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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플라스틱 개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규격 기준
- 인증마크 접수, 사용 및 사후관리
- 인증마크 도안
 협회 통합 카달로그 추짂 방향
 협회 관렦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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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플라스틱 개요
바이오플라스틱
용어 및 개념 변화
생분해  탄소 저감
2000년대 중반

최

근

바이오 플라스틱
▷ 생분해 플라스틱
- 6개월 생분해, 70% 이상 사용
▷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 5년 이내 생분해, 일부 사용

친홖경(그린) 플라스틱

2000년대 초반

▷ 생분해 플라스틱
▷ 생붕괴 플라스틱
▷ 광분해 플라스틱

▷ 자연분해 플라스틱
- 1-2년 이내 생분해, 농업분야

친홖경 플라스틱
▷ 생분해 플라스틱
▷ 생붕괴 플라스틱
▷ 광분해 플라스틱

• 환경 배려 플라스틱
• ISO TC224/SC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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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형 바이오매스의 특징
일반적으로 대기중의 탄소가 광합성에 의해 고정된 식물자원, 미생물 대사산물 등 말하지만, 산업용 플라
스틱 원료차원에서는 기졲의 생분해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 종류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음.

바이오매스(Biomass) ?
생명체(bio)와 덩어리(mass)를 결합시킨 용어로 “양적 생물자원”이란 개념임
바이오매스는 재생가능핚 생물 유래 유기성 자원으로 사탕수수, 젂분 등 농산물, 임산물 등의 셀
룰로오스 성분 이외에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등의 미생물, 기름을 짜는 고래 등의 동물체도 포
함되어, 모듞 생물체가 속함.
산업바이오(White Bio)범주에서는 광합성작용의 산물인 식물체, 미생물의 대사산물을 지칭함

바이오매스(Biomass) 종류
대기, 물, 토양, 광 등 자연조건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 형성된 유기물로서
초본 작물, 목본작물, 산업작물, 농작물, 수중 바이오매스 자원, 농업 부산물, 임업폐기물, 도시 쓰
레기, 산업부산물 등
특히 무핚자원에 속하는 1년생 작물, 해조류, 산업 폐기물, 비식용계 유기성 폐자원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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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플라스틱
Biom Plastics ?
- 탄소 중립형 식물체 바이오매스(Bio-mass) 를 포함핚 고분자(Polymer)를 통칭함
(Green-Plastics, Bio-Polymer)
- 식물 유래하는 바이오매스 사용, 대기중의 탄소가 광합성에 의해 고정된 식물자원을 원료로 사용

- 생분해성 플라스틱 : 유통기핚이 짧고, 고부가가치 제품에 적용
: 일회용품, 산업용 사출 성형 제품 등
-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 유통기핚이 길고, 가격경쟁력, 생산성, 강도 등 물성 보완이 필요핚 분야
: 발효 식품포장, 산업용 포장 분야, 농업 분야, 사무기기, 가젂 등

탄소중립(Carbon Neutral)
- 식물 등 바이오매스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자라기 때문에, 폐기후 화학 분해되어도 대기중
의 이산화탄소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아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함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 이산화탄소(CO2) 저감 효과 예시
구분

CO2 배출량

비고

- 인쇄용지 1,120g/kg, 싞문지 826g/kg 등

폴리에틸렌

1,860g/kg

단독 사용기준

* 출처 : 핚국홖경산업기술원 국가LCI정보망

폴리에틸렌 + 바이오매스

930g/kg *

50% 대체기준

CO2 저감량

930g/kg

-폴리에틸렌(PE) 1,860g/kg, 폴리프로필렌(PP) 1,470g/kg,

•폴리프로필렌 50%를 탄소중립인 바이오매스로 대체하는 경우
- CO2 배출량 홖산 : 1,860g/kg x 50% = 930 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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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플라스틱 종류 및 홖경측면 비교
구분
바이오
매스
함량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국제규격

70%이상

-

핚국규격

70%이상

5% 이상

미국규격

70%이상

15% 이상

일본규격

50%이상

25% 이상

제핚 없음 *

일부 사용

제핚 없음

ISO 14555

ISO 472

-

플라스틱 사용 여부
국제규격

자연분해 플라스틱

제핚 없음

핚국

KSM 3100-1

KBMP-0107

-

미국

ASTM 6400

ASTM D 6866
BMA 협회

-

일본

JIS K 6953

협회 규격

규
격
기
준
협회 규격

재홗용도

재홗용 어려움

우수

우수

탄소 저감

우수

우수

보통

* 핚국의 경우 : 생분해플라스틱 규격기준에 플라스틱 이외 고분자 사용이라는 단서 조항있음
또핚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기준은 PET 병을 포함시킨 규격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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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프라스틱 규격 기준
적용 범위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여 제조되는 수지 : 원료 펠릿
원료 펠릿을 이용하여 제조된 바이오매스 적용 제품
5R 충족 제품 : Reduce, Recycle, Reuse, Replacement, Resign

인증 기준
홖경 관렦 기준
- 바이오매스 유래 원료를 사용
- 바이오매스 함량 : 5% 이상 ~ 100%
- 4대 중금속 EU RoHS 기준치 이하 : Pb, Cd, Hg, Cr +6
- 제품에 가소제 사용 금지,
단 핚국 KFDA 식품포장재 규격적합, 미국 FDA 적합 서류 제출시 갂편 심사
- 인체 유해논란 원료 및 성분 사용금지
: 발포제, 난연제, 유기주석화합물, 비스페놀 A, PVC 등 핛로겐계 합성수지 등
품질 관렦 기준
- 핚국산업규격 또는 정부 인증규격이 있는 경우, 해당 규격의 품질기준에 적합핛 것
- 핚국산업규격 또는 정부 인증규격이 없는 경우, 기능상 동일핚 제품 및 유사제품 규
격의 품질기준에 적합 핛것
인증 관렦 추가 정보
- 수지 또는 제품이 단일종류가 아닌 혼합재료인 경우, 각각의 제품 인증 짂행
- 수지 또는 제품은 총중량 대비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으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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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프라스틱 규격 기준
시험 기준
협회의 시험방법(KBMP-0107:2011)에 의해 그 조성성분을 시험분석 짂행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 : 5%~100%
인체유해 중금속, 사용 금지 물질

접수 및 사용
인증마크 접수 : 협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름
-접수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싞청서, 바이오매스 함량, 시험성적서, 샘플 등
인증마크 사용 : 사용권리 : 인증마크 획득자
- 원료 또는 제품의 판매 대행업체 : 인증업체 동의서 첨부하여 협회에 인증 싞청

사후 관리
불시 랜덤 샘플링 및 조사 – 소비자 싞뢰 확보
- 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
- 홖경성 및 품질에 대핚 인증기준 지속 유지 여부
- 인증마크의 표시 및 광고내용의 적젃 여부
- 도안 표시 규정 준수 여부
- 인증마크 무단사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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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추짂 흐름도
시험 기준

[주요 체크 리스트]
바이오매스 종류 및 함량

- 원료 수지, 완제품
 인체 유해 중금속 기준치 이내
 사용금지, 인체 유해논란 원료 사용 금지
 국내외 공식인증, 시험분석, 마크 획득핚 경우
- 협회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대체 가능
제품품질 관렦 규격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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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로고 도안
시험 운영

최종 제안

추가 제안

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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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통합 카달로그(Magazine) 추짂(案)
 협회 소개, 제품 적용예, 바이오 플라스틱 개요 및 특성비교, 실험분석 데이터 등
 회원사 제품 소개 및 협회 차원의 싞뢰성 지원 필요성 제기
 공동생산, 공동 판매 개념 도입
- 설비 중복 투자 방지, 싞규 및 대형 프로젝트 공동 추짂
- 협회에 샘플, 제품, 회원사 카달로그 비치  인증제품의 경우 협회 비치 필수
-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협력
 원하는 경우, (1) 회원사에 통합 카달로그 실비 제공, (2) 특정 페이지 운영 : 발젂기금(광고개념)
- 협회 기금 확보, 무보수 봉사직으로 상근직 운영의 어려움 해소
 바이오 매거짂(소식지) 개념을 도입 : 기핚 표시, 업데이트 용이

KBMP Bio Magagine : 소식지 및 통합 카달로그
협회 : 설립취지, 목적, 홗동 영역
바이오매스 식별표시 : 목적, 기준, 시험분석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매스, 자연순홖 체계도, 탄소 저감형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특징
제품화, 산업화 적용예 : 회원사 제품 특징, 사짂, 제품 종류 소개
바이오 플라스틱 비교 : 홖경측면, 종류별 특성
시험 분석, 바이오매스 함량별 물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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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 Magazine

표지 1면(앞면)

표지 4면(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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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분기 협회 추짂 업무
2사분기 주요사항
핚국포장학회 “탄소 저감형 그린패키징 기술발젂 현황과 과제”
- SK케미칼 김종량 주제발표 “친홖경 원료소재 에코젞”
- 협회 유영선 패널토의 참여
코리아팩 패키징센터 “에코패키징 SG 기술교류 세미나”

- 협회 유영선 주제 발표 “국내외 친홖경 인증제도 현황 및 젂략”
핚국식품과학회 발표
- 협회 유영선, 송상근 “에코패키징 기술, 시장 및 바이오 소재 패키징 국내외 트랜드”
핚국포장협회 월갂포장계 “특집, 바이오 플라스틱과 패키징”
플라스틱기술정보센터 플라스틱사이언스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7월호부터 연재 시작

협회 본원 현판식, 서울사무소 개소
홈페이지 업데이트 : 최싞 소식은 협회 홈페이지 참조  www.biopack.or.kr
회원 현황 (2011년 7월 13일 기준) : 165명
- 정 회 원 : 15
- 기업 회원 : 67
- 특별 회원 : 46
- 일반 회원 : 37
2011년 연말 회원 목표 :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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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중장기 추짂 계획

2016~18
성숙 발젂

2012~15
도약
2011

기반조성

글로벌 짂출
안정화 단계

홍보 마케팅, 기반조성
▷
▷
▷
▷
▷
▷
▷
▷

국내외 정보 수집 및 분석
협회 알리기
회원사 확충, 조직 구성
규격기준 제정 및 인증
시험평가 방법 개발
적용 용이 품목 조기 산업화
소식지 발갂(바이오 매거짂)
칚홖경 정책 건의

▷ 국내외 단체 협력
▷ 규격기준 다양화
- 재홗용 용이성, 칚홖경코팅지
- 국제홖경 대응형 무해소재
- 탄소 저감형 건자재, 농업분야
▷ 대국민 캠페인, 봉사홗동
▷ 규격기준 : KS 추짂
▷ 이업종 협력 사업 다각화
▷ 친홖경 법규 관렦 정책수립

▷ 규격기준 : ISO 추짂
▷ 국내외 교류 홗동 강화
▷ 기술지도 및 교육사업
- 대국민 교육 홍보
- 어린이 프로그램 개발
- 수출의존품목 국산화 추짂
▷ 싞규, 대형 프로젝트 협력추짂
▷ 해외 짂출 및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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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추짂 젂략
원천, 소재 개발 / 분석

 실험데이터, 인증 협회 지원

- 싞선도, 탄소 저감 등
- 포장재, 산업화 개발 최적화
- 과학적 검증 및 산업화 지원

 싞뢰성 확보, 기술지원

- 성분표, 물성표, MSDS, FDA등

- 완제품 생산 및 사업화 추짂
- 해당 분과위원회 주관
 노하우 지원, 업무협력 추짂 등

소재원천

 상호 계약에 의핚 보호

협회
회원사

회원사
응용특허

응용특허

[산업분야)

(포장재]

포장재 생산 / 산업화
-

기능성, 탄소저감형 포장재
소재 이용 제품 제조
시제품 / 디자인 / 시생산
제품의 산업화

시험기관, 대학
신뢰성 데이터
소재 및 완제품 검증
- 인체 무해성
- 탄소저감 및 홖경성
- 재질, 제품 안젂성

산업용품 생산 / 산업화
-

기능성, 탄소저감형 포장재
소재 이용 제품 제조
시제품 / 디자인 / 시생산
제품의 산업화
16

홖경 관렦 법규
홖경개선부담금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 :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처리비용 부담
-오염 저감 유도, 하수처리시설 건설, 자연홖경 보젂사업 등을 위핚 홖경 투자재원 확충목적
-1992년 홖경 개선비용 부담법  건물, 시설물, 차량 등

폐기물 부담금
특정 유해물질, 유독물 함유 또는 재홗용이 어려운 제품, 재료, 용기를 처리하기 위해 관렦 제조업자, 수입업자 부담
1992년 “자원의 젃약과 재홗용 촉짂에 관핚 법률” : 생산단계에서 폐기물의 발생량의 원천 감량, 재질 개선 등 제품의
홖경성을 고려하도록 핛 목적으로 도입 시행
유독물 제품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재 등
- 발생 원천감량 측면 : 유통단계-과대포장 규제, 리필제품, 합성수지 포장재 감량화 정책
-재홗용 측면 : 분리수거, 폐기물 예치금, 재홗용제품 우선구매, 재질 표시 등
플라스틱재질에 부과  최근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 홗성화  바이오매스 사용량만큼 부담금 핛인 필요
-플라스틱 재료 사용 제품 : 합성수지 투입 kg당 부담금 부과 (75원~150원) / 재홗용 기준비용 kg당 178~981원

공지 사항
미국 LA 사무소 개설 요청의 건
FDA 결과 7월말, ASTM D 6866 7월 중순 결과 예정
바이오매거짂 : 7/21(목) 사짂 등 제출 마감일  디자인 작업  인쇄 의뢰 예정
협회 납부 요청 : 바이오매거짂, 바이오 소재 관렦 책자(약 300페이지) 발갂비용 사용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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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금) 추가내용
2011년 07월 08일 식품공젂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 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젂청 고시 제2011-35호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핚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젂 확보 및 관리체계 합리화 목적
가구 및 용기 포장 제조시 사용되는 원료 유래 유해물질에 대핚 안젂기준 싞설
 납, 카드뮴 등 재질 규정 정비
 용축 우려가 있는 라우로락탐 등 3종 용출규격 싞설
 에폭시수지에 대핚 4,4-메틸렌디아닐린 용출규격 싞설  에폭시수지코팅 금속용기에도 반영
- 종이컵 등 가공지제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이 합성수지제로 도장되어 있는 경우
 도장된 합성수지제의 용출규격을 적용


-

- 식품, 합성수지, 수분, 열 : 홖경호르몬, 유해물질 발생 문제
 식품 포장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 소지를 내포하고 있음
- 인체유해물질에 대핚 국내외 규격 지속적 강화 움직임
 다음 모임 : 격월의 건, 매월 2번째 목요일 변경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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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신소재 개발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우리의 도전이며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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