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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사람들

我们每天都在思考着环境
인간은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룰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
이것이 바이오소재가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人与自然和谐发展’
这是我们公司座右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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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분해 필름의 특징 / 生物降解薄膜的特征。
-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멀칭을 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무독성 제초제 역할 수행
不使用除草剂，因为农用薄膜已具有最好的除草效果，并且无毒。
- 생분해 멀칭 필름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물보다 무거워 물에 잠김
因为降解农用薄膜的密度比水大，所以会被水浸没
- 유기물 함량, 비료량, 일조량, 온도, 수분 등에 따라 분해시기에 차이가 있음
通过有机物含量，化肥量，日照时间，温度，水分等，分解期会不一样。
- 자연상태에서 미생물, 온도 등에 의해 생분해되어 자연계로 선순환 됨
在自然环境中，通过微生物，温度等进行分解后，可在自然界中被循环。
- 온도, 광, 산소, 자동산화, 미생물 등에 의한 복합 작용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
通过温度，光，氧气，自动氧化，微生物等复合作用，分解为水和二氧化碳。
- 자연에서 100일 전후 분해 시작, 7~12개월 이내 80%이상, 24개월 이내 100% 분해
在自然环境下历经一百天左右，分解开始：7~12个月以内80%以上，24个月以内100%分解。
- 수요자가 원하는 규격, 종류, 강도 등 맞춤 제작 가능 / 可以根据顾客希望的规格，种类，强度等来订做。
- 생태계 독성 저감 및 석유 자원 절약 효과 / 达到减少生态界毒性和节约石油资源的效果。

Bio Polymer 자연분해 필름

生物降解薄膜

자연생분해 멀칭 농법의 특장점 / 生物降解农用薄膜耕作的优点。
잡초 방제
除草
보
온
保温
보
습
保湿
비료절약
肥料节约
환경보호
环保
생분해 기간 조절
生降解期间调节
노동력 절감
劳动力节省
기
타
其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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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생분해 멀칭으로 가장 효과적인 제초제 역할
不使用除草剂，因为农用薄膜已具有最好的除草效果，并且无毒
지온을 상승시켜 작물 뿌리활착 및 성장촉진, 증수효과 기대
地温升高，促进了根的存活与成长，随之也曾加了收成
멀칭에 의해 토양내의 수분증발 방지로 수분 절약 효과 (물부족 해소)
通过薄膜可防止土壤内水分蒸发，从而起到节约的效果（缓解了缺水问题）
비닐로 덮여 있어 비료의 용출을 줄여줌
用薄膜覆盖可减少肥料涌出
생분해 멀칭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시작 되므로 폐비닐 발생 저감
生物降解农用薄膜是通过微生物开始分解，这使废塑料产生率得以减少
작물별, 지역별 분해기간을 조절하여 효과적 잡초방제
根据各作物，各地区可调节分解期，并更有效的除草
폐비닐 수거에 따른 인건비 절감
根据废塑料的产量，人工费也得到节省
감전사고 예방
预防触电

환경에 美親 사람들

자연생분해(복합분해) 필름의 공동연구 및 발표실적 특징
生物降解薄膜共同研究和结果发表
농업용 멀칭 필름 및 자연분해성 필름 포장재 개발 및 현장 적용 실험
农用薄膜，物降解薄膜包装材料开发和现场适用实验

1. 연구개발 기간 / 研究开发期间
-

2004年 : 김포양촌 농지 멀칭 실험 수행 / 金浦阳村农用薄膜实验
2005年 : 농업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실험 포장 멀칭 실험 (소규호 박사) / 农业振兴厅农业科技院包装薄膜实验
2006年 : 농업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강충길 박사) / 农业振兴厅国立农业科学院
2007~2008年 : 멀칭필름 대량생산 및 시험판매 : 충남 안면도 일대, 경기 평택 지역
薄膜大量生产和试销： 忠清南道安眠岛、京畿道平泽市
- 2009~12年 : 멀칭필름 대량생산 및 추가 시험판매 - 충남 및 전북 지역 / 薄膜大量生产和追加试销产品：忠清南道和全罗北道
- 2014年 : 멀칭필름 대량생산 및 추가 시험판매 ? 무주, 진안 지역 / 薄膜大量生产与追加试销产品： 茂朱、镇安地区
- 기타 공동연구 : 성균관대, 서강대, 연세대, 광주 원협, 남부 임업시험장 등
其他 共同研究 ： 成均馆大学、西江大学、延世大学、光州园艺农协、南部林业试验场等

2. 실험결과 발표 현황 / 发表实验结果的现况
(1) 농림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보고 / 农林部农村振兴厅国立农业科学院的研究报告
- “복합 분해성 플라스틱의 농업적 활용에 따른 효과 평가"?보고 : 2005년
2005年，评价报告：根据复合分解性塑料在农业方面广泛使用效果
- "친환경 농업을 위한 분해성 필름 사용 권장 "시책건의” : 2005년
2005年，推行的新政策：绿色环保农业，鼓励使用可降解塑料
- "제조제 저투입 잡초방제 모형 개발" 시험연구보고? : 2008년
2008年，实验研究报告：除草剂低投入，开发除草新方案
(2) 학회 논문 발표 / 学会发表的论文
- 강충길, 유영선 외 4인. 2006. “고추 비닐피복용 분해성 비닐개발 및 시기별 잡초 발생양상 비교”
한국잡초학회지, 26(별2)辣椒包覆膜分解性塑料开发与不同时期除草情况的比较-韩国除草协会杂志
- Chung, M.S., You, Y.S et al. 2006. “Assessment and Application of Multi-Degradable
Polyethylene Films as Packaging Materials.”, Food Sci. Biotechnol., 15(1) : 5-12
- Chung, M.S., You, Y.S et al. 2003. Degradability of Multi-Degradable HDPE and LDPE Food
Packaging Films. Food Sci. Biotechnol., 12(5) : 548-553
- 유영선, 정명수 등. “복합분해성 플라스틱 식품포장 필름의 제조 및 분해성”, 2003. 한국식품과학
회지-Korean J. Food Sci. Technol, 35(5), p877-883刘永善 等，“复合分解性塑料食品包装袋的制造
与降解性”-2003，韩国，食品科学杂志Korean J. Food Sci. Technol, 35(5), p877-883
- 유영선, 소규호, 정명수. 2008. 8. 분해성 플라스틱의 개발 및 시장동향, 한국식품과학회지Korean J. Food Sci. Technol, 40(4), 刘永善 等，2008年8月降解性塑料的开发与市场动向-韩国食品
科学杂志Korean J. Food Sci. Technol,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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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멀칭 필름 시험 내용 및 결과
农村振兴厅农用薄膜实验内容与结果
시험대상 친환경 분해성 필름 : 8종 / 环保降解性薄膜的8种实验对象

生物降解薄膜

Bio Polymer 자연분해 필름

■ 필름별 분해양상 /不同薄膜的降解情况 : 설치후 2개월 / 两个月后（‘05.4.14）

비분해
非降解

생분해 (당사)
생광분해 II(당사) 생분해 I(해외)
生物降解 (我公司) 生物光分解II(我公司) 生物降解I(海外)

■ 필름별 분해양상 / 不同薄膜的降解情况 : 설치후 7개월 / 七个月后（‘05.11.4）

비분해

자연생분해(당사) 생광분해 II(당사) 생분해 I I(해외)

非降解

生物降解 (我公司) 生物光分解II(我公司) 生物降解I(海外)

■ 필름의 분해정도 / 薄膜降解情况 : 전자현미경 사진 / 电子显微镜下的照片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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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관 공동연구 결과 / 外部单位共同的研究结果
■ 성균관대, 서강대 공동연구 결과
成均馆大学、西江大学共同的研究结果

실험 시작/实验开始 60일 경과/经过60日 90일 경과/经过90日

※ 첨가제(TGR)을 첨가 제조한 멀칭 필름 야외 실험
使用添加剂（TGR）生产的薄膜在户外进行实验

■ 해외 제품과 비교실험 결과 : 광주 원예협동조합
与海外产品的对比实验： 光州园艺合作社
좌측사진 : 당사 제품
左侧照片；该公司产品
우측사진 : 해외제품(독일 C사)
右侧照片：海外产品（德国 C社）

■ 소나무 재선충병 제 생분해필름 개발 : 임업연구원 남부임업시험장
开发消除松材线虫病的生物降解薄膜：林业研究院 南部林业试验场

실험 시작
实验开始

12개월 경과
经过12个月

18개월 경과
经过18个月

Bio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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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物降解薄膜

Bio Polymer 자연분해 필름

자연생분해 필름의 생분해성, 물성 시험

生物降解薄膜的降解性与物性实验

■ 자연생분해 첨가제(TGR)을 사용한 제조 필름의 분해성 실험
使用生物降解添加剂（TGR）制造得薄膜降解性实验。
1. 미생물 배양 실험 / 微生物培养实验
- 시험방법 ASTM G20 : 38도, 30일 배양, SEM 1,000배 사진
实验方法 ASTM G20 : 在38度下培养30日，1,000倍的SEM照片
-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공동연구 결과 : 2003~2011
成均馆大学、延世大学、梨花女子大学等共同研究结果：2003~20
11。

2. 멀칭 실험 / 薄膜实验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공동연구
农村振兴厅国立农业科学院 共同研究
- 2005~2009 : 농림부 보고서, 한국 잡초학회 등 논문 발표
2005~2009：农林部报告书、韩国杂草学会等发表的论文

3. 제품 물성 시험 / 产品物性实验
- 필름 시트, 진공성형 제품의 강도, 신장율 등 물성 테스트
薄膜片材、真空成形产品的硬度、伸张率等物性实验

Bio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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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생분해 필름의 실험실적 분해성 실험 / 生物降解薄膜的实际降解性实验。
(1) 자연생분해 첨가제(TGR)을 이용 제조한 폴리프로필렌 필름의 광분해 실험
利用生物降解添加剂（TGR）制造的聚丙烯薄膜的光分解实验。
- ASTM D 3826의 시험법에 의하여 자외선에 의한 분해종료점 측정
根据ASTM D 3826实验法，并通过紫外线测定降解终点
-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공동연구 결과 / 成均馆大学、梨花女子大学共同研究结果
- 한국식품과학회 논문 발표 / 韩国食品科学会论文发表

Bio Polymer 자연분해 필름

生物降解薄膜

(2) 자연분해제 M/B를 첨가한 폴리프로필렌 필름의 열분해 실험 / 添加生物分解剂M/B的聚丙
烯薄膜的热分解实验
- ASTM 5510의 시험법에 따라 68±2˚C, 상대습도 85%의 항온항습기에 유지하면서 열분해 정도 측정
根据ASTM 5510实验法，维持在68±2˚C、平均湿度为85%的恒温恒湿机里测定热降解性
- 성균관대학교, 이화여대 공동연구 결과 : 한국식품과학회 논문 발표
成均馆大学、梨花女子大学共同研究结果：韩国食品科学会论文发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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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분석 결과 / 实验结果
(1) 분자량 감소 시험 / 减少分子量实验
- ASTM D 6954 Tier 1 방식, 340nm, 50 ℃
ASTM D 6954 Tier 1 方式、340nm、 50 ℃
- OPP 필름, 1%첨가제 사용, GPC220
OPP 塑料、使用1%添加剂、GPC220
- TGR이 해외 제품 대비 약 4배 이상 빠르게 분해
TGR比海外产品降解速度快约4倍以上

Hour

TGR-001

Other company

300

5,050 Da

42,000 Da

400

3,800 Da

21,000 Da

700

Test end

7,500 Da

900

6,060 Da

1,400

5,010 Da

ㅇ 분자량 감소 시험 / 减少分子量实验
- 수십만의 고분자가 자외선, 열 등의 외부자극에 노출된 이후 분자량이 5,000 Da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저분자화 된 필름은 미생물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다.
数十万的高分子在外部紫外线、高温等的刺激下，分子量减少到5000De以下，形成低分子化塑料，
此时可被微生物分解。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Stockholm의 Albertsson 교수 및
The University of Toronto의 Guillet 교수 발표 자료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Stockholm的 Albertsson 教授 和
The University of Toronto의 Guillet 教授发表的资料
ㅇ 적외선 분광 분석 실험 : FT-IR / 红外线分光分析实验 ： FT-IR
- 분해가 진행된 고분자 필름제품의 중량 평균 분자량 분포가 크게
낮게 위치하고 있었으며, 분해가 진행되지 않은 장쇄 고분자는 저
분자화 흡수대를 관찰할 수 없는 반면, 40일간 광 노출 후의 필름
과 120일간 열 노출된 필름에서 카르보닐 흡수대를 관찰할 수
있었음
被分解的高分子薄膜产品的重量平均分子量分布位置都偏低，
不被分解的长链高分子是观察不到低分子化吸收带的另一面的，
但在曝光40天后的薄膜和在曝光40天后的薄膜里，
是可观察到羰吸收带的。
- 카르보닐기는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임.
羰基是塑料在分解过程于生成的物质。

-

See e.g Scott, G., Ed., 1993, Atmospheic Oxidation and
Antioxidants, Elsevier, London.

(2) 적외선 분광실험 결과 / 红外先分光实验结果

분해전/分解前

분해후/分解后

Bio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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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자연생분해) 제품 : 폭넓고 다양하게 발전
生物塑料（生物降解）产品：广泛和多样的发展
■ 생분해 수지와 플라스틱 고분자의 혼합 사용 추세/生物降解树脂和塑料高分子的混合使用趋势
: Bio Based Plastics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生物基塑料)
- 2002년 미국 농무성(USDA) Bio Based Plastics 이후 급속한 시장 변화
2002年，美国农业部（USDA）Bio Based Plastics 登场后，市场方向也在快速地进行变化
- Bio-PET(Plant bottle), Bio-PE, Bio-PP, Bio-PA 등 제품 적용 활발
Bio-PET(Plant bottle)、Bio-PE、Bio-PP、Bio-PA 等产品适用范围广
- 미국, 일본, 스웨덴, 벨기에, 한국 등 인증라벨 운영
美国、日本、瑞典、比利时、韩国等认证标志都以出台
- 썩는 플라스틱은 아니고, 이산화탄소 저감형 제품
不是腐蚀塑料，二而减少二氧化碳的低碳型产品

Bio Polymer 자연분해 필름

生物降解薄膜

시장 현황 및 전망/市场现况与前景

종류별 소비비중(%)/种类比例（%）

■ 생분해 기간 연장 및 생분해 기간 조절/生物降解期延长与生物降解期调节
: Oxo Bio Degradable Plastics (산화생분해 플라스틱/氧化生物降解塑料)
- 2009년 시작하여 2014년 UAE를 시작으로 시장 확산
2009年开始后，2014年先在UAE开始以后，才在市场上流通起来
- Oxo Bio-PET, Oxo Bio-PE, Oxo Bio-PP, Oxo Bio-PA 등 제품 적용 활발
Oxo Bio-PET、Oxo Bio-PE、Oxo Bio-PP、Oxo Bio-PA等产品适用范围广
- UAE, 영국, 스웨덴, 싱가포르, 한국 등 인증라벨 운영
UAE、英国、瑞典、新加坡、韩国等认证标志
- 기존 생분해 기간 연장(유통중 썩는 문제 해결), 물성 개선, 가격 경쟁력, 재활용 우수 등 장점
具有延长一般降解期（解决了流通中腐蚀问题）、完善物性、价格竞争力、回收再利用等优点

11

환경에 美親 사람들

에코 패키징 등 제품 적용 사례/适用于各种环保包装产品的事例

공연장 봉투
公演场 塑料袋

농업용 체결끈
农业用绳子

현대카드
现代信用卡

루프 핸들백
手提袋

포장용 롤백
包装用保鲜膜

멀칭필름
薄膜

중외제약
中外制药

캐나다 비닐봉투
加拿大塑料袋

■ 다양한 적용 제품/适用于各类产品

Bio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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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분해 필름의 분해 메커니즘/生物降解薄膜的降解原理
■ 1단계 : 생분해 성분의 미생물 분해 및 산화 분해/第1阶段：生物降解成分的微生物分解和氧化分解
- 제품에 포함된 생분해 성분이 분해되면서 폴리머의 물리적 붕괴가 일어남.: 2단계 메커니즘을 위한 표면적 증가
具有降解成分的产品在分解同时，聚合物也开始发生物理崩溃；为了第二阶段更好被分解，曾大了其表面积
- 물성강도 및 신장율이 저하되고 다공성 상태의 폴리머로 진행됨. : 구조의 약화聚合物的硬度与伸长率下降，很多小孔生成：结果弱化
- 고분자의 표면적 증가에 따른 분해 작용 가속화 진행根据高分子表面积的增加，加速了分解
■ 第2단계 : 화학분해 (분자량 감소) => 생분해로의 전이第2阶段：化学分解（分子来减少）=>变成生物降解
- 생분해로 인해 생성된 카르복시산, 케톤류, 알데히드류 등에 의해 자동 산화 진행根据生物降解生成的有机酸、酮类、醛类等，进行自动氧化
: 표면이 점차 친수성이 되어 3단계 메커니즘 진행表面积渐渐变成水溶性后进入第3阶段
- 첨가된 산화 분해제의 작용에 의해 열적·화학적 분해가 촉진됨.添加了氧化分解挤得作用，促进热化学的分解
- 폴리머의 분자량이 감소 : 무게의 감소减少聚合物的分子量：重量减少
■ 第3단계 : 미생물 분해 (최종 생분해)第3阶段：微生物分解（最终分解）
- 분자량 : 40만 4만 이하 : 폴리올레핀이 저분자화 되어 알코올, 알데히드, 지방산 등으로
변화된 후, 점차 더욱 분해되어 물, 이산화탄소 및 바이오매스로 변화됨
分子量：40万到4万以下：聚烯烃低分子化，形成酒精、醛、低脂肪等后，渐渐分解为水、二氧化碳和生物质颗粒
- 토양에 존재하는 각종 박테리아, 세균, 효소 등이 저분자화한 폴리머에 작용하여 완전히 생분해됨.
[1] 在土壤中存在的各种细菌、酶等把低分子化得聚合物完全分解
※ 실제 자연환경에서는 3가지 분해가 상호 동시 및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됨. 实际上，3个阶段的分解是相互依存相互作用的
[1] 분자량이 4만 이하로 떨어지면, 첨가제 등의 작용이 없어도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활발히 진행됨.
分子量如果降到4万以下，即便没有添加剂也会被微生物分解。
- G. Scott etc., Polymer Degradation and Stability Vol. 46, p.211~224(1994)

Bio Polymer 자연분해 필름

生物降解薄膜

친환경 유기 농업 장단점 비교/环保有机农业的优缺点
구분/区分

장점/优点

자연분해 멀칭
自然降解薄膜

*분해기간 조절 가능/分解期可调节
*경제성 및 제품강도 우수/经济性与优异的物性

*지역별 분해기간 차이 있음
地域不一样，分解期有差

왕우렁이 농법
王田螺耕作法

*제초 효과 우수/优异的除草效果

*생태계 교란우려/扰乱生态界
*생물 다양종 파괴 우려/多种生物遭破坏

*분해능력 우수/优异的分解性

*조기 분해로 잡초발생 우려
初期分解使杂草生长
*지역별 분해기간 차이 있음
地域不一样，分解期有差

*제초, 살충효과 기대/除草、杀虫效果

*오리 처분 문제 심각/鸭子处理问题
* 조류독감 관련/禽流感问题

종이, 생분해 멀칭
纸、生分解薄膜
오리 농법
鸭子耕作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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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缺点

제품 안정성/产品安全性
항 목/项目

규 격/规格

판정결과/评判结果

비소/砷 (mg/L)

0.1이하/以下

적합/合格

중금속/重金属 (mg/L)

1.0이하/以下

적합/合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mg/L)
高锰酸钾消耗量 (mg/L)

10 이하/以下

적합/合格

납/钠 (mg/kg)

100 이하/以下

적합/合格

형광증백제/荧光增白剂

불검출/不检出

불검출/不检出

포름알데히드/甲醛 (mg/L)

4.0 이하/以下

적합/合格

카드뮴/镉 (mg/kg)

100 이하/以下

적합/合格

판 정/判定

적합/合格

※ 검사기관 : KATRI, 화학시험연구원, 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化学实验研究院，生活环境实验研究院

제품 안정성/产品安全性
■ 분해성 평가/降解性评价
- 삼성 R&D 센터(KOLAS)/三星 R&D 中心（KOLAS）
- 의류시험연구원 (KATRI) 산업환경센터 등

衣服类实验研究院（KATRI）产业环境中心等
■ 식품 포장 적합성/食品包装适用性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首尔保健环境研究院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韩国化学实验研究院等

Bio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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