. 제주지역의 임목유전자원. 2007.
290. 일본의 산촌진흥대책 추진매뉴얼. 2007.
291. 개량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원 조성 및 관리. 2007.
292. FSC 산림경영인증 및 CoC 목제품원료인증 교육자료집. 2007.
293. 임산물품질시험 인증지침. 2007.
294. 임산염료 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I). 2007.
295. 꽃송이버섯. 2007.
296. 수목유래 Isoflanovoids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 공명 및 질량분석자료(Ⅲ). 2007.
297. 목질탄화물의 흡착이용. 2007.
298. 임업경제동향 2007/가을. 2007.
299. 산림항공사진 영상판독시스템과 수치임상도
제작 사용자 매뉴얼. 2007.
300. 한국의 도시숲. 2007.
301. 리기다소나무림 관리방안. 2007.
302. FSC CoC 목제품원료인증 교육자료집. 2007.
303. 산불관리 원칙과 전략적 활동 지침. 2007.
304. 백두대간의 지리적 범위 구명 방안. 2007.

305. Post-2012 산림탄소 배출권 계정논의 동향. 2007.
306.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Ⅳ). 2007.
307. 2007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07.
308. 지역개발과 산지법의 신경향. 2008.
309. 일본의 산림기능구분과 산림관리. 2008.
310. 임업경제동향 2007/겨울. 2008.
311. 을수동 산림생태지도. 2008.
312. 지속가능한 관광 및 생태관광 인증. 2008.
313. 임업경제동향 2008/봄. 2008.
314. 2008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8.
315. 코린도 칼리만탄 조림지 임목자산 평가조사보고. 2008.
316. 임업경제동향 2008/여름. 2008.
317.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 현지조사 매뉴얼 -. 2008.
318. 수치임상도(1:25,000) 표준 제작체계. 2008.
319. 산림작업용 장비. 2008.
320. 백합나무(Liriodendron tulipifera L.) - 생장특성과 관리기술 -.
2008.
321. 제주시험림 야생동물 생태도감. 2008.
322. 모두베기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 2008.
323. 남산숲의 식생과 토양 특성. 2008.
324. 임산염료 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Ⅱ). 2008.
325. 지역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시험림 조성 및 특산수종 발굴.
2008.
326. 수치임상도 제작 운영ㆍ관리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2008.
327. 영상탑재 현장조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008.
328.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Ⅴ). 2008.
329. 해외 바이오매스 이용 현황 - 일본 -. 2008.
330. 산림의 유전자원 보존. 2008.
331. 임업경제동향 2008/가을. 2008.
332. 외래 유전자 도입 포플러 데이터베이스. 2008.
333. 산림생태계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접근! 산지소생물권.
2008.
334. 희귀 산림유전자원 보존 연구. 2008.
335. 유실수의 유용성분 분석. 2008
336. 국내외 숲해설 관련 인증제도. 2008.
337. 호두과피 탈피기 개발 및 이용. 2008
338. 품질인증 방부처리목재 수종별 방부처리도와 자상처리
기준 추가 타당성 조사. 2008.
339. 산지계류의 생태적 복원기법 II - 생태적 복원계획과 분석.
2008.
340. 산불피해지 생태변화 조사방법 매뉴얼. 2008.
341. 유럽 산촌지역의 현황 및 제도분석. 2009.
342. 2008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09.
343. 임업경제동향 2008/겨울. 2009.
344. 산림유전자원 종자목록 - 난대산림연구소 보유편(2009)
2009.
345. 임업경제동향 2009/봄. 2009.
346. 항공영상 활용 현장조사 시스템(소프트웨어) 스탠드 얼론
버전(Stand Alone Version) 사용자 매뉴얼. 2009.
347. 산림입지도(1:5,000) 제작 표준매뉴얼. 2009.
348. 제4차 전국산림자원조사 민유림 총괄편. 2009.
349. 2009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09.
350. 홍릉수목원의 보물찾기-버섯 99선. 2009.
351. 일본의 산촌지역 도농교류 우수사례. 2009.
352. 임업경제동향 2009/여름. 2009.
353. 일본의 보안림제도. 2009.
354. 제4차 전국산림자원조사 국유림 총괄편. 2009.
355. 미국의 국가산림자원조사 지도제작 프로그램. 2009.
356. 운문골 산림생태지도. 2009.
357. 미국의 도시녹지 탄소계정. 2009.
358. 식물호르몬 분석 실무. 2009.
359. 2009 한국의 산림경관 및 생태계 관리권역. 2009.
360. 일본의 포름알데히드방출 목질제품 관리제도. 2009.
361. 산림종자유전자원 DB 구축 현황. 2009.
362. 조경수 재배기술 관리. 2009.
363. 임업경제동향 2009/가을. 2009.
364. 산림 벌채 부산물의 압축화 기술. 2009.

365. 주요 조림수종의 양묘기술. 2009.
366. 제주지역의 야생버섯. 2009.
367. 북한의 산림․임업 동향 및 주요 수종(Ⅳ). 2009.
368. 주요국의 국유림 정책 및 경영실태. 2009.
369. 산림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2009.
370. 숲과 물이 만나는 수변림. 2009.
371. 잔불 재확산 방지 관리 기술. 2009.
372. 2008~2009 산림재해백서. 2009.
373. 중국 대나무 도감. 2009.
374. Feasibility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based forest management for improving watershed
condition and poor household welfare in west Java,
Indonesia. 2009.
375.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정책과 추진사례. 2010.
376. 2009 열린세미나 자료집(하). 2010.
377. 1991~2009년 산불발생위치지도. 2010.
378. 임업경제동향 2009/겨울. 2010.
379.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2010.
380. Cytokinin의 분자생리학. 2010.
381. 임업경제동향 2010/봄. 2010.
382. 백합나무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0.
383.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현장 종동정 매뉴얼. 2010.
384. Forest Eco-Atlas of Korea. 2010.
385. 정사항공사진을 활용한 제5차 수치임상도(1:25,000) 제작
매뉴얼. 2010.
386. 2010 열린세미나 자료집(상). 2010.
387. 유성번식을 통한 무병 천마의 기내생산방법. 2010.
388. 임업경제동향 2010/여름. 2010.
389. 지상부 바이오매스 공간분포 추정에 관한 주요국 연구 동향
분석. 2010.
390. 세계 산림 수종별 바이오매스 추정. 2010.
391. 옥외시설 및 건축외장재의 유지관리 매뉴얼. 2010.
392. Ligneous Flora of Jeju Island. 2010.
393. 지속가능한 난대림 산림경영 연구의 이론과 실제. 2010.
394. 일본의 산림 탄소상쇄 사업 지침. 2010.
395. 백합나무 특성 및 관리. 2010.
396. 임산염료 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III). 2010.
397. 인도네시아의 산림․임업. 2010.
398. 해외 바이오매스 이용 현황 -유럽 및 미주-. 2010.
399. 임산물품질인증 지침. 2010.
400.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례집. 2010.
401. 임업경제동향 2010/가을. 2010.
402.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분포도. 2010.
403.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VII). 2010.
404.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2010.
405. 산림탄소상쇄 사업설계가이드라인-시범사업용. 2011.
406. 산림유전자원 현지외보존 현황. 2011.
407. 2010 산림재해백서. 2011.
408. 임업경제동향 2010/겨울. 2011.
409. 산림청지정 희귀멸종위기 식물 제166호 산개나리. 2011.
410.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ㆍ운영 지원 법률 및 제도. 2011.
411. 임업경제동향 2011/봄. 2011.
412. 홍릉 숲에 사는 개미. 2011.
413. 편백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1.
414. 산불감시카메라 가시권 분석을 통한 ‘산불탐지 가시권
지도’. 2011.
415.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현지조사지침서. 2011.
416. 산림입지토양도(1:5,000) 제작 표준매뉴얼 –ver. 2.0-.
2011.
417. A1B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개미의 분포와 풍부도의
변화 예측. 2011.
418. 임업경제동향 2011/여름. 2011.
419. 곤충페로몬 및 식물체정유를 이용한 산림해충 방제제 개발.
2011.
420. 두륜산 산림생태지도. 2011.
421. 2011년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제주시험림
산림경영인증 재심사 보고서. 2011.

422. 2011 제주시험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현지이행 성과.
2011.
423. 방부목재 가이드북(개정판). 2011.
424. 국가별 목재펠릿 정책 및 유럽의 시장 동향. 2011.
425.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녹색관광 추진사례. 2011.
426. 중국 대나무 도감 – 2. 2011.
427. 산림치유지도사를 위한 소아천식질환 가이드북. 2011.
428. 산림탄소순환마을 보급형 목조주택 모델. 2011.
429. 중국의 산림자원조사 체계. 2011.
430. 인도네시아의 CDM 국가 가이드. 2011.
431. 조선에 있는 산림과 전설. 2011.
432. 목질판상제품의 산업현황 및 국제표준화 동향. 2011.
433. 특용자원 표준재배지침서 – 2. 2011.
434. 산림미생물 유전자원의 관리. 2011.
435. 임업경제동향 2011/가을. 2011.
436. 산림유전자원 현지내 보존림 현황. 2011.
43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분야 감축활동 및 연구동향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1.
438. 미국의 도시녹지 수목 재적 및 바이오매스 평가. 2011.
439. 숲으로 떠나는 마음 여행. 2011.
440. 우리나라의 산림자원 현황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2006-2010) 주요 결과. 2011.
441. 호두나무 재배기술. 2011.
442. 일본의 보안림 정비지침 및 카나가와현 산림정비 사례.
2011.
443.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진단 지침서. 2011.
444.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VIII). 2011.
445. 사진으로 보는 한국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사. 2011.
446. 아시아의 기후변화와 산불. 2011.
447. 포르투갈, 헝가리 산림 현황 및 연구. 2012.
448. 광릉 숲의 졸참나무와 서어나무 고사목에 서식하는
딱정벌레. 2012.
449. 임업경제동향 2011/겨울. 2012.
450. 2011 산림재해백서. 2012.
451. 인도네시아 주요 열대수종. 2012.
452. 산림병해충 기술교본. 2012.
453. 홍릉 숲에 사는 나비. 2012.
454. 단기소득임산물 경영지원시스템 모형 개발. 2012.
455. 거제수나무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2.
456. 임업경제동향 2012/봄. 2012.
457. 낙엽송의 개화결실 특성과 종자결실 증진. 2012.
458. 국제 산림정책 동향. 2012.
459. 한국개미분포도감(2007~2009). 2012.
460. 임업경제동향 2012/여름. 2012
461. 한국나비분포도감(1996-2011). 2012.
462. 일본의 버섯 현황과 관련 제도 및 정책. 2012.
463. 산림작업안전매뉴얼. 2012.
464. 제주도의 착생식물. 2012.
465. 인도네시아의 REDD+: 인도네시아 국가전략 및 일본의
시범사업 사례. 2012.
466. 환경정화용 산림유전자원-호랑버들. 2012.
467.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2012.
468. 목조 패시브하우스 설계기술. 2012.
469. 그린 목조주택 설계 도면집. 2012.
470. 바이오매스의 열화학적 변환 공정을 이용한 바이오오일의
생산과 이용. 2012.
471. 해외 산림탄소상쇄 프로그램의 운영표준. 2012.
472. 한국나비분포변화 1938-2011. 2012.
473. 표고의 생화학적 특성. 2012.
474. 사찰건축물 보존을 위한 임업적 산림재해 관리 방안. 2012.
475. 주요 잔디해충의 생태와 관리. 2012.
476. 외국도입수종재의 성질 및 용도. 2012.
477. 목재를 이용한 주거환경이 지구환경 및 인간의 신체발달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2012.
478. 임목종자의 저장과 종자수명. 2012.
479. 대기오염과 수목피해. 2012.
480. 통합의학적 산림치유 프로그램 매뉴얼. 2012.
481. 산림경관자원 조사․경관계획. 2012.

482. 산림유역의 수질보전을위한 최적관리기법. 2012.
483. 우리나라의 해안방재림 실태. 2012.
484. 복분자딸기. 2012.
485. 북한의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Ⅸ). 2012.
486.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관리 사례 –영국․독일편-. 2012.
487. 나라꽃 무궁화 재배 및 관리. 2012.
488. 유실수 특용수 전정기술. 2012.
48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무 매뉴얼. 2012.
490. 분재 재배 및 병해충 관리. 2012.
491. 임업경제동향 2012/가을. 2012.
492. 국제 산림정책 동향. 2012.
493. 산양삼 표준재배지침. 2013.
494. 원목규격 및 재적표. 2013.
495. 임업경제동향 2012/겨울. 2013.
496. 2012 산림재해백서. 2013.
497. 난대 자원화 유망수종 육성기반 조성 연구. 2013.
498. 고사리 산지 식재기술(II). 2013.
499. 일본의 목재이용촉진법 및 지역재 인증 규정. 2013.
500. 주요국의 불법목재규제법 및 산림인증 규정. 2013.
501. 국제 산림정책 동향. 2013년 1호. 2013.
502. 임업경제동향 2013/봄. 2013.
503. 포플러 유전자 발현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매뉴얼. 2013.
504. 산림생명공학 Q&A 자료집. 2013.
505. 소아 환경성 질환 산림치유 프로그램 진행지침서. 2013.
506. 임업경제동향 2013/여름. 2013.
507. 헛개나무 간기능 개선 및 숙취해소 효과. 2013.
508.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설계 가이드라인. 2013.
509. 남부산림권역 곰솔 자원 및 임분관리. 2013.
510. 수목대사체 분석 및 응용. 2013.
511. 청량리 홍릉터의 역사와 의미. 2013.
512.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사방(사방-자연과의 공존). 2013.
513. 조선시대의 산사태 및 낙석피해 기록. 2013.
514. 특용수종 음나무 및 두릅나무 재배기술. 2013
515. A List of Monocotyledonous Plants from Jeju Island.
2013.
516. 우리나라의 해안방재림 실태 (II). 2013.
517. 한국잔디에 발생하는 병해와 잡초. 2013.
518. 방부처리목재의 경시적 야외 내후성 변화. 2013.
519. 목재 에너지림을 위한 단벌기 경영기법 : 독일 바덴
뷰르템베르크주(州)의 사례. 2013.
520. 전과정평가를 통한 국산 원목의 수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2013.
521. 목질계 바이오에탄올의 생산기술과 공정. 2013.
522. 우리나라 근대임업(양묘, 조림)에 대한 시험연구 자료.
2013.
523. 산림토양진단 방법과 활용. 2013.
524. 산림수자원조사 표준 매뉴얼. 2013.
525. 산림토양 산성화 영향 모니터링 조사ㆍ분석 매뉴얼. 2013.
526. 목재생산을 위한 작업도(로) 시설 방법. 2013.
527. 마가목. 2013.
528.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산림거미의
분포와 풍부도의 변화예측. 2013.
529. 대경간 목구조 건축 해외사례 모음집. 2013.
530. 시민과 함께하는 인공새집 모니터링. 2013.
531. 임업경제동향 2013/가을. 2013.
532. 산림작업용 장비 및 임목수확시스템. 2013.
533. 한국 산림전통지식 현황과 발전방향. 2013.
534.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을
위한 주요국의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현황과 전략. 2014.
535. 세계 산림탄소 정책과 시장 동향. 2014.
536. 북한 산림·임업동향 및 주요 수종(Ⅹ). 2014.
537. 국제산불심포지엄을 통해본 산불연구 및 정책동향. 2014.
538. 2013 산림재해백서. 2014.
539. 임업경제동향 2013/겨울. 2014.
540. 일본 지자체의 산촌진흥 및 산촌재생을 위한 추진시책과
사례. 2014.
541. 산업재산권 등록자료집(목재이용기술 100선). 2014.
542. 산림과학 실험분석 적합화를 위한 선형 및 비선형 모형.

2014.
543. 임도망 계획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014.
544. 임업경제동향 2014/봄. 2014.
545.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 분석기법과 그 응용. 2014.
546. 숲속의 독버섯. 2014.
547. 임업경제성분석 프로그램 매뉴얼. 2014.
548. 산불위험지 조사 지침서. 2014.
549. 표준재배 지침서(특용수 편). 2014.
550. 임업경제동향 2014/여름. 2014.
551. 농작물재해보험을 위한 복분자딸기 표준수확량 연구.
2014.
552. 피나무 시설양묘 시업기술. 2014.
553. 유전자변형나무의 안정성평가에 관한 논의. 2014.
554.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와 8.5에 따른 딱정벌레
풍부도의 변화예측. 2014.
555. 수목 유래 리그난 화합물의 구조동정을 위한 핵자기공명 및
질량분석 자료(Ⅳ). 2014.
556. 가선집재 작업매뉴얼. 2014.
557. 천마의 생장과 기능성물질 생산. 2014.
558. 경골목조건축 표준일위대가. 2014.
559. 토종다래 재배기술. 2014.
560. 전국단위 산림기능구분도 제작 및 경제림 육성단지
구획조정. 2014.
561. 최근 일본의 표고 원목재배 신기술. 2014.
562. 북미지역 산림치유 프로그램. 2014.
563. A List Dicotyledoneae herbaceous plants in Jeju Island.
2014.
564.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목재의 마이크로피브릴 경사각과
수축률 측정. 2014.
565. 선흘곶자왈의 역사문화자원. 2014.
566. Standard and Specification of Wood Products. 2014.
567. 한국의 재선충속(Bursaphelenchus) 선충. 2014.
568.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산림식생 모니터링. 2014.
569. 개화모니터링 매뉴얼. 2014.
570. 새, 홍릉숲에 머물다. 2014.
571.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토양 물리성-. 2014.
572.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토양 화학성-. 2014.
573. 자연휴양림 유지관리 매뉴얼. 2014.
574. 남부지역 주요 수종별 자원특성 및 임분관리. 2014.
575. 균근성 버섯의 기초 배양 특성. 2014.
576. 한국의 수지상균근균. 2014.
577. 주요 국가의 산림수자원 관리 정책. 2014.
578. 한국잔디유전자원. 2014.
579.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관리 사례 –북미 편-. 2014.
580. 산림의 기능별 숲가꾸기 기술. 2014.
581. 나노셀룰로오스. 2014.
582. 단기소득임산물 경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운영 체계. 2014.
583. 임업경제동향 2014/가을. 2014.
584. 국민안전과 국토보전을 위한 산사태 바로알기. 2014.
585. 산지토사재해 표준행동지침(SOP). 2014.
586. 산채 증식기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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