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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ckaging papers are usually made of unbleached kraft pulp (UKP) and Korean old corrugated
container (KOCC). The KOCC consumption for the production of kraft paper, corrugated
medium, and linerboard has gradually increased with the expansion of e-commerce and
parcel service industry. The most important properties of industrial papers are their strength
(e.g., tensile, compression, and burst strengths) because one of their major functions is
to protect goods against external forces. However, the KOCC is not enough to improve
the desired strength properties because of the fiber property deterioration caused by the
repeated recycling process. Therefore, a new material that would replace the KOCC in
achieving an improved paper strength should be found. Aseptic carton, which comprises 80%
paperboard and 20% plastic films and aluminum layers, is a potential alternative for KOCC
because the paperboard in the carton pack is made of UKP. This study assessed the recyclability
of used aseptic carton (UAC) using a pilot-scale pulper and a screen. The UAC yield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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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ximately 74%, indicating that fibers could almost be obtained via the paper recycling process. The reject materials comprised aluminum and plastics. The fiber properties
were satisfactory compared to UKP. The length and width of the UAC fibers were slightly
shorter and narrower and the water retention value and freeness were better than those
of the other recycled fibers obtained using double lined kraft and used gable top.

Keywords: Recycling, aseptic carton, packaging paper

1. 서 론

미친다.2) 이러한 KOC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KOCC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포장용지는 각종 산업용도로 공급되는 종이를 말하며

문제점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3-5)

물품의 보호 및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포장지도

종이 멸균팩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5-6겹의 복

여기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포장용지는 골판지 상자와

합재질로 이루어진 소재이다. 종이 멸균팩의 종이 층을

크라프트지를 들 수 있다. 다른 소재와 마찬가지로 포장

수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이

용지를 구성하는 원료 조성 역시 포장재의 기능에 직접

종이 층 바깥쪽 면에 코팅되어 있고, 산소 및 수분에 의

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최종 생산품의 품질과 공정 효율

한 음식물의 변질을 막기 위한 알루미늄 층이 폴리에틸

1)

개선을 위해서는 양질의 원료가 요구된다. 골판지 상자

렌 필름을 매개로 종이 층과 맞닿아 있으며, 알루미늄 층

는 라이너지와 골심지로 이루어진 구조체로서 거의 모든

의 안쪽 면 즉, 내용물이 알루미늄 층과 접촉하는 부분도

상품의 포장에 사용되며, 크라프트지는 주로 동물의 사

폴리에틸렌으로 라미네이팅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종이

료 및 곡물, 시멘트 등을 포장할 때 사용된다. 골판지 상

멸균팩의 종이 층을 구성하는 원료는 100% 미표백 크라

자는 최근 전자상거래 및 택배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꾸

프트 펄프이며 구성 비율은 전체 중량의 약 80%이다.6)

준히 그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플라스틱 재

종이 멸균팩 유래 펄프의 활용 가능성은 Seo 등6)에 의해

질의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슈퍼마

실험실적으로 평가된 바 있으며, 기존에 재활용되고 있

켓이나 마트에서 구매한 물품을 담는 비닐류의 무상보급

는 폐지에 비해 성상이 우수하고 사용된 종이 멸균팩

이 중단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크라프트지의 용

(used aseptic carton, UAC) 유래 섬유의 배합비가 증

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할수록 종이 강도 특성이 개선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국내 포장용지 원료는 주로 미표백 크라프트 펄프(unbleached kraft pulp, UKP)와 국내산 폐 골판지(Korean old corrugated container, KOCC)를 활용하여 제
조된다. 포장용지 제조 원료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KOCC는 2017년 기준 사용량이 6,917,591톤이며 회수율
은 89.2%로 국내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포장용지가 회수
되어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다. 포장용지의 특성상 포장된
물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강도가 요구되나,
KOCC는 가정 혹은 직장에서 분리수거 되어 별도의 분급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다량의 이물질과 함께 유입되어
종이 재활용 공정의 오염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 차
례 재활용 공정을 거치면서 반복적인 건조-습윤 과정으
로 섬유 성상이 조악해지고, 미세분이 다량 생성되기에
공정 효율뿐만 아니라 최종 생산품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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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aseptic car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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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UAC를 재활용할 경우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used gable top, UGT), 수입 재활용 크라프트지(double

종이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lined kraft, DLK), 미표백 크라프트 펄프(unbleached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7)

kraft pulp, UKP)를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AC 유래 재활용 섬유를 포장용지
생산용 원료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파

2.2 실험방법

일럿 규모의 지료 조성 설비를 이용하여 UAC의 재활용

2.2.1 종이 멸균팩의 해리 특성 비교 분석

성을 평가하고 재활용 과정을 통해 얻어진 섬유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시재료를 각각 300 g씩
Fig. 3의 실험실용 고농도 펄퍼(high–density pulper,
Daeil Machinery, Korea)를 이용하여 Table 1의 조건
으로 해리하고, 0.15 mm 너비 slot의 섬머빌 스크린

2. 재료 및 방법

(Somerville screen, Daeil Machinery)로 미해리분
(flake)과 섬유분(fibers, fine)을 분리하였다. 섬유분은

2.1 공시재료

다시 200 mesh 스크린을 활용하여 섬유(fibers)와 미세

공시재료는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용 후 수거된
종이 멸균팩(used aseptic carton, UAC)와 우유팩

(a) UKP

(b) DLK

섬유(fines)로 분리한 후 각각의 무게를 산출함으로써
해리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c) UAC

(d) UGT

Fig. 2. Raw materials for the evaluation of recyclability.

Fig. 3. Lab-scale experimental scheme for evaluation of recyclability of the raw materials.
Table 1. Pulping conditions of the raw materials
Dosage of NaOH*

Consistency, %

Pulping time, min

UKP

-

5

10

DLK

3.0%

5

40

UAC

-

10

40

UGT

2.5%

10

40

Raw materials

*

Temperature, ℃ Rotation, rpm

Room
temperature

450

based on dry weight of the raw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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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valuation of recyclability of the raw materials.

2.2.2 파일럿 지료 조성 설비를 이용한 수율 분석
파일럿 지료 조성 설비를 활용한 공시재료의 재활용성
평가 과정을 Fig. 4에 나타냈다. Fig. 4에 나타난 바와

지료는 포일(foil)의 회전력으로 형성된 구심력에 의해
0.3 mm 너비의 슬롯(slot)을 통과하여 억셉트로 분리되며,
그렇지 못한 지료 성분은 slot 리젝트로 배출된다.8)

같이 펄퍼에서 해리한 지료를 파일럿 스크린으로 처리하여
섬유보다 큰 물질을 slot과 hole 리젝트(reject)로 분리
하고, 스크린 처리 후 분급된 억셉트(accept)는 200 L

3. 결과 및 고찰

용량의 체스트에 보관하였다. 파일럿 스크린 처리 후 분
급된 억셉트와 slot 및 hole 리젝트의 전건 무게를 측정

3.1 UAC의 재활용 특성

하여 각 공시재료의 재활용 수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

UKP, DLK, UAC, 그리고 UGT 각각의 공시재료를

한 섬유장 분석기(Fiber tester plus, Lorenzen &

실험실용 고농도 펄퍼로 해리한 후 섬머빌 및 200 mesh

Wettre, Sweden)로 스크린 억셉트 분에 포함되어 있는

스크린으로 분급한 미해리분, 섬유, 그리고 미세섬유의

섬유의 길이(numerical weighted average fiber

비율을 Fig. 6에 나타냈다.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length) 및 폭을 분석하였으며, ISO 5267-2:2001 및

미해리분의 경우 DLK 18.5%, UGT 14.7%였으며 UAC의

ISO 23714:2014에 의거하여 여수도 및 보수도를 측정

경우 24.43%로 다른 공시재료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

하였다. 파일럿 펄퍼는 총 용량 50 L, 스테인리스 재질로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섬머빌 스크린을 통과하지

제작되었으며 해리 시 지료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못한 DLK의 미해리분은 모두 펄퍼에서 미처 해리되지

baffles가 설치되어 있다. 각 공시재료의 해리조건은

못한 상태로 관찰되었으나 UAC의 경우 섬유는 대부분

Table 1과 같다. 파일럿 스크린은 섬유의 크기에 따라 지료

해리되어 0.15 mm 너비의 스크린 슬롯을 통과하였고,

구성 성분을 분리하기 위한 공정으로 펄핑공정 후 지료의

통과되지 못한 미해리분에는 UAC 내부의 알루미늄 층과

미해리분을 분리하게 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파일럿

플라스틱 성분 일부가 관찰되었다. UGT의 미해리분에는

스크린은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펌프의 구동력에
의해 지료가 유입되면 스크린 하부의 직경 3 mm hole을
거쳐 스크린 내부로 이동하게 된다. 스크린 내부로 이동된

Fig. 5. Flow scheme in pilot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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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atio of flake, fibers, and fines ratio of
four kinds of raw materials after labscale pul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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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LK

(b) UAC

(c) UGT

Fig. 7. Images of the flakes after separation with Somerville screen.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플라스틱 성분과 내부 종이 층에서

같이 억셉트, hole 및 slot 리젝트의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유래된 미해리분이 잔존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UAC의 해리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8에 나타난 바와

UAC의 경우 미해리분에 포함된 섬유의 양이 적어 알칼리

같이 DLK의 hole 리젝트 비율은 8.12%, UAC 26.78%,

없이도 해리가 용이하다고 분석되었으나, DLK와 UGT의

UGT 20.18%였으며 slot 리젝트는 DLK의 경우 1.01%로

미해리분에 잔존하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섬유가 관찰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공시재료의 slot 리젝트는 모두

되었다. 이는 크라프트 및 살균팩 원지를 제조할 때 투입

0.5% 미만으로 분석되었다. UAC의 hole 리젝트가 가장

되는 습윤 지력증강제와 사이즈제 첨가로 인해 나타난

높게 측정된 이유는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알루미늄

결과로 판단된다.

및 플라스틱 성분이 hole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DLK의 섬유 비율은 58.4%, 미세섬유 비율 23.0%,

UGT의 경우 역시 플라스틱 성분과 미해리 섬유분이

UAC의 섬유 비율은 56.9%, 미세섬유 비율은 18.70%로

hole 리젝트로 분급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Fig. 9는

분석되었으며, UGT의 섬유 비율은 67.1%, 미세섬유 비

파일럿 및 섬머빌 스크린 처리 후 수율 비교 분석 결과

율은 18.2%로 분석되었다. DLK의 경우 알칼리 투입 조

이다. UKP, UAC, UGT의 섬머빌 스크린 수율이 파일럿

건에서 해리를 실시한다 할지라도 높은 습윤 지력으로

스크린 수율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나, DLK의 경우 파일럿

인해 미처 해리되지 못하고 잔존하는 성분이 많을 뿐만

스크린 수율이 섬버빌 스크린 수율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아니라, 물의 침투성 저하로 DLK가 잘 젖지(wetting)

DLK의 경우 Figs. 6-7의 결과와는 다르게 해리 특성이

않아 해리 시 펄퍼의 로터(rotor)에 의해 형성되는 전단

양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hole 리젝트의 비율이 낮

력으로 DLK의 해리가 온전히 진행되지 못하고 섬유 및
종이 표면에서만 일부 조각들이 분리되어 미세분의 발생을
조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3.2 파일럿 설비를 활용한 종이 멸균팩의
재활용 특성 평가
파일럿 스크린은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부의 3 mm
직경의 hole을 거치면서 해리되지 못한 섬유 혹은 조대
이물질을 hole 리젝트로 분리한다. 하부의 hole을 통과
한 지료 구성성분 중, 해리가 된 섬유(accept)는 상부의
0.3 mm 너비의 슬롯을 통과하여 분리되며, 0.3 mm 너
비의 슬롯을 통과하지 못한 지료 성분은 slot 리젝트로
분리된다. 이에 Table 1의 조건으로 파일럿 펄퍼에서 해
리가 완료된 지료를 파일럿 스크린 처리한 후, Fig. 8과

Fig. 8. Ratio of accept, hole, and slot reject after
pilot-scale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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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는 펄퍼에서 해리되지 못한 섬유 번들(bundle)

길이의 섬유는 26%였다. 섬유 폭은 Fig. 12에 나타난

이 3 mm hole을 통과한 후, 스크린 내부에서 형성된 전

바와 같이 UKP가 32.3 µm로 가장 넓었으며, UAC는

단력에 의해 섬유 및 미세분으로 분리되어 나타난 결과로

27.5 µm로 측정되었다. Fig. 13은 각 지료의 미세섬유

판단된다. UAC의 경우 파일럿 스크린의 수율은

함량 분석 결과이다. Fig.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DLK의

73.06%, 섬머빌 스크린의 수율은 75.57%로서 종이 멸균

미세분이 47.9%로 가장 높았으며, UAC의 미세섬유 비

팩을 구성하는 종이 층의 섬유 중 약 90% 이상이 회수되

율은 31.2%로 분석되었다. 보수도는 섬유가 물을 보유

었다고 볼 수 있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로서 피브릴화를 평가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Fig. 14에 각 공시재료의 보수도 분석 결과를

3.3 종이 멸균팩의 섬유 특성

나타냈다. Fig.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UAC 유래 섬유의

Fig.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UAC 섬유의 길이는 1.59

보수도가 가장 높았다. 보수도의 경우 고해 처리된 섬유가

mm로 측정되었다. UKP의 섬유장은 2.37 mm로 가장 길

그렇지 않은 섬유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섬유의

었으며 DLK, UAC, UGT의 섬유장은 모두 유사하였다.

외부 피브릴화로 인해 2차 세포벽의 S2층이 노출되면서

Fig. 11의 UAC 섬유장 분포 분석 결과에 나타났듯이

셀룰로오스의 자유 수산기가 외부로 노출되고, 동시에

0.5-1.5 µm 길이의 섬유 비율이 53%이고 2.0-4.0 µm

내부 피브릴화로 인해 섬유가 팽윤되면서 수소 결합 능

Fig. 9. Fiber yield comparison of pilot-scale
and Somerville screens.

Fig. 10. Mean length of fibers obtained from
four kinds of raw materials.

Fig. 11. Fiber length distribution of used aseptic
carton.

Fig. 12. Mean width of fibers obtained from
four kinds of raw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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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Ratio of fines in the slurry obtained
from four kinds of raw materials.

Fig. 14. Water retention value of the fibers obtained from four kinds of raw materials.
노출되면서 섬유가 각질화(hornification)되어 탈수 및
최종 생산품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KOCC에
비해 수소 결합 능력 및 탈수성이 우수한 UAC 유래 섬유
를 포장용지 제조용 원료로 재활용할 경우 초지 공정에
서의 탈수성뿐만 아니라 최종 생산품의 강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Fig. 15. Freeness of the fibers obtained from four
kinds of raw materials.

포장용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해지면서 크라프트지,
골판지와 같은 포장용지의 강도 향상을 위한 신규 원료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본

9)

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UKP의 경우 고해를 실시하지

연구에서는 파일럿 설비를 활용하여 UAC의 재활용에

않은 섬유의 보수도 측정 결과이지만, UAC, UGT, DLK

따른 수율과 재활용 과정에서 얻어진 섬유의 특성을

의 경우 종이 강도 향상을 위해 일정 수준의 고해 처리 후

UKP, DLK, UGT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포장용지의 원료

종이를 제조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재활용한 섬유는 고해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파일럿 펄퍼로 해리한 후 섬

처리에 의해 이미 어느 정도 섬유가 피브릴레이션(fibril-

머빌 및 파일럿 스크린을 이용하여 수율을 분석한 결과

lation)이 되어 있기 때문에 UKP에 비해 보수도가 높게

UAC의 재활용 수율은 73% 이상으로 UAC를 구성하는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알루미늄과 폴리에틸렌 필름을 제외한 대부분의 섬유가

여수도는 지료의 탈수성 및 고해도를 예측할 수 있는

회수되었다. 분급된 섬유장은 UKP에 비해 짧았으나

평가지표로서 섬유의 종류, 미세섬유의 양과 성상, 고해

DLK와 UGT로부터 얻은 재활용 섬유에 비해 길었으며

10)

상태, 재활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Fig. 15에 나타

미세분 함량은 31.2%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섬유의 수소

난 바와 같이 UAC 유래 섬유의 탈수성이 가장 낮았다.

결합능력을 간접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보수도 분석

KOCC는 가격이 저렴하고 유통량이 많아 포장용지 생산의

결과에서 UAC의 보수도가 UKP, DLK, UGT에 비해

주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반복적인 재활용으로 인해

높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UAC 유래 재활용 섬유의 특성

섬유의 성상이 조악하고 습윤과 건조 과정에 지속적으로

으로 미루어 보아 UAC 재활용을 통해 회수한 섬유를
J. of Korea TAPPI Vol.51 No.3 May-Ju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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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지 생산을 위한 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strategy for the production of packaging from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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