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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 설립취지 및
설립목적  社团法人韩国生物材料包装协会成立目的

환경을 배려한 순환형 사회의 실현을 위해 생분해성 및 탄소중립형(Carbon Neutral)
바이오매스 원료 및 제품의 보급촉진과 기술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
인입니다.

 
협회의 회원은 원료 제조사, 가공업체, 완제품 생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에 종사하고 
있는 약 2,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외 관련 기업, 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국내 친환경 사업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원사간 협력생산, 공
동 연구 개발 등을 통한 생산설비, 연구 설비 중복 투자 방지, 프로젝트 협력 추진을 
도모합니다. 
협회는 2006년부터 기업간 협의체를 모체로 하여, 2007년 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축하
여 친환경 및 바이오 소재 완제품 공동생산, 공동기술 개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였
고, 지식경제부 설립허가(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4호 / 허가번호 제2011-2호) 를 
받아 설립되어 바이오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탄소저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为实现照顾环境的循环型社会，以促进生物降解性及碳中立型（Carbon 
Neutral）生物质原料及产品的普及和解决技术问题为目的设立的社团法人。

 

 

协会会员由原料制造商、加工企业、成品生产企业、大学、研究所等约2000名会员组

成，与国内外相关企业、团体、公共机构等合作，为国内环保事业发展开展活动，通
过会员公司间的合作生产、共同研发等防止生产设备、研究设备重复投资、项目合
作。
协会从2006年开始以企业间协议体为母体，于2007年构建企业间联盟，推进环保及生

物材料产品共同生产、共同技术开发等合作事业，并获得知识经济部设立许可（知识
经济部公告第2011-14号/许可编号第2011-2号）成立，从生物材料到产品，进行碳减

排活动。

활동내용 
01.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 촉진 및 원료 소재 국산화 
02. 국내외 관련기관과 정보공유, 교류활동 
03. 바이오매스 원료 소재 및 완제품 기준, 규격 제정 및 인증 
04. 바이오매스 원료 및 제품의 시험, 평가방법 개발 
05. 탄소저감, 재활용 용이, 인체 무해 원료 및 제품 보급촉진  
06.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국민 홍보 및 봉사활동 
07. 규제, 법령 등 국내외 동향 파악 및 분석활동  
 
 
 

01. 促进生物塑料普及及原材料国产化

02. 与国内外相关机构共享信息，开展交流活动

03. 生物质原材料及成品标准、规格制定及认证 
04. 开发生物质原料及产品的试验、评价方法

05. 降低碳，易于回收利用，促进人体无害原料及产品普及 
06. 低碳绿色增长方面对国民宣传及服务活动

07. 了解规定、法令等国内外动向及分析活动

협회소개 协会介绍

活动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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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사업 / 协会事业
01.  회원 상호간의 권익 보호, 정보 교류 및 친목도모 사업
02.  바이오소재 패키징 연구개발, 산업화 적용, 제품 생산을 통한 산업 활성화
03.  바이오소재 패키징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캠페인, 홍보, 봉사활동
04.  바이오소재 패키징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제안
05.  바이오소재 패키징 관련 조사 분석, 시험, 검사 및 인증서 발급사업
      - 바이오 플라스틱 전반에 대한 개발동향 및 국내외 규격에 관한 정보 수집, 축적, 분석
      - 제로 탄소 원료 소재, 친환경, 녹색사업 정보 수집, 조사분석을 통한 규격 및 인증 기준 제정
      - 표준규격, 검사, 인증에 관한 제반 사항
      - 국내 및 해외 실태 등 조사 분석하여 신뢰성 데이터 제공
      -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및 패키징에 대한 단체규격 기준, 검사 분석방법, 시험연구 및 식별표시제도 운영
06.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관련 용역사업 수행
07. 국내외 교류, 정부 협력사업 및 기타 부대사업
08.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01. 保护会员之间的权益，信息交流及联谊事业

02. 生物材料包装研发，产业化应用，通过产品的生产推动产业发展

03. 正确认识生物材料包装的活动、宣传、服务活动

0. ̀ 生物材料包装产业振兴政策提案

0. ̀ 生物材料包装相关调查分析、试验、检查及证书签发事业

       ̀ 收集、积累、分析生物塑料整体开发动向及国内外规格相关信息;
       ̀ 收集零碳原料材料、环保、绿色事业信息，通过调查分析制定规格及认证标准

       ̀ 关于标准规格、检查、认证的各项事项

       ̀ 调查分析国内及海外实际情况等，提供可靠性数据

       ̀ 运营生物塑料材料及包装的团体规格标准、检查分析方法、试验研究及识别标识制度

06. 为发展绿色产业提供政策建议及承揽相关项目

07. 国内外交流，政府合作事业及其他相关事业

08. 其他实现协会发展目标的事项

방송출연 현황 / 广播演出现状
구분/Item 날짜/Date 내용/contents

구분/区分 날짜/日期 내용/内容

2005.08.12         直播今天，玉米的特殊应用 

2006.05.11         环保容器的义务使用提案                            

2007.04.25          环境特别服务，从垃圾堆找到金矿                    

2007.07.11          直播节目，火灾-玉米特辑                               

2009.04.24          绿色的梦，寻找下一代的塑料                     

2009.08.18          希望韩国，韩国新技术报告                            

2009.09.02          包装插上环境的翅膀                                  

2009.12.23          绿色海洋CO2零作战 – 生产绿色塑料                                                        

2010.08.14          崛起的新产业"包装是竞争力"

2011.06.16          国内外环保认证制度现状及战略                  

2012.09.12          《科学》缩写现场 - "20世纪奇迹素材塑料"    

2012.11.16          企业成功的DNA"垃圾中有未来"                  

2013.03.28 早安韩国:"再使用的塑料瓶会威胁健康？"      

2013.10.09          塑料的再诞生

2016.06.30          生物材料超越包装材料，进军机械产业         

2016.09.16          包装的技术，要安全地遵守！ "塑料的重生"   

2016.09.29          "食品包装的世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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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연혁 协会沿革  
2006~
2010

o 협의회 컨소시엄 구축. 바이오소재 원료, 공동생산, 공동기술 개발     
o 국제표준화사업 - ISO/TC4/WG6, WG7 참여 
o 창립총회 
 

o 成立联合体，生物原材料开发，共同生产，共同技术研发
o 参与国际标准化制定ISO/TC4/WG6, WG7
o 创立总会

2011 o
o 협회 현판식 & 서울 사무소 개소 : 본원 및 지역 사무소 4개소

한국 식품과학회 - 국제 심포지엄       
o 한국포장학회 “2011 그린패키징 국제심포지엄”        
o 코리아팩 미래패키징세미나 “국내외 친환경 인증제도 현황 및 전략” 
o 탄소중립형 자동차 내장재 공동연구개발 협약 체결 : SH글로벌, SK케미칼, KBMP, 바이오소재연구소 
 

o 协会揭牌仪式，设立首尔事务所，加上地方共设立4个事务所

o 韩国食品科学会-国际研讨会
o 韩国包装学会-2011绿色包装国际研讨会
o 韩国未来包装研讨会-国内外环保认证制度现状及战略
o 碳中立型汽车内装饰材料共同研究开发协议签订

 
 

2012 
o 01.27 바이오소재 및 응용현황 심포지엄 
o 03.25 미국 라스베가스 전시회
o 04.17 중국 상해 차이나 플러스 전시회
o 05.22 코리아팩 2012 친환경 테마관 운영
o 08.23 육군 부대 방문 바이오 플라스틱 강연
o 10.15 친환경 플라스틱 연구개발 및 시장유통 협약식 - 협회, 경기도, CJ
o 12.07 에이빙 TV : "VIP ASIA AWARD 2012" - 탄소저감형 바이오소재 선정수상
 

o 01.27 生物材料及应用现状研讨会

o 03.25 美国拉斯维加斯展览会

o 04.17 中国上海中国+展览会
o 05.22 韩国面膜2012 环保主题馆运营
o 08.23 访问陆军部队进行生物塑料演讲
o 10.15 环保塑料研究开发与市场流通签约仪式 - 协会、京畿道、CJ
o 12.07 ABIN TV : " VIP ASIA AWARD 2012" - 碳减型生物材料评选获奖

o
 
 01.25 협회 심포지엄 - 바이오소재 응용현황, 경기중소기업청

o  03.13 코플라스 2013 심포지엄

o 03.29 경기도 한-중 기업간 전략적 투자유치 IR 행사 - 상해 푸동 하얏트 호텔

o 05.01 서울 강남사무소 오픈

o 05.08~11 상해 국제 식품전 참가

o 09.23 심양 바이오전시회 - 중국 심양국제과학전시관
o 01.25 协会研讨会- 生物材料应用现状，京畿中小企业厅
o 03.13  2013年科普拉斯研讨会
o 03.29 京畿道韩中企业间战略招商引资IR活动 - 上海浦东凯悦酒店
o 05.01 首尔江南事务所开业
o 05.08~11 参加上海国际食品展
o 09.23 沈阳生物展览会 - 中国沈阳国际科学展览馆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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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03.08 가톨릭대학교 메인오피스 개소 
o 03.24 협회 MOU 체결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o 05.31 아랍에미레이트 : 산화생분해 인증라벨 신청 
o 06.12 바이오화학산업 국내외 현황 및 글로벌 미래성장전략 심포지엄  
o 07.10~13 중국 제남 한국상품 박람회 참가 
o 09.25 협회 정례모임 - 산화생분해 인증 규격 기준 
o 11.15 중국 난징 오피스 개소 
o 12.15~17 중국 난징 심포지엄 
 

o 03.08 天主教大学主办公厅开业
o 03.24 协会MOU签署 - 光阳湾圈经济自由区
o 05.31 阿拉伯联合酋长国:申请氧化降解认证商标
o 06.12 生物化学产业国内外现状及全球未来成长战略研讨会
o 07.10~13 参加中国济南韩国商品博览会
o 09.25 协会定期聚会 - 氧化降解认证规格标准
o 11.15 中国南京办公大楼开业
o 12.15~17中国南京研讨会

2014 

o 01.13 광양청 청장님 방문 – 세풍 바이오 산업단지 추진 관련 
o 01.23 협회 이사회, 정례모임 – 경기 화성 본원 
o 02.27 광양청 심포지엄 
o 03.03 광양청-전라남도-협회 세풍산단 바이오밸리 조성 투자 협약 
o 05.20~23 광저우 차이나 플라스 
o 06.02 전남창조경제 혁신센터 출범식 
o 06.18 경기도 의회-경경련-협회 간담회 개최 
 

o 01.13 光阳厅厅长访问 — — 有关世风生物产业园区的推进
o 01.23协会理事会，定期聚会-京畿华城本院
o 02.27 光阳厅研讨会
o 03.03 光阳厅-全罗南道-协会世丰产业园生物谷建设投资协议o05.20~23 广州中国广场。
o 06.02全南创造经济革新中心成立仪式
o 06.18 京畿道议会-全经联-协会座谈会举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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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연혁 KBMP History 

o 01.14 패키징단체 연합회 창립총회 
o 03.10 태국 상무부 방문 협력 
o 4.19~22 : 중국 화공대회 및 기술이전 행사 
o 4.26~29 : 코리아팩 전시회 및 PAC 2016 심포지엄 
o 07.01 : (사)한국저장유통학회 심포지엄 및 전시회 
o 07.19 : 캐나다, 미국 바이어 방문 
o 09.09 : (재)순천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바이오소재 패키지 사용 업무 협약” 
o 09.30 : (사)한국매실사업단 “바이오소재 패키지 사용 업무 협약” 
  

o 01.14 包装团体联合会成立大会
o 03.10 访问泰国商务部合作
o 19~22:中国化工大会暨技术转让活动
o 4.26~29 : 韩国面膜展示会暨PAC 2016研讨会
o 07.01 : (社)韩国贮藏流通学会研讨会及展示会
o 07.19: 加拿大，美国客户访问
o 09.09 : (材)顺天天然物医药材料开发研究中心 "生物材料包装使用业务协约"
o 09.30 : (社)韩国梅子事业团"生物材料包装使用业务协约"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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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연혁 KBMP History
o 01.10 협회 정례모임-임원 인사위원회
o 01.14~18 : 호치민, 하노이 방문
o 02.23~28 : 호치민, 하노이 방문
o 03.08 : ADSALE-Linda 가톨릭대학교 방문
o 03.21 : 전라남도 유기가공식품인증 세미나
o 04.18 : 코리아 스타상
o 04.26 : 서울대 화학경제연구원 세미나
o 05.16~19 : 광저우 차이나플라스
o 08.07~09 : 중국 상하이 방문
o 08.31 : 경기도의회 친환경 수면산업+정책연구
o 10.31~11.02 : 산학협력 엑스포-부산 벡스코
o 12.15: 정례모임, 소협의체

o 01.10协会定期聚会-高层人事委员会

o 01.14~18:胡志明访问河内

o 02.23~28:胡志明访问河内

o 03.08:访问ADSALE-Linda天主教大学

o 03.21:全罗南道有机加工食品认证研讨会

o 04.18:韩国明星奖

o 04.26:首尔大学化学经济研究院研讨会

o 05.16~19:广州中国广场

o 08.07~09:访问中国上海

o 08.31:京畿道议会绿色睡眠产业+政策研究 
o10.31~11.02:产学合作博览会-釜山会展中心

o12.15:定期聚会，小组会议

2017 

o 01.10 : 협회 정례모임-임원 인사위원회
o 02.06 : 진공성형, 시트 분과위원회
o 02.27 : 화학경제연구원 세미나
o 04.17~20 : 코리아팩 및 세미나
o 05.15~ : 러시아 전시회
o 08.14 : 화학연구원 세미나
o 09.06 :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 교류회
o 10.10 : 협회 세미나 및 협의체
o 10.24~ : 양재 AT 센터 전시회
o 11.30 : 산업식품공학 추계 학술 대회
o 12.06 : 포장수출인의 날 행사

o 01.10:协会定期聚会-高层人事委员会

o 02.06:真空整形、面膜贴分科委员会

o 02.27:化学经济研究院研讨会

o 04.17~20:韩国面膜与研讨会

o 05.15~:俄罗斯展览会

o 08.14:化学研究院研讨会

o 09.06:天主教大学产学合作交流会

o10.10:协会研讨会与协议体

o10.24~:良才AT中心展示会

o11.30:产业食品工学估算学术大会

o12.06:包装出口日活动

2018 



 
 

o 01.26 : 중국농업과학원 가톨릭대 미팅
o 03.27~30 : 국제화학바이오장비전시회 및 세미나
o 06.05 : 제주개발공사 세미나
o 07.05 : 가톨릭대 협의체 및 협회 심포지움
o 08.22 : 화학경제연구원 세미나
o 08.29~ : (사)한국접착 및 계면학회 하계기술강좌
o 10.17 : 농업과학원 세미나
o 11.06 : 일산 킨텍스 산학협력 엑스포
o 11.06~ : 우즈베키스탄 전시회
o 12.27: 가톨릭대 협의체 및 협회 송년회

o 01.26:中国农业科学院天主教大学会议

o 03.27~30:国际化学生物装备展览会及研讨会

o 06.05:济州开发公社研讨会

o 07.05:天主教大学协议体与协会研讨会

o 08.22:化学经济研究院研讨会

o 08.29~ : (史)韩国粘接与界面学会夏季技术讲座

o 10.17:农业科学院研讨会

o 11.06:一山kintex产学合作博览会

o 11.06~:乌兹别克斯坦展览会

o 12.27:天主教大学协议会及协会年会

2019 

o 01.13 : 협회 신년회
o 02.12 : 신도림 라마다호텔, 산학협력 교류회
o 02.27 : 화학경제연구원 세미나
o 06.30 : SBS 8시 뉴스 – 플라스틱의 불편한 진실
o 07.17 : 협의체 및 콘소시움 공동 개발
o 09.23 : 항균 . 항바이러스 협의체
o 10.28 : 신도림 쉐라톤 호텔, 협의체

o 01.13:协会新年会

o 02.12:新道林Ramada酒店，产学合作交流会

o 02.27:化学经济研究院研讨会

o 06.30:SBS 8点新闻 – 塑料的不舒服的真实

o 07.17:共同开发协议体及财团

o 09.23:抗菌.抗病毒协议体

o 10.28:新道林喜来登酒店，协议体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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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연혁 KBMP History 

o 01.10 : 협회 신년회
o 02.17 : 협회 정례모임
o 03.19 : 국립산림과학원 세미나
o 05.01 : 포장계 바이오플라스틱

o 01.10 : 协会新年会

o 02.17 : 协会定期聚会

o 03.1 : ̀ 国立山林科学院研讨会

o 0.01 : ̀ 包装系生物塑料

2021 



유관 기관(지자체, 단체 등) 업무 협력 추진관련
相关机关（自治体、团体等）业务合作推进事项

□ 국내외 유관 기관과 정보공유, 교류, 협력 활동 추진
    同国内外相关机关开展信息共享，交流，合作活动

□ 상호 협력 시너지 효과 / 相互合作成果
• 홍보물, 홈페이지 등에 상호 협력기관 등록
• 유관 기관 관련 기업 등에 인증비용 DC -홍보, 마케팅 관련 상승효과 기대
  지자체, 단체 등 관내 기업 유치 효과
  향후 인증제도에 폐기물 부담금 감면 관련 작업 완료 시 상승효과 기대
• 유관기관 친환경 인증 라벨 제정 및 공동운영
  기준제정 등 운영은 협회가 추진, 최종 인증은 지자체
  탄소저감, 재활용, 인체무해성, 분해성 소재 분야 등
• 지자체 지정 친환경 기업 인증
  친환경의 메카, 친환경 관련 선도적 역할 수행
  관내 행사에 탄소저감 제품, 재활용 제품 등 친환경 제품 적용 등 시범사업과 연계

 • 在宣传物、网站等注册为相互合作机构
• 相关机构相关企业等的认证费用DC-宣传，营销相关的上升效果值得期待
  地方自治团体吸引团体等辖区内企业取得效果
  今后认证制度中废弃物负担金减免相关作业完成后有望产生上升效果
• 相关机构制定并共同运营环保认证标签
  标准制定等运营由协会推进，最终认证为地方自治团体
  碳减、再利用、人体无害性、分解性材料等领域等
• 地方自治团体指定环保企业认证
  环保圣地，发挥环保相关引领作用
  与辖区内活动适用碳减排产品、再利用产品等环保产品等示范项目相衔接

□ 공동 협력 추진 사항 / 共同合作促进事项
•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 교류 활동
• 원료 소재 및 완제품 기준, 규격 제정 및 인증
• 친환경 바이오매스 원료 및 제품의 시험, 평가방법 개발
• 탄소저감, 재활용 촉진, 인체 무해 원료소재 및 제품 보급 촉진
•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국민 홍보 및 봉사활동
• 규제, 법령 등 국내외동향 파악, 수집 분석 및 규제 개혁 활동

 

• 与国内外有关机构的信息共享、交流活动

• 原料材料及成品标准、规格制定及认证

• 开发环保生物质原料及产品的试验、评价方法

• 降低碳，促进循环利用，促进人体无害原料材料及产品普及

• 低碳绿色成长的对国民宣传及服务活动

• 掌握规制、法令等国内外动向，收集分析及规制改革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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整体形象 CIP Corporate Image Identity Program PIC
사단법인 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의 CIP는
협회와 관련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체계화, 단일화하여
협회뿐만 아니라 회원사, 제품 등의 기업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차별화와 함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시켜나가는 역할을 지향합니다.
 

KBMP CIP is Visually, to integrate the image
improve the corporate and association image of such products.
to maintain the consistent and differentiate.

原型 标识 Circular Logo
사단법인 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의 원형로고에 사용된 5개의 회전날개는
사용된 고분자가 자연에서 선순환 한다는 ‘친환경 5R’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five wings used in the circular logo of the KBMP symbolize the eco-friendly
5R, which refers to polymers cycling through the nature.

 Eco-Friendly(친환경) 5R
 Reduce(감량), Recycle(재활용), Reuse(재사용)
 Replacement(소재 대체), Resign(재활용 및 디자인)

文字 标识 Letter Logo

국문 로고
Korean Logo

영문 로고 
English Logo 

국문 & 영문 혼용 로고 
Mix of Korean & English Logo 

应用 标识
Logo Applications
원형 + 국문 + 영문
Original + Korean + English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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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刷 标识 应用 
Application of Logos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the Print
협회로고의 색상을 최대한 맞추어야 하나,
인쇄 성격에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e logos must follow the colors given by the Associa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nt,  
they can be substituted to the following examples. 

원형 로고를 흑색 1도로만 
인쇄하는 경우,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칼라 인쇄에서는 변경 할 수 없다. 
  

In case of printing the circular logo by a single  
black color, the color can be changed. 
This does not apply in cases of color printing. 

협회 회원사의 공동생산, 공동판매, 조합설립 등 추진을 위해  
협회 관련 친환경 제품에 적용하는 상표 겸 공동브랜드 
 

For the promotion of the Association members ,  
including co-production , joint sales ,  
combining established President to apply  
for green brand associations co-branded Logos. 

협회 협력체계도

协会合作体系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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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 标志
Certification mark

应用产品
이엠티에스

(주)바이오켐코리아
㈜서울가야상사

膜领域Ⅰ
㈜파워랩

㈜에덴산업
㈜남경

세진컴퍼니

膜领域Ⅱ
㈜태경무역

㈜서진바이오텍
㈜코리아에어캡

SKC

吹膜成型
保鲜, 抗菌

㈜와이이비티코리아
㈜서울가야상사

座椅, 真空成型
㈜지구랑

(주)유앤아이팩

协会海外
办公室纽
约, 洛杉矶,

圣地亚哥, 墨西哥,
南京等

纸纸浆，包装
材料，纸杯容
器 (株)포텍
(株)레버스

SK케미칼(주) 
(주)롯데케미칼 

협회공동법인 
(주)바이오소재 

바이오소재티지알 

生物材料 及 技术支援



Chairman 

Vice chairman 

Consultative 
  committee 

 Technical 
committee 

Audit Secretariat 

 Tech policy Promote policy Subcommittee Administration 

Subcommittee Material 

Extrusion 
Injection molding 

Blow process 
Molding process 

Printing 
Material application 

Design 
Machine equipment 

전분, 산화생분해, 천연물 

필름, 시트, 이형 압출 

생활용품, 소형가전 

용기류(병) 

압진공, 진공성형 

그라비아, 옵셋, 전사 

생코팅, 코팅지, 발포시트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원료, 제품생산, 설비 등 

Organizing policy  

Executive team 

Local office 

Member of the standing committee 

Item Name E-mail Remark 
 Head office You, Young-Sun tawake@naver.com Director 

Director Jeon, Byung-Jun jeuse666@naver.com - 
Director Lim, Ji-Hye god800@naver.com Director 

Vice chairman Jung, Byung-Woon jbwbrian@unipack.co.kr Director 
Vice chairman Lee, Keun-Woo crecen@empas.com Director 

Director Khon, Jeong-Il 26154541@hanmail.net Director 
Director Park, Hoe-Yeon seojinbiotech@naver.com - 

협회조직도 协会组织图

Item Name E-mail Remark 
Main office You, Young-Sun tawake@naver.com Director 

Seoul south office Jeon, Cheol-Su 26154541@hanmail.net - 
Seoul middle office Khon, Jeong-Il yuanaipak15@daun.net Director 

GyoungGi office Peng, Ji-Yeong pangsfarm@naver.com - 
Gyeongbook office Kim, Un-Su uskimok@poetech.co.kr -  

GyoungGi South office Lee, Seung-Tae dilst59@naver.com - 
Chungnam office Kim, Young-Tae ceo@powerwrap.co.kr - 

LA office Lee, Sang-Keun lee951007@yahoo.co.kr USA 
New York office Charlie Choi Charlie@Eco-PressPackaging.com USA 
Nanjing office Pan, De mr.chenhong@163.com China 

San Diego / Maxico office Ko, Young-Woo tony@jnspack.com San Diego / Maxico 

Company Name E-mail Remark 
SK chemicals Hwang, Jung-Jun jj.hwang@sk.com -  

Taekyung Trading Kim, Yong-Tae fuytkim21@daum.net - 
Seoul Gaya Company Jeon, Cheol soo 26154541@hanmail.net - 

Plastic Handler Baek, Seok prior@hanmail.net - 
Lebus Inc Lee, Seung-Gu chris@lebus.co.kr - 
Negopack Lee, Bo-Young negopack@negopack.co.kr - 
Newwrap Lee, Jong-Kwon cj6757@hanmail.net - 

EMTS Jeon, Byeong - Jun jeuse@naver.com - 
PBF NEXUS Mun, Young-Bae ybmoon519@gmail.com  - 
Saeromtech Cha, Jin-Hyeog saeromtech@srom.co.kr - 

China Shenyang Kim, Seon-Hong kimxianhong@126.com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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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公司
대표자  
CEO 

주요 아이템

内容
회사 전화

 电话
홈페이지

网页
       Nanjing 德潘      双螺杆挤出造粒机，原料，设备等          86-25-52702706 www.njxiulin.com    

김 선 창 包装材料 031-611-4161 www.nkcind.com

 
이 완 재 生物降解 PLA 膜, SKC 环保标签 02-3787-1234 www.skc.kr

세진컴퍼니 이 우 현 塑料, 纸，购物袋 031-576-1922 -

팽 지 영    生物容器, 真空成型, 纸，洗衣液，包装材料  070-8865-1519 www. woorigachi.co.kr

 
이 승 태 生物 塑料 车蜡, 环保 合成 木材                 031-8059-8300 www.doillecotec.com

 
이 승 구 B2B 定做 食品包装纸 制造 02-6085-2205 www.lebus.kr

 
유 영 선 环保原料, 环保包装, 功能性包装        02-6238-6283 www.neomcc.com

 
 

이 근 우 杀菌剂,抗菌剂 070-8270-5217 www.biochemkorea.com

박 순 철 食品、医疗, PET饮料瓶, 功能性材料    02-740-7794 www.samyang.com

김 윤 석 无纺布 053-589-8706  www.sambokorea.co.kr

전 철 수  生物包装材料, 厨房用品, 环保包装, 邮局用品       02-2615-4541 www.qaya114.co.kr

방 지 환 环保材料, 产品    02-2008-2224 www.sk-ecozen.com

박 회 연 生物降解原料, 幻灯片, 机械  041-588-8674 www.sjext.com

오 장 수  地板装修材料                                 031-450-7515 www.lghausys.co.kr   

김 광 철 环保包装, 环保纸产品          031-483-8890

윤 동 훈 塑料添加剂, 植物性增塑剂        02-333-8396 www.ise.co.kr

고 영 우 聚乙烯泡沫，聚乙烯薄膜, 环保包装        1-858-565-2378 www.jnspack.com

민 영 진 香烟, 人参产品 080-931-0399 www.ktng.com

카토 나오유끼 Poval film, Kuralon 81-3-8701-1000 www.kuraray.co.jp

이 호 철 生物质材料, 生物塑料, 咖啡葫芦             02-391-2576 www.4en.co.kr

   이 은 경 聚酮, TPU（弹性橡胶）,工程用塑料           031-8059-2325 www.ikp.co.kr

        ㈜유앤아이팩 권 정 일 真空成型. 吹塑用品. 环保生活用品   02-3417-7788  -

김 영 태 包装膜, 膜生产设备   043-236-9915 www.powerwrap.co.kr

김 운 수 环保包装材料及素材, 纸浆模具    054-975-6161 www.poetech.co.kr

김 형 순  膜, 软包装   02-2108-5039 www.woosungmf.co.kr

허 성 룡 CMB,TPE,橡胶材料,硅有机树脂            055-370-3331 www.hscmb.com

고 숙 량 面膜,水凝胶, 鼻贴, 特别护理                031-946-9700 www.kovas.co.kr

협회 주요 회원사 协会主要会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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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Biomass)란?  / 什么是生物质?
생명체(Bio)와 덩어리(Mass)를 결합시킨 용어로 “양적 생물자원”이라는 개념

生命体（Bio）与块体（Mass）结合的术语，即. 量性生物资源"的概念。
 

 

바이오매스(Biomass)란 생명체(bio)와 덩어리(mass)를 결합시킨 용어로 “양적 생물자원”이란 개념입니다.
바이오매스는 재생 가능한 유기성 자원으로 사탕수수, 전분 등 농산물, 임산물 등의 셀룰로오스 성분 이외에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등의 미생물, 고래기름 등도 포함합니다. 즉, 모든 생물체가 바이오매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바이오(White Bio) 범주에서는 광합성작용의 산물인 식물체와 미생물의 대사산물, 해조류를
지칭합니다.
生物质(Biomass)是生命体(bio)和块(mass)相结合的术语，是"量性生物资源"的概念。 生物质是可再生的有机性资

源,除甘蔗、淀粉等农产品、林产品等纤维素成分外,还含有小球藻、螺旋藻等微生物、鲸鱼油等。 也就是说，所

有生物体都属于生物质。 在产业生物(White Bio)范畴中，指具有光合作用的产物植物体和微生物的代谢产物、海
藻类。

바이오매스(Biomass)의 종류  /  生物质的种类
바이오매스는 대기, 물, 토양, 광 등 자연조건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 형성된 유기물로서 초본작물, 목본작물,
산업작물, 농작물, 수중 바이오매스 부산물, 임업폐기물, 도시쓰레기, 산업부산물 등 특히 무한자원에 속하는
1년생 작물, 해조류, 산업 폐기물, 비식용계 유기성 폐자원을 지칭합니다.

 

生物质是大气、水、土壤、光等自然条件下通过光合作用形成的有机物，是指草本作物、木本作物、产业作
物、农作物、水中生物质副产品、林业废弃物、城市垃圾、产业副产品等属于无限资源的一年生作物、海藻
类、产业废弃物、非食用系有机性废弃资源。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生物基底
塑料

천연 식물체
바이오매스
天然植物体

生物质

생분해 플라스틱

生物降解塑料

Keyword: 바이오 플라스틱 / 生物塑料

Keyword: 바이오 플라스틱 / 生物塑料

Keyword: 바이오 플라스틱 / 生物塑料

1. 생분해 플라스틱 /生物降解塑料 
2.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 生物基底塑料
3. 천연 식물체, 바이오매스/ 天然植物体，生物质

1.생분해 플라스틱 / 生物降解塑料
2.복합분해 플라스틱 / 复合降解塑料
3.광분해 플라스틱 / 光降解塑料

1. 생분해 플라스틱 / 生物降解塑料
2. 생붕괴 플라스틱 /生物坍塌塑料
3. 광분해 플라스틱 / 光降解塑料

最近

 2000年代中期

2000年代初期

바이오 플라스틱 生物塑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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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Carbon Neutral) 
식물 등 바이오매스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자라기 때문에, 폐기 후 화학 분해되어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음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함을  
의미합니다. 
 

碳中立( Carbon Neutral)
植物等生物质吸收大气中的二氧化碳生长,即使废弃后化学分解,也
不会增加大气中的二氧化碳总量,对防止地球变暖做出贡献。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과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용어의 구분
Differentiation of 『Bio Based Plastics』
and 『Biomass Plastics』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Bio Based Plastics)』과 『바이오매
스 플라스틱 Bio-mass Plastics)』의 용어 사용이 혼용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합니다. 2002년
미국에서 시작한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2006년 일본에서 다시금 사용하면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여
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벨기에는 2009년부터 시작한 인증라벨에 『바이오 베이스』
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바이오 베이스 플
라스틱』으로 용어를 통일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영향으로 두 가지 용어 모두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과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바이오매스를 일부 사용하는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차이는 없으나, 『바이오매스』와 『바
이오매스 플라스틱』은 개념상 혼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
고 있습니다.
 

'生物基底塑料'和'生物质塑料'的区分
"Bio Based Plastics"和"Biomass Plastics"Ԁ的术语混用，因此
需要准确传达相关信息。日本曾用生物质塑料统一了概
念，但比利时在2009年开始使用的认证标签中使用了"生物

基底塑料"一词。 另外，美国或欧洲等地很早以前开始到现

在也统一使用"生物基底塑料"一词。 但是，在韩国，受日本

影响，两种用语都有使用倾向。 《生物基底塑料》和《生
物质塑料》在部分使用生物质的层面上没有概念上的差
异，但由于在概念上容易引发混淆，所以最近不再使用"生
物质塑料"一词，而是多使用"生物基底塑料"一词。

二氧化碳排放量(CO2)
 
聚乙烯(PE) 1,860g/kg 
聚丙烯(PP) 1,470g/kg 
印刷用纸1,120g/kg
报纸826g/kg等
 

*出处：韩国环境产业技术院
国家LCI情报网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폴리에틸렌(PE) 1,860g/kg
폴리프로필렌(PP) 1,470g/kg
인쇄용지 1,120g/kg
신문지 826g/kg 등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  LCI 정보망

이산화탄소(CO2) 저감효과 예시
二氧化碳减排效果 示例

구분 / 区分                         CO2 排放量 备注

폴리에틸렌 /聚乙烯           1860g/kg          单独使用基准   

폴리에틸렌 + 바이오매스   
/聚乙烯+生物质                930g/kg                   50% 대체 기준 / 50%  

substitution 

CO2 저감량 / CO2 Reduction 930g/kg - 

이산화탄소 저감이란? 二氧化碳减排?

* 폴리에틸렌 50%를 탄소중립인 바이오매스로 대체하는 경우  
   CO2 배출량 환산 : 1,860g/kg * 50% = 930g/kg 

 * 50%聚乙烯用碳中立的生物质代替时

 CO2 排放量换算:1,860g/kg * 50% = 930g/kg
 

바이오 플라스틱의 특성 비교
生物塑料的特征比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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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바이오베이스(BP), TGR 생분해) 인증의 목적
 生物塑料（生物降解、生物基底（BP）、TGR生物降解）认证的目的
환경부하 경감, 재활용 용이성, 인체 무해성, 분해성 등 친환경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마크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증마크는 일반 소비자에게 자연선순환, 탄소저감 제품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올바른 사용법과 제품
의 보급촉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며,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들의 생산에도 촉매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사)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는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TGR생분해플라스틱” 인증으로 많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环境负荷减轻、回收利用便利性、人体无害性、分解性等环保产品赋予认证标志的必要性比任何时候都更高。认证标志可增进
普通消费者对自然良性循环、碳减排产品的理解，正确的使用方法与产品有助于促进普及,对使用生物塑料的产品的生产也会起

到催化剂的作用。今后，协会将通过"生物降解塑料""生物基底塑料""TGR生物降解塑料"认证，发会更多的作用。

(1) 생분해 플라스틱 /生物降解塑料
(2) 탄소저감형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 降低碳素型生物基底塑料
(3) 자원선순환 TGR 생분해 플라스틱 / 资源良性循环TGR 生物降解塑料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생분해”, “바이오 베이스”,”TGR생분해(생분해 기간 연장)”제픔으로 인증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허가하여 일반 소비자가 자원선순환, 생분해성, 탄소저감형 바이오 베이스 제품”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符合规定标准的产品认定为"生物降解 " " 生物基底" "TGR生物降解（延长生物降解期限）"其目的是通过认证认证并允许使用

认证标志，让普通消费者更容易识别资源良性循环、生物降解性、碳减排型生物基底产品。

바이오플라스틱 규격기준 / 生物塑料 规格标准

国家
Country

생분해,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규격기준 生物降解、生物基底塑料 规格标准

生物分解塑料
 Bio Degrdable Plastic

生物基底塑料
Bio Based Plastics

国家规格
International

Standard
基准 : ISO 14855

生物分解树脂含量标准:70%以上

基准 : ISO 472

 生物质含量标准:无

大韩民国
Republic of

Korea

基准:KSMISO 14855-1            

规格名称:环境标志

认证团体:韩国环境技术振兴院   

施行年度:1992年

生物降解树脂含量标准：70%以上

基准:KSMP0107, ASMPD 6866        

规格名称:Bio Based Product

认证团体:韩国生物材料包装协会      

施行年度:2011年

生物质含量标准:25%以上

美国
U S A

基准:ASTMD6400

规格名称:Green Seal

认证团体:Green Seal

施行年度:1989年

生物降解树脂含量标准:70%以上

基准:ASTMD6866

规格名称:BIO BASED PRODUCT 

认证团体:USDA 美国农业省      

施行年度:2002年

生物质含量标准:25%以上

日本

Japan
基准:JISK 6953

规格名称:绿色树胶(GP)

认证团体:日本生物塑料协会  (JBPA)

施行年度:1996年

生物降解树脂含量标准:50%以上

基准:ASTMD6866

规格名称:生物质基础设施

认证团体:日本生物质塑料协会 (JBPA)

施行年度:2006年

生物质含量标准:25%以上

比利时
Belgium

 

基准:EN13432

规格名称: OK compost

认证组织: Vincotte

施行年度:1995年

生物降解树脂含量标准:70%以上

基准:ATMMD6866

规格名称: OK bio based 认证团

体: Vincotte

施行年度:2009年

生物质含量基准20%以上

德国
Germany

基准:DIENE 13432

认证组织:DincERTCO

施行年度:1979年

生物降解树脂含量标准:70%以上

基准: CEN/TR15932 

        ASTM D 6866

规格名称:DIN CERTCO             

施行年度:2010年

生物质含量基准20%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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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분해 제품 및 원료 / Bio degradable product and material
   - 생분해 시험 결과 생분해도가 시험 기준에 적합한 제품 및 원료
   - 식물체 바이오매스로만 이루어진 천연 유기재료 및 그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 바이오매스(biomass)란 협회에서 정의한 11가지를 포함한다.
   - 생분해 원료로 제조된 제품 :

 생분해 시험 / KSM ISO 14855-1, ISO 14855 etc

인증 및 시험기준/ 认证 及 试验基准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 生物降解塑料认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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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규격의 적용범위 / 规格的适用范围

提出材料
구분 /区分 시험 기준 / 试验基准       

제출서류 /

생분해 실험        
生物降解实验

  18개월 이내 90% 이상  / 18 个月以内 90% 以上 
more 45일 이내 60% 이상 / 45日以内 60% 以上

시험성적서
试验成绩书 

유기탄소 함량
         有机碳含量

同上

식물체 바이오매스 함량
植物体生物质含量

생분해 원료
生物降解原料

同上

중금속 등 유해물질
           重金属 等 有害物质

同上

유기 탄소 기준 90% 이상(ASTM 6866 등 기준)
有机碳基准 90% ↑ (ASTM 6866等基准)

유기 탄소 기준 90% 이상(ASTM 6866 등 기준)
有机碳基准 90% ↑ (ASTM 6866等基准)

PLA, PBAT, PBS, PCL, TPS, PHA 중 1종 이상 사용
PLA, PBAT, PBS, PCL, TPS, PHA中 使用1种以上

식품공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韩国食品标准、仪器和容器、包装标准及规格

ㅇ 인증 및 시험기준중 1개 이상에 적합하여야 함
 - 必须符合认证和试验标准中的1个以上

 

(가) 생분해 기준 / 1.生物降解标准
 - 以6个月以内90%为标准，有机碳应转换为二氧化碳。
 - Organic carbons should be changed into carbon dioxide based on 90% for 6 months
 

(나) 유기탄소, 바이오매스 함량 측정 / 2.有机碳、生物质含量测量
 - ASTM D 6866, KBMP-0107 또는 TGA 등을 이용한 유기물 분석을 통해 원료 또는 제품의 함량 표시
 - 通过ASTMD6866、KBMP-0107或TGA等有机物分析，显示原料或产品的含量。
 

(다) 생분해 원료 /生物降解原料
 - Polylacticacid 또는 Polylactide (PLA), 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PBAT), Polybutylene
   succinate(PBS), Polycaprolactone(PCL), Thermoplastic Starch(TPS), Polyhydroxyl alkanoate(PHA) 중
   1종 이상으로 제조한 제품. 단, 원료내에 10% 이내로 첨가된 유기, 무기 첨가제는 생분해 원료로 함
 - 至少生产一种PLA、PBAT、PBS、PCL、TPS和PHA的产品添加在成分10%以内的有机和无机添加剂可  
   生物降解。

인증 마크/ 认证标志

인증사후관리 认证后的管理
랜덤 샘플링을 통해 2단계 시험을 진행하며 기준을 통과 못할 시 인증 취소
1단계 : 동일 재질 여부 확인, 분자량, 겔잔사 test 통과 시 인증 유지
2단계 : 1단계 시험결과 규격에 미달인 경우 인증 당사자의 요청 시 테스트 진행

通过随机抽样进行2个阶段试验，未通过标准时取消认证。

第1阶段:确认材质是否相同，分子量、凝胶残留物测试通过时维持认证

第2阶段:第1阶段试验结果不符合规格时，由认证当事人要求时进行测试

사후관리 
Post Control 



 

 

生物基底塑料 认证
인증 및 시험기준 / Certification and Testing Standards
  

(1) 바이오매스 함량 : 25% 이상                   (3) 비스페놀A 사용 금지
       生物质含量:25%以上                                               禁止使用维生素A
 

(2) 규제 가소제 사용 금지                          (4) 4대 중금속 기준치 이하
       禁止使用限制性塑胶                                           4大重金属标准值以下 

환경관련기준 /环境相关标准
• 바이오매스 함량 : 25%이상 ~ 100% ( 투명 및 발포제품 15% 이상 )
• 투명제품 인증 기준 : KSM 3832-2006 ( 전광선 투과율(Total Luminous Transmittance) 80% 이상 / 흐림도(Haze) 10% 이하 )

• 4대 중금속 EU RoHS 기준치 이하 : Pb(납), Cd(카드뮴), Hg(수은), Cr6+ (6가 크롬)
• 제품에 규제 가소제 사용 금지 ( 단, 한국 KFDA 식품포장재 규격적합, 미국 FDA 적합 서류 제출시 간편 심사 )
• 인체 유해논란 원료 및 성분 사용 금지 : 발포제, 난연제, 유기주석화합물, 비스페놀 A, PVS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 등
• 비스페놀 A 사용금지

 

• 生物质含量:25%以上~ 100%（透明及发泡产品15%以上）

• 透明产品认证标准:KSM 3832-2006（电光线透射率（Total Luminous Transmittance）80%以上.阴度（Haze）低于 10 %） 
• 4大重金属EU RoHS标准值:Pb（铅）、CD（镉）、Hg（汞）、Cr6+（6加铬）

• 禁止在产品中使用限制塑胶（但符合韩国KFDA食品包装材料规格，提交美国FDA合格文件时进行简便审查）

• 禁止使用对人体有害的争议原料及成分:泡沫剂、阻燃剂、有机锡化合物、酚A、PVS等卤素类合成树脂等

• 禁止使用维生素A

품질관련기준 /质量相关标准
• 有韩国产业规格或政府认证规格时，符合相应规格的质量标准
• 没有韩国产业规格或政府认证规格时，在功能上符合相同产品及类似产品规格的质量标准

 

• If KS or government approved certification standards exists, the products must meet such standards
• If there is no such standards, must be appropriate to qualities of a similar product or products with the same functions.

인증관련 추가정보 / 认证相关追加信息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인증마크 / 生物基底塑料认证标志

인증업체 / 认证企业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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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또는 제품이 단일종류가 아닌 혼합재료인 경우, 각각의 제품 인증 진행 
• 수지 또는 제품은 총 중량 대비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으로 인증 
• 협회의 시험 방법( KBMP-0107:2011) 또는 ASTM D6866에 의해 그 조성성분을 시험분석 진행 
 

• 树脂或产品不是单一种类而是混合材料时，进行各自的产品认证。

• 树脂或产品与总重量相比，以生物质含量为准。

• 根据协会的试验方法（KBMP-0107:2011）或ASTMD6866对其组成成分进行试验分析。

㈜한영 

㈜경진코리아 



/ TGR 生物降解塑料认证

시험기준 / Test Criteria 

규격의 적용범위 / 规格的适用范围
• 생분해 첨가제 / 生物降解添加剂

• 생분해 첨가제 및 생분해 수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 使用生物降解添加剂及生物降解树脂制造的产品

（1）잔류물에 대한 중금속 함량기준 / 对于残留物的重金属含量标准

TGR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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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화분해 기준 /氧化分解基准
인장강도 및 신장률≤ 5% (ASTM D 5208) / 拉伸强度和伸张率小于 5% (ASTMD 5208)
분자량 ≤ 5000 Dalton (ASTM D 6954-04 TIER 1) /分子量≤5000 Dalton (ASTM D 6954-04 TIER 1)
분해 후 겔(gel) 잔사 함량 ≤ 5% (ASTM D 6954) / 生物降解后，凝胶配方含量 ≤ 5% (ASTM D 6954)

(3) 생분해 기준 / 生物降解标准

 - UV, 열 등으로 시료 전처리 가능
    可通过UV、热等进行采样前处理
 - 6개월 이내 60%의 기준으로 유기탄소가 이산화탄소로 전환돼야 한다.
    以6个月以内60%为标准，有机碳应转换为二氧化碳。

(4) 바이오매스 함량 측정/生物质含量测定

 - ASTMD 6866, TGA 등을 이용한 유기물 분석을 통해 수지 또는 제품의 바이오매스 기원 물질의 함량을 표시한다.
    通过ASTMD6866、TGA等有机物分析，显示树脂或产品生物质的含量。 

(5) 카르보닐기(carbonyl group) 관측 / 羰基的观察

KS M 0016(원자흡광 분석 방법)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시험방법을 사용하여 1700~1750cm에 카르보닐 흡수대가
존재해야 한다.
使用KSM0016（原子吸光分析方法）或同等以上标准的试验方法，在1700~1750cm处应存在碳氢化合物吸收带。

TGR 생분해는 기존 6개월 생분해의 경우 유통기간 내 생분해 문제점 해소 및 물성 보강하여 최종 생분해 기간을 
2년까지 연장 

구분 / 区分 시험 기준 / 试验标准      제출서류 /提出资料   

1. 산화분해
        氧化降解

ASTM 기준 물성 저하 종말점: 95% 以下
                  ASTM标准物性低下终极点: 95%以下

시험성적서
试验成绩书

2. 중금속 등 유해물질
             重金属等有害物质

标准值以下
Below standard level

3. 처리 후 분자량 측정
处理后分子量测定

시험성적서
Test report

5000 Da 以下 시험성적서

4. 생분해 실험
生物降解实验

18개월 이내 90% 이상/ 18 个月内 90%以上     
6개월 이내 60% 이상/ 6个月内 60% 以上

5, 바이오매스 등
生物质等

1) 바이오매스 함량 25% 이상 / 生物质含量25% 以上
2) Carbonyl Group 생성 여부 / 羰基 生成与否                                  

3) 겔잔사 5% 이하 / 低于凝胶配方5%

Test report

시험성적서
Test report
시험성적서
택 1 가능

               选择一种

인증마크 / 认证标志

* 시험 기준은 KBMP-TGR-001의 참조 표준을 따른다.

  试验标准遵循KBMP-TGR-001的参照标准。

물질

物质
mg/kg (건조물질 기준)

(干燥物质标准)
Zn 150
Cu 50
Ni 25
Cd 0.5
Pb 50
Hg 0.5

물질
物质

mg/kg (건조물질 기준)

(干燥物质标准)
Cr+6 50

Mo 1

Se 0.75

As 5

F 100

- -

- TGR生物降解在现有6个月生物降解时，在流通期间内消除生物降解问题及加强物性， 终生物降解时间延

长至2年。



전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의 연간 생산량이 아직까지 전체 플라스틱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全世界生物塑料的年产量至今仍占整个塑料市场的比重微不足道， 但是正在持续成长。
 

현재 생산되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시장 현황에 근거하여 보면 2012년까지 기존 고분자의 5~10%가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대체될 전망이며, 바이오매스를 플라스틱 고분자에 적용하는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과
천연고분자플라스틱을 포함하면 기존 고분자 시장의 30% 이상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플라스틱의 물성과 가격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생분해 플라스틱을 주원료로 상용화 되고 있는 제품들은
미비한 실정이지만, 기존 플라스틱의 물성을 유지하면서도 원가절감이 이루어진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제품과
물성과 원가절감이 가능하면서 생분해 기간의 조절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 제품들이 꾸준하게 출시되고 있기
에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을 보입니다.
 

根据目前生产的生物塑料的市场现状，到2012年为止，现有高分子中5%~10%的生物降解塑料有望被替代，如果包

括将生物质应用于塑料高分子中的生物基底塑料和天然高分子塑料，可替代现有高分子市场的30%以上。
由于现有塑料的物性和价格，目前仍以生物降解塑料为主要原料商用化的产品不完善，但维持现有塑料的物性的同
时，实现节约成本的生物基塑料产品和可降低物性和成本、可调节生物降解时间的生物塑料产品不断上市，生物塑
料产业有望持续增长。

• 식물체 바이오매스, 생분해 수지, 식품 첨가물, 미네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자연계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분해 됩니다. 
• 사출성형, 진공성형, 필름, 압진공성형 등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 성형성 및 생산성이 우수하고, 날카로운 면이 없어 생산 작업 시 부상이 생길 우려가 적습니다. 
• 내열성이 우수하여 뜨거운 국물 등에 사용이 가능 : PLA와 달리 열에 의한 포장용기 변형이 없습니다. 
• 내열성 120도 → 해외 수출 시 적도 통과 시점에서 열에 의한 포장재 변형 등 문제 발생이 없습니다. 
 

• 以植物体生物质、生物降解树脂、食品添加剂、矿物质等为主要原料，在自然界用水和二氧化碳会完全分解。

• 吹膜成型、真空成型、薄膜、压真空成型等应用范围广。

• 成型度及生产性优秀，无锋利的一面，生产作业时不太可能受伤。

• 耐热性优秀，可用于热汤等:与PLA不同，不会因热而改变包装容器。

• 耐热性 120 度 → 出口海外时通过赤道时不会因热发生包装材料变形等问题。

바이오제품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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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物产品 适用 案例

  원료분야 : 바이오 펠릿 / 原料领域：生物颗粒



       완제품 제조 가공

          完成品制造加工

※ 관련사 : (주)바이오소재, (주)서진바이오텍, SK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 相关企业:（株）生物聚合物、（株）Seojin生物技术、（株）SK化工、（株）乐天化工 等

粉
M/B 가공

M/B  加工

바이오펠릿 /生物颗粒
Bio pellets such as KBMP-900S,
ECOZONE, TGR etc

핵심요소기술 / 核心技术
• 내수성, 내열성 부여
• 수분흡수방지 코팅
• 탄화방지
• 물성, 생산성 개선
• 분산성, 상용성 개선

• 赋予耐水性、耐热性
• 防水涂料
• 防碳化
• 物质性、生产性改善

• 分散性、商用性改善

• 비닐, 필름
• 진공 성형
• 사출 성형
• 블로우 성형 등

 

• 塑料薄膜

• 真空成型

• 注塑成型

• 吹塑成型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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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방식 / 聚合方式(生物质-糖化-发酵罐-发酵-单体-聚合-生物塑料）

원료 펠릿 / 原料 颗粒

Bio Plastics 

결합방식 / 结合方式



농림수산, 토목건축
农林水产、土木建筑
화분, 화분커버, 육묘포트, 농업용 멀칭필름, 조경용품 등
花盆、花盆套、育苗壶、农业用地膜、造景用品 等
• 유기물 함량, 비료량, 일조량, 온도, 수분 등에 따라 분해기간에 차이가 있음
• 자연상태에서 미생물, 산소, 광 등에 의해 분해되어 자연계로 선순환됨
• 자연조건에서 100일 전후에 분해가 시작되어 9~12개월 이내 80% 이상 분해
• 자연에서 썩어서 식물에 영양분 공금
• 분해기간 중에 분자량 감소, 작은 파편이 되어 토양 내 떼알구조를 개선하여 통기성, 투수성을 개선하여
  지력을 향상시킴

 

• 根据有机物含量、肥料量、日照量、温度、水分等不同，降解时间存在差异。

• 自然状态下因微生物、氧气、光照等降解，实现自然界良性循环。

• 自然条件下100天前后开始降解，9~12个月内分解80%以上。

• 在大自然腐烂后为植物提供营养。

• 降解期间减少分子量，成为小碎片，改善土壤内群粒结构，改善透气性、透水性，提高地质。

 

조경분야 / 造景领域
 

• 목재 유래 원료 사용 저감 
• 벌레, 미생물, 햇빛, 수분 등에 목재보다 강함 
• 사용수명 연장, 디자인이 용이함  

 

• 减少木材原料的使用

• 对应虫子、微生物、阳光、水分等，比木材更强

• 延长使用寿命、易于设计

건축자재

建筑材料
지아소리잠 바닥재
Zia sorijam 地板材

화분, 화분커버
花盆、花盆套

식물 키우기

 种植容器

농업용 멀칭필름

农业地膜

친환경 웰빙식물 전시장

绿色健康植物展示场
화분 행거 3구

花盆挂架 (3)
화분 행거

花盆挂架

에코 테이프

环保胶带

 

테이프 바인더

胶带夹

※ 관련사 : ㈜바이오소재, ㈜도일에코텍. LG하우시스, ㈜서진바이오텍
※ Companies : Bio Polymer,  Doillecotec,  LGhausys, Seojinbiotech etc 23

씨앗부착 생분해멀칭필름
附着种子的生物降解地膜

육묘포트
育苗盆



/ 环保涂布纸

제품 특장점/ 产品特点

● 천연물, 바이오매스, 수용성 고분자로 코팅하여 사용 후 폐기 시 자연에서 생분해 (A, C type)
● 물에 완전해 해리되어 재활용 종이 (A type)
● 인체무해, 친환경 코팅: 일반비닐 코팅이 아님
● 생산 시 파지, 스크랩은 재활용 가능
●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
 

● 用天然物、生物质、水溶性高分子涂层，使用后废弃时在自然中生物降解 (A, C型)
● 由于在水中完全分解的特性，易于回收再利用（A型）
● 对人体无害，环保涂层:并非普通塑料涂层
● 生产时可回收废纸、剪贴
● 可使用微波炉，降低塑料使用量

친환경 코팅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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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层 : 纸

• 100% 천연펄프로 만든 종이

• 화학물질을 사용치 않음

• 100%用天然纸浆制作的纸

• 不使用化学物质

区分 内容 适用可能产品 相关 认证

A 型           纸 + 水溶性, 生物降解 涂布          ○ 纸杯, 纸容器 等
        ○ 纸胶带(研发中)

    环境标志, 绿色认证,
    USDA认证, BP认证

 
B 型

      纸 + 生物薄膜

      或 氧化生物降解薄膜 涂布
       ○ 包装材料(洗剂, 咖啡,
           冰袋, 面膜 等)
       ○ 纸杯,纸容器 等

    绿色认证, USDA认证,
    智库认证, BP认证

C 型          纸 + 生物降解薄膜 涂布        ○ 一般用品     环境标志

코팅지 종류 / 涂布纸 种类

A 型 : 수용성 생분해 코팅종이/ 水溶性 生物降解 涂布纸

产品构造

○ 종이컵 이 외에 빵봉투, 식품용 박스, 접시, 트레이, 종이호일, 종이테이프 등 적용 가능

○ 除纸杯外，还可应用于面包袋、食品箱、盘子、托盘、纸箔、纸胶带等

第二层 :环保水溶性涂布

• 소각 매립 시 환경문제 없음

• 식품포장지 안전성 적합
• 재활용성(알카리해리)

• 填埋焚烧时无环境问题

• 适用于食品包装纸的安全性

• 可回收再利用（碱分解）

친환경 종이컵 6.5oz
环保纸杯 6.5oz

※ 관련사 : (주)바이오소재, (주)포텍, (주)레버스 등

※ 相关企业：（株）生物聚合物、（株）Poetech、（株）Lebus

친환경 종이컵 13oz
环保纸杯 13oz

친환경 종이컵 10oz
环保纸杯10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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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型 : 바이오 필름 코팅종이/ 生物薄膜 涂布纸

※ 관련사 : (주)바이오소재, (주)포텍, (주) 레버스, (주)자연과사람들 등

※ 相关企业 :（株）Bio Polymer, （株）Poetech, （株）Lebus, （株）自然和人 等

○ 빠른 생분해 가능/ 可快速生物降解

○ 제품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에 적용 가능유통/ 可适用于保质期短的产品流通

○ 물성이 약한 단점이 있어 냉동, 냉장, 충격 등 가혹조건에는 적합하지 않음/具有物性较弱的缺点，不

    适合冷冻、冷藏、冲击等恶劣条件

C 型 : 생분해 필름 코팅종이 / 生物降解薄膜 涂布纸

纸 洗涤洗剂
ㆍ150x240

纸 纤维柔软剂
ㆍ150x240

球杆型
스틱형

ㆍ000x000

T冲压加工

ㆍ60x140(M=15)

ㆍ材纸 :韩纸

纸 咖啡包装材料
ㆍ000x000

防乳糖 스파우트
ㆍ000x000

纸 冰袋(充水)
ㆍ120x170(150g)
ㆍ150x200(350g)
ㆍ160x240(500g)

面膜 (纸 包装)
ㆍ150x180
ㆍ黄金蚕, 보령 머드

面膜(纸 包装) ˙
ㆍ150x180
ㆍ보령 머드

○ 내수, 내유성이 우수하여 커피백, 세제봉투, 아이스팩, 마스크팩, 화장품 포장 등에 적합

○ 耐水、耐油性优秀，适合咖啡包、洗衣袋、冰袋、面膜、化妆品包装等

○ 유통 기한이 긴 제품에 적합/ 可适用于产品保质期短的产品

○ 무용제 접착, 친환경 잉크 적용/ 无用剂粘贴，适用于环保墨水



식품포장 /  食品包装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포장재 등
农产品，水产品，食品加工材料 等

※ 관련사 : (주)바이오소재, (주)파워랩, CJ제일제당, (유)돌코리아, ㈜코아트등
※相关企业: （株）Bio Polymer, （株）PowerWrap,（株）CJ, （株）Dole korea,（株） Coart 等

• 다층 필름으로 수분, 산소, 이산화탄소 등 투기 · 투습, 맞춤형 포장재 가능 
• 신선도 유지, 항균 등 기능성 포장 가능 
• 다른 고분자와 상용화 가능한 원료사용으로 폐기 후 재활용 가능 
• 바이오매스, 식품첨가물 등 인체무해 원료 사용 
• 인체에 무해하여 입에 넣거나 음식물과 직접 접촉하여도 안전 
• 다이옥신, 중금속 등 유해물질 저감 효과 탁월 
 

• 可使用多层薄膜进行水分、氧气、二氧化碳等透气、透湿、定制式包装材料

• 可维持新鲜度、抗菌等功能性包装

• 使用可与其他高分子商用化的原料，废弃后可再利用

• 使用生物质、食品添加剂等对人体无害原料

• 对人体无害，放入口中或直接接触食物时亦安全

• 降低二恶英、重金属等有害物质效果卓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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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기ㆍ사출제품ㆍ블로우성형
食品包装：食品容器、注塑、吹塑成型 等

물병, 식판, 도시락, 컵, 하트용기, 숟가락, 포크, 주걱, 용기 등
水瓶、餐盘、盒饭、杯子、心形容器、勺子、叉子、饭勺、容器 等

• 천연물, 바이오매스, 산화제, 미네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사용 후 폐기시 자연에서 생분해
• 인체에 무해하여 입에 넣거나 음식물과 직접 접촉하여도 안전
• 뜨거운 음식, 끓는 물 속에서도 열 변형 없음
• 다이옥신, 중금속 등 유해물질 저감 효과 탁월
•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
• 유아용, 성인용, 업소용 등 제품의 종류 다양

 

• 以天然物、生物质、氧化剂、矿物质等为主要原料，使用后废弃时在自然中生物降解

• 对人体无害，放入口中或直接接触食物时亦安全

• 热食物，在沸水中也不会出现热变形

• 降低二恶英、重金属等有害物质效果卓越

• 可循环利用、重复使用

• 婴幼儿用、成人用、营业场所用等产品种类多样

밀폐용기 1
        密封容器 1

 

쟁반

托盘

밀폐용기 4

密封容器 4
식기 세트

餐具
주걱

饭勺

라이스 볼
饭团

 
    ※ 관련사 : (주)바이오소재, SK케미칼, (주)서울가야상사 등
 ※ 相关企业：（株）Bio Polymer, （株）SK Chemicals, （株）Seoul Gaya 等                                                                                           27

밀폐용기 2
密封容器 2

 

화장품 용기
化妆品容器

세제통

洗涤容器



투명 바이오랩 제품 / 透明生物膜产品

제품특장점 / 产品特点

• 생태계 독성 저감, 석유자원 절약효과,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 우수(35%)

  生态毒性降低、石油资源节约效果、二氧化碳减排效果优秀

• 자연상태에서 미생물, 온도, 수분 등에 의해 분해되어 자연계로 선순환

 在自然状态下，由微生物、温度、水分等分解，向自然界良性循环

• 바이오매스, 천연물 등 인체 무해 원료 사용

  使用生物质、天然水等人体无害原料

• 인체에 무해하여 입에 넣거나 음식물과 직접 접촉하여도 안전

对人体无害，放进嘴里或直接接触食物也安全

• 방담기능 부여 : 수분에 의한 김서림 방지

 赋予防雾功能： 水分除雾
 

바이오랩 / 生物膜
 

. 

   
※ 관련사 : ㈜바이오소재, ㈜자연과사람들 ㈜새롬테크 등

相关企业 : （株）Bio Polymer, （株）自然和人,（株） Seromtech 等
 

             卓越的粘贴力       可使用微波炉         纯植物性添加         维持新鲜度              食品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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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 & 포장완제품 / 办公文具、包装成品
홀더, 클리어화일, 바인더, 바이오필름 제품 등
文件夹、透明文件、扩展支架、活页夹、生物膜等
• 제품 생산 스크랩, 폐기 후에도 100% 재활용이 가능하여 경제성 우수
• 미생물, 자외선, 수분, 산소 등에 의해 생분해되어 자연환경 보호
• 기존 제품 대비 물성의 저하가 없으며, 파스텔톤의 세련된 색상 구현
•• 제품에 고급스러운 이미지 부각

• 经济价值：处理后100%可回收

• 保护环境：通过微生物、紫外线、水分、氧气等进行生物降解。

• 与现有产品相比，性能没有下降，实现更复杂的颜色

• 为产品带来奢华形象

※ 관련사 : ㈜바이오소재, ㈜자연과사람들, ㈜서울가야상사 등
※ 相关企业 :（株）Bio Polymer,（株）自然和人, （株）Seoul gaya 等                                                                             29

친환경 클리어 내지류

环保透明内层纸系列
친환경 클리어 화일류 环
保透明内层文件纸系列

딱풀
胶棒

바이오 롤백
生物纸袋

식물체 롤백

生物质滚筒
바이오 장갑

生物手套

바이오 지퍼백
生物拉链包

바이오 항균 위생백

生物抗菌卫生包
바이오 항균 장갑

生物抗菌手套



 

산업용품ㆍ소가전 / 产业用品ㆍ小家电
휴대폰, 투명 판넬, 화장품 용기, 부품 트레이, 자동차부품 등
手机、透明面板、化妆品容器、配件托盘、汽车配件等

• 바이오매스, 천연물 등 인체 무해 원료 사용
•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
• 자연에서 생분해되어 생태계 선 순환
• 우수한 내수성, 내유성으로 사용 중 수분 흡수가 없음
• 뛰어난 내열성(상온~120℃) : 해외 수출 시 컨테이너 적도 통과 시 문제 발생 없음

 

•使用生物质、天然水等人体无害原料

•使用后可以再利用

•从自然中生物降解，实现生态良性循环

•优秀的耐水性，耐油性使用中不吸收水分

•卓越的耐热性（常温~120℃）：海外出口时通过集装箱赤道时没有问题

핸드폰 트레이

手机托盘
두부상자

豆腐盘
도전성 트레이(1)

零件托盘(1)
부품 트레이(2)

零件托盘(2)
调色板

(1100x1100mm)

핸드폰 케이스

手机套
모니터 스탠드

监视器立颈
사출품

   注塑品                                          투명 판넬
                                                      透明面板

 

고투명성, 내화학성, 우수한 강도 유지가 가능하며, 
내냉성과 내열성이 우수하고, 바이오매스를 적용
하여 탄소저감 기능이 우수함 
 

能保持高透明度、耐化学性、优异的强度。在耐
冷、耐热以及减少碳含量方面表现出优异的品质。

화장품 용기

化妆品容器
샤워기 헤드 淋

淋浴喷头
생수통

水桶
세탁기 안전도어

洗衣机安全门

노트북 컴퓨터

笔记本电脑
냉장고 아이스 뱅커

冰箱冰柜
투명보트

透明船
자동차 내장재

汽车装饰材料
자동차 프론트 판넬

汽车前面板

※ 관련사 : ㈜포텍, SK케미칼, EMTS, ㈜서진바이오텍, ㈜자연과사람들 등
30 ※ 相关企业 : （株）Foetech, （株）SK Chemicals，（株）EMTS, （株）Seojinbiotech, （株）自然和人 等



진공 성형 / 真空 成型
원형접시, 사각 트레이, 국밥공기, 전자트레이, 시트 등
圆型托盘、矩形托盘、汤碗、电子产品托盘、板材 等

• 바이오매스, 식품첨가물 등 인체에 무해 원료 사용
• 재활용 가능, 사용 후 폐기시 퇴비가 되어 자연계로 선순환되는 친환경 제품
• 우수한 내수성, 내유성으로 사용이 편리
• 뛰어난 내열성(상온~120℃) : 밥, 국물 등 뜨거운 내용물을 담아도 열변형 없음
•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 소각시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이 발생하지 않음

 

• 使用生物质、食品添加剂等对人体无害的原料

• 可再利用，使用后废弃时会变成堆肥，良性循环到自然界的环保产品

• 作为优秀的耐水性、耐油性使用方便

• 卓越的耐热性（常温~120℃）：即使放入米饭、汤等热的内容物，也不会发生热变形

• 可以使用微波炉

• 焚烧时不产生二恶英等环境荷尔蒙

※ 관련사 : ㈜바이오소재, ㈜자연과사람들, ㈜서진바이오텍, ㈜포텍 등
※ 相关企业 :（株）Bio Polymer, （株）自然和人,（株）Seojinbiotech, （株）Foetech 等                                          31

                    白色天然纸                                                  
黑色纸                                                    透明纸



비닐 필름류 / 塑料薄膜类

• 기존 난분해 비닐 제품과 유사한 물성, 강도, 신율을 유지 
• 산소배리어 특성, 유연성, 내한성이 매우 우수 
• 수요자가 원하는 규격, 종류, 인쇄색도, 강도 등 맞춤제작 가능 
• 생태계 독성 저감, 석유자원 절약효과, 탄소저감 효과 우수 
• 자연상태에서 미생물, 온도, 수분 등에 의해 생분해되어 자연계로 선순환 
• 다양한 제품으로 적용 가능 

•保持与现有很难降解塑料制品相似的物理性能、强度和延伸率
•在氧屏障特性、柔软性和耐寒性方面表现出优异的品质
•可根据客户要求定制尺寸、类型、打印颜色、坚固性等
•在减少生态系统毒性、节约石油资源和减少碳排放方面表现出色
•在自然状态下通过微生物、温度、湿度等回归自然
•适用于各种不同的产品

※ 관련사 : ㈜바이오소재, ㈜바이오켐코리아, ㈜서진바이오텍, ㈜태경무역, ㈜자연과사람들 등
32 ※ 相关企业: （株）Bio Polymer, （株）Biochem korea,（株）Seojinbiotech,（株）Taekyung, （株）自然和人 等

미니스탑, 대한항공, 에뛰드, 더페이스샵,
현대카드, 스타벅스, 농협, 월마트,
식품업체 DM봉투, 나들가게 ,쓰레기 

종량제 등

 

Ministop爱丽小屋、大韩航空、 Etude、 
FaceShop、现代汽车、星巴克、农协、沃
尔玛、食品企业、DM袋、进出店、垃圾种
类制品 等

与现有塑料产品相比，保持类似的物质性
能、强度，使用后废弃时，可在自然中生
物降解，降低环境负荷，降低生态毒
性，节约石油资源效果，可定制需求的规
格、种类、印刷色度等。

主要客户

M자 봉투, 쇼핑백, 링펀치, 롤백, 헤다봉투, 왕겨봉투, 멀칭필름, 담뱃갑 등
M袋、购物袋、打孔机、纸卷袋、头袋、地膜、稻壳袋、烟盒 等



기능성 제품, 3D 프린터 / 功能性产品、3D打印

• 다층 필름으로 수분, 산소, 이산화탄소 등 투기, 투습 맞춤형 포장재 가능 
• 신선도 유지, 항균 등 기능성 포장 가능 
• 바이오매스, 식품첨가물 등 인체무해 원료 사용 
• 인체 무해 원료 사용, 중금속 등 함유량 기준 이하 
• 다이옥신, 중금속 등 유해물질 저감 효과 탁월 
• 고투명, 고강도 필름 

•可定制多层膜包装材料，使其达到理想的水分、氧气和二氧化碳等的透气、透湿效果
•可以进行功能性包装，如保持新鲜度、抗菌等
•使用对身体无害的材料，如生物质和食品添加剂
•使用对身体无害的材料，如重金属材料含量低于法定标准
•能够有效减少二恶英和重金属等有害物质
•高透明度、高强度薄膜

※ 관련사 : (주)바이오소재, 바이오켐코리아
※ 相关企业 :（株）Bio Polymer, （株）Biochem  Korea                                                                                                                                     33

3D printer（3D打印）                                 Bio filament（生物丝）

신선도, 대전방지, 항균, 포장재, 전자 포장재 등
保鲜、防静电、抗菌、包装材料、电子包装材料 等



종이ㆍ펄프류 / 纸ㆍ纸浆类

• 천연물, 바이오매스, 수용성 고분자를 사용하여 자연계에서 생분해 

• 높은 심미성 : 기존 PVC벽지보다 우수한 표현력 

• PVC 및 VOCs Free : 이산화탄소 저감 기능 우수 

• 휘발성 발암물질 Free :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 등과 같은 발암물질 저감 효과 

• 친환경 자재 : 새집/헌집증후군 저감으로 건강한 생활 구현 

• 수분 조절 기능 우수 

• 난연성 부여 가능 
 

• 由于使用天然物质、生物质和水溶性聚合物，在自然状态下可生物降解

• 高度美观：与现有PVC墙纸相比，表现力极佳

• 不含PVC和VOCs：卓越的二氧化碳减排能力

• 不含挥发性致癌物质：未发现甲苯、二甲苯等致癌物质

• 环保材料：新居/旧屋综合症低减，体现健康的生活

• 卓越的水分调节功能

• 可嵌入阻燃功能

※ 관련사 : (주)바이오소재, (주)포텍, ㈜레버스 등
※ 相关企业:（株） Bio Polymer, （株）Poetech,（株） Lebus  等

친환경 벽지
环保壁纸

펄프 두부용기
豆腐容器（纸浆模）

탈시리즈 Mask 

부품 트레이

零部件托盘
휴대폰 케이스

手机套
계란판

鸡蛋膜版
계란판

鸡蛋箱面板
메추리알판

鹌鹑蛋箱面板

선물세트 트레이

礼品盒
장례용품

殡葬品

벽지, 식품봉투, 지대포장 등

壁纸,食品袋,纸袋套 等

34 



기계설비 / 机械设备

※ 관련사 : 난징 샤우린 설비
※ 相关企业: NANKING SHARING MACHINERY MANUFACTURER CO.,LTD 35

설비 사진 / Machinery Photo 

적용 공정 / 应用工程领域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의 미래 

36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전망 / 生物塑料市场现状及展望、国际生物塑料按领域消费比率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된 바이오소재에 대한 연구는, 지구 온난화와 잇따른 자연재해와 더불어 그 
박차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초기에 친환경은 “분해”되어야 한다는 명제 아래서, 고비용 원료와 물성의 
제한으로 제품 생산의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친환경의 명제가 “탄소저감”으로 변화하여,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의 보급이 확대되어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은 학문적 과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실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함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일반 플라스틱 제품들을 최대한 빨리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변화시켜 나가 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는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의 보급확대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으 로 현재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물론, 『생분해 플라스틱』에 관한 연구와 보급에 관한 숙제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윤창출의 목표를 가진 기업에 있어서도, 이제는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사 용으로 
기존에 출시되었던 제품들을 대체하는 발 빠른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인증을 실시하고 있고,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기업 및 시장 동향, 제품화 현황 등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지속적 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从2000年初期开始的生物材料的研究，随着地球变暖和自然灾害，正在加快研究步伐。初期，环保在“降解”的
命题下，由于高费用原料和物理性能的限制，产品生产存在局限性，但现在环保的命题变成“碳低减”，“生物基
塑料”普及的扩大，各种产品正在上市。

环保是一个学术课题，但谁都知道在那之前要在现实生活中实践。因此，不能忽视将现有的一般塑料产品尽快
转变为生物塑料，这是通过扩大“生物基塑料”的普及来解决的部分，目前正在加速。

当然，也不能忘记关于“生物降解生塑料”的研究和普及的作业。对于有盈利目标的企业，现在也需要用“生物塑
料、生物基塑料”代替现有产品的快速变化。

（社）韩国生物材料包装协会制定了生物塑料相关标准，正在进行相关认证，并持续关注对相关国内外技术开
发现状、企业及市场动向、产品化现状等。



功能性产品

   회원사 신제품, 신기술 개발 추진, 회원사 뉴스 등을 소개합니다.

    会员企业新产品、新技术开发推进，介绍会员企业的新闻。

방충 필름 / 防虫 薄膜
해충유입을방지하는식품포장재
防止害虫流入的食品包装材料
• 생약 추출물을 적용한 해충 유입 방지형 방충 포장
• 유효성분이 서서히 방출되는 지속가능 서방성기능
  - 미세기공 구조체 및 초정밀 미세 캡슐 도입
• 방충기능 뿐 아니라 항균 기능까지 동시 구현
• 하향식 IPP 공압출 방식을 적용하여 단일공정으로
  다층 포장재 제조
• 소비자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맞춤형 새롭고
안전한 방충기능 식품 포장재

• 使用植物和草药提取物进行防虫包装。

• 有效成分慢慢释放的可持续性释放功能。

-引进微孔结构体及超精密微胶囊。

• 除防虫功能外，还具有抗菌功能功能也包括在内。

• 通过应用描述IPP共挤出法。采用下行式IPP共挤压
出方式，以单一工艺多层包装材料制造。
• 定制符合消费者的需求的个性化安全防虫功能食品
包装材料。

해충유입을 방지하는
식품 포장기술 개발

开发防止害虫流入食
品技术

/ 拥有的核心技术

/ 功能性纳米颗粒                 
/ 多孔性构造体

/ 多样的功能性群体

/ 宽的表面积

 商业化 广泛应用的材料

化学物理 结构设计 界限

신선도, 향균 필름 / 保鲜、抗菌薄膜
수분, 산소, 이산화탄소 등 투기, 투습, 항균 맞춤형 필름 포장재
水分、氧气、二氧化碳等透气、透湿、抗菌定制薄膜包装材料
신선도 연장 및 악취제거 / 延长保鲜期及除味

 • 원적외선 방출에 의하여 생체 내 물의 클러스터를 작게 하여 수화성(hydration)이 향상 되어 신선도 유지 
• 톨루엔, 자일렌, VOC, 냄새 성분 등의 C-H 체인 절단 
 

• 通过远红外线辐射使生物体内的水分子变小，增加水合作用，保持新鲜度。
• 切断甲苯、二甲苯、VOC、气味成分等C-H链。

• 저장 시간의 증가에 따라 세포벽 파괴에 의한 산패도 발생.
• 상추의 무름 현상에 의한 수분의 발생량이 신선도 포장을 한
  상추에서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  随着储存时间的增加，细胞壁收到破坏。
•  根据生菜的枯萎现象和水分的产生量可以
看出，包装成保鲜生菜中出现的现象更少。

대조구

对照
적용제품

适用产品

비닐
(15일 경과)

塑料
    (15 天后)

용기
(15일 경과)

容器
     (15天后)

• 신선도 용기로 포장된 과채류의 중량감소율 변화 

• 保鲜容器包装果蔬的减重变化

기능성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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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에서 개발한 미세기공 구조체 SEM 사진

微孔结构的扫描电镜照片



에틸렌 가스 제거 및 숯불효과 / 去除乙烯气体及炭火效应
• 식품 등의 드립 현상 및 스펀지 현상의 원인이 되는 에틸렌 가스를 제거하여 신선도 유지 기간 연장 가능
• 숯불 효과 : 숯 중의 원적외선 → 이노신산 발생

 

• 去除食品等的滴漏现象及造成海绵现象的乙烯气体，可延长保鲜期

• 炭火效果：木炭中的远红外线→产生异辛酸

신선도 용기로 포장된 사과의 색도 변화
保鲜容器包装的苹果的颜色变化

Item Unit Results Test method
Far-infrared radiation emissivity - 0.885

KCL-FIR-1005-20111
Far-infrared radiation energy W/𝑚2 3.57x102

원적외선 시험분석 / 远红外线试验分析
KCL 한국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韩国建设生活环境试验研究院 NO. : FWRIC07001

미생물 선택 살균, 항균효과 / 选择微生物杀菌，抗菌效果
• 발효 등 유익균 : 성장 촉진효과
• 6~12㎛, : 인체, 유익균 등 활동에 도움되는 유익 진동파
• 유해 미생물, 바이러스 : 진동파가 다름, 사멸
• 발효식품 발효 탱크 적용 : 발효 촉진, 이노신산 등

  증가에 의한 맛 개선

 

• 发酵等有益菌：促进生长效果

• 6~12㎛，：有益的振荡波，有助于激活人体、有益菌等
• 有害微生物，病毒：振动波不同，死亡
• 应用于发酵食品和储罐：通过增加肌苷酸改善风味，促进发酵

初期菌数 24小时后 抗菌活性值
Control 1.7 ∗ 104 1.3 ∗ 106       1.7 ∗ 104<0.63 

6.3(99.9%)

• 抗菌试验 (JIS Z 2801 : 2010, 膜 粘贴法)
 : 细菌数 / 𝑐𝑚2 ,抗菌活性值 𝑙𝑜𝑔

 • Antibacterial Test (JIS Z 2801 : 2010 Film adhesion method 
    : bacteria /  𝑐𝑚2 , Antibacterial acitivity value log 

자동차 내장재 / 汽车 内装材料           
대조구 / 对照区                   실험구 / 实验区

탄소중립(Carbon Neutral)형 바이오매스 함유 내장재

• 바이오매스 함량 : 국내외 바이오 베이스 규격기준 적합
• 강도, 물성 : 자동차 업계 요구조건 부합
• 탄소 저감, 환경부하저감, 재활용 용이성 부여
• 비식용계 유기성 폐자원(유기계 식물체)적용
• 향후 탈취, 원적외선, 향기 등 기능성 부여

 

• 生物质含量：符合国内外生物基底规格标准

• 强度、性能：符合汽车行业要求

• 减少碳排放、降低环境负荷、易于回收

• 适用非食用有机废物资源（有机植物体）

• 赋予将来除臭、远红外线辐射、香气等功能

㈜ 바이오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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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생물 생육 실험 결과 / 微生物生长测试结果

(1) 폴리에틸렌 베이스 바이오 필름의 생분해 실험
        聚乙烯(PE)基生物膜的生物降解测试
          
          -ASTM G 21에 의하여 곰팡이를 접종하고 28~30℃ , 상대습도 85%에서 60일 배양한 후의 SEM사진 (1,000배) 촬영 결과.

 
         -根据ASTM G 21接种霉菌，28~30℃，相对湿度85%培养60天后的SEM照片（1000倍）拍摄结果.

일반 플라스틱 필름
一般塑料膜

2년 생분해 필름(PE base)

2年生物降解膜(PE基)
생분해 필름

生物降解膜

일반 플라스틱 필름
一般塑料膜

2년 생분해 필름(PP base)

2年生物降解膜(PP基)
생분해 필름

生物降解膜

(2) 폴리프로필렌 베이스 바이오 필름의 생분해 실험
 聚丙烯(PP)基生物膜的生物降解测试

-ASTM G 21에 의하여 곰팡이를 접종하고 28~30℃ , 상대습도 85%에서 60일 배양한 후의 SEM사진 (1,000배) 촬영 결과.
 

-根据ASTM G 21接种霉菌，28~30℃，相对湿度85%培养60天后的SEM照片（1000倍）拍摄结果.

바이오 플라스틱 실험결과
生物塑料 实验结果

*출처* / 来源
· “복합분해성 플라스틱 식품포장 필름의 제조 및 분해성”/“复合降解性塑料食品包装膜的制造及降解性”
  한국식품과학회지 - Korean J.Food Sci. Technol, 35권 5호, 877-883, 2003./韩国食品科学会刊
   Chung, M.S., Lee, W.H., You, Y.S., Kim, H.Y., and Park, K.M.2003.
   Degradability of Multi-Degradable HDPE and LDPE Food Packaging Films.
   Food Sci. Biotechnol., 12(5) : 548-553, 2003.
· “분해성 저밀도폴리에틸렌 혼합 필름의 제조와 물성분석”/“降解性低密度聚乙烯混合薄膜的制造和性能分析”
· 환경기술학회지 - J Korean Soc. of Environmental Technology, 12권 3호, 182-188, 2011./环境技术学会杂志
· 한국청정기술학회 - Clean technology, Vol.20, No. 3, september 2014, pp. 205~211/韩国清洁技术学会
  “농산부산물인 옥피, 대두피, 왕겨, 소맥피를 이용한 산화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필름 개발”
   /“利用农副产品玉皮、大豆皮、王糠、小麦皮，开发生物降解生物塑料薄膜”。
                                                                                      39



2. 열분해 및 광분해 실험 결과
       热降解和光降解 实验结果

(1) 열분해 및 자외선 처리 후 사진
      热降解和紫外线处理后的照片

(2) 분해성 LDPE, PP 바이오 필름 열분해 실험
      可降解LDPE、PP生物膜的热降解性实验

 

3. 생분해 실험 결과
      生物降解实验结果

Contents Biodegradability Period

标准材料 77.30% 45days

        试验物质 55.40% 45days              

与参考材料相比  71.67% 45days
二氧化碳、水：ISO14855
由平均二氧化碳排放量计算的生物降解性曲线

*출처* 来源
· ”복합분해성 식품포장용 플라스틱”, 산업식품공학-Food Engineering Process, 7권 3호, 134-140. 2003.8.

  Chung, M.S., Lee, W.H., You, Y.S., Kom, H.Y., Park, K.M., and Lee, S.Y. 2006.
·   Assessment and Applications of Multi-Degradable polyethylene Films as Packaging Materials.
   Food Sci. Biotechnol., 15(1) : 5 - 12. Scott, G., Ed., 1993, Atmospheric Oxidation and Antioxidants,  Elsevier, London.
· ”농산부산물인 옥피, 대두피, 왕겨, 소맥피를 이용한 산화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 필름 개발”
·  한국청정기술학회 - Clean technology, Vol.20, No.3, september 2014, pp. 205~211
  “농산부산물인 옥피, 대두피, 왕겨, 소맥피를 이용한 산화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 필름 개발”
  “Development of Oxo-biodegradable Bio-Plastics Film Using Agriculture By-product such as Corn Husk,
    Soybean Husk, Rice Husk and Wheat Husk”
·  KOREAN JOURNAL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 Vol.22, No3 127~134(2016)
   “생분해 촉매제를 이용한 산화생분해 바이오 필름 개발”

40   “Development of Oxo-biodegradable Bio Film by Using Biodegradable Catalyst”

바이오 LDPE / 生物 LDPE 바이오 PP / 生物 PP
ASTM D 5510을 변형하여 68±2℃, 상대습도 85%에서 열에 의한 신율 변화를 측정한 결과
세로방향은 20일 이후, 가로방향은 60일 이후에 분해 종료점에 도달
ASTM D5510变形，68±2℃，相对湿度85%，根据热的变化测定结果，纵向20天后，横向60天后到达降解终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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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의토양 매립 실험 결과
     填埋场模拟结果

• 온도와 습도가 조절된 모의 매립 환경에서 분해제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혼합비를 다르게 한 필름을
6개월간 노출시킨 결과 생분해 물질이 분해되어 다공성 상태가 됨을 확인했음.

  -성균관대학교 공동연구결과 (SEM x 3000).
 

• 在温度和湿度调节的模拟填埋环境中，将构成分解剂的成分的混合比例不同的胶卷曝光6个月
后，确认了生物降解物质被分解成多孔状态。
-成均馆大学共同研究结果（SEM x3000）

LDPE 59% + 바이오 첨가제 41%

LDPE 59% + 生物添加剂 41%
LDPE 60% + 바이오 첨가제 40%

LDPE 60% + 生物添加剂 40%

실험 전

实验前

90일

90天

120일

120天

150일

150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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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립 실험 결과 / 填埋实验结果

初期 填埋后30天 填埋后60天 填埋后90天



(1) 분자량 감소 실험 결과
     减少分子量实验结果

• 자외선, 열 등의 외부자극에 노출시키지 않은 필름에서는 1710 ~ 1750𝑐𝑚−1 의 카르보닐(carbonyl)기가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수십만의 고분자량의 폴리머는 분해 후의 경우 분자량이 10,000 ~ 20,000정도로
감소하였으며, 열에 의한 분해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7,800 ~8,000으로 감소되었다. 저분자화된 필름은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될 수 있으며, 이는 바이오 베이스 필름의 생분해 특성을 확인시켜주는 실험결과
이다.

 

• 不暴露在紫外线、热等外部刺激下的薄膜中1710~1750𝑐𝑚−1确认生成了的羰基。数10万的高分子量
聚合物在降解后，分子量减少到10000~2000左右，热降解时分子量减少到7800~8000。低分子化的
薄膜可以被微生物降解，这是确认生物基底薄膜的生物降解特性的实验结果。

(2) 적외선 분광 실험 결과
       红外线光谱实验结果

• 분해 후 필름제품의 중량 평균 분자량 분포가 확연하게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장쇄
고분자는 저분자화 흡수대를 관찰할 수 없는 반면, 40일간 광 노출 후의 필름과 120일간 열 노출된
필름에서 카르보닐 흡수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카르보닐기는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
는 물질이다.

 

• 降解后，薄膜产品的平均分子量分布显著降低，长链聚合物无法观察到羰基吸收带。另一方面，在暴
露于光下40天和暴露于热下120天的薄膜中，可以观测到羰基吸收带。羰基是塑料降解过程的产物物
质。

*출처* 来源
· “복합분해성 식품포장용 플라스틱”, 산업식품공학 - Food Engineering Process, 7권 3호, 134-140. 2003. 8.
·  Chung, M.S., Lee, W.H., You, Y.S., Kim, H.Y., Park, K.M., and Lee, S.Y. 2006.
    Assessment and Applications of Multi-Degradable Polyethylene Films as Packaging Materials.
    Food Sci. Biotechnol., 15(1) : 5-12. Scott, G., Ed., 1993, Atmospheic Oxidation and Antioxidants, Elsevier, London.
·  한국청정기술학회 제20권, 제3호, 2014년 9월 - Clean technology, Vol.20, No.3, september  2014, pp. 205~211
  “농산부산물인 옥피, 대두피, 왕겨, 소맥피를 이용한 산화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필름 개발”
  “Development of Oxo-biodegradable Bio-Plastics Film Using Agriculture By-product such as Corn Husk,
    Soybean Husk, Rice Husk and Wheat Husk”
·  KOREAN JOURNAL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 Vol.22, No3 127~134(2016)
   “생분해 촉매제를 이용한 산화생분해 바이오 필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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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Oxo-biodegradable Bio Film by Using Biodegradable Catalyst”

5. 분자량 감소 실험, 적외선 분광 실험 결과
减少分子量实验，红外线光谱实验结果

      분해 전 / 降解 前                             분해 후 / 降解 后



구분/区分 종류/种类 제조국/生产国                  비고/备注

광분해 플라스틱
                光降解塑料

광분해 2종
光降解 2种

한국, 미국
   韩国、美国 -

생분해 플라스틱 生物
生物降解塑料

생분해 2종
生物降解 2种

한국, 독일
韩国、德国

당사 1종
我公司1种

바이오 플라스틱
生物塑料

생광분해 2종
生物光降解 2种

자연분해 2종
自然降解 2种

한국, 독일
韩国、德国 -

한국, 일본

韩国、日本

일반 플라스틱
一般塑料

일반비닐 1종
一般塑料1种

한국
韩国 -

*출처 * 来源
· 소규호, 유영선 등, “2006. 3. 복합 분해성 플라스틱(멀칭필름)의 농업적 활용에 따른 효과 평가”,
  2005 농업환경연구(문서번호 11-1390093-000064-10), : 95-110 (농업과학기술원)
  So, Gyu-Ho, You, Young-sun, “2006. 3. Effects of Multi-Degradable Plastics in Agricultural Utilization”, 2005 Agricultural
  Environment Research (11-1390093-000064-10), : 95-110 (National Ins. of agri. sicand Tech, RDA)
· 강충길, 유영선 외 4인. 2006. 고추 비닐 피복용 분해성 비닐개발 및 시기별 잡초발생 양상 비교, 한국잡초학회지, 26(별2)
  2006. Development of Degradable Plastics and Its Time-dependent Comparison of Weed Occurrence in Red pepper,
  J. of Korean Soc. of Weed Scienc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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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촌진흥청 야외 멀칭 실험결과
   农村振兴厅 野外 地膜 实验结果

당사 1종
我公司1种

2月后
         非降解             自然降解

    生物基底            生物降解

7月后
         非降解             自然降解

    生物基底            生物降解

     非降解  自然降解    生物基底     生物降解



친환경 포장재 (바이오 KBMP-900S 재질) 시험결과 2015.8.2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环保包装材料 (生物 KBMP-900S 材质) 试验结果 2015.8.22 韩国建设生活环境试验研究院

생분해 원료 펠릿 : KBMP-900S 시험결과
生物降解原料颗粒 : KBMP-900S 试验结果

바이오 원료 펠릿(生物颗粒)
ASTM D 6866 시험결과 (试验结果)
碳（C14）/碳百分比：26.5%

시험항목

 (试验项目)
단위

(单位)
규격기준

(规格基准)
시험결과

(试验结果)

재질시험
材质鉴定

납(Pb)铅

mg/kg 

불검출(검출한계 1)
未检出

     카드뮴(Cd)镉                                                           
불검출(검출한계 1)

未检出 

수은(Hg)汞                                                               
불검출(검출한계 1)

100이하
(합계로서)
100以下
(合计) 未检出

6가 크롬(Cr6+)铬                                                            
불검출(검출한계 1)

未检出

용출시험
洗脱试验

중금속: 납으로서
重金属: 用铅

mg/L 

1.0이하 (1.0以下) 1.0이하
1.0以下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高锰酸钾消费量     

10이하 (10以下) 1

증발 
잔류물 

4%초산으로
(4%用醋酸)         30이하 (30以下) 10

물로(H2O)用水 30이하 (30以下)                             4
      n-헵테인으로 (用n-庚烯) 150이하 (150以下) 9

20%에탄올로 (用20%乙醇) 30이하 (30以下) 3

시험방법
      试验方法

식품공전 제7.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韩国食品标准法典第7章器械和容器包装标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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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체 무해성 시험결과 /  人体 无害性 实验结果

(1) FDA Standard(标准)

(3) KFDA

(2) USDA(美国农务省) Standard(标准)



첨가제 함량변화 (%)

添加剂含量变化 (%)
비고

备注
구분

区分
식품첨가물
食品添加剂

CA - 0.2 - - - 柠檬酸    

SO - - 0.35 - -  大豆油

열가소성전분
         热塑性淀粉          - - - 2.5 13.7 TPS

바인더
粘合剂 PE 100 80 80 80 80 聚乙炔

산화생분해제
氧化生物降解剂 - 19.8 19.65 17.5 6.3

산화제,전분 식첨 등
淀粉、食品添加剂

인장강도 (Mpa)
     抗拉强度 (Mpa)       17 15.2 16.8 16.8 14.1 -

신장율(%)
     伸长(%)      290 297 296 296 295 -

OTR(cc/𝑚2/day) 2,276±42 3,918±55 4,558±103 4,538±166 4,879±264 
산소투과율

  氧气透过率

   중금속(ppm)   
        重金属       跟踪 跟踪       跟踪 跟踪 跟踪 Pb, As, Cr, Hg

KMnO4 6.6 7 5.7 6.1 5.8 
10mg/L 이하

증발잔류물
        蒸发残留物                 Trace跟踪 Trace Trace Trace Trace

10mg/L 以下 
30mg/L 이하

   30mg/L 以下

구분

区分
첨가제 함량변화 (%)

添加剂含量变化(%)

바이오매스
生物质

식물체   
植物体 0 10 20 30           40            50

비고

备注
옥대분말

         玉带粉

바인더
粘合剂

왕겨 
     谷壳      - - - - - - -

생분해 수지
生物树脂 - - - 5 5 50

열가소성 수지
热塑性树脂

PE 100 80 70 55 45 - -

산화생분해제
Oxo-bio additive - 10 10 10 10 - 산화제,전분 식첨 등

淀粉、食品添加剂
바이오매스 합계
Total biomass - 10 20 35 45 100 -

인장강도 (Mpa) 
       抗拉强度(Mpa)      18 13.2 11.2 10.9 9.4 4.7 -

신장율(%)
    伸长率(%)    287 288 265 182 169 131.4 -

OTR(cc/𝑚2/day) 2,234±40 3,410±52 4,107±38 4980±15 5,407±28 7,994±40 
산소투과율

   氧化透过率

중금속(ppm)
重金属

未检出
N/D

未检出
N/D

未检出
N/D

未检出
N/D

未检出

N/D
未检出

N/D Pb, As, Cr, Hg

KMnO4 
기준이하
标准以下

기준이하
标准以下

기준이하
标准以下

기준이하
标准以下

기준이하
标准以下

기준이하
标准以下 10mg/L 이하  

10mg/L 以下

증발잔류물
       蒸发残留物

기준이하
标准以下

기준이하
标准以下

기준이하
标准以下

기준이하
标准以下

기준이하
标准以下

기준이하
标准以下 30mg/L 이하

30mg/L 以下

* 对照区: Polyethylene, 厚度30㎛
* 实验及试验分析 : 韩国食品研究院, 延世大学, 生活环境试验研究院 (2008年~2011年)
* 论文发表 : 韩国食品科学会, 杂草学会, 产业食品工学, Food Sci Biotech
* Control : Polyethylene, thickness 30㎛
* Test and Analyses by: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 Korea Conformity Laboratories (2008~2011)
* Paper article :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The Korean Society of Weed Science,
                          Korean Society for Food Engineering, Food Sci Biotech etc.

* 출처 * 来源
· “Studies in the Properties of Low Density Polyethylene Blend Film 한국식품과학회지-Korean J. Food Sci. Technol., 2011
  “Studies in the Properties of Low Density Polyethylene Blend Film”, Korean J. Food Sci. Technol., 2011
· 춘계국제학술대회 발표 산업식품공학-Food Engineering, 15(3), pp257-261, 2011
  International Green Packaging Symposium Korean Society for Food Engineering, 15(3), pp257-261, 2011
·  KOREAN JOURNAL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 Vol.22, No3 127~134(2016)

   “생분해 촉매제를 이용한 산화생분해 바이오 필름 개발” 
   “Development of Oxo-biodegradable Bio Film by Using Biodegradable Catalyst” 45 

8. 바이오매스 함량별 물성 및 특징 비교
按照生物质含量 对比性能及特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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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 플라스틱 / 生物降解 塑料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 生物基底 塑料
바이오매스, 페이퍼 등 / 生物质、纸 等
 

                       기능성 제품 / 功能性 产品
                       -신선도 / 保鲜
                       -항균, 항바이러스 / 抗菌、抗病毒
                       -방충 / 防虫
                             -3D 프린터 / 3D 打印

㈜ 바이오 소재 / （株）生物材料（生物聚合物）
친환경 바이오 기능성 원료 및 제품 전문 업체
(주)바이오소재에서는 탄소중립형 식물체 바이오매스, 열가소성 전분 등 천연 유기물을 이용하여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안 쓸 수는 없으나, 쓸 때마다 찜찜한 플라스틱 소재를 환경 친화적 소재로 대체하기 위한 
부단한 연구개발, 지구환경 보호,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인력이 포진하여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선진국 위주로 진행되는 원료 소재 국산화를 실현하고 
활발한 해외 진출을 위해 (주)바이오소재에서 앞장서겠습니다.
环保生物功能性原料及产品专业企业
（株）生物材料中利用碳中立型植物体生物质、热塑性淀粉等天然有机物开发新材料。
虽然不能不使用，但是每次使用的时候，为了用环保材料代替不舒服的塑料材料，不断进行研究开发、保护地球环
境、减少二氧化碳的研究。拥有优秀的研究人员，实现以生物塑料产业活性化、以发达国家为主的原料材料国产
化，为了活跃的海外进军（株）生物材料领先。

주요 거래처 / 主要 客户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05~6호 
 #305~6 Biz Incubator, The Catholic Univ.,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Korea 
            TEL : 02)6238-6283~5 / +82-2-6238-6283 
           FAX : (032)344-6238 / +82-32-344-6283 
    중국(난징)사무소 / China(Nanjing) Office 
            E-mail : mr.chenhong@163.com  / TEL : +86-020-5270-2706 

⊙ 政府研究课题 34件
⊙ 专利 · 商标 : 84件
⊙ 论文 · 专刊发表 : 104件

www.neomcc.com 

환경에 美親사람들
献身环保的人们

가톨릭대학교 생명공학 기술 적용 제품

天主教大学生命工学技术 应用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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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ld and 
Vacuum  

Forming Mold 
Manufacture 

 Vacuum 
Forming 

Tray 

Fine Pulp 
Mold Tray  

Trays which have been frozen and cut  
after heating Eco-Friendly new materials  
: Bio-degradable plastics PLA, PP, PE,  
PS, PET, LDPE Sheets, suck with  
vacuum near the mold to adhere  
to the mold’s surface. 

Trays which have been made by first 
degrading eco-friendly paper  
packaging, packaging buffer  
production pulp, waste paper, water,  
etc. In water as many% then the pulp 
solution is vacuumed, absorbed, 
dehydrated, forming, pressed and  
dried in high temperature. 

Trays have been designed to 
safely protect the products.  
Then a metal mold which best 
befits the product’s  
characteristic is made and  
applied to product production. 

Corporate 
Introduction 

Poetech Co., LTD always puts the customers, nature and the next generation as a top priority. We are Eco-Friendly 
packaging company who research develop and manufacture high quality fine pulp mold products which are recyclable,  
Eco-Friendly, do not produce within months of landfill to become fertilizer for plants. 
 

Poetech Co., LTD constantly work for the customers in the customer’s stance, trying our best to be the number one  
company who can be loved and trusted by our customers. We try our best to develop and manufacture most ideal  
packaging buffers and food packaging, etc. for electronics, house wares, food containers, etc. by using only 
the natural resources such as pure pulp and starch. 
 

Through upgraded manufacture facilities, strict quality control system 
and years of Micro Technology and Management skill experience, we will 
always try our best to satisfy our customers in Function, 
Quality, Cost and Delivery. 

718-813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교8길 117-26 http://www.poetech.co.kr 
463-6, Gyo8gil, Yakmok-myeon, Chilgok-gun, Gyeongsangbuk-do, KOREA 
http://www.poetech.co.kr 

Tel. (054) 975-6161~2 
Fax. (054) 975-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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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fessional Plastic Extrude Machine Group Maker! 
Professional Supply: 
 

*. Series of Single & Twin Scew Plastic Extruder system: 
 

*. Aluminum-Plastic composite Panel Making Lines; 
 

*. Two stage Compounding Plastic Extruder Pelletizing system and so on.  

Contact information: 
Mr.Chen Hong (+36-139-516-66922) 
e-Mail:sales@ciyochina.com / mr.chenhong@163.com 
Website: www.njxiulin.com   www.ciyochina.com 
Add: No.11#, QingHu Rd., Hu-Shu Town, JiangNing Distric, Nanjing, China 

48 



49 







Tel.82-2-6238-6283~5 | Fax.82-32-344-6283 | For comments or opinions write tawake@naver.com 

본원 
Head Office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06호 ㈜ 바이오 소재 
 BioPolymer Inc. #305 Biz Incubator, The Catholic UNIV. of Korea, Jibong-ro,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420-743, Korea. 

서울남부사무소 
Seoul South Office 

 서울 구로구 경인로  248-13(오류동399) ㈜서울가야상사 
 Seoulgayasangsa Co.,Ltd.   #248-13, Gyeonginno, Guro-gu, Seoul, Korea 

서울중부사무소 
Seoul Middle Office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7길 24(성산2동) ㈜유앤아이팩 
 U&I Pack Co.,Ltd. #24  Moraenae-ro 7-gil, Mapo-gu, Seoul, Korea 

경기사무소 
Gyeongg Office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 5층 505호(소하동, 에이스광명타워) ㈜자연과 사람들 
 Nature & People Co., Ltd, #505, 5th floor, 108, Haan-ro, Gwangmyeo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Ace Gwangmyeong Tower)  

충북 사무소 
Chungbuk Office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다락태성길 31-3 ㈜파워랩 
 Powerwrap Inc. #31-3 Daraktaeseong-gil, Gangnae-mye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충남사무소 
Chungnam Office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위례성로 1898-34 ㈜서진바이오텍 
 Seojin Biotech Co.,Ltd. #1898-24, Wiryeseong-ro,   Ipjang-myeon,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korea 

대구경북 사무소 
Daegu Office 

 경북 칠곡군 약목면 교8길 117-26 ㈜ 포텍  
 Poetech Inc. #117-26 Kyo8gil Yakmok-myeon, Chilkok-goon, Gyoungbuk, Korea. 

LA Office  2327 Park Ave. Montrose, CA 91020 USA, Energia USA, LLC  

NY Office  15-09 132nd Street College Point, NY 11356 USA , Eco-Press packaging INC 

HCM Office  Tan Tao IP, Binh Tan Dist., HCM City. Vietnam, Sunnytech Co., Ltd.  

San Diego / Mexico 
Office 

 9620 Chesapeake Dr #201 San Diego, CA 92123 USA, J&S PACKAGING INC./  
 Tijuana Mexico, J y S Empaques 

Nanjing Office  No.:11, Qing Hu Road, Hu-Shu Town, Jinang Ning District, Nanjing, China. 
 NANKING SHRING MACHINERY MANUFACTURER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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