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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13)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효율적 당화효소 선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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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 서론 
우리나라의 식 문화는 곡물과 셀룰로오스 기반으로서 가정에서는 일정하게 유기성 폐기물이 배출되고 이러

한 유기성 폐기물이 종류별로 잘 수거되면 에탄올과 같은 바이오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당화
(Saccharification) 및 발효(Fermentation)과정이 요구된다. 당화는 녹말 및 셀룰로오스를 가수분해 시켜 녹말당, 
목재당으로 전환시켜 환원당을 제조하는 과정으로 바이오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환원당 생산 방안
이 요구된다.

2. 자료 및 방법
음식물쓰레기의 효과적인 당화 방안 선정을 위하여 효소에 의한 당화방안을 검토하였다. 경기도 P시 바이오

센터로부터 임의의 음식쓰레기 샘플을 대상으로 Viscozyme L (VL), Sprizyme Plus FG (SP)를 이용하여 당화
되는 정도를 검토하였다. Viscozyme L은 곡류 및 야채, 식물의 당화를 위한 복합효소로서 pH 3.3-5.5, 25-55℃ 
에서 최적 활성을 갖고 Sprizyme Plus FG는 곡류 및 전분질의 당화를 위한 효소로 pH 4.2-4.6, 60-63℃에서 
활성을 갖는다.

3. 결과 및 고찰
다음 표는 당화효소 종류별로 2%(w/w)의 효소를 주입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당화시킨 후 변화된 총당에 대하

여 대조군 대비 전환된 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Table 1. Results of total sugar change rate on Saccharification enzyme

Sample No. Pretreat. method pH Total sugar change rate, %

1 Control 5.01 -

2 Viscozyme L (VL) 4.95 41.38

3 Sprizyme Plus FG (SP) 4.98 24.56

4 VL + SP 5.05 59.47

곡물 및 야채류를 당화시킬 수 있는 VL을 단독으로 넣은 #2의 샘플이 SP만을 넣은 #3 샘플의 결과보다 
16.82% 더 높은 총당으로 당화되었고 VL과 SP을 함께 주입한 샘플보다는 34.91% 높은 양의 총당이 전환되었
다. P시의 바이오센터에서 채취한 음식물쓰레기는 선별 이후에 탈수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채취된 것으로 전
분류는 침출수와 함께 일부 세척되어 잔류량이 적고 대부분의 성분이 야채 및 채소류인 것으로서 SP에 의한 
당화효과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원성상에 따라서 효과적인 당화를 위한 당화효소의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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