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플라스 2014를 통해 본 바이오 플라스틱 전망

유영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사)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 회장
(주)바이오소재 대표이사
아시아 최대 플라스틱, 고무 산업 전시회로 알려진 차이나플라스 2014
(ChinaPlas 2014)는 유럽의

K페어, 미국의 NPE와 함께 세계 3대 플라스틱 전

시회로 세계 39개 국가에서 3,00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바이어와 일반 관람
객 12만 여명이 전시장을 찾는다고 한다.

그 규모가 큰 만큼 전시회 참관 인원 또한 만만치 않아, 전시장 부근의 교통혼
잡이 매우 심하였고, 현장등록을 하기 위한 줄이 굉장히 길어 전세계인의 관심
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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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차이나플라스”주제는 ‘녹색혁신과 지속가능 솔루션’으로 환경문제로 고민
하는 중국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였고, 그만큼 친환경 관련 제품이 많이 눈에
띄었다.

Bioplastics Zone은 그 면적이 단순히 면적만 보아도 예전에 비해 거의 2배 정
도 커진 느낌이었다. 제품의 응용분야도 기존 일회용품 보다 훨씬 다양해져 자
동차 내장재, 식품용기, 애완용품, 생활용품, 식품 포장재, 가전제품, 건축 토목
분야, 건축물 내장재 등에 응용한 제품이 전시되어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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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세계적으로 비식품계, 비식량계 식물체 바이오매스에 주목을 하고 있는
데, 현재 중국이 바이오플라스틱에 비식량 자원을 적용하겠다는 연구보고와는
달리 차이나플라스 2014 참가업체는 대부분이 전분계 위주였고, 비식량계 식
물체 이용 업체는 가끔 눈에 띌 정도였다. 아직 연구·개발 중인 것으로 생각되
었다.
신규로 진출한 업체가 많이 생겼고, 생분해 제품의 경우 물성보완을 위해 전분
계 PLA와 석유계 PBAT를 혼합 적용하여 제품의 강도는 예전에 비해 개선이
된 것으로 보였다.
또한 국내 참가업체도 차별화 포인트로 친환경을 강조하였다.
SK케미칼은 바이오 플라스틱 “에코젠”과 폴리페닐렌설파이드(PPS) 소재 “에코
트란”을 소개하였다. 특히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없는 점을 강조하였고,
전시장에는 에코젠 물병, 칫솔, 세탁기 도어, 밀폐용기 등 생활용품도 전시하였
다.
롯데케미칼은 원료의 30%가 바이오매스로 구성되어 석유화학유래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을 20% 이상 줄인 Bio-PET를 선보였다.
삼양제넥스는 바이오원료물질은 아이소솔바이드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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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유래 제품 중 눈에 띈 제품은 닝보의 대나무를 이용한 업체(Ninobo
Bamtac New Material Co. Ltd.)가 출시한 바이오 유래 플라스틱 소재로 대나
무를 40% 이용한 WPC 개념의 제품을 선보였다. 적용 수지도 PP, ABS, EVA,
TPR 등이 있었다.

이번에 느낀 점은, 중국시장이 친환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기
존 저가 범용제품에서 고부가가치 친환경 제품으로 이동하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대한민국도 친환경 제품에 대한 경쟁력 구축을 서
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위 버전의 친환경 개념, 하이테크 신기술에 집중을 해 온
결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등의 산업화가 지연된 것으로 생
각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 친환경 제품 특히 낮은 단계
의 친환경 제품의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규제, 국내 및 해외 판로 지원 등에
관심을 가져주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
다.
기업은 신기술, 신제품 개발 시 가격경쟁력, 생산성, 물성, 친환경성 등을 고려
하여 실제 산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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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발한 기술 및 제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해 다양한 제품의 상용화 기반구축이 되는 시기가 앞당겨지기를 희망한다.
또한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 확산을 위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 및 관심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친환경 소비를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부담금
을 공유하기 위해 정부, 기업, 소비자의 공유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학, 연구소는 가격경쟁력, 제품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가진
기술 및 제품 개발에 노력하게 되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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