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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ract

In woody waste separated from municipal solid waste, medium density fiberboard 

was major contributors with particleboard, paper, plywood and log, with different 

composition based on collected period. In chemical compositional analysis of woody 

waste, it was similar to softwood based on carbohydrate composition analysis. 

Based on the carbohydrate composition, saccharified solution from MWW could be 

good resource for biorefinery. 

1 .  서 론

  산업 명 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에 인구가 집 되고 이로 인하여 도시 고체 

폐기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 고체 폐기물을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과 건축과정에서나 건물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로 별된다. 이들 폐기

물은 일반 으로 매립지에 매립되어 왔지만 이들 폐기물이 기성 조건에서 분해되면

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킨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도 지구 온난화 효과가 열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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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강력한 기체로 격한 지구 온난화에 처하기 하여 메탄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해

야 한다. 이를 해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효과 인 채집기술이 개발되고 있

지만 매립지에서 분해가 되는 유기물 자원을 매립하는 것을 인다면 이것도 효과 인 

안이 될 것이다. 

  도시 고체 폐기물에서 목질계 자원을 분리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목질계 자원의 선

별이 가능하다. 도시 고체 폐기물에서 분리한 목질계 자원을 연소하여 열병합 발 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페놀계 성분 (목재내 리그닌이나 페놀계 작체 유래)과 염

소계 성분 (polyvinylchloride, PVC)계 라스틱의 연소과정에서 다이옥신(dioxin)을 발

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고체 폐기물에서 분리한 목질계 자원의 성상을 분석하여 이를 기

반으로 목질계 바이오 리 니어리 산업의 원료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 다.

 

2 .  재 료   방법

2 . 1  공 시 재 료   선 별

수도권 매립공사의 도시고체 폐기물  폐목재 선별 기계에서 선별한 시료를 분양 받아 

실험실에서 수작업으로 육안  성상에 따라 폐각목 (Waste logwood), 폐 도 섬유

 (Waste medium densifity fiberboard), 폐합  (waste plywood), 폐지 (waste 

paper)  폐 티클보드 (Waste particleboard)로 분리하 다. 

분리한 고체 폐기물을 Wiley mill을 사용하여 40-60mesh 크기로 분쇄한 후 화학  분

석에 사용하 다. 

2 . 2  화학  분석 

폐목재의 화학  성분 분석을 하여 수작업으로 분리한 후 분쇄한 분말을 유기용매 

추출, 끓는물 추출로 추출물을 제거한 후 리그닌 정량 분석과 탄수화물 조성 분석을 실

시하 다. 유기 용매 추출은 아세톤을 용매로 하여 Soxhlet 추출기로 4시간 동안 추출

한 후 추출 용매를 모아서 증발 시킨 후 잔류하는 추출물을 정량하여 측정하 고, 아세

톤 추출된 시료를 끓는 물 추출에 사용하 다. 아세톤 추출과 끓는 물 추출된 시료로 

Klason lignin과 탄수화물 조성을 분석하 다. Klason lignin 정량은 Tappi standard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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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MDF Paper Plywood Log
Non-wood 

orgarnics
Inorganics

MWW1 9.8 40.5 18.8 13.1 7.9 3.8 6.4

MWW2 20.2 36.2 4.2 21.6 13.7 2.2 1.9

MWW3 16.3 40.8 14.4 11.2 13.9 1.6 1.8

Average 15.4 39.2 12.5 15.3 11.8 2.5 3.4

법에 따라 실시 하 다. 탄수화물 조성은 72.0% 황산으로 30℃에서 한 시간 1차 가수

분해한 시료에 수를 사용하여 희석한 후 (첨가한 황산의 4배 첨가) 120℃에서 한 시

간 동안 반응시켜 2차 가수분해를 수행하 다. 반응액을 냉각 시킨 후 여과 하여 여과

액을 
1

H-NMR 분석하여 탄수화물 조성을 계산하 다. 

3 .  결과   고찰

3 . 1  도시 폐기물에서 분리한 폐목재 의 성 상  분석 

수도권 매립 공사에서 가동하고 있는 폐목재 선별 설비에서 분리한 폐목재의 성상을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다. 폐목재에 비목재유래 유기물이나 무기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양은 3.0-10.0%를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을 목질계 폐기물이었다. 목질계 자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도 섬유 이고, 합 , 티클보드, 각재나 종이는 회수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 다. 

Table 1.  Composition of Municipal Wood Waste (unit:%)

PB: particleboard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3 . 2  도시 폐기물에서 분리한 폐목재 의 화학  조 성  분석 

폐기물에서 분리한 폐목재의 체 인 화학 조성과 당 조성 분석 결과 추출물 함량은 

10%이내 고, 리그닌 함량이 22.1%로 일반 인 침엽수와 활엽수의  리그닌 함량의 

간 값 범 를 보 다 (Table 2). 다당류의 조성은 xylan보다는 glucomamman의 함량

이 높은 것으로 활엽수보다는 침엽수의 다당류 조성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3). 열 산 활엽수를 원료로 제조한 합 의 경우 온 산 수종보다 xylan 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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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one solubles Hot water solubles Lignin Polysaccharides

MWW1 0.2 9.5 22.1 68.2

polysaccharides cellulose xylan glucomannan

MWW1 68.2 53.7 5.0 9.5

낮기 때문에 이것도 낮은 xylan 함량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xylan 보다는 

cellulose나 glucomannan을 당화한 6탄당의 당화액이 발효과정에서 발효 목표 물질로

의 환이 용이 하기 때문에 도시 고체 폐기물에서 분리한 목질계 자원은 바이오 리

이 리 산업의 원료로 합할것으로 단된다. 

 

Table 2. Overall chemical composition of Municipal Wood Waste(MWW)1

Table 3. Carbohydrate composition of Municipal Wood Waste(MWW)1

4 .  결 론

도시 고체 폐기물에서 분리한 목질계 원료의 육안  식별에 의한 조사에서 도 섬

유 이 가장 많이 존재하 고, 합 , 티클보드, 종이, 각재가 채취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화학  조성분석 결과 침엽수와 유사한 당조성 분석을 보여 당화액을 제조한 

후 바이오 리 이 리 산업의 원료로 합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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