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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포장 정보 회원제 이용안내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구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은 경제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산업디자인과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홍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 •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산업디자인과 포장에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최신 정보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산 • 학계에 정보이용의 편의와 

새로운 차원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자인 • 포장정보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보 서비스 방법

종 류 대 상 수 수 료 ； 비 고

가 열람 서비스 회원 •비회원 무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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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외 문헌정보 검색 및 원문제공 서비스 회 원 자료수집비 + 다 항 또는 라 항 수수료 전국 동일

바 수탁 자료조사 서비스 회 원 실경비

사 기술 상담 서비스 회원 우대 무 료

무료 증정자료

•포장기술（격월간）

• 디자인 •포장기술정보（월간）

• 최신 산업 및 기술정보자료

• 연구 및 조사보고서, 

세미나 교재（수시）

각종 혜택

• CAD 장비 사용（주 1회 4시간）

• 유가간행물 정가의 20% 할인

• 자료복사료 30% 할인

• 광고게재료 20% 범위 내 할인

• 교육연수 수강료 20% 할인

회원가입

•회원의 종류 및 연회비

A급 회원 …… 단체 및 업체 …… 연 20만원

B급 회원 …… 개 인 …… 연 10만원

• 가입절차:회원가입 신청서（소정양^）와 연회비 납부

• 회원자격 유효기간: 가입일로부터 1 년간

• 회비 및 수수료 납입 : 은행 온라인계좌（예금주 : 정제원） 

조홍은행 325-1-071461 
한일은행 012-158421—01—001

문의처

산업 디자인포장개 발원 진흥정보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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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한 고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폐플라스틱의 처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플라스틱은 성형성이 우수하고, 가벼우며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환경측면에서는 잘 썩지 않는 점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해성 필름이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는데, 현재는 멀칭용 필름, 1 회용품（위생백, 포장백） 등에 

부분적으로 이용된다 최근에는「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주기 위한 그린 마케팅의 일환으로 일부 유통업체에서 

분해성 필름으로 포장재를 대체하고 있기도 하다.

분해성 필름은 생분해성과 광분해성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향후 분해성 플라스틱의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분해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공인된 기준 마련과, 기본 원료의 배합 비율에 대한 기준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분해성 필름（생분해성 • 광분해성）의 특성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등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일러스트레이터/ 양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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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성 플라스틱의 개요 및 개발 동향

권 오 진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포장개발부 주임연구원

개요

근래, 선진국에서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폐플라스틱의 

처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성형이 우수하며 썩지 않는 등의 장점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환경측면에서는 쉽게 썩지 않는 점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

플라스틱은 또한 재활용 효율도 높지 않은 편인데 이는 

유통되고 있는 플라스틱의 대부분이 단일 재료로 사용되기 

보다는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을 합한 복합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회수가 되더라도 재생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성장 우선 정책에 밀려 환경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 겨우 2〜3년에 불과하지만 농업용의 

비닐온상에 사용되는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필름은 

1980년 9월에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하여 일찍부터 

수거되어 왔다.

이와 같이 수집된 폐합성수지의 일부는 소각이나 매립에 

의해 처리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재생을 통한 재이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내구성을 요하지 않는 쓰레기 주머니나 

쇼핑백을 포함한 각종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는 어차피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소각, 매립, 재생하는 

데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재투입되어야만 하는 문제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회수가 안되거나 소각시 일부 폐플라스틱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타다 남은 잔유물 등은 토양의 

수분이동을 방해하고 농작물의 생장저해는 물론 대지의 

균열과 침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공해 문제를 

선진국과 같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으나 근래 이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예까지 생기고 있다. 즉, 몇몇 업체들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적 분위기를 감안, 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몇 년전부터 시도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포장기술지 56호에 상세하게 

소개한 바 있다.

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1 회용 플라스틱 

장갑이나 위생용 백 등에 조금씩 실용화되고 있고, 금년 

신세계 백화점에서 1 회용 선물포장백을 분해성 플라스틱 

백으로 바꾸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광고를 

대대적으로 벌리면서부터 많은 기업들이 분해성 플라스틱 

필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발 동향

분해성 플라스틱은 크게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광분해성 

플라스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어느것이든지 기본적인 

제조과정은 마스터 배치라고 불리우는 기본 원료를 플라스틱 

레진에 섞어 필름으로 뽑아내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마스터 배치는 일부 국내 생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형편인데 원료값이 상당히 

고가이므로 이것으로 만들어진 제품도 일반 플라스틱 

제품보다는 비싸서 보급 확대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분해성 플라스틱의 보급 확대가 환경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나 아직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바쁘게 하고 있다.

첫째, 분해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공인된 방법이 아직 

없다는 점인데 생분해와 광분해는 각각의 분해 메카니즘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분해속도 측정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제품별로 품질에 많은 편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국제 표준 규격인 ISO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애매한 실정이지만 국제적으로 볼 때 분해성 플라스틱의 

분해성 평가방법으로는 효소, 토양 그리고 미생물에 의한 

평가방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효소에 의한 평가방법은 Amylase, Cellulase 그리고 Protease 
등 가수분해 효소의 작용결과 플라스틱의 일부가 

저분자화하여 반응액 중으로 용출하여 나오는 것을 정량하는 

방법이며, 분해성 플라스틱의 개발을 위한 분자 설계에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토양HI 대한 평가방법은 실제로 자연 환경에서의 분해성을 

중시한 평가방법으로 구미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야외 토양 중 매몰시험, 바다 속의 침지 시험, 

그리고 일정한 토양을 혼합하여 항온실에서 유지하는 Pot 
시험법 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평가하는 시간이 매우 길고, 

재현성이 낮으며, 또 분해 생성물의 정량성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분해기구 규명에는 적합하지 않다.

미생물에 의한 분해 평가방법은 오래 전부터 플라스틱 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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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성（생분해） 필름의 분해과정

매립전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분해성 필름 6종

회사명 상품명 제조 국명

（주） 조양흥산 Cyporene 한국

선일포도당（주） Bio-Green 한국

. （주） 조양홍산 
十 선일포도당 （주） Clean-plas 한국

（주） 해우상사 Ampacet 미국 Ampacet 사

（주） 강남산업 Ecostar plus
미국 Ecostar 

Intemotional Inc.

호남석유화학 PH-7000 한국

비교 분석 사업인 분해성 플라스틱의 품질을 비교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둘째는 기본원료의 배합 비율에 대한 기준이 아직 없어서 

분해성 플라스틱 제조 업체旨］ 분해원료의 배합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과연 진짜로 썩는 비닐이 얼마나 될까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분해성 플라스틱 필름이 썩으려면 

자외선을 이용한 광분해성의 경우, 전체 원료의 최소 2〜5 % 
를, 박테리아를 활용한 생분해성의 경우 15% 이상의 분해 

매립후 3개월 원료를 섞어야 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에 力［된 분해 촉매제 5〜6가지 모두가 

값이 톤당 4백만〜5백만원으로 비싼 편이어서 상당수가 썩는 

비닐을 만드는 흉내만 낼 뿐 아까운 원료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양^적인 생산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썩는 비닐에 사용된 분해원료 이름과 배합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허가된 공장에서만 썩는 비닐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등 구체적인 품질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앞서 약간 언급한 바와 같이, 공업 진흥청에서도 이러한 

폐단을 인식하여 품질기준 마련의 전 단계로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분해성 플라스틱 6종（표 1 참조）에 대한 

매립후 8개월 물성을 비교 분석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본지를 통해서 

추후 소개될 예정이다.

곰팡이 저항성 시험에 널리 이용되어온 방법으로 Fungi, 
Actinomycetes, Bacillus 등의 Microorganism을 이용하여 

플라스틱을 분해시킬 때 중량 감소, 현미경 관찰, 분자량 

감소, 그리고 물성 저하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며, 화학구조가 

다른 여러 가지 플라스틱 재료의 분해성을 일차적으로 

탐색하여 조사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플라스틱 필름의 분해성 평가는 ASTM G-21 에 표준 

실험법이 잘 명시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분해성 평가 방법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분자 설계 연구실의 김영하 박사팀은 

G-7（일정 HAN） 프로젝트 “분해성 플라스틱” 과제 중 

분해성 평가기준이 진행중이며 공업진흥청 위촉사업의 

하나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92년 품질 • 기술 경쟁력 

결어

산업발전이 가속화 되고 선진국형으로 접근해 갈수록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증가하고 환경 측면에서의 사용규제 

압력도 가중되리라고 예상되는데 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분해성 플라스틱의 

개발이라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선진국에서도 효용가치에 대한 논쟁이 아직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무분별한 선전 광고 및 남용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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隱 특집

전분계 생분해성 플라스틱

임대영 (지도교수 : 임승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섬유공학과 대학원생

1•서론

인간생활의 편리성을 비약적으로 발달 시킨 플라스틱이라 

불리우는 고분자 재료는 끊임 없는 연구에 의해 점차 

유리 • 금속 • 參］ • 목재 • 석재 등과 같은 기존의 재료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플라스틱은 투명성 • 유연성 - 경량성 • 

불활성 등과 같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질에 

의해 각종 산업용 재료로부터 1 회용 소모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짧은 1 회용 소모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폐기 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잔존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하는 역작용을 일으킨다. 최근에는 플라스틱에 

의한 이러한 환경오염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해결책의 

일환으로 분해성을 갖는 플라스틱 재료의 연구 및 개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미 분해성 플라스틱이라는 

이름하에 시판중에 있다(표 1, 2 참조).

생분해란 미생물(Microoragnism)이나 

거대생물(Macroorganism)에 의해 섭취, 소화의 단계를 거쳐 

이산화탄소나 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의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생분해의 정의에 대해서는 일본의 

생분해플라스틱연구회 (BPS) 및 미국의 ASTM 등과 같은 각 

연구단체 및 표준화기관 등에서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분해과정이 지구라는 생물권의 탄소 

사이클에 완전히 포함된다는 장점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재료로 여겨지고 있으며, 천연고분자 및 합성고분자를 이용한 

다방면의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특히 Polysaccharides 계통의 전분(옥수수 전부, 감자 전분, 

밀 전분 등)은 생분해성을 갖는 천연 고분자이며, 

경제성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재료로 알려져 있다. 

전분은 화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Anhydroglucose(C6Hio05) 
단위로 이루어진 고분자이며, Glucose의 축중합체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전분은 Hilum이라 불리우는 핵 주위에 

층상으로 발달하여 과립을 형성하게 되며, 그 크기, 형태 및 

특징 등은 식물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과립의 직경은 

감자 전분의 경우 15~100〃m, 옥수수 전분은 10〜25〃m, 쌀 

전분은 3〜8⑷로 차이가 있으며, 형태 역시 구형으로부터

〈표 1> 전분계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개발 현황

회사명 상품명 기 술 • 용. 도

St. Lawrance Starch 
（캐나다）

ECOSTAR 열가소성 범용 

수지, 변성 전 

부

(6〜 15%) 및 

첨가제로 조성

• 쓰레기 및 

쇼핑백

• 음료용 Bottle

St. Lawrance Starch 
（캐나다）

ECOSTAR 
PLUS

열가소성 수지, 

변성 전분

(6〜 15%) 및 

유기금속 

화합물로 조성

• 쓰레기 수거 및 

쇼핑백

• 음료용 Bottle

Warner Lambert 
미국

NOVON 개질전분이

95% 이상으로 

된 조성

• 제약용 캡슐

• 고도의 역학적 성질이 

요구되지 않는 

일회용 분야(기저귀. 

컵 가정용품)

Ferruzzi 'GREEN' 

CHEMI
CAL

PCL, 개질 

옥수수 전분 

(10〜15%) 및 

식물성 기름 

등으로 조성

• 비닐백, 포장용 

비닐, 플라스틱기

Archer Daniel's 
Midland（ADM）（미국）

POLY
CLEAN

PE, 전분 및 

첨가제로 조성

• 쓰레기 및 쇼핑백

AMPACET（미국） POLY- 
GRADE II

PE, 전분 및 

첨가제로 조성

• 농업용 멀칭 필름

• 쓰레기 백

AMPACT（미국） POLY-
GRADE

III

열가소성 수지, 

전분,

유기금속의 

화합물로 조성

Agri-Tech(미국)

※ 미국 USDA 로부터

특허권 취득

EAA(PE 부분 

대체), 호화 

전분 등으로 

조성

• 농업용 멀칭 필름

Battelle（스위스） 전분이 주원료 •포장필름

선일포도당 (한국) BIO
GREEN

열가소성 수지 

개질 전분

• 일회용 장갑, 

쓰레기 및 쇼핑백

계란형, 판형, 다각형 등의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다. 

전분 분자는 Anhydroglucose 단위를 반복 단위로 갖는 단일 

중합체로 a- Glucosidic Linkage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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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분계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연구 현황

기업 / 기관명 연 구 현 황

중앙화학（일본） /

미생물공업기술연구소

• Polycaprolaclone 에 다량의 전분을 균일하게 

혼합한 생분해성 폴리머 개발. 중앙화학은 

다량의 전분을 혼합하는 특수분산배합기술을 

이용하여 해결. 전분함량（70%）

유니카（일본） • 미국 UCC의 기술도입에 의한 광분해성 PE 
（NUCL P）를 판매.

• 전분충전（5〜10%） PE 생산, 시장 개척

미국 농무성（미국） / 

Michigan Stale 대학과 

북미주 연구센터

• 전분을 이용한 Polyer blend 기술과 전분의 

그라프트화 기술 중심의 분해성 연구

Iowa 주립대 

Illinois 대학 

Missouri 대학 

ADM
St. Lawrance Starch

• 전분의 미세화 및 표면처리기술 / PE에의 

충전 분산 기술

• 전분분해효소를 이용한 생분해성 연구

• PE/변성전분 제조기술

North Carolaina 대학 

미국

• 저분자화한 아밀로스를 포함한 폴리우레탄.

• 폴리에틸렌과 전분 혹은 셀룰로우스의 

그라프트 공중합체

Warner - Lambert 

Novamont National 
Starch & Chemical / 

American Excelsior Co.

• 전분의 함량이 65〜 100%인 사출제품 제조에 

관한 연구

Brunel 대학（영국） • 전분충전 PE 에 관한 연구

Battele（서독） • High Amylose Type의 전분을 이용한 열가소 

성수지의 개발

한양대학 / 선일포도당 

화학연구소（한국）

• 한양개학 / 선일포도당은 4년간의 공동연구로 

전분충전 PE필름 개발 연구

• 전분충전 P이yHhylene 연구（전분의 표면처리 

연구）

• 100% 전분으로 이루어진 발포물의 제조에 

관한 연구

있으며, 반복 단위의 알데히드기는 다른 분자의 

히드록실기와 Hemiacetal Linkage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 

전분 분자의 a-Glucosidic Linkage는〈그림 1〉에서 보듯이 

a-1,4 Glucosidic Linkage와 a-1,6 Glucosidic Linkage로 

이루어져 있는데, a-1,4 Glucosidic Linkage에 의해 선형 

분자구조를 갖는 아밀로스와 a-1,4 Glucosidic Linkage 
이외에 a-1, 6 Glucosidic Linkage에 의한 가지형 

분자구조를 갖는 아밀로펙틴이 주된 성분으로, 특히 옥수수 

전분의 경우 아밀로스의 함량은 28 %로 

알려져 있다.

전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고분자 재료를 제조하는 것은 석유 

원료의 합성 고분자를 대체하고 더 나아가 생분해성을 

가짐으로써 환경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재료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전분계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는 일부분 혹은 전체가 전분으로 

이루어진 고분자 재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이용한

etc.

〈그림 1> 전분의 구조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의 제조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i） 범용 고분자 재료에 전분을 도입시켜 블랜드물 및 

복합재료를 제조하는 방법

ii） 화학적 개질에 의한 방법 :유도체, 블록 • 그라프트 

공중합체

iii） 물리적 개질에 의한 방법 :각종 성형방법（압출, 사출. 

블로우 성형 등）을 이용한 전분만으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재료를 제조하는 방법

2. 전분계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제조기술

2-1. Griffin Technology 와 Otey Technology

범용 고분자 재료에 전분을 도입시켜 블랜드물 및 

복합재료를 제조하는 방법〔 i）의 방법〕은 다시 Griffin 
Technology오｝ Otey Technology5. 나눌 수 있다.

Griffin Technology는 1960년대 중반 영국의 Brunel 
대학의 GJL.GriffInM”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제조방법으로 수분 함량을 1 % 미만으로 건조시킨 전분을 

실란으로 표면처리하여 폴리에틸렌（PE）과 같은 범용 

플라스틱에 도입시키는 기술이다（그림 2의 a）. 또한 

저분자량의 불포화 지방 계통의 첨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토양중의 전이금속과의 상호작용으로 플라스틱 자체의 

산화분해를 꾀하는 기술도 이용되고 있다. 이 때 전분을 

충전함으로써 물성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 

6〜9% 정도의 전분만이 도입 가능하며, 폴리에틸렌에 

도입된 전분은 폴리에틸렌 분자와 화학적인 결합을 갖지 않고 

단순히 분산된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Otey Technology는 미국 USDA의 북부지역 연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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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이eum 계 폴리머

〈표 5> 전분-EAA-LDPE 필름의 대표적 물성치

a. 시료들은 50% RH. 23。。에서 평형상태를 이룸

b. 물성들은 1주와 4주가 지난 후 측정됨

c. Starch / EAA = 4： l(w/w), Water/Starch = 0.15： 1
NH4OH / Starch = 0.1 ： 1, 필름에 전분이 10% 정도 함유(Based on Total Solids)

7：1 의 혼합으로 Twin Screw Extruder에서 제조됨

Starch(%) 0 20 40

LDPE(%) 100 65 40

파열강도(KN / m) 53 17( 17) 6( 2)
UTS(MN/m2) 17 13( 13) 11(13)

신장률(%) 254 211 (231) ，30(13)

(a) (b)

〈그림 2> 전분계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제조방법

(a：과립상의 전분계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b：젤라틴화된 전분으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W.M.Doane과 F.Otey"〜이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제조방법으로 친수성인 에틸렌-아크릴산 공중합체(EAA)와 

호화시킨 전분을 기타 첨가제화 함께 블랜드시키는 

기술이다(그림 2의 b). 또한 전분- EAA 배합에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을 첨가시켜 물성 보완을 꾀하는 기술도 

알려져 있다. 이 때 전분의 첨가량은 약 50 %로 비교적 

과량이 도입 가능하며, 전분의 히드록실기는 EAA의 

히드록실기와 친수성 상호작용에 의해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들 재료들은 생분해성이 요구되는 농업용 

멀칭필름, 포장용 백 등에 이용 가능하다.〈표 3〉에 전분-

〈표 3> 전분-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의 대표적 물성치

Starch(%) 0.0 3.0 6.0 9.0

Elmendorf tear(g) MD TD 579 634 637 797
Tensile Strength at 1190 1113 1113 1125
Break Point at Break Point 292 243 241 기 0
(kg / cm2)

티 ongation(%) 848 745 749 684
Dart Impact Strength 192 160 174 118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의 대표적인 물성치를 

나타냈으며,〈표 4〉와〈표 5〉에는 전분-EAA 필름과 전분- 

EAA-LDPE 필름의 대표적인 물성치를 나타냈다.

2 2. 전분의 화학적 개질에 의한 방법

전분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재료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화학적인 개질에 의한 방법〔 ii)의 

방법〕은 오랜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 분야이다. 

우선 전분 분자의 히드록실기를 소수성인 분자를 이용하여 

에스테르화 및 에테르화시키는 기술은 전분의 친수성 및 

노화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연구가 

행해져 왔고, 이 때 전분의 히드록실기를 유도체화함으로써 

열가소성을 갖는 재료를 제조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8) 
하지만 유도체를 제조하는 방법이 경제성이 없어 거의 

상업화가 되지 못하였다.

합성 고분자를 전분의 분자골격상에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결합시키는 공중합 방법도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그라프트 공중합법은 상업화가 

유력시되는 제조방법이다. 그라프트 공중합체는 우선 과립상 

전분 및 호화시킨 전분 분자에 라디칼을 발생시킨 다음 이를 

Macroinitiators. 하여 비닐계 혹은 아크릴계 단량체들을 

결합시켜 제조한다. 이러한 제조방법은 오랜 동안 연구되어 

£고 있으며, 특히 세륨이온(Ce4+)을 개시제로 사용하는

〈표 4> 전분-EAA 필름의 대표적 물성치

열성형 플라스틱의 구성

압출온도(℃) 신장강도(MN / m2) 신장률(%)
Starch(%) EAA(%) LDPE(%) Urea(%) Water(%) Basea(pph)

60 40 0 0 5-10 7.5 N 110 25.0 7
34 51 0 15 5- 8 8.5A 125-145 6.2 120
40 45 0 15 5- 8 8.5 A 125-145 11.0 90
40 50 10 0 5- 8 3.6 A 125 - 145 25.8 80
40 40 10 10 < 14 8.5A 125 9.6 80

a N = NaOH ； A = Ammonium Hydr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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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분 一폴리메틸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대표적 물성

No. Starch
Wt% PMAa 

in product

Urea(g/ 90 g- 

polymer)

신장강도 

(MPa)

신장률 

(%)

1 Cationic Waxy 
(DSb = 0.035)

58 0.0 25.5 78

Acid Modified 59 4.7 26.2 74

3 Unmodified 59 4.7 Poor Quality Film

4 Cationic Waxy 
(not dissolved)

59 4.7 Poor Quality Film

5 Cationic Waxy 
(not grafted)

58 4.7 Could not be

Extrusion - Blown

a PMA = Poly(Methyl Acrylate) 
b DS = Degree of Substitution

〈표 7> 기존의 PS Loose Fill 과 Loose Fill 용 발포물의 물성 비교

Sample
Cell Structure 

by SEMa
탄성 (%) 압축력(g/ m2)

Waxy Starch open brittle > 1000

Corn Starch open brittle > 1000
Hylon Vb si. closed 0.0 192

Hylon VIP si. closed 68.3 128
Hylon Vil 5% POd closed 73.2 508
EPS Loose Fille closed 73.8 508

a 닫힌 셀(Cell) 구조는 연결되지 않는 하나의 C用을 가지고 있고 오픈 셀과는 

대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셀 벽을 부수거나 찌르거나 함으로써 그 윤곽이 

확실히 정해지거나 Missing 셀 벽을 갖고 있다.

b Hylon V：500o Amylose：Waxy Starch：0°o Amylose：Corn Starch： 

28°o Amylose
c Hylon Vil：70°o Amylose
d PO refers to Propylene Oxide Treatment
e 발포 폴리스틸렌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그라프트 

공중합체로는 폴리 메틸아크릴레이트와의 공중합체 (Starch-g- 
PMAY)시이와 폴리스틸렌과의 공중합체(Starch-g-PS)⑴7)가 

있다. 특히 Slarch-g-PMA는 물성이 LDPE와 유사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표 6〉에는 전분-폴리메틸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대표적 물성을 나타냈다.

2-3. 전분의 물리적 개질에 의한 방법*“)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방법 중에서 가장 최근의 조류는 

전분을 직접 압출 성형하는 방법이다. 전분의 압출가공은 

식품분야에서 여러 해 동안 사용되어 온 기술의 하나이지만 

최근에 와서야 압출성형시 전분의 거동을 열가소성 고분자의 

거동과 유사하게 인식함으로써 전분 성형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수분 함량의 5〜30% 인 전분의 경우 

압출기 내에서 고온. 고압 전단력의 작용에 의해 용융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이러한 전분 압출물의 경우 외관 및 특성은 

폴리스틸렌과 유사하지만 수분에 의해 물성 및 형태 

안정성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Wamer-Lambert의 Novon Division에서는 소위 

말하는 “Destruclurized” 전분을 여러 합성 고분자와 

블랜드하여 위의 결점을 다소 보완한 새로운 재료에 대해 

특허를 취득하였다. 또한 Loose Fill용의 포장용 발포물로도 

제조되고 있음이 알려져 있는데, Loose Fill용의 발포물은 

기존의 PS Loose Fill에 버금가는 물성을 가지고 있으며(표 

7)吗 완전히 생분해되기 때문에 매우 유망한 생분해성 재료로 

알려지고 있다.

3 . 생분해성의 평가

이와 같은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는 미생물 등에 의해 섭취, 

소화의 단계를 거쳐 이산화탄소, 물 등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원리를 따르게 되는데 이 때 이러한 생분해 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수분 • 온도 • PH • 금속염의 존재 및 

미생물의 존재 유무와 같은 자연적인 요인과 고분자의 

종류 • 재료의 표면적과 두께 • 분해성 첨가제의 유무 등과 

같은 고분자 재료 자체의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 전분계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들의 생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와 분해성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나열하였다.

3-1. Oiffin Technology에 의해 제조된 고분자 재료의 생분해성

전분을 충전한 고분자 재료의 분해작용을 다음 두 가지 

반응기구에 의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⑹ 우선 고분자 

내에 과립으로 존재하는 전분이 곰팡이 및 박테리아에 의해 

공격을 받아 없어지고, 이러한 작용에 의해 고분자 

메트릭스는 다공성이 되어 취약해지며 표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 분해기구는 고분자 메트릭스 내에 존재하는

〜AGU -— (ABU)n ——AGU〜

I
-M-M M—M—M〜

AGU = Anhydroglucose Unit

M = Monomer Repeating Unit

〈그림 3> 전분 그라프트 중합 폴리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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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양한 환경하에서의 고분자 메트릭스(PE 필름) 내의 전분 분해

〈그림 5> 토양 매립시험에서의 파단강도의 저하 및 노출시간과의 관계

■ 신장강도 竈 신장강도* 匚二］신장률 鎏신장률* 

20% ECOSTARp/us
* soil exposed to sunlight

〈그림 6> 토양 매립시험에서의 파단강도 및 신장률 변화

보유 신장률

0 4 8 12 16 20 24

노출시간 (Weeks)

〈그림 7> 여러 노출환경에서의 파단신장률 변화(전분 함유 3.6,9%)

불포화 지방이 자동 산화제로서 작용하여 토양 혹은 

해양중의 금속염과 반응하여 Peroxides를 형성하며 이는 

분해하여 자유라디칼을 발생하게 된다. 이 라디칼들이 

고분자에 전파되어 고분자 사슬을 분해함으로써 분자량은 

감소하고 고분자 재료는 취약해지고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반응기구는 Griffin”에 의해 처음 창안되었으며. 

〈표 8〉에 실험 실적으로 생분해성을 평가해 본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전분 함량이 23%(W/W)인 필름의 경우 

65일만에 약 50 %의 강도가 소실됨을 보고하고 있다.

Maddever 등⑹은 고분자 메트릭스 내의 전분 분해는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노출된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그림 5〉와〈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토양매립시험에 의해 미생물에 의한 분해 및 산화분해가 모두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필름 내 전분의 

분해현상만으로 물성 변화를 설명할 수 없으며, 그외의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생분해성 필름의 파단강도 변화

시료 초기 신장강도 65일 이후의 신장강도

전분 비함유, 

지방산 함유 필름
8.55 MN/m2 6.65 MN/m?

전분함유 9%(W/W) 
지방산 함유 2%(W/W) 

필름

8.13MN/m2 6.13 MN/m2
J

전분함유 23%(W/W) 
지방산 함유 2%(W/W) 

필름

7.30 MN/m2 3.65 MN/m2

Lannotti 등⑺도 Maddever 등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 

특히〈그림 7〉의 파단신율 변화 및〈표 8〉의 GPC에 의한 

분자량 변화 결과에 의해 혐기성 환경(Anaerobic 
Condition)에서 더욱 심하게 분해됨을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플라스틱의 곰팡이 저항성 시험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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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한 ASTM G 기 법은 농업용 멀칭필름으로 사용할 전분 

충전 플라스틱의 생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디자인된 

시험법이다. Wool 등⑻은 이 시험법을 이용하여 전분을 

충전한 PE 필름을 시험해 본 결과 전분의 함량이 30% 
이상일 경우 곰팡이가 필름의 표면을 완전히 뒤덮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필름의 일부를 노출시킨 상태로 토양중에 

매립하였을 경우 90% 이상의 전분을 함유한 필름은 수분을 

흡수하여 3일 안에 심하게 찢어지며, 3〜5일이 경과하면 

매립된 부분에 곰팡이가 대량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전분 함량）］ 50% 및 

70 % 인 경우에 있어서도 5〜7일이 지났을 때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전분의 함량30%, 40% 인 필름의 경우는 

30일 동안 매립시켜도 유연성 및 외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필름, 즉 비교적 전분의 

함량^ 낮은 필름에 있어서는 전분 함량^ 높은 필름의 

경우처럼 필름 자체의 취약성에 의해 분해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의 공격 정도에 의해 분해 정도가 

결정나기 때문에 전분의 함량의해 생분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필름의 파단신도를 증가시켜 주기 위해 첨가되는 

가소제들에 의해서도 크게 향상된다고 하였다.

Lee 등9）은 6%의 전분과 Pro-Oxidant 를 함유한 

ADM （Archer - Daniels-Miland） 의 Polyclean 필름을 최대 

20일간 70 °C로 열처리한 후 리그닌을 분해시키는 수 종의 

박테리아（S〃専〃이7*es sp.） 및 곰팡이 （P妬iero사以인e sp.）와 

함께 플라스크 중에서 배양하였는데, 신장률 및 평균 

분자량의 변화를 관찰해 본 결과 곰팡이에 의한 분해는 

관찰할 수 없었으며, 박테리아에 의해서만 분해가 일어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Gonsalves 등?이은 해양환경중에서의 PE-전분 필름의 

분해거동을 관찰하였는데, 안정제를 첨가한 필름에 있어서는 

분해현상을 전혀 관찰할 수 없었으나 안정제를 첨가하지 않은 

필름은 분자량의 감소, 표면의 균열 및 인장강도의 감소 등의 

분해가 발생하였음으로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필름 내에 

첨가한 각종 첨가제（금속 촉매, 자동산화제, 가소제）에 의한 

화학분해 현상으로 설명되며, 필름중의 전분은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름의 분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LD 54 0-0，LD 58 LD 76

〈그림 8> 토양중에서 분리해 낸 박테리아로 이루어진 혼합 배양액에 EAA- 

PE-전분 복합필름을 넣어 배양했을 때의 중량 감소율

〈그림 9> 파단강도 감소율

3-2. Otey Technology에 의해 제조된 고분자 재료의 생분해성

Gould 등기）은 토양중에서 분리해 낸 박테리아로 이루어진 

혼합 배양액에 EAA-PE-전분 복합필름을 넣어 배양해 본 

결과 20〜30일째 되었을 때〈그림 8〉과〈그림 9〉에서 

보듯이 중량 및 파단강도가 40% 정도 감소하였으며, 이는 

〈그림 10〉에 나타낸 FT-IR에 의한 전분의 C-0 Stretching 
Bands（960~1190 cm -1） 홉광도의 감소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Agri-Tech Industries 에서는

전분/Urea/LDPE/EAA（4이1이25/25）로 이루어진 필름을 

제조하여 이를 롬（진흙 • 모래 • 침니（沈泥）로 된 흙）에 

매립하여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함으로써 필름 중의 

전분의 분해 정도를 조사하였다⑻ 순수한 LDPE 필름을 

Controls로 사용하였는데, 사용한 롬의 종류에 관계없이 약 

90일이 지나면 필름 내의 모든 전분이 분해되었으며, 특히 

고운 모래흙에 매립한 필름의 경우에 가장 빠른 분해속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그림 11〉에 이러한 결과 중의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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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FT-IR에 의한 전분의 C-0 Stret자ling Bands(960-l190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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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y：전분 40%, PE 25%, Poly(ethylene-co -acrylic acid) 25% 함유

PE：상용 Polyethylene Film

Parafilm(R):

〈그림 11〉매립된 필름중의 전분 분해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co의 측정

나타내었다. 또한 무척추동물에 의한 필름의 섭취가 미생물에 

의한 섭취작용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Otey 배합〈그림 11〉에 따라 제조된 필름은 

수 종의 무척추동물에 의해 섭취되는 반면에 순수한 LDPE 
필름과 SE-1 필름(전분함량 6%)은 섭취되지 않음을 

보였다. 또한 섭취되고 남은 필름들은 잘게 쪼개어져 

원상태의 필름보다 화학적 침해 혹은 미생물에 의한 침해를 

쉽게 받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필름 내의 전분 분해 

정도는 a-£-Amylase와 Amyloglucosidase를 이용한

C02/ C02(Theoretical)

30
일 (Days)

〈그림 12> Modified Warburg 시험 결과

효소분해시험에 의해 측정⑹ 하였는데, 우선 각각의 효소가 

들어 있는 완충용액에 필름을 담근 다음 20 七 로 배양을 

하여, 여기에 Merthiolate를 첨가하여 오염에 의해 다른 

미생물이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필름을 새로운 

효소완충용액에 횟수를 달리하여 옮기면서 각 용액 내에 

존재하는 전분의 분해산물(Reducing Sugars)을 분석한 결과 

사용한 효소 및 전분과 고분자의 배합기술에 따라 전분의 

가수분해가 11 % 에서 90% 이상까지 발생함을 보고하였다. 

이 때 a-Amylase에 의해 전분이 가수분해되어 Reducing 
Sugar가 발생하였으며 Amylase와 Amyloglucosidase에 

의해서는 Reducing Sugars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a-Amylase에 48시간 동안 배양시켰을 경우 전분의 90% 
이상이 분해된다고 보고하였다.

Fertec에서는 Modified Wargurg Test를 이용하여 그들이 

제조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분해성을 평가하여 본 결과 

〈그림 12〉에 나타났듯이 분해 정도가 완전분해되는 종이와 

분해성을 갖지 못하는 PE 사이에 위치한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비수용성인 고분자 재료는 미생물 혹은 효소에 

의한 침해가 재료의 표면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분해속도가 

느리다. 또한 미생물은 적응(Adaption)과 선택(Selection)에 

의해 적절한 효소를 분비해야만 하며, 고분자와 같은 큰 

분자들은 세포막 내부로 운반되지 않는다. 생분해시험에 

표준이 될만한 In Vitro Tests가 없기 때문에 Fertec에서는 

미생물에 의한 CO?의 발현과 산소의 소비, 곰팡이에 의한 

침해, 토양 매립시험 등을 포함하는 분해성 시험전략을 

구상하여, 생분해성 재료의 시험에 응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분 충전 폴리올레핀 필름과 전분 함유 

복합필름의 생분해성을 비교한 연구도 행해졌다. Allenza 
등2”은 HDPE-전분 필름, LDPE-전분 필름 및 EAA-전분 

필름을 혼합 효소용액중에서 배양하여 분해되는 전분의 양을 

측정하였는데, 모든 필름에 있어서 G1 니cose로 가수분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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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의 양은 5〜20% 정도로 매우 작음을 보였다•，이 결과는 

일부 플라스틱류 중의 전분은 효소에 의해 거의 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Gould 등2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그림 12〉와 같이 EAA-전분 필름의 경우 Glucose의 

발생량이 최저를 나타냈는데, 이는 필름 내의 전분과 EAA가 

다른 필름 내의 성분들보다 친화력이 더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필름 내에 계면활성제를 첨가할 경우, 

생분해속도를 증가시키며, 이는 전분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Lmam 과 Gould?"는 아밀로스 분해 박테리아인 

KB-l(Arthrobacter Sp.)의 세포를 여러 종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필름과 함께 배양한 후 필름표면에 고착된 세포를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으로 측정해 본 결과 PE-전분 필름, 

PE-EAA-전분 필름의 경우 10% 미*］었으며, 이 때 

전분-플라스틱 필름 내의 전분 등이 분해되는 현상과 

박테리아 필름 표면에 고착하는 현상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Wool 등25)〜26)은 Percolation Theory를 이용하여 전분을 

함유한 고분자 재료가 미생물 및 효소에 의해 분해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물리적 특성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이 때 

고분자 재료 내의 생분해성 성분의 이용가능성, 즉 전분의 

분해가능성을 전도도(Scalar)의 Percolation 현상과 같이 

취급하였다27).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구형의 전분을 

충전한 고분자 재료 내에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연속적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생분해성 성분의 양이 Percolation 
Threshold 인 약 30 % (부피비)를 초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계산해 낸 것이다. 중전이론35)에 의하면 Connectivity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충전제의 양은 판형인 충전제보다는 

구형일 경우에 더 많음이 알려져 있다. 블랜드물 내 판형 

충전제의 비율과 상의 불활성 (Phase Inactive) 여부에 따라 

8〜 16%(v/v)의 범위에서 Connectivity?］- 이루어진다. 

Otey에 의해 개발된 전분을 함유한 복합필름에 있어서는 

미생물 침해에 필요한 Percolation Threshold는 약

전분분해율(%)

〈그림 13〉플라스틱에서의 전분 분해

13 %(부피비)이다36). 이러한 낮은 Threshold 값은 필름 

내부가 Non - Conductive Phase(효소에 의한 침해가 

불가능한 상)인 LDPE와, Conductive Phase(효소에 의한 

침해가 가능한 상)인 전분-EAA Complex 사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분해과정 동안의 전분- 

고분자 복합재료의 파단강도, 탄성율, 파단신도는 

Elasticity(vector) Percolation을 이용하여 모델링할 수 

있다.37)78)

3- 3. 전분 그라프트 공중합체의 생분해성

전분그라프트공중합체 중에서 Starch-g-PMA의 

경우만 생분해성에 대해 평가되었는데, Deimenberg 등峪에 

의하면 Starch-g-PMA 필름상에 Aspergillus Niger와 

Penicillum Funiculosum 를 접종하여 배양하여 본 결과 

무게감소 및 인장강도의 감소가 심하게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3-4. 열가소성 전분의 생분해성

Altieri 드'은 Loose Fill용으로 제조한 전분 발포물을 

박테리아를 활성화시킨 토明］ 혼입시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무게감량을 측정하였는데 

발포스틸렌의 경우 1.5% 정도만 분해가 된 반면에 전분 

발포물의 경우 99 %의 분해가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4. 결어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는 지구환경보존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필연적인 등장이지만 현재까지는 실용화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대중의 자각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입법화와 더불어 더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된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기존의 비분해성 재료들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전분계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석유원료의 합성고분자를 대체하고 더 나아•가 폐기 후 

자연계에서 완전한 생분해성을 가짐으로써 환경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생분해성 고분자 재료라 할 수 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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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특 집

광분해성 플라스틱

이 두 원 조양흥산 중앙연구소 연구원

인류의 문명발달은 천연재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합성재료의 

개발을 촉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세기에 접어들면서, 유기 

고분자(Polymer)가 등장하게 되었다.

고분자는 독특한 물리적 특성과 안정된 가격, 제조 및 

가공의 용이성, 반영구적 수명 등으로 인하여 현대를 “Plastics 
Age”라 일컬을 만큼 그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현대의 

산업기술 및 과학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그러나 합성 

고분자의 장점으로 나타났던 영구성이 산업발달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히 대두됨에 

따라 사용시의 편리성만을 기할 수 있는 신소재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간에 국내외적으로 사용 후 붕괴, 혹은 분해되어 

자연의 순환계로 돌아감으로써 환경오염을 배제하거나, 

극소화시킬 수 있는 분해성 고분자(Degradable Plastics)에 

관한 사회적 요구 및 이에 따른 연구, 개听］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회용품에 대한 적용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

플라스틱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근래에 전개되고 있는 

환경운동과플라스틱에 대한 오해에 관해 잠시 개인적 의견을 

언급하고자 한다.

환경보호를 위하여 플라스틱의 사용규제 및 적용범위의 

규제, 대체물질의 모색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대체물질로 

종이와 유리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종이는 경제적으로 플라스틱에 비하여 

비쌀 뿐 아니라 사람旨］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분해되지 

않으며 -특히 매립시 - 제조시에 내후성 및 물리적 특성, 

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우 많은 약품 등을 사용하므로 

재활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환경(인간)에 필수불가결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인 나무를 그 원료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류가 필요로 하는 포장재의 반 정도만 

대체한다 해도 인류는 산소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리는 수거와 재활용이 쉽고 적합한 물건으로 

만들거나 파손시의 재생이 어려우며, 파손된 재료의 재활용인 

경우 종이(1kg)는 플라스틱 2.5kg, 유리 6〜7kg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의 석유를 소비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화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이에 

비해 플라스틱 포장재는 완전에 가까운 차단성 및 방수성 , 

위생성을 제공하며 높은 안전성과 투명성을 가장 경제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준다. 또한 플라스틱은 그 반영구적 

특성에 기인하여 폐기물이 환경(수질, 대기)에 화학적 오염을 

가장 적게 유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가장 쉽고 띄고, 

매립지의 한계성 때문에 그리고 매스컴에 무분별한 잘못된 

홍보로 말미암아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 플라스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며, 

영위하고자 한다면 매우 비싼 댓가를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영구히 분해/파괴되지 않는 - 특히 

미생물에 의해 - 것으로 오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플라스틱의 

처리방법은 매립이나 소각의 방법만을 생각하기 

쉬우나(최근에는 계몽과 홍보를 통한 재활용이 주목받고 

있지만) 플라스틱은 끊임없이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되고 

있으며, 산화에 의해 파괴된 고분자 중 일부는 분자량^ 

충분히 낮은 경우 주위의 미생물에 의해 섭취당하여 물, 

이산화탄소 등의 기본 화합물로 전환된다. 이렇게 플라스틱에 

산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플라스틱에 함유된 

극소량의 불순물이나 빛, 열 혹은 산화제 등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에서 요구하는 안전성과 플라스틱 

폐기물이 차지하는공간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영구적인 -분해가 매우 느린 -플라스틱의 분해/붕괴 

속도를 빠르게 바꾸어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환경에 대한 걱정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공해로 인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가져야 하며 플라스틱과 

관련한 몇 가지 제도적 장치가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개개인이 가져야 할 4가지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라스틱의 재활용이다. 경제저, 물리적으로 수거가 

쉽고 재활용 가능성이 큰 플라스틱들을 재처리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보호와 경제적 이점은 물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에너지원으로서의 사용 즉, 소각처리이다. 범용 

플라스틱 1 kg는 석탄 1.25 kg와 같은 열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더 이상 재활용이 어려운 수지는 수거하여 안전하게 

설계된 소각로 에서 소각 처리하여 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분해시키거나 미리 플라스틱 내에 분해장치를 해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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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수거가 곤란하거나 재활용이 더 이상 불가능한 

플라스틱과 재생 • 소각 • 수거가 경제적으로 불리한 

플라스틱은 스스로 분해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하여 사용 후 

분해되어 자연과 환경에의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넷째,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근원을 

방지하고, 자원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환경, 그리고 

미래를 보다 밝게 유지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에는 다음의

3가지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플라스틱 폐기물로 태양광에 노출된 것 -눈에 쉽게 

띄는 것 -들은 수 개월 이내에 분해되어 사라지게 함으로써 

사회와 환경을 청결하게 보존, 보호하여야 한다.

둘째, 매립지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매립 전에 분해가 

유도되어 매립 후 안정하게 수 년에서 수 십년 이내에 

분해되어 소멸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다나 강, 호수 등 물에 버려진 경우 물에서도 

분해되어야 하며, 물과 수중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플라스틱의 장점은 뛰어난 

품질, 재활용성, 저렴성, 생산의 용이성 및 내구성에 있다. 

만일 분해되는 플라스틱이나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장점을 포기하거나 파괴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따라서 분해성 플라스틱은 아래의 6가지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 품질물리적, 기계적 특성의 저하가 없으며, 사용중에도 

품질이 점차 약해지지 않을 것

• 사용중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시간을 

제어 조절할 수 있을 것

• 가격이 저렴하고, 생산, 저장, 보관, 가공이 쉬울 것

• 유독성이 없고 안전할 것이며, 분해 이후나 분해되는 

동안에도 유독한 물질이 없어야 할 것

• 재활용이 가능하며, 일반 플라스틱의 제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할것

• 분해가 시작되면 빠르게 분해되어 소멸될 것. 수 주일에서 

수 년 내에 완전히 분해될 것

다음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문제점과 광분해성 고분자에 

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국내외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현황 및 폐기물의 

처리 현황

〈그림 1> 연간 제조된 플라스틱의 수명별 사용범위

일부 재활용 가능 수거 및 처리 가능 65% 매립 처리 ◎문제점 야기 

폐기물 처리 가능 재활용, 소각, 분해 처리

〈그림 2> 플라스틱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 요인

야기시킨다. 매년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는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전세계 폐기물 중 중량^로는 7〜8 %, 
용적비로는 약 80%가 플라스틱이며, 이러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는〈그림 2〉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2. 플라스틱 폐기물의 특징

플라스틱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는 달리 다음 특징을 

가진다.

-Most Visible
-More Weather - Resistant
-More Wind - Blow
-Float on the Water

（눈에 쉽게 뜨임） 

（기후, 환경에 강함） 

（바람에 쉽게 날림） 

（물에 뜸）

때로 동물, 조류, 어류가 먹는 경우 소화가 되지 않고 

독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환경상, 생태학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그림 3〉은 플라스틱 폐기물과 그에 따른 대책과 

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폐기물의 

수거와 시민교육에 따른 결과는 축적되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폐기물 발생요인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그림 3〉과 같이 가급적 단시간에 소멸 

가능한 분해성 플라스틱이 필요하다.

1. 플라스틱의 생산 및 용도, 폐기물 발생의 근원

세계적으로 1 년간 제조,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약 

1억톤 이상이며, 이러한 플라스틱들은〈그림 1〉과 같이 

용도별로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플라스틱 중 특히 단기용품과 1 회용 제품으로 

이용되는 플라스틱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며, 공해문제를

현재 • • 시민교육

—*• • 감소율 10%

ol_：
1945 1990

〈그림 3> 플라스틱 폐기물의 축적 상황 및 대응에 따른 결과

광분해성

~一 플라스틱의

• . 사용

2010 画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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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의 플라스틱 생산 및 폐기물 처리 현황 1. 외국의 상홤

1987년 현재 전세계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약 1.1 억톤 

가량이며, 미국의 경우는 고형 폐기물의 80%가 매립되고 

20 %는 소각 혹은 재활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체 

폐기물량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96%가 매립되고 있으며, 3 %는 소각, 1 %만을 재생하여 

활용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연간 생산량은 약 250만톤에 달하며 

연간 수요는 약 기3만톤에 이르고 있다（표 2 참조）. 이에 따른 

폐플라스틱의 발생량도 1988년도에 569,500톤으로 국내 

수요의 약 29 %를 차지하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3 참조）. 국내의 폐합성수지 발생량은 전체 산업폐기물의 

약 1 %가량이며 도시 폐기물 중 합성 고분자（플라스틱 및 

합성섬유）의 비율은 무게비로 17% 가량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 중 15만톤이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이고 폴리프로펠렌 

포장재가 15,00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비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의 규제 움직임

세계 각국의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립, 소각 및 재생의 방법을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이러한 방법들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플라스틱류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다.

즉,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정 시점부터는 

매립할 공간의 부족이란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며, 소각시는 

일부의 플라스틱과 첨가제들로 인한 유독가스와 연소 잔유물 

등이 토양의 수분과 영양분 이동을 방해하며, 농작물의 성장 

저해 및 대지의 균열, 침하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재활용의 경우 대중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계몽을 필요로 

하며, 각종 일회용품의 경우는 수거와 재생이 가치 이상의 

인적, 물적자원이 재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방법의 문제점〉

-매 립 매립 가능 지역의 한계성

일정시간 경과 후 문제 발생

一재활용:관측의 한계성

가격 대 가치의 비교가 필요

（단위 : 1,000톤）〈표 1> 세계의 합성 고분자 생산량Un 미 국 일 본 한 국 기 타 합 계

합성수지 22,180 9,180 1,700 46.410 76,470
합성고 무 2.670 1,330 130 6,990 11,120
합성섬유 8,020 3,120 400 10,730 22,270

합 계 32,870 13.630 2,230 61,130 109,860

（단위 : 1,000톤）〈표 2> 국내의 합성고분자 수급 현황

부문 구분 1986 1987 1988 1988

합 성 수 지 1.476.2 1.692.9 1.992.8 2,241.2
PE PS 151.2 228.0 171.8 229.0
PP ABS 244.4 176.1 190.9 345.2
PV etc 내 수 1,382.9 1.744.8 1.973.7 2.125.0

（단위 : 1,000톤）〈표 3> 국내의 폐플라스틱 발생량

연도

종류
1984 1985 1986 1987 1988

LDPE 119.0 133.5 148.0 162.6 179.6
HDPE 38.6 43.9 49.9 52.5 52.3
PP 106.0 114.9 116.2 117.0 113.0
PVC 81.6 84.3 99.5 127.9 146.4
PS 15.4 22.9 33.8 50.9 58.7
ABS 10.1 12.2 14.2 16.9 19.5

합 계 370.7 411.7 4이.5 527.9 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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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비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 규제에 관한 동향

국 가 명 규 제 내 용

미 국 ★ 51 개주 중 31 개주 비분해성 플라스틱 사용규제新〕거나 또는 검토중

★ Six-Pack-Ring에 분해성 폴리에틸렌, 붕괴성 수지 사용 의무화

★ 음료용 PET병에 Deposite（수탁제）제 도입（메릴랜드 등 11개 주）

★ 플라스틱 식품포장에 과세 부과

★ 플라스틱을 소재별로 회수하는 쿼터（Quter）제 도입

★ PS, PVC, PolyBag, 플라스틱캔 사용 후 버리지 못하도록 검토중

이 태 리 • 89년부터 비분해성 쇼핑백에 100리라/1 Bag 부과（분해성 비과세）

• 89년 7월부터 PVC 쇼핑백 전면 사용 금지

• 91 년 이후 쇼핑백과 플라스틱병에 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 플라스틱 음료용기（PET, PC, 등의 회수, 재활용 강제의무화 예정 

（1993년 3월 이후 회수율 40% 이하의 경우 과세 부과 예정）

서 독 ♦ 89년 3월부터 PET병의 강제 Deposite제 실시（회수율 80% 요구） 

♦ 특정지방 PVC병 사용 금지

덴 마 크 。포장재료용 PVC 사용금지 검토중 

◎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용기 사용금지 

◎ 사용된 음료용기 재사용금지

오스트리아 ■ 포장용 재료로 PVC 사용금지 검토중

■ PET병 및 알루미늄 음료용기 사용금지 검토중

스 위 스 ▲ PVC병, 알루미늄 및 Steel 캔 사용금지 검토중

수거를 위한 교육 및 운송의 난이

- 소 각 : 연소가 난이한 플라스틱 및 연소시 유독한 

가스, 잔유물 발생 

에너지 절약의 측면에서 효과적

（연소 에너지 ; 1kg의 PE=L25kg의 석탄） 

따라서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의 조기 해결책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근래 1 〜2년 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이미 30여개 주에서 비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을 규제중이거나 규제의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Six-Pack- Ring（음료수, 

맥주캔용 고리^ 분해성 수지（혹은 붕괴성 수지）의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식품포장에 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태리의 경우 1987년 10월에 폐기물 수집법을 

제정하고, 1989년 1월 이후 비분해서 쇼핑백에 대해 1개당 

100리라의 세금을 과세하고 있으며 수거, 분리, 재활용 및 

소각시 에너지 회수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타 

서독,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등의 유럽국가들 역시 일부 

제품에 한해 비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을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표 4〉에 몇 개 국의 비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 규제에 관한 동향을 수록하였다.

2. 국내의 상황

국내에서도 지난 3월 이후 환경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또 폐플라스틱의 원활한 수거를 위한 공공교육도 

미약하나마 시작되고 있으며, 이미 미주와 유럽 등지로 1 회용 

플라今틱 제품을 수출하던 기업들은 수출대상국의 규제로 

인한 파급효과를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의 플라스틱 

업체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분해성 플라스틱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준비하여 왔다.

또 전국경제인 연합회 및 소비자 보호단체 협의회, 

한국백화점협회, 환경처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주 1 회 포장 

안하는 날”을 제정하는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에 관한 국가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분해성 고분자의 종류 및 개요

일반적으로 빛에 의해 분해되거나 미생물에 소화, 흡수되어 

분해되는 고분자를 “분해성 고분자”라 하는데 현재는 

국제적으로도 용어 정의나 분해성능의 평가 방법이 통일되지 

않은 가운데 각 국가나, 연구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연구개발과 실험 및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분해성 플라스틱은 주 분해기구나 분해방식에 의해 다음의 

3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표 5 참조）.

- 생분해성 플라스틱

- 광분해성 플라스틱

- 생붕괴성 플라스틱

현재 분해성 플라스틱의 분해 성능 평가방법으로는 

자외선에 의한 산화분해성을 측정하는 방법과 효소, 미생물 및 

토納〕의한 방법 등이 있다. 분해성의 평가방법은 

인장강도나 신장률 등의 물리적 특성의 저하를 측정하거나, 

산화에 의해 발생하는 카르보닐기（C = O）의 증가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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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분해성 플라스틱의 종류 및 용도

구 분 제조방법 분해기구 용 도 적용 수지

광분해성 플라스틱 금속이온계 고분자 

마스타뱃취 첨가형

전이금속 첨가, 금속이온이 

고분자쇄중 산화로 생성된 

Peroxide 나 Carboxyl 기의 

분해촉진을 위한 촉매작용

멀칭 필름

쇼팽백류, 포장재

식품 포장재

일회용품 산업용 포장재 등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및 

PVC, EVA PMMA 
기타 수지

비닐케톤계 공중합 

MB 첨가형

고분자에 자외선 흡수, 

관능기 (Carboxyl) 도입

쓰레기백 

멀칭필름

폴리스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에틸렌-일산화탄소 

공중합체

고분자에 자외선 흡수 

관능기 (Et-C이 도입

Six - Pack - Ring 폴리에틸렌

생분해성 플라스틱 천여 고분자 셀룰로오스, Hemi - Cellulose 및 

키틴 등의 천연 고분자로 

플라스틱을 제조

필름, 셀룰로오스 섬유, 

시트, 의료용(봉합사 등)

제조

미생물 생산 고분자 미생물이 만드는 고분자를 이용 

플라스틱을 제조(PHB), 
박테리아류가 저장한 PHB를 

추출하여 제조

수술용, 의료용재 Bio-Film, 
의약살충제

생화학 고분자 아미노산당, 폴리에스터 등의 

원료를 발효시켜 고분자 합성

의료용 봉합사,

외관용 접착제, 이형제, 

분산제

PCL Polyarylate

식물성유(Oil) 고분자 식물성유의 지방산을 중합하여 

고분자 제조

포장재, 건축재료, 전기재료

생붕괴성 플라스틱 전분 등의 녹말 첨가형 범요 수지에 녹말을 첨가하여 

녹말이 생분해되므로 플라스틱 

붕괴

쓰레기 백, 쇼핑백, 

기저귀 커버, 

기타 1 회용 포장재

폴리에틸렌

주로 LDPE, LLDPE

지방족 폴리에스터 

첨가 (Blend) 형

PCL(폴리카프로락톤)과 범용수 

지의 블렌드

폴리 블렌드

증가속도를 측정하는 방법,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GPC)에 의해 평균분자량의 감소를 측정하는 방법 및 고분자 

분해에 따른 저분자량체의 정량 이산화탄소의 발생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방법 등이 있다.

상기한 분해성 플라스틱의 정의 및 성능평가 방법의 확립은 

분해성 플라스틱의 개발과 사용용도, 규제 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광분해성 플라스틱의 분해 원리

1. 광분해성 플라스틱의 개요

광분해성 플라스틱은 태양광선의 자외선 에너지를 이용하여 

고분자 사슬을 파괴하여 고분자의 물리적 성질을 저하시키며 

분자량^ 작아져 미생물에 의해 소화/흡수되어 분해되는 

플라스틱을•의미한다. 광분해성 플라스틱의 분해에 이용되는 

빛은 대체로 290〜320 nm의 파장대의 자외선을 이용한다. 

모든 플라스틱은 각기 고유의 속도로 빛에 의해 산화되는데, 

산화속도와 분해성능은 플라스틱의 화학적 구조와 빛의 

세기에 의존한다. 대체로 290nm의 자외선 에너지는 

플라스틱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탄소, 

수소-탄소 결합을 파괴시키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며 

플라스틱의 제조나 가공시 발생하는 약간의 화학적 결합 

(Peroxide, C = O)이 있는 경우 분해반응이 촉진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본 원리를 이용하여〈표 6〉과 같은 여러 

종류의 광분해성 플라스틱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 이미 

실용화된 기술은 크게 2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전이금속류를 첨가하여 분해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중합시 고분자 사슬에 광증감기를 도입시켜 광분해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1) 플라스틱의 분해 가능성

모든 플라스틱은 햇빛이나 대기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분해가 되며 - 다만 분해반응의 속도가 완만하고 

최종단계까지 분해되지 않는다 一 이에 따라 플라스틱의 

물성은 서서히 저하된다. 이러한 현상(물성 저하)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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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광분해성 플라스틱의 종류

종 류 광 분 해 기 구

금속 이온계 고분자 마스타 뱃취 첨가형 전이금속 이온을 첨가하여 금속이온이 고분자 사슬의 산소에 산화되어 생성된 과산화물（Peroxide）이나 

카르복실（Carboxyl）기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촉매역할을 하도록 고안

비닐-케톤계 공증합 마스타 뱃취 첨가형 고분자 사슬에 자외선 흡수 관능기인 카보닐기를 도입하여 산화를 유도하는 빙법

에틸렌 - 일산화탄소 공중합체 （ECO - Copolym） 비닐 - 케톤계 공중합물과 동일한 개념으로 비닐 - 케톤계를 대신하여, 에틸렌 - 일산화탄소를 고분자 

사슬에 도입한 플라스틱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의 모든 플라스틱은 산화방지제 

및 자외선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플라스틱의 물성 저하를 

방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매립된 

플라스틱이 완전히 분해되기 위해 수 천년이 소요될 지 수 

만년이 소요될 지 분해시간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자연예 존재하는 수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은 끊임없이 

고분자를 공격하여 , 소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고분자의 

분자량이 너무 커서 미생물들이 섭취하여 소화/분해시킬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소화시킬 수만 있다면, 고분자는 거의 완전히 분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한 후 급격히 분해되어 미생물에 

의해 소화가능한 정도까지 분자를 파괴할 수 있다면, 

폐플라스틱에 의한 공해문제（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⑵ 빛과 에너지의 관계

빛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가시관성（사람이 볼 수 있는 

영역의 빛）과 자외선, 적외선으로 구분한다.〈그림 4〉에 빛의 

범위와 명칭을 도식화하였다.

일반적으로 빛과 에너지의 관계는 아래의 식으로 표현되며, 

파장 入가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강하다）. 고분자 사슬의 

탄소결합（C-C）을 파괴하기에는 295〜320nm의 파장대의 

자외선이 80〜85kcal/mole의 에너지를 가지므로 

효과적이다.

E = Ea / RT = = *

h = Plank's Constant（플랑크 상수） 

n = 타 equency （주파수）

c = Light Speed （광속도） ; 3X1010 cm / sec.
入 = Wave Length （파장）

Ea = Activation Energy （활성 에너지）

2. Polyolefin 의 산화 기구

순수한 플라스틱은 쉽게 산화되지 않으며, 빛에 의해 

화학반응（Photcwhemic시 Reaction）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그러나 플라스틱에는 제조중 혹은 가공중에 혼입되는 

불순물이나 촉매（개시제, 조절제） 또는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

〈표 7> 화학 결합 에너지

Bond Type Kcal / mol Bond Type Kcal / m이 Bond Type Kcal / 이이

CH3-CH3 84 C = N 209 C三C 200

C-H 82 c=o 174 c=c 145

H3c - OH 89 C ~ H Acetylene 1 기 C — C Aromatics 124

HCO-H 82 C — H Ethylene 106 C — C Aliphatics 80

CH3CO - H 88 C — H Methane 98 C — 0 Eiher 79

CH3CO - OCH3 83 N -H 84 C - CI 78

ch2-h 86 S-H 87 C-F 119

C-N 68 C = S 129 0 = 0 64

Si-0 89 Si-C 70 Si-H 75

X-ray

Cosmic - ray

UVC UVB UVA
Ultra Violet 

_______ ・U V_____________ A Visible Range InfraRed(LR.)

1 •…… 〈그림 4>

IC
1

10 295 320 炙

Polyolefins 의 탄소간 결幸

10 7：

卜을 파괴할 수 있는 범위의 빛

50 파장（시에 따른 

빛의 분류（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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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고분자별 분해를 위한 자외선 파장범위

고 분 자 파장⑴ [nm] 고 분 자 파장(九) [nm]

폴리에틸렌 (PE) 300 폴리비닐아세테이트 <280

폴리프로필렌 (PP) 310 PET 290 〜320

PVC 310-320 PMMA 290 〜315
폴리스타이렌 (PS) 318 SAN 290, 320

폴리카보네이트 (PC) 295 폴리에스터 325

〈표 9> 화학반응식의 용어 해설

P, P-H ； Polymer 고분자 R-H ； Akyl group 지방족 탄화수소류

P- ； Polymer Radical 고분자 라디칼 R- ； Low - molecule Radical 저분자 라디칼

HO- ； Hydroxyl Radical 수산 라디칼 H0O ；Peroxy Radical

PO- , RO. ;Polymmer or Low - molecular Alkyl - oxy Radical h» ； LighKU.V - B) 빛(자외선 B영역)

PPO- . ROS :Polymmer or Low - molecular Alkyl - peroxy Radical M+3 ； 3가금속

A, Q ; Heat 열 = ； 이중 결합 ::의 의미

M+2 ； 2 가금속

- ； 단일 결합 :과 같은 의미

* 하나의 단일 결합은 2 개의 전자로 구성되며 전자는 • 로 표기 .

** 라디칼이란 전자 2 개로 구성된 결합선이 끊어질 때 전자를 하나만 가지는 화합물로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전자를 빼앗거나 주려는 성질이 강하다 

(반응성이 좋다 = 불안정하다)

및 이중결합 가지 (Branch), 카보닐기 (Carbonyls) 등이 

극미량이나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빛이나 열 등 

외부 에너지에 의해 고분자에 산화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물질들을 “Chromophoric Group”이라고 

부른다.

고분자 특히 PolyethylenePolypropylene 등은 다음의 

반응에 의해 분해되거나 가교된다.

(1) 반응 개시 단계(그림 5 잠조

- 라디칼(Radical 생성과정 :내/외부적으로 존재하는 

Chromophoric Group들이 에너지(빛, 열, 힘)를 흡수하여 

저분자량 라디칼(Low M시ecular Radical R)과 고분자 

라디칼(Polymer Radical P.)을 생성한다.

- 에너지 전달과정 :Chromophoric Group들에 의해 흡수된 

에너지를 인접한 다른 Group에 전달하여 자유

라디칼(Free Radical)로 전환, 해리된다.

- 에너지 이동과정 : Chromophoric Group에 의해 흡수된 

에너지가 화학 결합에 축적된다. 따라서 자유 라디칼로 

전환, 해리된다.

⑵ 산화 진행 단계(Propagation Step;Chain Reaction)

- 생성된 Radical(P• , R- )이 Chain Reaction 
(연속반응)으로 고분자의 수소원자를 분리시킨다. 

따라서 고분자 라디칼(Polymer Radical；P- J을 

생성시킨다.

P・ or R- + P-H—> P- + P-HorR-H

- 생성된 고분자 Radical이 주위의 산소(OJ와
반응(결합)하여 고분자 과산화물 라디칼(Polymeric Peroxy

P - H(POOH, C = 0. 0). Ti 등 Chromophore를 포함---- 白J" ' .——> Free Radical R- , P- (主)
/ M 十’

일부의 아래 라디칼 생성

P0- . POO- , RO- , ROO- , HO- , HOO-
「M+2 + p：o：O：H------------- ----------- >m+3 + po・ + -OH

M+3 + p：o：o：H ------------- ----------- > M+2 + POO- + -OH」** P：O：O：H = POOH

「PH + 02---------------> [P-H……02]—3〈^[P：h+……02]--------------> P- + -OOH + POOH 」 〈그림 5〉반응개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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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cal；POO-）을 생성한다.

P- + O2--------------- > POO

-생성된 고분자 Peroxy Radical；POO - 이 인접한 고분자나 

자신의 일부에서 수소를 빼앗아 고분자 라디칼（P・ ）을 

생성하고 자신은 고분자 - 산화물（Polymer Hydroxy 
Group）로 전환된다.

P00・ + PH------------ > POOH + P-

- Polymer Hydroxy Group은 자외선（or 열）에 의해 결합이 

분해 （파괴 ）되 어 Polymer Alkyl - Oxy Group（PO • ）과 

Hydroxyl Radical（ • OH）, Polymeric Alkyl - Peroxy 
RadicaKPOO- ）을 생성한다.

POOH : h《자외선） — PO・ + -OH
2POOH + f PO- + POO- + H2O

P：O：O：H——-一> PS + -OH

P：O：O：H——-一> POO + H+

- Polymer Alkyloxy Group（고분자 산화물）은 Radical 에 

의해 자기 자신이나 인접한 다른 고분자의 수소를 

탈취하여 Hydroxyl Group으로 변화하며 새로운 고분자 

라디칼을 생성한다.

PO- + PH--------------- > POH + P-

- Polymer Alkyloxy Radical들의 불균제화 반응（불규칙 , 

불균형 반응）인 scission（사슬절단） 반응에 의해

말단부（end） Aldehyde Group 과 End - Polymer Alkyl 
Radical이 생성된다.

0
II

PO・--------------- > -C-H + ・CH2-P'

⑶ 반응 완료 단계（Termination Step）

-자유 라디칼（Free Radical；P- , R- , HO- , 
HOO- , PO・ , RO- , POO- , ROO- ）들간의 반응에 

의해 반응이 종결되며, 대체로 가교가 발생한다.

2ROO- --------------- > Inert + Product
2R-  > R-R
2RO- --------------- > ROOR

R- + RO- 一 R-O-R
R- + RO2- - ROOR

- 연속적으로 반응이 고분자 전체에 전달되며 분자량^ 

저하된다（분해 진행）.

또는 재배열에 의한 부가중합반응에 의해 더 높은 

분자량의 고분자가 생성되거나, 가교된다.

산화一분해 반응의 종류 및 원리

따라서 위의 3단계 반응 중 1 단계와 2단계 반응이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절한다면 

고분자는 분해될 수 있을 것이며 생성되는 물질은 산화물로서 

ROH 혹는 ROOH 및 $0와 CO?일 것이므로 만일 충분히 

반응이 진행되어 산화물의 분자량이 1000 가량의 물질로 

전환된다면 미생물에 섭취되어 역시 HO（물）와 CO2 
（이산화탄소）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교나 부가반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라디칼을 생성시켜야 하며 생성된 

Radical들이 플라스틱과 반응하여 플라스틱을 산화 /분해시킬 

수 있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분자의 제조, 가공중에 혼입되는 

Hydroperoxide Group들과 Carbonyl Group 및 이중결합 

등이 B영역의 자외선을 흡수하여 Photo Chemical 
Reaction（광화학 반응）을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카보닐 그룹은 

반응개시능력이 낮다고 알려져 있으며, 광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자유 라디칼들은 초기에 Narrish I 반응이 진행되고 

Norrish II 반응은 보다 적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orrish I 반응이란 사슬절단반응（Chain Scission 
Reaction）이라고 하며 고분자 사슬이 라디칼에 의해 위치에 

무관하게 절단되는 반응을 의미하며 반응결과 초기보다 

분자량이 낮은 2개의 라디칼이 발생한다. Norrish II 반응은 

지퍼풀림반응（Unzipping Reaction）이라고도 하며, 고분자의 

끝단부분에서부터 차례로 기본화합물로 절단되는 반응으로, 두 

개의 안정화된 분자를 생성한다（대체로 하나는 분자량^ 

낮아진 고분자이고, 다른 하나는 저분자량체일 것이다）. 

〈그림 6）,〈그림 7〉을 참조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플라스틱의 산화에 의한 단계적 분해반응

-O--O--O- -O--O--O 0=0—O 00-000 OO—00 
Unzipping Reaction （초기 단량체화） Chain Scission Reaction （Radical 발생 ） 
지퍼 풀림 반응 : Norrish II RXN） 사슬 절단 반응 : Norrish I RXN）

〈그림 6> Unzipping과 Chain Scission 반응의 비교

0 0
II 血 >1

R〜•〜C—나---- R〜〜，+ ・.C〜〜 R Norrish I RXN

I一一-——> R〜 + 〜C—R' Norrish II RXN

〈그림 7〉고분자 분해반응의 대표적 2형태（Norrish I. II 반응）

「푸장기술』58. 1992. VOL. 10 29



〈그림 8 > 플라스틱 산화에 의한 단계적 분해반응

H H H
I I I

-(-C-C-)n- + R00- ------------> -(-C-C-)n- + ROOM
I I I I
H H H H

H H OOR
I I I

~(-C-C-)n - + ROO- ------------> - (- C- C- )n-
I I I I
H H H H

H O：O：R H 0 0
I I • I II II

-(-C：C-)n----------------> -C-)m- +H：C-)]+ OR------------> ・C-)|-+H—O-R

H -0 - R + OR------------> ROOH + R------------> R'OO

° 0 0 H
II II II I

•C - % - + ROO- -------- > R-O-O-C-)n------------ > R：O：O：C：C -)|------------> RO- +C02 T + -C -)

•C - )n-i ~ + ROO- ------------> R：O：O：C -)n-i - + OR------------> 0 = C - )n_| - + • OR + HOR

I I
H H

H 0
I II

0 = C -)n_| -+ -OR------------> ・C-)n니 - +HOR

H OH H
I II I I

o：：c — ) n-i - +，oor------------> R-O-O-C-C-)n_2----------------> -C - ) n_2 - + C02 T + -OR

H H

광분해성 플라스틱은〈그림 8〉의 반응식처럼 단계적으로 

분해반응이 진행되며 이들 반응에 따라 산화물（Carbonyl & 
Carboxyl 그룹） 등이 발생하고, 순차적으로 물과 이산目탄소로 

분해된다. 또 식에서 알 수 있듯이 분자량이 점차로 감소된다.

광분해성 플라스틱의 미생물 분해기구

광분해에 의한 분해산물의 분자량이 500 이하로 

낮아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된'바와 같이 

광분해산물은 카보닐그룹（C = O）을 많이 포함한 분자량이 

작은 물질이며 미생물에 의해 섭취/소화되기에 적합하게 

분자의 형태가 변형된다. 즉 Carboxylic Acid（카복실산）나 

Carbonyls（카르보닐 그룹） 혹은 이들의 Derivatives（유도체）로 

전환된다.

분해물의 분자량은 평균적으로 대략 100〜700 가량^며, 

이것들은 수용성이다. 고분자의 분해에 있어서 물과 산소 역시 

그 기여도가 크며, 분해과정에 크게 작용한다.

Polyester（폴리에스터）의 축합가역반응의 경우 축합부가와 

분해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러한 반응은 Carbonyls에 의한 

것이므로 이 원리를 폴리올레핀 등에 유도하면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분해를 유도할 수 있다. 이것은 Cyporene의 

기본원리이다.〈그림 9〉에 플라스틱이 광산화된 이후 

미생물에 의한 분해모델을 도식화하였다.

hv
ROO- I ROOH ---------------------- 1

I-------------------------------------- '---------------- Low Molecular Weight,

M* /M +2（Transition Metallize） Water-Soluble

〈그림 9〉에서 처럼 고분자상의 Enzyme이 산소를

30 「포장기술』58. 1992. VOL. 10



〈그림 9〉광분해성 고분자의 산화 이후 미생물 분해도

® 광분해(광산화)

자외선 (U.V)
/ / / /

/ / / /

- ---------------  ------------ -------- ------------ ---------------- ---------------------— - ।

-0-0--0 • • 0-0—O- • o—0--0--00 00-——|

-0-0 • • 0-0 ■ 0-0 O • - O OO 0=0 00

® 미생물 분해

H2O2 / 02

h2o
co21 02

。2”
CeU 
一--

Enzyme

Diffusion(Migrate to

Polymer inside)
hv

〜〜--------------a HOO- / H2O2—-

Aquaous Phase (수용성)

------------------- /----------------  Polymer Phase( After Photo - Rxn) 
Surface Swelling / Erosion

/

(Polymer Degradation Product)

유도하여 Superoxide< 생성시키고, Superoxide가 

산소와 Carbonyls을 고분자상에 유도한다.

이 단계가 연속적으로 순환, 진행됨에 따라 

생성된 효소는 고분자 밖으로 이행하고,

미생물이 효소를 섭취하여 점차로 기본화합물로 전환된다.

h2o2/o2
° 〃 _| + M f Enzyme =>

Migrate to Polymer (Diffuse to Polymer)
I------ Make Water Soluble & Oil Soluble Matter 

(물과 기름에 용해가능한 물질 생성)

분해성 플라스틱의 비교

1. 광분해성 플라스틱의 비교

광분해성 플라스틱은 수 차 기술한 바와 같이

첨가제(Master-Batch)형과 공중합체로서 비닐-케톤계나 

에틸렌 -일산화탄소를 고분자 사슬에 도입하는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⑴ 공중합형 광분해성 플라스틱

먼저 비닐 -케톤계 공중합형은 도입하는 케톤 그룹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분해유도용 공중합물로 많이 

사용되는 방향족 케톤류는 화합물 자체로서도 위험의 소지가 

높다. 일반적으로 방향족 화합물이나 그 유도체들은 안정성이 

높고 분자구조상 쉽게 파괴되지 않으며 미생물에 의한 파괴가 

매우 난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틸렌-일산화탄소 공중합형은 반응속도가 빠르며, 

안전성에서 선호할 수 있다. 이러한 계열의 

공중합체는 쉽게 중합 가능하며 그다지 특별한 

공정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중합체 도입형 광분해성 플라스틱들은 

대량생산에 의한 저가격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적용 분야 및 상황에 따라 변형이 매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⑵ 첨가제형 광분해성 플라스틱

공중합형이 적용 寺t 및 상황에 따른 변수에 대한 변경 및 

적응이 어려운 반면, 첨가제형은 공중합형과 거의 유사한 

가격으로 비교적 우수한 상황 적응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을 분해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많은 분해용 

첨가제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유독하거나 불안정한 

물질이 대부분이다.

(물론 대개의 광분해성 플라스틱에 첨가되는 첨가제의 양은 

극히 미량을 사용하므로 안전하지만)

플라스틱의 분해 첨가제들은 대체로 중금속류이거나 인 

혹은 유기 -금속복합제를 사용한다. 이들 첨가제 중에는 

수용성인 것도 있으므로 사용량과 그 효능에 따라서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안전성을 기할 수 있고 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목적도 이룰 수 있다.

2. 광분해성 플라스틱과 다른 분해성 플라스틱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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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분충전형 붕괴 /분해성 플라스틱과의 비교

1972년 Griffin은 전분을 충전한 폴리에틸렌이 70 ℃ 
이상의 온도에서 분해가 발생함을 발견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미국 내의 매립지 온도가 70 ℃ 정도까지 상승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그리핀은 전분 충전 폴리에틸렌이 매립지 

내에서 분해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런 전분충전 

폴리에틸렌은 매립지에서 분해되지 않는데, 이는 미생물이 

전분까지 도달하지 못하거나 전분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플라스틱을 섭취/소화할 수 없으며 플라스틱 산화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졌다. 또 전분충전 

PE는 생산과 가^］ 까다롭고 품질이 낮으며 장기간의 

저장중 수분에 의해 물리적 특성이 약화되는 단점이 있다.

대조적으로 광분해 플라스틱은 제조과정舂］나 저장 

보관중의 분해가 없으며, 빛에 의해 산화반응이 유도되어 

연속적으로 플라스틱 분자가 산화-파괴됨으로써 미생물에 

쉽게 공격받아 섭취, 소화될 수 있는 물질로 변환되어 분해가 

발생하며 분자가 파괴된 후 미생물의 침투나 물에 

용해되거나, 산화로 인하여 화학적 변형이 발생하기 전에는 

정상적인 기계적 물리적 특성을 가지는 플라스틱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근래에는 전분 충전 플라스틱의 이러한 

비분해성을 보완하고, 분해속도는 광분해성 플라스틱에 비하여 

느리나 거의 분해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재료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재료들은 기존의 전분충전형이 가지는 물리적 

특성과 가공성 등의 단점을 그대로 가지나 폐기물의 부피를 

줄일 수 있으며, 분해를 기대 -특히 광분해의 단점인 

비노출시의 비분해를 가질 수 있다.

⑵ 미생물 생산 고분자와의 비교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던 미생물 생산 고분자의 분해성능 및 

안전성은 그 신뢰도가 매우 높으며 실제로 여하한 조건에서도 

분해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므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생물 생산 

고분자의 경우 아직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제조공정이 

까다로워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 분해서 플라스틱은 

무조건적 적용이 아닌 경제성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범용 플라스틱은 그만큼 

가격적으로 저렴해야 하며,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수거, 소각 

및 매립에 필요한 비용-값비싼 재료는 재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나 아직은 미생물 생산 고분자에 대하여 범용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3. 향후의 전망

상기한 바와 같이 전분충전형 미생물 붕괴/분해성 

플라스틱은 완전분해의 기대가 어렵거나, 분해에 소요되는

〈표 10〉분해기능 도입 방식에 따른 광분해성 고분자의 장단점 비교

광분해성 고분자 종류 장점 및 단점

Ketone - Copolymer • 유도주기（사용시간）의 조절이 매우 난이

• 공중합형에 따른 적응성이 낮음

• 분해 자동지연반응 일부 발생

• 공중합체 분해난이 및 유독성이 염려됨

• 대량생出］ 가능

Carbon - Mono Oxide 
Copoymer

• 저가격 및 제조 용이

• 유도주기 조절이 불가능（보관성 불량）

• LDPE에만 적용할 수 있음

Metal - Salt Additive • 유도주기의 정밀조절 난이

• 수용성

• 적용할 수 있는수지 종류의 한계성

Metal - Organic Complex 

Additive

• 유도주기 조절이 용이, 정밀성이 높음

• 물에 대해 불용성, 용제에 강함

• 적용가능한 수지종의 다양성

• 분해과정에 자동가속반응을 일으킴

• 생분해성의 증진

Phospates Additives • 화합물의 안전성 및 안정성 염려

• 반응 개시 후 분해성은 우수

• 분해산물 독성으로 인한 생분해 과정이 난이

• 유도주기의 조절이 부정확

Heavy Metalic Additive • 첨가제 자체의 유독성 문제 야기

• 분해의 안정성이 약함

• 자동지연반응 발생

시간이 너무 길며, 미생물 생산 고분자는 가격이 너무 비싸 

경제적인 난점이 있다. 또한 광분해성 플라스틱은 빛에 

노출되지 않을 경우 분해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느•리다는 

제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뢰성 있고 완전한 

분해를 위해 근래에는 전분충전형 미생물 붕괴/분해성과 

광분해성을 결합한 재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 

활용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장래에는 값이 비싼 미생물 

생산 고분자와 광분해성 고분자를 혼합한 경제적이고 신뢰성 

높은 재료나 혹은 이러한 혼합재료에 전분을 충전하여 보다 

신뢰성을 높인 재료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분해성 고분자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현황

1. 세계의 현황

⑴ 광분해성 플라스틱

전이금속화물을 첨가한 광분해성 플라스틱을 상품화한 

기업으로는 미국의 Ampacet, Princeton과 Plastigone, 
프랑스의 Rhone-Poulenc, 이태리의 Eni-Chem. 및 영국의 

BP, 국내의 조양흥산 등이 있다. PlastiGone은 미국 내 75 개 

이상의 업체에 “LilteHess”란 이름으로 판매중이며 Ampacet 
는 Polygrade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내에서 판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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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케톤계 공중합 광분해성 플라스틱으로는 캐나다의 

Ecoplastic 사가 Ecolyte 와 Ecolytes 란 상품명으로 제조 

판매중이며, 에틸렌 -일산화탄소 공증합체는 Dow Chemical, 
UCC, Dupont 등이 Six-Pack-Ring에 적용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⑵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중에서 현재 실용화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들로는 영국 ICI 사가 PHB를 “PHBV”라는 상품명으로 

시판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미국, 서독, 오스트리아의 각 

연구기관에서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려합섬을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⑶ 생붕괴성 플라스틱

전분충전 생붕괴성 플라스틱의 산업화는 캐나다의 

세인트로렌스사와 스위스의 Roxx그룹이 공동으로 Ecostar 및 

Ecostarplus를 개발하여 판매중에 있으며, 미국의 ADM 사는 

Polygrade II, III을 Agritech사는 미농무성의 특허를 획득 

PE, EAA 에 40〜60 % 의 젤라틴화된 전분을 혼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Waner - Lamber사는 거의 전분으로 구성된 

플라스틱을 판매하고 있다. 이밖에 이태리의 Ferruzi사 등 

각국의 여러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한양대학교와 선일포도당이 전분을 충전한 

생붕괴성 플라스틱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해성 플라스틱의 전망과 산업화 과제

분해성 플라스틱은 지구의 환경보존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과학기술이 접목되어 등장하였으나 아직 종류와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환경오염을 많이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구미 선진국에서는 

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에 관한 규정의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내의 폐플라스틱에 의한 환경문제의 해결과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투자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너무빠른분해속도-예컨대 1〜2일이나 1〜2주등 

단시간의 분해 -를 선호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재료는 보관, 

저장, 운송이 난이하고 경제성이 없으며, 발생한 분해산물에 

의한 미생물의 급증 혹은 자연의 자연정화 능력을 초과한 

분해물의 급증으로 인하여 또 다른 환경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나 연구소는 보다 향상된 제품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생산가의 저하를 위해 노력하고 분해성능의 평가를 위한 

공통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啣

2. 국내의 분해성 고분자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현황

국내의 경우 （株） 조양흥산이 이스라엘의

플라스토필（Paktopil）과 기술제휴하여 시간조절형 광분해성 

플라스틱의 생산 및 연구를 진행중이며, 이를 응용한 Up- 
Grade 를 개발중에 있다. 또한 선일포도당이 한양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전분충전 생붕괴성 플라스틱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생분해성 고분자의 경우는 고려합섬（주）에서 

PHB를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Pilot-Plant를 이용 상업화를 

위한 용도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한앙화학에서는 이미 5년 전에 광분해성

폴리에틸렌을 개발하였으나 산업화를 추진하지 않았으며 , （株） 

조양흥산과 호남석유화학에서는 무공해 필름 용 플라스틱을 

생산하여 판매중이거나 판매한 바 있고, 대덕산업은

인（Phosphate）계의 광분해성 플라스틱 샘플을 1 톤 가량 생산, 

공급하였던 바 있다. 이상의 업체 외에도 현재 국내 플라스틱 

원료 및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대부분의 업체들 역시 분해성 

플라스틱에 관한 관심이 상당하다. 많은 기업연구소 및

연구기관에서도 분해성 플라스틱의 연구과제 검토가 활발히 _________ 생활 • 새唳. 새잘서

「포장기술」58. 1992. VOL. 10 33



e 륵 집

분해성 필름에 대한 부정적 입장

피터 P. 클렘척 (Peter P. Klemchuk)

플라스틱을 광분해성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생물학적

분해依昼해丿는 현실적인 선택 사양이 아니다 분자 무게와 화학적 

구조 때문에 유기체에 의한 빠르고도 완전한 분해가 어렵다 

광분해성도 상업적인 장래성에 있어서도 한계가 보인다. 왜냐하면 

재활용과 소각이 쓰레기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더욱 더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제품이 쓰레기 중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도시 쓰레기 양의 증가에 따라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게 증가되었다. 지구 쓰레기의 

영향-특히 바다에서의 一으로 인하여 복잡한 이 문제의 해결책 

으로서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졌다.

미국의 연방, 주, 그리고 지방 정부들은 쓰레기를 관리할 

기준을 만들었다. 그들 대부분은 플라스틱, 특히 포장이나 

또는 처리 가능한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두 개의 연방법이 제정되었다. 한 

연방법에서는 멀티(Six-pack) 팩의 링 연결부가 분해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연방법은 바다에서의 

쓰레기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선박으로부터의 공해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별첨 5」를 미毕］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상무성이 해양 환경에 대한 플라스틱의 영향^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회기에 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최소 13개의 상원 및 하원 

법안이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대한 기대 또한 비현실적 

으로 높다.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야 한다.

- 광분해성과 생분해성은 동의어가 아니다.

- 포장에 사용되는 대규모의 플라스틱은 허용 시간 이내에 

생물학적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 완전 분해되지 않은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오랫 동안 

땅속에 묻혀 있으므로 해서 발생되는 결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광분해성 플라스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은 쓰레기 문제 해결의 좀 더 유용한 

방법인 재활용과 일관성이 없다.

쓰레기 감소를 위한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한 높은 

관심은 많은 수의 성공적인 개발로부터 비롯되었다. 

일산화탄소(대개 1%)를 포함하는 에틸렌 크폴리머를 햇빛 

아래에서 몇일 동안 두면 광분해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코폴리머는 현재 음료수 용기를 넣기 위한 멀티 팩의 연결 

링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 비닐 케톤을 포함하는 에틸렌 

또는 스틸렌 코폴리머 또한 권장되고 있다.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에의 접근에는 철 합성물, 벤조페논 

그리고 치환된 벤조페논과 감광제로서 티타늄 또는 지르코늄 

킬레이트 화합물을 섞은 것 등이 있다. 전분이 함유된 PE는 

분해 가능한 것으로서 앞서가고 있다. 광분해성 및 생분해성 

쇼핑백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다.

매립지에서의 분해

매립지에서 생물학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상당한 관심들이 있다. 일단 매립지가 흙으로 덮이면, 

평상시에는 빨리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제한된 산소와 수분의 공급 때문에 분해가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현실적인 기대이다. 음식물과 신문도 매립지에서 수 

년 동안 거의 분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대부분의 상용 폴리머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을 함유한 PE는 PE의 생분해가 

가능한 형태로서 발전되고 있지만, 전분만이 분해되는 것이지

〈사진 1> 분해성 수지를 이용한 포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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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분자 무게의 PE가 분해되는 것은 아니며 물리적 결합이 

느슨해진 레이스와 같은 형태로 남아있게 된다.

불행하게도, 광분해와 생분해라는 용어는 거의 호환적으로 

사용되게 되었고,, 플라스틱이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서 거의 

완전하게 분해되는 것으로 가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생분해가 

그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것처럼 내포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플라스틱 분해과정은 광분해이다.

1 .광분해

자연적인 광분해는 햇빛에 의해 폴리머의 분자 무게가 

감소되어 플라스틱 제품이 부서지고 분해되는 과정이다.

광분해에는 두 가지의 주된 메커니즘이 관련되어 있다. 그 

하나는 광산화로서 산화 개시 , 산화 과정 (체인 반응), 그리고 

산화의 종결 반응으로 진행된다. 거의 모든 상용 열 

플라스틱은 광산화에 민감하다. 햇빛에 노출되면 물리적 

특성을 점점 잃어간다. 광분해의 또 다른 것으로는 케톤 

광분해로서 노리스 I과 노리스 n라고 불리우는 반응을 

통하여〈표 1〉과 같이 진행된다.

〈노리스 타입 I〉:

0 0
II II

-CH2CH2CCH2CH2---------> -CH2cH2c

+ -CH2cH2

〈노리스 타입 n>:

o 
ii

-CH2cH2CCH2cH2cH2-------->

.0 
II

-CH2cH2CCH1 + CH 2 = CH-

케톤은 광산화에 의해 폴리머의 지주로 들어오게 된다. 빛을 

쬐이면 폴리머에 이입된 케톤이 적당한 에너지를 가진 

광양자를 홉수하는 데 그것은 그후 폴리머의 지주를 

부숴버린다.

노리스 I 반응에 있어서 카본-카본 띠는 깨지고 두 가지 

라디컬 종(Species)이 생긴다. 아주 종종 일산화 카본은 산화 

카보닐로부터 없어지며 두 개의 터미널 카본 중심의 자유 

라디컬이 발생하여 산소와 반응하여 광산화를 진행시킨다. 

그러나 토대를 이루는 띠는 부서진다. 폴리머의 강도와 다른 

물리적 특성은 상대적으로 큰 분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케톤 광분해와 같이 큰 분자가 붕괴될 때는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분자는 물리적 특성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

〈표 1〉은 산소에 노출된 PE 필름의 열 산화에 대한 

데이터이다. 평균 분자당 한 개의 절단은 필름 견본이 모든 

결속을 잃고 사라지는데 충분하였다•(비록 연속 절단은 

평균적으로 한번이었지만 큰 분자는 여러 번 절단하였고, 작은 

것은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큰 분자는 매우 축소된 힘을 

갖는 작은 분자로 붕괴되었다)

2 . 생분해

생분해는 박테리아, 진균, 이스트 그리고 그들의 효소가 

물질을 소모하는 과정이다. 습도와 온도 그리고 산소가 적당한 

조건에서 생분해는 비교적 빠르다(2 내지 3년).

유니온 카바이드사는 환경 보호 단체를 위하여 포장용 

플라스틱의 생분해성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상용 열성형 플라스틱은 

진균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해 둔감하였다. 지방성 

에스터 디올로 만든 지방성 폴리에스터와 폴리우레탄만이 

실험조건 아래에서 생분해된다는 것이 밝혀졌다(표 2). 몇몇 

플라스틱 즉, PE 필름과 플라스틱화된 PVC는 처음에는 

생분해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PE 필름의 첨가물과 

PVC의 에폭시화된 콩기름 고형제 때문임이 확실했는데 

왜냐하면 톨루엔이 추출되고 나면 폴리머에는 더 이상 진市］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의 생분해성 실험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선 고리의 탄화 수소는 분자 무게(MW)가 약 500까지만 

생분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500을 넘어서면 직선 고리 탄화 

수소는 진균의 성장을 지원하지 않는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탄화 수소를 분기 (Branch)시키면 탄화 수소를 

진균들이 영양분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다.

〈표 1> HDPE의 특성 및 100 ℃에서의 산소 홉수

신장보유율(%)
분자무게

분자당 평균 절단
흡수 산소흡수

mm이e 02/ mm이e HDPEMn Mw C=0 ROOH

100 8,270 151,000 0 0 0 0

93 6,460 137,000 0.28 0.01 0.0001 0.04

50 4,900 23,000 0.63 0.24 0.0049 1.0

0 4,100 14,000 1.1 0.48 0.0100 2.1

派 a ： 고리 절단 정도는 평균 분자 무게수(Mw, Mn)로부터 계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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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용 플라스틱의 실험조건에서의 생분해도

※。:아주적게(10%) 1：약간(10〜30%) 크보통(30〜60%) 
3：많이(60〜70%) 4：거의 분해

※ 시료들은 82〜85°F, 상대습도 85%에서 의일 이상 배양.

재 료 생명체 성장률

1. PE. 가정용 랩

2. 견본 1에서 톨루엔 제거시

3. 에폭시화된 PVC 콩기름 가소제

4. 견본 3에서 톨루엔 제거시

। 5. PP

6. PS
7. PE 에테프탈레이트

8. 염화 폴리비닐리덴

9.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틸렌 코폴리머 

(PBS)
10. ABS-폴리카보네이트 블랜드

11. 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 고무

12. 스틸렌 부타디엔 블록 코폴리머

13• 고무 변형 폴리스틸렌

: 14. 스틸렌 부타디엔 블록 코폴리머

15.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16. 폴리 클로로헤 산디 메타놀 테 레프탈레이트

17. 비스페놀-A 폴리카보네이트

18. 폴리 —4 —메틸 — 1 — 펜텐

19. 폴리이소부틸렌

20. 클로로설포네 이티드폴리에틸렌

21. 셀룰로우즈 아세테이트 or 부티레이트

22. 나일론 —6. 나일론 1/6. 나일론-12
23. 폴리우레탄(폴리에스터)

24. 카프로락톤 폴리에스터

25. 카프로락톤 폴리에스터 우레탄

26. 폴리비닐부티럴

27. 폴리포말다하이드

28. 폴리비닐 에틸에테르

29.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1
3

1
1
1
1
1

0
0
0
0
0

1
0
0
0

0
0
0
0
4
4
4
0
0
0
1

생분해에 대한 분자 무게의 영향은 HDPE와 LDPE를 

사용한 실험에서 강조되었다. 고온 가열에 의해 폴리머의 분자 

무게가 상당히 낮아졌을 때에만 그 견본들은 진균의 성장을 

지원하였다(표 3). 폴리머는 단일 분자 무게를 가진 분자가 

아니고 분산된 분자 무게를 가지므로 평균 분자 무게가 2000 
내 3000인 폴리머에 약간의 진균이 자라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에틸렌과 다음의 단량체(單量體)와의 코폴리머는 진균에 

의해 흡수되지 않았다. 비닐 아세테이트, 비닐 알콜. 아크릴산, 

암모니움 아크릴레이트. 에틸 아크릴레이트, 일산화탄소, 

아코닢산, 이타코닢산, 로릴 아크릴레이트 등 게다가 아틸렌과 

비포화 식물기름과 올레인산과의 코폴리머는 실험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PS는 이들 조건에서 600 정도의 낮은 분자 무게에서도 

생분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발견되었다. 고분자 무게 PS의 

열분해로는 생물체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표 3). 생물학적으로 활성적인 종단

〈표 3> 열분해된 폴리마의 생분해도(낮은 분자 무게의 효과)

열분해온도(七) 점착성 평균 분자무게(MW) 성장율

〈고밀도 PE> 

Control 123,000 0
400 16.000 1
450 8.000 1
500 3,200 3
535 1.000 3

〈지밀도 PE> 
Control 56.000 0
400 19.000 1
450 12,000 1
500 2.100 2

535 1.000 3

〈열분해 전의 PS>

기 4.000 0
- 62,000 0
- 44.000 0
- 19.000 0
- 14.000 0
- 5,900 0
- 2,100 0
— 600 0

〈열분해 후〉

Control 220,000 I
400 93,000 1
450 68.000 0
500 26,000 0
535 4.000 0

〈표 4> 폴리에스터의 생분해 범위

폴리 머 저하된 점착성 성장율

Caprolactone polyester 0.7 4
Pivalolactone p이yester 0.1 0
Polyethylene succinate 0.24 4

Polytetramethylene succinate 0.59 I
Polytetramethylene succinate 0.08 4
Polyhexamethylene succinate 0.91 4
Polyhexamethylene fumarate 0.25 2
Polyhexamethylene fumarate 0.78 2

Polyethylene adipate 0.13 4
Polyethylene terephthalate 0

Polycyclohexanedimethanol terephthalate 0
Polybisphenol - A carbonate 0

그룹(End Groups)을 붙이거나 다른 단량체와

코폴리머함으로써 PS를 생분해 가능하도록 만들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방향성이 아닌 지방성 폴리에스터는 생분해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표 4). 카프로락톤 폴리에스터는 생 분해되었는데 

반해 PETP는 생분해되지 않았다. 카프로락톤 폴리에스터의 

생분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나무 심는데 사용되는 용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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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흙과 하수에서의 광분해성 폴리머 샘플의 생분해도

폴리머 분해 방법
분해된 분자무게 

（MW）

생분 해

하수진창（150 시간） 정원흙（70일）

PP 자외선 2,200 1% 4.2 잇6

LDPE 열산화 2,300 2% 9%

Ecolyte PS 자외선 15,000 None None

0

0 0
Il II

R - CH 2 - C - CH 2 - C - S - CoA 
Ketoacyl coenzyme A ---->

〈표 6> “C-라벨 LDPE의 땅속에서의 생분해도

재료 광분해된 일수
10년 동안 분해된 

,4co12（%）

LDPE 0 0.2
LDPE + UV 자외선 감광제 0 1.0

LDPE 42 5.7
LDPE + UV 자외선 감광제 42 8.4

개발에 사용되었다. 그 용기는 뿌리가 땅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면 생분해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광분해된 PP, LDPE 그리고 스틸렌과 

비닐 케톤（에콜라이트）의 코폴리머가 하수 진창과 땅에서 

생분해되었다.〈표 5〉의 데이터는 PP와 LDPE가 약간의 

생분해가 가능하다는 것과. PS 코폴리머는 전혀 생분해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미리 광산화시킨 에콜라이트 PS（5%의 비닐 

케톤을 가진）를 가지고 행한 또 하나의 작업에서는 1 % 
미만의 방사성 카본이 흙이나 하수 진창과 접촉한 지 약 2달 

동안 -co?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좀 더 최근의 보고에서 길레트와 공동 작업자들은 많은 

종들의 식물이 그 식물이 자라고 있는 땅에 포함된 광분해된 

에콜라이트 PS로부터 6개월 동안에 5%의 탄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알버트슨과 카알슨은 LDPE의 흙에서의 

생분해를 측정하였다. 42일 동안 미리 광분해된 샘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샘플들보다 10년 동안 훨씬 더 많은 

式6를 방출하였다（표 6）.
흙과 하수 오물을 통한 이러한 연구에서는 비교적 낮은 

정도의 생분해가 일어남이 밝혀졌다. 폴리카프로락톤으로 만든 

화분의 생분해율에도 미치지 못했다. 폴리머가 낮은 분자 

무게를 가지도록 먼저 광분해되지 않는다면 생분해는 거의 

일어날 수 없다. 길레트와 알버트슨 그리고 그들의 공동 

작업자들이 행한 작업은 완전한 분해가 일어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릴 것을 암시한다.

지방산의 생분해와 폴리에스터 생분해의 생화학을 검토해 

보면 상용의 포장용 폴리머가 효과적인 생분해에 있어서 

한계적인 능력을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탄화수소 

폴리머는 지방산과 유사한 메카니즘으로 생분해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효소는 치환되지 않은 베타 탄소 원자를 

카보닐 그룹으로 산화시키고 아세틸 코엔짐（Acetyl Coenzyme） 
A 처럼 두 개의 탄소 조각은 제거된다.

0 0
II II

R-CH2-C-S-CoA + CH 2 - C - S - CoA
Acyl coenzyme A Acetyl coenzyme A

두 개의 탄소 원자에 의해 짧아진, 결과적으로 발생된 

지방산의 생분해는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생분해가 

끝날 때까지 두 개의 탄소 조각은 동시에 제거된다. 

지방산에서 제거된 아세틸 코엔짐 A는 구연산 사이클로 

접어들어서 생물체의 에너지원이 된다.

베타 탄소에서 수소 이외의 치환분은 분자가 이러한 생분해 

구조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 따라서 메틸 그룹을 가진 PP, 
페닐 그룹을 가진 PS, 그리고 염소 원자를 가진 PVC는 

이러한 생분해 과정을 거칠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지방성 

폴리에스터는 효소성 가수분해가 되기 쉬우며 산과 

가수분해에서 발생된 알콜 조각에 융합이 이루어지기 쉽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커다란 폴리머 분자의 뻗뻗함은 활성 

효소의 접근을 막고 상호작용을 실패로 만들 수 있다.

상업적인 접근

1. 광분해

두 가지 주된 접근은 감광시킨 코폴리머의 합성과 광감광 

폴리머에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이다（표 7）.
에틸렌/일산화탄소 코폴리머는 보통의 LDPE에 

비해 물리적, 열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코폴리머는 동일 

질량 비율의 에틸렌과 일산화탄소로부터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포장 용도로는 일산화탄소 저밀도 필름이 보통 사용된다. 

다우, 듀퐁, 그리고 유니온 카바이드사 등은 광분해될 수 있는 

용도로 약 1 %의 일산화탄소를 지닌 에틸렌/일산화탄소 

코폴리머를 생산한다.

코폴리머의 광분해율은 일산화탄소 포함량과 관계된다. 

일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광분해가 더 빨리 일어난다. 

따라서 13 %의 일산화탄소를 함유한 2 -mil 필름은 

텍사스주의 오렌지에서 반나절 동안 바깥에서 햇빛을 

쬐이니까 그 결속이 풀렸다. 1 %의 일산화탄소로는 이틀 

정도가 걸렸다. 보통의 LDPE는 같은 정도의 분해가 

일어나려면 9달 이상이 걸린다.

빛에 민감한 폴리머에의 또 다른 접근은 비닐 케톤과 

에틸렌, 스틸렌, 메틸 메틸아크릴레이트, 비닐 콜로라이드 

그리고 다른 단량체와 코폴리머화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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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용 플라스틱의 분해기술

기 술 특허권자 날 짜 특허 번호

〈광분해〉

• Et-CO 코폴리머 Bayer 8/27/41 Ger 863,711
•Et-CO 코폴리머 Duponl 1/24/50 US 2,495,286
• 비닐케톤 코폴리머 J. Guillet 8/21/73 US 3,753,952
•비닐케톤 코폴리머 코팅 J. Guillet 5/21/74 US 3,811,931
•비닐케톤 코폴리머 J. Guillet 12/10/74 US 3,853,814
•광분해 마스터 배치 J. Guillet 1/14/75 US 3,860,538
• 방향성 케톤 첨가물 Bio - Degradable Plastics, Inc. 6/10/75 US 3,888,804
•금속 합성물 감광제(Fe) G. Scott 1 이17/78 US 4,121,025
• 티타늄/지르코늄 합성물 + 치환 벤조페논 Princeton Polymer Laboratories, Inc. 1/22/85 US 4,495,311
• 금속 합성물(Ni-Fe) Scott-Gilead 5/28/78 US 4,519,161

〈생분해〉

•폴리에틸렌, 전분, 불포화지방산 또는 에테르 Coloroil Ltd. 4/05/77 US 4,016,117
•폴리에틸렌, 에테르화/에스테르화 녹말 Coloroll Ltd. 5/03/77 US 4,021,388
• 에틸렌/아크릴산 코폴리머, 전분 US Dept, of Agr. 1/09/79 US 4,133,784
• 에틸렌/아크릴산 코폴리머, 젤라틴화된 녹말 US Dept, of Agr. 6/29/82 US 4,337, 이

코폴리머가 단일 폴리머와 비교되는 물리적 특성을 지니며 

광분해율은 코폴리머에 포함된 카보닐 양과 관계가 있다. 비닐 

케톤의 이러한 코폴리머들에 있어서 노리스 I 메카니즘은 

직접적인 고리 절단을 일으키지는 않고 광분해를 시발시키는 

기를 만들어낸다. 노리스 n 메카니즘은 직접적인 고리 

절단을 일으키며 코폴리머 광분해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방향성 케톤은 광분해에 있어서 효과적인 감광소자이다. 

광여기된 벤조페논은 중합체로부터 수소를 추출할 수 있으며 

광산화를 시발시킨다. 여러 가지의 다른 방향성 케톤을 다룬 

특허들이 나와 있다(표 7).
많은 수의 금속 합성물들은 폴리머 광분해에 있어서 중요한 

감광제이다. 그들 중에서도 철 디 뷰틸디 티오카바메이 트는 

1978년 제랄드 스코트에 의해 미국 특허를 취득하였다. 철 

합성물을 감광제로 사용하려는 이러한 첫 시도는 니켈과 철 

디 뷰틸디 티오카바메이 트의 조합을 사용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여기서 니켈 합성물은 광 안정성을, 그리고 철 합성물은 감광 

역할을 담당한다. 니켈과 철의 배합율을 바꿈으로써 PE 
필름의 안정성은 분해되는 농업용 멀칭필름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 가능하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감광 폴리머에의 첨가물로서 티타늄 또는 

지르코늄 합성물을 치환된 벤조페논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금속 합성물과 방향성 케톤과의 조합은 폴리머의 광분해율을 

상당히 증가시켰다.

이제까지 플라스틱 포장의 감광 분해는 멀칭용, 음료수 캔 

고리 그리고 플라스틱 백에 한정되어 있다.

2. 생분해

〈표 7〉에 전분 함유 PE를 포함한 주요한 접근법 리스트가 

있다. 몇몇 전분을 함유한 시스템은 불포화 기름과 감광제와 

같은 자체 산화 가능한 물질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녹말이 분해된 후에 PE 생분해를 상당히 증가시키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상용 포장 플라스틱의 광분해된 플라스틱 입자의 생분해는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흙과 환경에서 조각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될 수도 있다. 분자 무게가 낮아졌다면 선형 지방성 

탄화수소 조각은 생분해될 것으로 예상될 수도 있지만, 높은 

분자 무게를 가진 조각들과 다른 포장용 폴리머들의 분해 

정도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 땅속에서 유해한 물질이 

생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PP. PS, 그리고 PVC는 지방산의 생물학적 산화 과정에서 

분해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생물학적 산화에 필요한 

효^卜 분자를 수소 이외의 치환물과 융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PE는 대형 포장 플라스틱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생분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PE 마저도 분자 무게에 제한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생분해가 일어나기 전에 분자 무게가 상당히 줄어야만 한다. 

10년 동안 자외선에 노출된 PE의 10% 미*] 생분해된다는 

〈표 6〉에 있는 것과 같은 데이터는 실망스러운 것이다. 다른 

폴리머들도 생분해되 지만 그것들은 대규모 포장재료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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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집

전분 100%의 분해성 수지

편 집 실 （자료참조 : 미국 Modern Plastics 잡지, Corn News 드

생분해성 제품의 진전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미쥬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옥수수 활용 4차 회의(CUC)에서는 

에코-폼(Eco-Foam)이라 불리는 100%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진 “땅콩 포장”이 2년 안에 미국 시장의 

10%를 점유할 것이라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전국 옥수수 재배가 협의회(NCGA)와 Ciba-Geigy 
곡물과의 공동 후원으로 열린 CUC 4차 회의에는 

연구종사자, 제조업자가 마케팅 담당자들이 모여 기술의 발전 

사항과 옥수수 활용 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였다.

참가자들은 또한 복합전분으로 만든 농업용 멀칭 필름과 

Geotextiles에서의 옥수수 전분 비율이 작황 및 증대되는 

여건에 부합되도록 조절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일리노이주 피오리아에 위치한 USDA의 NCAUR(국립 

농업 활용 연구소)의 식물 고분자 연구 리더인 Bill Doane 
씨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자연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의 

전반적인 기술이 모든 분야에서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CUC 4차 회의의 소그룹장인 Doane씨는 CUC 1 차 

회의에서 탄생한 거대한 희망이 여전히 재배가, 과학자와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살아 남아있다고 말했다. “일부 

자연분해 가능한 제품들이 시장에 나타났으나 그러한 열성 

때문에 금세 사라져 버렸다. 그 당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즉, 특허, 라벨링, 표준화, 마케팅 

정책, 기술 등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그는

말했다.

44그러나 5년 이내에 많은 제품이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았던 

분야를 미국,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연구 개발되어 수 십건 

이상이 특허를 기다리는 중이고 생화학적 자연분해에 관한 

공식적인 표준의 공표를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Novament의 연구 개발 책임담당자인 Catia Bastioli 
박사는 미국 시장의 옥수수 전분 제품의 시장규모가 가까운 

장래에 유럽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Novament의 

유럽 회사인 Fertec은 소비자의 요구가 옥수수 전분과 

고분자물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Mater-Bi란 물질로 

케이스가 만들어진 볼펜이 그 회사의 녹색펜 개발에 대한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CUC 4차 회의 

발표자였던 그는 또한 “우리는 정책과 소비자의 인식 그리고 

과학이 마침내 합치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녹색펜을 원한다. 펜이 옥수수 전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정책적인 선언이다. 여러 나라의 

법률과 명령들이 버스와 택시의 연료용으로 디젤유에 대한 

시장을 창출하였다. 그리고 과학의 발전을 통해 튼튼하고 

열로 봉함할 수 있으며 , 방수는 물론 자연 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 백을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NCGA 는 미국의 풍부한 농산물인 옥수수를 활용하는 

새로운 적용분야를 개발하는데 리더가 되고 있다. NCGA는 

23개의 주립 연합기관 및 45개주에서 2만 6천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일용생활품 관련의 전국적인 기구이다.

캡슐용으로 개발된 전분 함유 

분해성 플라스틱

미국의 한 제약회사는 “재료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이라 자신하면서, 개발중인 전분 100%의 분해성 

플라스틱을 최근 소개하였다. 이 회사의 관계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수지는 머지 않아 매년 수확되는 

농산물(전분을 함유한)로부터 그 재료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즉, 수지 재료의 대체품으로 

전분이 이용될 것이다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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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약회사가 소개한 제품명은「Novon（노본）」으로, 

개발과 함께 즉시 대중에게 알려졌는데 월 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유수 출판물의 기사로 뿐만 아니라 TV에도 

방송되었다. 그 회사의 주식이 즉시 4포인트나 오른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1. 문제의 해결

현재 전분 성분의 상용 분해성 플라스틱은 겨우 6%의 

전분만 함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폴리에틸렌 수지와 여러 

가지 첨가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개발중인 폴리머는 

70 %까지 전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상용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워너 램버트사（Warner-Lambert）의 

제품에서는 자연산 폴리머인 전분이 기본 수지로 실제 

쓰인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워너 램버트사의 개발은 전분 성분의 

분해성 제품에 대한 가장 심한 두 가지 비판을 제거하였다.

그 비판의 첫째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전분 성분만이 

분해되고 나면 레이스와 같은 형태의 폴리올레핀 구조가 

매립지에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분해 촉진제는 

딱딱한 또는 필름 조각의 재생 개념과 반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산업협회의 프로그램인 워싱톤 DC의 쓰레기 

문제 해결 위원회 통신 담당 부위원장인 진 스타틀러에 

의하면. 전분 100%의 분해 가능한 폴리머는 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최고조일 때 발표되었다. 

그러나 연방 상무 위원회는 최근 모빌 앤 퍼스트 브랜드사가 

제작한 쓰레기 통 라이너에 대한 분해 가능성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혼란스럽게도 모든 소매용 포장백은 분해 

가능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한 플로리다는 무엇이 분해 

가능성을 구성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법의 

적용을 연기하였다.

2. 자연산 폴리머

워너 램버트사의 기술 담당 부사장인 데이빗 렌쯔에 

의하면. 이 회사는 젤라틴 캡슐（그 회사의 캡슈겔 사업부는 

약에 쓰이는 딱딱한 젤라틴 캡슐을 생산하고 있음）을 

생산하는 다른 방법을 찾다가 그 수지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감자나 옥수수로 만든 전분을 파괴하여 분기된 

폴리머 조각으로부터 결정체를 제거함으로써 그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렌쯔는 말하면서 수지는 약 

70%의 분기된 폴리머와 30%의 일직선 폴리머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분해 부산물은 물과 이산화탄소이다.

이 회사에 따르면 노본（상품명）은 가소제로 사용되는 물을 

섞고 분해되기 전에 녹임으로써 기존의 사출 성형 기계로 

처리할 수 있다. 성형에는 적당하다고들 하는데 필름 

용도로는 아직 연구 단계이다. 수지를 만드는데 주요한 

걸림돌은 없다고 워너 램버트사는 보고 있다.

워너 램버트사는 물리적 특성에 관한 데이터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렌쯔는 노본이 “결정체 폴리스틸렌과 거의 

동일한” 장력 특성과 폴리에틸렌과 유사한 광학특성 그리고 

파괴시 약 20 %의 결속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한다. 첫 

단계는 전분과 글리세라이드（Glyceride） 내부 윤활제를 

포함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연구 개발 단계에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노본을 관심있는 회사에 보내어 

잠재적인 용도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렌쯔는 말한다. 이 

시점에서는 사출 성형에만 제한되어 있지만, 칼 제조업, 탐폰 

삽입대, 의상 라벨, 그리고 코트 걸이 등의 용도도 포함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비록 그 물질이 용해되기는 

하지만（원래 목표였던 젤라틴 캡슐이 그러한 것처럼）, 각 

환경에서의 분해율은 그 용도에 맞게 조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렌쯔는 단언한다.

워너 램버트사는 “전분 100% 함유의 분해성 필름에 대한 

기술적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뉴져지의 Morris Plains에 

있는 회사 본부에 새로운 시설을 설립하는 중이며 이 발견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여건과 상업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한으로 가능한 기술 개발을 위해 별도의 사업 부문을 

조직하고 있다.” 松

맑은 마음, 밝은 사회, 넓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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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상강좌

포장재의 선택과 사용⑴

론 고다드(Ron Goddard)

서론

사회발전을 특징지어줄 수 있는 

방편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이 바로 

다양한 재료의 활용이라고 하겠다. 

돌이나 청동, 철 등의 재료는 

일상생활의 수준을 계속 

발전 •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그 기술이 

사용되어져 왔다.

한편, 포장 역시 재료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제조업자들은 

이들 포장재를 단독으로 혹은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현대생활에 필수적인 

식품의 유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포장분야에서 종래의 

포장재료가 거의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재료과학 분야는 아주 중대한 발전 

양상을 띠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혹자는 이를 "Plastics Age”라 

일컫기도 하지만, 이는 지극히 

단순화시킨 명칭이다. 새로운 

연구기술에 입각하여 과학자들은 이제 

각각의 재료 특성을 파악하여 새로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새로운 발전 양상을 “Age of 
Synthetics（합성시대）”라 보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이 글에서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재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다. 대신 대부분의 

포장재를 소개하고 오늘날의 

기술수준과 포장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발전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Du Pont 사의 전（前） 연구소장 

Rudy Pariser가 언급한대로 "오늘날의 

진보적인 재료는 미래의 

일용품이다”라는 인용문처럼, 주요 

연구개발 상황을 점검하여 향후 발전 

주세의 방향과 시기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전세계적으로 포장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의 양은 무한한데, 1988년 생산된 

포장재의 양은 1억 6천만톤에 

이른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최종 

산물로서의 재료 이외에도 추출, 정화, 

생산단계에 사용되는 자원의 양 역시 

상당하다.

수송 도중 내용물의 보호와 구별을 

목적으로 포장이 사용되며, 공업 혹은 

가정에서 최종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최종 소비 후에 따르는 

환경적인 문제는 해당 도시의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자원을 보호하려는 재료 

기술자들에 의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감소 노력은 여러 다양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최소의 재료량으로 최적의 

생산을 달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여러 형태의 산업현장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항공우주와 같은 

Mass-Critical한 용도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로써 포장 제조업자들은 이들 

생산공정 속에서 부수적으로 이득을 

얻어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각기 다른 

수 많은 재료의 특징들을 혼합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우수한 

포장효과를 얻어내도록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섬유유리로 강화된 플라스틱이나 

카본 화이버 （Carbon Fibre）와 

세라믹의 합성물질들은 직접 

포장재료로 쓰이지는 않지만, 관련 

산업현장에 경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금속합금과 같은 

혼합체는 그 효용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같은 복수（합）재료과학이 

포장제조분야에 실제 적용되고 있으며 

주요 재료（목재 • 和］ • 금속 • 유리 • 

플라스틱）의 혼합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주요 재료군 가운데 최근 

들어 종이 합판, 플라스틱의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표 1〉을 

살펴보면 판매실적 측면에서 볼 때, 

금속과 유리재료는 위의 두 재료（종이, 

플라스틱^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금속과 유리재료를 혼용할 

때에는 특히 더 심각하다）.

한편, 잘못 생산되는 제품의 수를 

줄이고 공장 내의 부산물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료의 활용도를 향상시키면 

경제적 측면에서 커다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재료보존（Conservation）의 

중요도는 각 포장형태에 따라 다양斗다. 

즉, 금속은 4가지 재료 가운데 재료 

보존성이 가장 뛰어나 양철이나 

알루미늄 용기의 최종 비용의 乃〜80% 
에 이르는 한편, 종이와 플라스틱은 

총비용의 약 50%, 유리는（원료인 

모래의 가격이 싸므로） 20〜25 % 
이하이다.

이들 수치는 사용되는 제조공정이나 

기술수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금속과 

종이재료의 경우, 공정 도중 생기는 

찌꺼기（스크랩）는 모아서 다시금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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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국의 

포장재료 판매실적

〈표 1> 사용되는 포장재료의 양과 관련 자료

지 역 양（백만톤） 금액( £ billion) Pop.(m) 1 인당소비량（〃연간）

미 55 44 230 191
O 45 35 350 100
일 18 22 120 183
기 타 지 역 42 14 4,300 3.2

합 계 160 115 5,000 23

있으리라 믿는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혹은 대규모 원로제조사의 

연구개발팀에 의해 새로운 정보나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대규모 으］ 포장 제조회사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기대될 수 있다.

〈표 1〉처럼 포장재 소비는 소재의 

혁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포장에 대한 관심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예전에 유례없는 

기술정보의 교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나라에서 

진행되는 개발에 그 외의 모든 지역이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게 될 전망이다. 

개발도상국 가들에서 일상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음식물 낭비량을 감소시키는 데 

대해 포장이 미치는 커다란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국제적인 기술 

개발은 필수적인 것이 된다.

재료 생산자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한편, 플라스틱이나 유리 제조업자들은 

그들 공정에서 생기는 스크랩을 직접 

공정에 재투입하여 새로운 재료나 

용기를 제조해 낼 수 있다. 이 때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재활용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경제효과를 반감시키게 되며 제 2차 

공정에서도 큰 이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최종적으로 폐기해야 할 재료의 양을 

줄이는 것은 또 다른 큰 문제점이며, 

포장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인지 혹은 일회용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논제에서 제외하기로 

하겠다. 그러나 재료생산업자와 

포장디자이너들이 포장이나 재료가 

수집, 재활용되어 새로운 포장재로 

사용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품 생산공장에서 공정속도가 

뛰어난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점증하는 

현실에 맞추어, 재료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냉간 접착제（Cold Seal 
Adhesive）의 개발이 그 좋은 예인데 즉, 

이것의 개발로 인해 매우 빠른 속도로 

수평 “Form-Fill 기계의 사용이 

가능해졌고, 현재 제과용품의 포장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러 각도에서 볼 때, 플라스틱 

재료의 개발이 가장 주목할 만한데, 

아직도 그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고 젊은 

기술자들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바로 

플라스틱 시대로 일컬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곧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1988년 중반에 Himont Plastics 사의 

중견 간부는 2000년까지 

소비용품（자동차, 가정용품 등어〕 

사용되는 금속재료는 모두 

플라스틱으로 대치될 것이며, 그후 10년 

내에 다른 금속재료 역시 모두 

대치되리라고 예상한 바 있다.

19세기에 Mr. Parkes가 합성 Ebony 
를 우연히 발견한 이래 플라스틱은 그 

발전을 꾸준히 계속하였으며 제 2차 

세계대전 말경 그 발전은 절정에 

이르렀었다. 오늘날 플라스틱은 금속의 

강도와 알루미늄의 내온성 , 일부 금속의 

전도성 등의 내성을 갖추고 있어 널리 

애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공학분야에서 개발되었고 , 포장용도에 

사용하기에는 비교적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좀더 진보된 기술에 

의존한다면 그 사용영역이 확대될 수

재료 사용의 전세계적 추세

전세계적으로 소비되는 포장재료에 

대한 통계는 매우 부정확하고 재활용 

신문, 바나나잎과 같은 천연재료 등을 

상당량 사용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서와 같이 상당량의 일부 재료가 

제외된 예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처럼 누락되고 있는 부분도 통계에 

합산시키려는 노력이 보여지고 있다.

주요 소비지역으로는 미국 • 유럽 및 

일본 등 3곳이다.

영국의 경우, 각 포장재료의 

소비유형을 보면 지난 5년간 다른 

“종전의”（금속, 유리, 종이） 재료에 비해 

플라스틱 재료의 사용이 꾼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는 재료 소비량이 가장 많은 

종이, 합판의 시장점유율은 같은 기간 

동안 1 %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고（규모로는 2.4% 감소）, 금속은 

2.8%（가격의 1/8）, 유리는

1.5%（가격의 1/5）가각각감소했다.

포장에 사용된 주요 재료의 

추정가격은 Rowena Mills Associates 
에서 발행한 통계에 기초하여 산정한 

것인데 이를〈표 2〉에 도식화하였다.

포장재료의 선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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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장형태

재료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형태로 

공급되거나 충전기계에서 라인으로 

제작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 일정 

모양의 포장으로 된다. 이 중에서 

성형 -충전-봉함 형태의 포장방법이 

가장 흔하며 카톤보드 (Cartonboard 
Reels)이나 프리커트(Pre-Cut) 
블랭크(Blanks)에서 제작된 합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각 

포장형태를 지닌 여러 재료의 

혼용방법도 다양斗게 이루어지고 

있으며(표 3 참조) 그 포장영역도 

광범위하다.

각 특성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해야 

하는데, 다양한 재료를 생각해 볼 때, 

어느 것은 사용이 부적합한 반면, 어느 

재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가 

있다. 포장재료를 선택할 경우 가장 

중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내용물과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어야 

한다.

• 가스 • 빛 • 습기 및 용매 등에 

차단효과가 있어야 한다.

• 가열 밀봉되어야 한다.

• 고온 및 저온에서 내성이 있어야 

한다.

• 기계에 대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표 2> 영국의 포장재 소비 추세(86〜88)

연도

종이 플라스틱 금속 유리
전체 실적

£ bn양

(£ bn)--i

점유율

「•(％)• *

양 

、(£bn)

점유율 

(%)

양 

(£bn)

점유율 

(%)

양

(£ bn)

점유율 

(%)

1986 - 근:45 41.9 '1.78 30.4 1.24 기 .2 0.38 6.5 5.85

1987 2.67 시.8 2.05 32.1 1.30 20.3 0.38 5.9 6.39

1988 2.83 40.4 2.38 34.0 1.39 19.9 0.40 5.7 7.00

특정 사용용도에 적합(내구성)해야 

한다. 이 외에 물리적 특성으로는 

견고성, 찢김에 대한 내구성, 잘 

뚫리지 않는 성질, 저장/사용/처분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후조건 등이 

있다.

(2) 포장장식

재료선택시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조건은 바로 사용될 장식형태인데, 

대개의 경우 재료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 조건은 무시되고 있다.

(3) 제조방식

제조방식은 생각보다 그 범위가 훨씬 

다양한데, 각 재료에 적합한 가장 흔한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알루미늄 금속:밀착 압출, 깊이 성형, 

냉간 성형, 얇은 호일에 감은 뒤 카톤 

제조공정을 거침

• 양철 혹은 Tin - Free Steel ： Rolling, 
Bending, Seaming(여러 다양한 기술 

이용), Multi-Stage Staming
• 유리 -용광로에서 금방 꺼내 

주조하여 최종 형태로 만듬, Ribbon 
Blowing

• 종이 • 합판 :종이 • 골판지 등을 여러

형태의 백 (Bags) • 색 (Sacks) • 카톤 

등으로 성형 가열 압착, 나선형 

Winding, 절삭, 주름잡기, 기계에 

의한 연결. 종이재료에 플라스틱을 

일부 혼합하면 활용도가 증가됨 

• 플라스틱 :압출 혹은 사출성형, 

열성형, 시트 조립 및 접착 또는 

열/RF 봉함, 필름제작, 라미네이팅, 

조립, 구멍뚫기 등

(4) 안전성

특정 용도에 사용할 각 재료는 

합법적이며, 안전성 조건 등에 적합해야 

한다. 여기에는 화학제품이나 기타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 나아가서 식품에 

포장재료의 요소가 배어나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위생, 안전상의 

문제점도 포함되어 있다.

(5) 경제성

또한 재료 사용시 전체적인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잊지 少｝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포장재료나 포장, 

시스템 등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전체 

비용을 반드시 따져야 함은 물론이다. 

흔히 재료나 포장을 선정할 때 이들의 

각 단가만을 고려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포장비용 • 저장 • 수송 • 보관조건 • 효용 

성 등과 같은 요소들이 모두 전체적인 

경제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재료 선택을 좌우하는 요건들

⑴ 자원

〈표 3> 여러 포장재료의 혼용방법

장식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 용기 제작에 필요한 재료

색혼입 -기저부의 구성

엠보싱 또는 몰드 디자인

스프레이, 증착, 염색 등으로 표면코팅

표면인쇄

■■제작 전

-포장 내 공정 후

접착 혹은 수축처리된 라벨(종이 • 플라스틱) 

형태 성형시 접착된 라벨

유리, 플라스틱.哥］ 

플라스틱 , 금속, 종이 

종이 플라스틱, 유리

舂］，플라스틱, 금속 

유리, 금속 플라스틱 종이 

모든 포장재

플라스틱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은 가능한 한 

모든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재료를 

응용하는 지식과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따라서 포장은

천연재료-조롱박, 동물가죽, 큰잎사귀 

등-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재나 점토와 

같은 보다 더 편리한 재료를 거쳐 

종이나 금속 • 유리 결국엔 플라스틱 

재료에 이르게 되었다. 후자의 재료들은 

현존하는 재료를 단독 혹은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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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에 열거한 재료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기본 화학구조를 

변형하여 천연재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성분으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의 실험발견에서 

진보적인 제조기술에 이르기까지 각 

재료에 대한 개발양상은 거의 동일하며 

가격은 각 단계별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초기 단계의 포장에 사용된 대개의 

재료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나 

섬유질, 종이재질 등으로되어 있거나 

혹은 그 양이 무한한 모래（유리재료）, 

점토（도기재료）, 철광산（금속재료） 

등으로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알루미늄의 재료인 보오크사이트도 

있었다.

한편 이같이 풍부한 자원 가운데 

양철 재료인 주석 （Tin）은 그 양이 매우 

부족하였으며, 지난 20년 동안에 적은 

양의 주석 재료가 10년 내지 20년 

이내에 동이 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아직까지 이 예상이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모든 포장형태의 제조에 사용된 

주요 자원은 에너지인데, 첫째 

석탄 • 이산화탄소 • 가스 • 기름 등의 

화석연료를 태워서 생긴 에너지, 둘째 

섬유질이 목재, 짚 등 재활용이 가능한 

에너지 형태, 셋째 'Free'라고 일컬을 

수 있는 에너지 등이다 一 여기에는 태양 

에너지, 조력 （Tidal）, 풍력, 수력 등이 

포함된다. 한편, 지열（지구핵의 열）과 

원자력은 위의 어느 부류에도 쉽게 

분류될 수가 없는데, 원자력은 화석연료 

소비의 형태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데, 

이는 희귀광물（우라늄）이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광물에서 나온 

재생 불가능한 모든 자원은 발견하기가 

쉬우나, 에너지로 환원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이들 자원은 사용 도중 모두 

변형되어 사용되었다. 이로써 모든 

형태의 포장에 대한 가격은 포장재의 

제조 및 사용에 따른 총 에너지의 納］ 

맞도록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낳게 

되었다.

〈표 4> 음료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총 에너지 및 천연재료

파라메터 단위 전체 재료 소비량 용기 （백만개당） 백만리터당

총에너지 MJ 1.47 X 10" 5.216,137 8,963,330

중정 석 (Barytes) kg 4.14 X 105 14 25
보오크사이트 kg 2.27 X 108 7,870 13,807
염화나트륨 kg 7.28 X 108 25,246 44,291
유황칼슘 kg 8.73 X 106 303 531
초오크 kg 3.41 X 105 12 21
점토 kg 1.11 X 107 385 675
섬광석 (Feldspar) kg 2.86 X 107 992 1,739
철분망간 kg 6.02 X 105 21 37
형석 (Fluorspar) kg 4.54 X 106 157 276
철크롬마이트 kg 7.69 X 105 27 47
철 kg 1.03 X 108 3,566 6,255
납 kg 5.53 X 104 2 3
석회암 kg 4.74 X 108 16,420 28,807
마그네슘 kg 1.71 X 106 59 104
망간 kg 4.15 X 105 14 25
야금탄 kg 5.01 X 107 1,737 3,047
천연가스 공급원 MJ 2.12 X 108 7,365 12,921
기름 공급원 MJ 1.26 X 10'° 437,179 766,981
금홍석 kg 1.01 X 104 0 1
모래 kg 7.69 X 108 26,643 46,743
셀레니움 kg 1.45 X 104 1 1
질산소오다 kg 、2.90 X 104 1 2
주석 kg 、2.71 X 105 9 16
물 gall* 1.93 X 1010 670,523 1,176,356
나무 kg 8.26 X 108 28,631 50,231
아연 kg 2.51 X 105 9 15

I UK gallon = 4.551ites

1970년 중반에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기 시작한 이래 포장과 관련된 

광물질 및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려는 

노력이 무수하게 이루어졌다.

1989년 영국 정부 및 산업체를 위한 

Open University의 Boustead 박사•와 

Hancock박사는 액체식품용 포장의 

소비에 관한 4권의 레포트를 

저술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모든 

산업활동과 마찬가지로 자원의 활용,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도록 형태를 

갖추기, 사용 후 처부 지구로 

환원시키기 등의 단계로 정리될 수 

있다（소위 “요람에서 무덤으로” 방식）.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된 모든 

자원은 i） 재활용 가능한 것（나무）, 

ii） 재생이 불가능한 것（화석 연료）, 

iii） 광물질 중 어느 한 부류에 속한다고 

한다. 이들은 이를 연구하기 위해 

10종류의 용기를 연구하였고, 포장된 

제품 역시 포장 자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므로, 14가지 액체식품에 

대해서도 상호조사를 실시하였다.〈표 

4〉에서는 전체 액체식품에 대해 용기 

백만개 및 백만리터（전체평균）당 

사용되는 재료 소비량을 살펴보았다.

에너지 요구량은 포장형태에 따라 더 

명확히 산정될 수 있는데, 용기 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대개 1/로 

표준량^ 의해 산출된다.〈표 5〉는 

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위 도표에서는 순위로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이 곧 일반화된 

지수라고는 볼 수 없는데, 이것은 각 

포장형태 사이의 차이점이 실제로 

엄청나고（50ml PET 견본품과 31 PET 
음료수병과 같이） 유리재료는 재활용 

가능한 것과 1회용 용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2） 포장디자인

포장설계（디자인）라 하면 대개 

그래픽과 관련하여 혼동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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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포장형태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용기 형태 평균용량 (ml)
평균에너지 

MJ⑴
순위

평균에너지 

MJ⑵ 순위

브릭카톤 587 3.700 1 6.302 1
유리병 502 3.752 2 7.475 3

케이블 탑 카톤 6 이 4.532 3 6.856 2
주석캔 374 5.774 4 15.437 6

알루미늄캔 372 6.513 5 17.508 7
기타 용기 1074 10.593 6 9.863 5
PET 병 1511 13.740 7 9.093 4

전체 시스템 573 5.109 8.916

※ ⑴ 1 용기당 ⑵ 제품 1당

〈표 6> 재료의 활용형태

재료 가 능 한 형 태

알루미늄
1 2 3 4 5 6 7 8 9 10 11 12

X X X X X X X X

유리 X X X

양철/Tin - Free Steel X X X X X

골판/Cartonboard X X X X X X X

종이 X X X X X X X

플라스틱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1. 병, Jars(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평면 크기나 주둥이의 크기로 구별)

2. 위부분이 열린 Cylinder Cans와 Drums
3. 4각형 혹은 평 행 6면체 (Brick 모양) 팩

4. 부정형의 3차원 팩

5. 에어로졸 및 기타 압착 디스펜서 팩

6. Bags, Sachets, Sacks
7. Chub(큰 소시지 모양의 용7])

8. Blister, Skin and Similar Carded Packs
9. 접는 튜브

10. 튼튼한 색

11. 이동용 케이스나 접시

12. Intermediate Bulk Containers

대체로 좋은 디자인이란 재료를 

선정하여 가장 최적의 효용도 내에서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낳는 것을 

내포하는데, 첫째 아이템(이 경우 

포장)이 목적 자체에 합당해야 한다. 

그러나 대개 디자인 목표 설정시 이 

부분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재료의 

선택과 특정 제품의 포장형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몇몇 예외는 

있느나, 일부 재료로 포장형태를 제작할 

수도 있고 대다수의 재료로 제품을 

포장할 수도 있다. 각 재료에 적합한 각 

포장형태를〈표 6〉에 정리하였다.

위의 도표는 단일재료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포장형태가 갖는 

특성과 적합성을 살펴본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각 재료의 특성들을 

최적조건으로 합쳐 사용하려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고, 그 예로 알루미늄 

호일은 가스와 습기로부터의 

차단재로서 뛰어난 재료이다. 

폴리에틸렌은 가열밀봉이 가능하며 

기계에 대한 강도가 뛰어나고, 가느다란 

핀홀(Pinholes)에도 충전되는 등 호일이 

지닌 특성을 지니고 있다. 종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표면인쇄가 우수하다. 

이처럼 종이 • 금속，플라스틱 등의 

재료는 각각의 특성을 합쳐서 가장 

우수한 재료로서 여러 분야의 식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표 6〉에서 

보듯이 플라스틱 재료는 모든 

단일형태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플라스틱의 사용범위가 넓다.

디자인은 재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매우 안전해야 하며, 

내용물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며, 

사용이 간편할 뿐 아니라 판촉이 

용이하도록 매혹적이어야 하고, 

구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한 경제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추거나 이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비용은 

언제나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되어야 

하고, 비용산출시에는 포장 이외의 모든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3) 환경문제

산업화 시대에 들어선 요즈음, 포장의 

여러 측면에 대한 수 많은 비평이 

속출하고 있고 포장산업체에 대한 

환경학자나 여러 압력단체의 비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평은 주로 

i) 포장에 과잉의 자원이 무수히 

낭비되고 있고, ii)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며, iii) 플라스틱 제조에 

화석연료 등의 에너지가 다량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관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포장 개발로 제품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하고, 소비자의 취향 

포장으로 인해 제한되며, 폐기시 문제점 

역시 안고 있다는 비평이 소비자의 

측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비평에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긴 하지만 이는 

주로 포장의 역할에 대해 오인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들이다. 과잉포장은 

그 정의가 매우 어려우며 그에 대한 

정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수한 포장 조건을 마련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으며, 1970년대 초반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 시도가 영국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포장은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모든 법적조건에 합당해야 한다.

- 재료를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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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과 내용물의 상호작용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 반드시 필요한 정도로만 포장을 한다. 

- 사용이 간편해야 한다.

-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

위의 제안은 개괄적인 안내서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에 조금씩 변형을 

가한 새 Versions 이 다른 나라에서 

마련되었다. 즉, 1989년 “The Ten 
Commandments”라 불리는 스위스의 

규정에도 위의 조항이 거의 유사하게 

실려 있다.

1980년 중반부터 포장을 비롯환 모든 

제품이 “Green”이어야 한다는(즉, 

지구상의 생태학적 특성에 민감함) 

의견이 점증하고 있다. 개인회사나 

무역협회 등은 그들의 모든 제품이나 

재료가 우수한 “Green” 임을 

피력하면서 생태계에 대한 그들 나름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나, 환경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평론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각자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캐나다나 일본, 노르웨이, 

프랑스 등지에서는 포장을 비롯한 각 

제품을 평가하여 “Eco-Label"을 

수여하는 방법이 사용중이거나 혹은 

연구중에 있으j겨 , 특히 독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Blue Angel” 상표제도가 

사용되고 있다. 포장재료 공급을 

담당하는 경쟁회사들간의 소위 “잔혹한 

전쟁 ”으로 말미암아 전 산업체에 대한 

환경보호단체의 견해가 더욱 날카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4) 사회변화

포장분야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식품분야이며 , 식품제조회사는 

생활방식과 그들의 시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최근 들어 사회 

패턴이 눈에 띄게 변화하였으며 지구촌 

각 지역에서 각기 다른 양상으로 그 

변화가 나타난다고는 하나 일반적인 

추세는 거의 동일하다고 본다.

사회가 변화했다는 사실은,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자 식품 

조리나 식단 마련시 간단하고 편리한 

측면이 더욱 강조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1970년대부터 정식으로 

巒］서 식사를 하는 예가 줄어들면서 

식사습관도 급격히 변화되었으며 그 

반대로 “간편한 식人卜”가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었다. 가정 내의 

가전제품도 점차 편리하게 개발됨에 

따라(오븐의 수요가 급증) 일부 혹은 

완전 조리된 음식이나 스낵류의 인기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포장형태 

역시 매우 다양하게 바뀔 수밖에 없게 

되었다.

(5) 세계적인 기술개발

포장은 실제로 국제적인 

활동분아이며, 사회적, 기후적 혹은 

시장 내의 조건이 폭넓고 다양하다 

하더라도 기술만큼은 전세계로 이전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순수 

포장혁신과 각 상황에서의 그 

적용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은 세계가 

영감과 정보의 자원이라고 여기고 있다. 

일본은 혁신의 본고장이며, 미국과 

유럽은 대규모의 개발에 몰두하는 

지역이라는 의견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포장은 예술이며 

과학이지만, 그들의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다음 두 가지 주요 

특성만을 주로 중시한다.

첫째, 내용물만큼이나 겉포장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오랜 역사를 통해 

선물을 주고 받았던 습관에서 생긴 

관념에 의해 포장은 품질이 우수하고 

외양이 우수해야 한다.

둘째, 순수한 신개발품이어야 하며, 

제조업자들은 여러 포장을 다양하게 

만들어 냄으로써 구매자의 제품 구입을 

현혹하고, 특히 맥주나 청량음료시장과 

같이 경쟁시장의 압력이 큰 제품구입에 

더욱 몰두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에 관심이 없거나 이들이 지나치게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6) 가공기술의 발전

재료가 지닌 특성은 그 제조공정에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단철 (Wrought Iron)과 주철 (Cast 
Iron), 장력이 높은 스틸의 차이에서 잘 

나타나듯이 그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포장에 사용되는 기본재료의 

범위가 매우 폭넓기 때문에 일부 공정 

기술상의 특성을 변형시키면 훨씬 더 

놀라운 특성을 지닌 재료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즉, 

Orientation(Stretching), 표면처리, 

기포형성 , 코팅 , Cross - Linking by 
Irradiation, 정화, Cold Rolling, 불에 

달구기, 여러 방법에 의한 혼합 등 

제조공정 도參］나 제조공정 이후에 

여러 조치를 가할 수가 있다.

(7) 대체재료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포장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재료기술의 

변화와 함께 포장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이상의 현존하는 

재료 형태에 대한 대체재료로서의 

가능성이 모든 신재료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대체물질의 

사용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재생 셀룰로오즈의 대부분을 연신 PP 
필름이 대체하고 있는 현상이 그 좋은 

본보기이다. 한편, 일부 대체만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식품분양의 경우 

유리나 금속 대신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예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대체물질의 사용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신재료는 물론이고 

구재료의 개발에 박차가 가해지게 된다. 

대체재료에 관심있는 사용자들은 더욱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며, 

신재료가 지닌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모든 노력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상식을 잊어서는 안되는데, 예를 

들면 유리는 800 °C 까지 안전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 800 °C 라는 

온도까지 유리가 쓰이지 않으므로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는 것이다• 埠

46 『포장기술』58. 1992. VOL. 10



@ 지상강좌

이（易）개봉 파우치의 경향
-FC 커트의 현황과 전망一

茂木芳次 쥬細川洋行기술연구부

플라스틱제 라미네이트 봉지 개봉에 

있어서 종전의 노치 가공이나 봉지 

끝부분의 까칠까칠한 커트 이외에, 

히트실 끝부분의 미세한 상처가공 등 

포장형태나 내용물에 따라 갖가지 

개봉방법이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다.

가위나 칼이 없을 경우 플라스틱 

포장봉지를 개봉하지 못해 애를 쓴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개봉이 용이하도록 가공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플라스틱 

포장은 손으로 개봉할 수 있다는 

관념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는 일이 

중요하다.

포장기능의 편리성 중에서 개봉의 

용이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크다. 

또한 포장기능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유통과정에서 포장이 

파손되거나 가스차단성의 저하가 

생겨서는 안되는 것이다. 플라스틱 

포장은 보호를 위한 차단성이나 

강도면에서 만족할 만한 소재가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지만, 그 강도 

자체가 개봉에 있어서는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폐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 

강도나 차단성이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개봉의 용이성을 부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이제 그 실용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가공기술을 

「FC 커트」, 또는「팬시 커트」라 

칭하여 등록상표로 하였다. FC 커트의 

특징은 봉지를 접어 구부리는 부분에 

개봉용 조면（粗面）가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필로우 포장대의 접어 

구부린 부분은 어디든지 손으로 

용이하게 개봉이 가능케 된다. 상품의 

차별화에서 차지하는 포장의 역할은 

크지만, 특히 소비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도 개봉 용이성과 재봉함성의 

기능 부여는 앞으로 더욱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팬시 커트의 응용사례로써 

폐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실용화하고 있다.

• 팬시집 : 집과 실 사이를 직선으로 

손으로써 개봉한다.

• E0 슬릿팩 : 이는 FC 커트 기법의 

하나로서, 전술한 조면가공과는 달리 

직선의 슬릿가공을 하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봉지 형태별로

FC 커트의 현황과 향후 방향＞11 대해 

논하기로 한다.

（1） 필로우 봉지

대표적인 것으로는「더 • 칼슘」이 

있다. 이것은 내용물이

판상（板狀）으로서 파손되기 쉽다. 그 

밖에 슬라이스 치즈 등의 가스충전 

봉지도 장차 채택될 전망이다. 종전과 

같은 봉지 위쪽의 까칠까칠한 커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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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 양쪽을 잡아 당기는 방식으로는 

내용물을 꺼내기도 어렵고, 내용물이 

파손되거나 흐르는 등 결함이 있다.

앞으로 사용이 증가될 내용물로서는 

스낵 • 분말커피 • 코코아 • 분말밀크 • 

쿠키 • 캔디 • 기타 과자류 • 인스턴트 

식품 등이다.

(2) 스틱 봉지

설탕 • 분말커피 • 코코아 • 

분말밀크 • 분말 및 액체스프 • 

마요네즈 • 드레싱 • 의약품 등이다. 

이는 그 실적도 많고, 특히 방습면에서 

알루미늄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

⑶ 가제트 봉지

스낵 • 차 • 분말커피 • 코코아 • 

쿠키 • 영양 식품 등에 사용된다. 

가제트。중요 부분의 커트가 필요하고 

절연성을 부여해야 하는데 그 일이 쉽지 

않다. 사용 원판 필름의 연구 등으로 그 

대응이 필요하며, 가제트 봉지는 개봉 

용이성의 요구도가 높은 분야로서 

앞으로 그 채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 세모 • 네모 씰 봉지

액체스프 . 마요네즈 • 드레싱 • 

레토르트 식품 • 축산물 가공식품 등에 

적용된다. 액체인 것이 주로 많고, 

FC커트로써 대응할 경우, 포장구성 

면에서의 연구가 특히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레토르트 봉지는 

낙하강도가 중요시되어, 포장재 자체가 

질기고 개봉이 어렵기 때문에 개봉 

용이성의 요구도가 높다. 그러므로 

레토르트 봉지에도 FC커트가 채택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5) 집 (Zip)이 달린 봉지

방충제 . 비료 • 축산물 가공식품 • 

건어물류 등에 사용된다. 이 봉지는 

중 • 대형 봉지인 경우가 많고, 집과 

실부의 사이를 개봉할 때, 집부분을 

파손시키지 않고 손으로 개봉할 수 있게 

고안된 것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쌀봉지가 있다.

또한 대형 봉지를 만드는 전용기계의 

도입이라든가, 종전의 집봉지에 

FC커트를 적용하는 일, 그리고 

자동충전화를 위한 다른 업체와의 협력 

등 이 부문은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FC커트 봉지는 이탈리아의 

사프타사와 이미 로열티 계약을 끝냈고, 

다른 여러 회사도 이를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많은 나라에서도 

FC 커트 봉지를볼수있을것 같다.

포장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FC 커트 봉지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배려를 상품에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포장설계에서 이러한 

사항이 늘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에는 자원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에 포장인들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S

도서판매안내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발간된 책자를 판매하오 니 많은 이용바랍卄%____________

산업디자인 전람회 도록 （16〜 19회） ；W5f000

산업디자인지 "5 〜 77호丿 :驿 1,500〜狮3,500

포장기술지 （2〜 10호） ：弭2,000

산업디자인지 합본 （80〜81 년） ；W1000

포장기술지 합본 ：郎忆仞。

하국전통문양____________ ： 弭6,400(20% 할인가격)

초기술 : 弭1,600(20%할인가격)

도구와의 대화 : 弭 1,600（20% 할인가격）

오늘의 산업디자인 : 褥1,200(20%할인가격)

포장산업 경영관리 :W3t500

가치관의 대전환 ________ •，W3f000

포장기술편람 ('88 년 개정증보판) ；W50,000

연락처: 진흥정보부 자료실 （TEL : 76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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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포장정보

제3회 금섕포장전시회
二厶 성사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口 금성 "이라는 주제로 우수 

포장개발과 상품의 고급화를 통하여 

포장기술 발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 여하고자 지난 11 월 18 일부터 

20일까지（3일간） 구미 2공장 

복지관에서 금성사 CVA 센터 주관하에 

제 3회 금성 포장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금성사가 개최하는 본 전시는 국내 

민간기업으로는 처음 주관하는 포장 

전문 전시회로 88년, 90년에 이어 올해 

저】 3회째를 맞게 되었다.

환경문제가 전세계인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고, 고객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 수준도 날로 參｝져 가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하여 포장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가하게 됨에.따라, 기업이 이에 신속히 

대처해 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

그간 포장의 사회적 역할 변화 

과정을 보면 브랜드 중시 단계에서 상품 

자체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제품 중시 

단계로 변화했고, 포장 그 자체로 

상품를 판매하는 “포장은 말없는 

세일즈맨” 시대를 거쳐, 제품 사용에 

따른 효과나 이익을 부각시켜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자극시키는 고객 중시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포장이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포장의 기능도 내용물에 대한 

보호성, 취급의 용이성 판매 촉진성 

경제성 뿐만 아니라 폐기의 용이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져야만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포장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고객이 만족하는 포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포장 설계 기법을 도입하고 

환경이 고려된 포장 재료 개발 등 일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환경을 생각하는 

금성 ”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완충재 

감량 설계 및 대체 재료 개발 적용 등 

포장설계 기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한 

금성 사내의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출품된 내용은 포장기법（포장설계 

제품）, 포장디자인

（금성사디자인연구소 그래픽팀）, 

포장재료（국내 포장재료 업체 및 

물류기기 업체）, 기타 부분（포장기술 

연구 자료 및 해외 포장전 참관 자료） 

등이며, 포장기술 세미나도 함께 

개최되었다.

〈세미나 내용〉

- EPP 특성에 따른 적정포장설계기법 

및 폐기물 처리방안（Kawai 
Damotsu）

- EPS 완충포장설계기법 및 환경규제 

동향（남병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이번 포장 전시회는 포장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자리가 되었고, 

포장기술 발전은 물론 친환경적인 

기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금성의 모습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에서는 출품작 중 몇 점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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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SBU 설계실

EPS（夕I로폴） 사용량 감량 포장

설 계:이광명

의 도 : 환경보호 포장 개념으로 EPS 

사용량 감량 포장 시도

특 징 :

개 선 전 개 선 후

EPS 사용 1245 g 865 g (30.5 % 절감)

「자 앵글 없 음 4EA(W400T)

재 료 비 W2864/SET W2390/SET(W474 J)

특기사항

-부품수 최소화 

기능

- 포장 작업 단순

- -i 자 앵글 삽입작업 추가

- 자동 포장기 이용 가능

- 부품 보관 주의력 필요

- 폐기물 감량 한계치 달성 가능 

X EPS 사용 380 g 감량（弭874）

포장 부품

하 PACKING 접촉면적 
보강용 별도 PAD

상 PACKING 후방부 
부러짐 방지용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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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경로에 따른 미주, 구주지역 

유통환경 조사결과

조 사 : 한창순 • 오창석 • 심영수 

목 적 : 제품 수송 경로상의 온습도 및 

진동, 충격 영향을 조사 분석하여 

제품 및 적정포장설계 자료로 활용 

방 법 : -온습도（6면이 모두 통기 

가능하도록 제작된 Dummy 

내부 중앙에 온습도 측정 

기록계를 부착한 후 수출용 

Container 내부 중앙 상단에 

적재하여 측정）

-진동충격（수송 경로별 운송중에 

발생되는 진동 충격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제품별 무게 및 

치수를 고려하여 10, 20, 30, 40 

kg의 4종류 Dummy를 

제작하고 표면을 흰參］로 

부착하여 Container 최후미 

하단에 위치 적재）

- 조사경로（표 참조） 

결 과 : 온습도 측정결과 

〈독일:동절기〉 

구간에 걸쳐 최저온도는 -9 °C 로, 

BREMEN HAVEN항에서 GSE 

구간이며, 최고습도는 87%로, 

하노버에서 GSDG구간으로, 독일 지역의 

동절기 환경은 대체적으로 저온 고습으로 

볼 수 있음

〈미국〉

로 
항목、、

부산3農% &
TOTAL

소요시간 14 일 7 일 4 일 1 일 약 26일

이동거리 9,500 km 
(5,900 miles)

4,000 km 
(2,500 miles)

1,600 km 
(1,000 miles)

11,000 km 
(6,900 miles)

약 26,000 km 
(약 16,300 miles)

운송수단 선박 기차 트럭 항공화물, 트럭

派 조사기간 : '91. 12 〜'92. 2（동절기）, '91. 7〜9（하절기） 각 1 회씩 실시

〈독일〉V 항목 、

-GSE( WORMS)

부산 C.Y BREMENHAVEN -GSDG(WILLICH) FRANKFURT (김포공항)

-GSDG SVC(HANNOVER) CVA 센터

TOTAL

소요시간 33 일 10 일 1 일 약 44 일

이동거리 17,700 km 
(11,000 miles)

1,800 km 
(1,100 miles)

17,700 km 
(11,000 miles)

약 37,000 km 
(약 22,000 miles)

운송수단 선박 트럭 항공화물, 트럭

派 조사기간 : '19. 12〜'92. 2（동절기）에 실시

〈미국: 하절기〉

최고 온습도는 45 ℃, 100%로 

발생하였으며, 고온 고습의 40 ℃, 80% 

이상이 1시간, 30℃ 80% 이상이 10 

시간으로 나타났다. 일교차가 가장 심한 

구간은 미국 내륙 철도수송기간 新］며 그 

차는 37 ℃, 56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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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충격 조사 결과

〈독일〉

구간에 걸쳐 발생된 일반진동 LEVEL은 

0.4〜LOG이고, 수송수단별로는 

트럭〉항공기 ＞선박 순으로 진동이 

발생되었으며 최대 충격은 독일내 유통시 

및 국내 발송시 항공 화물 운송구간에서 

발생

〈미국〉

일반적으로 진동 LEVEL은 0.3〜 1.2G 

이며, 수송 수단별로는

트럭〉기차〉항공기〉선박 순으로 미국 

내에서의 개별 화물운송시의 진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최대충격은 항공화물 

운송시 42 G 로 나타났음

CVA 센터의 시험규격과 조사결과 :

방향책 ： DATA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수출경로에 대해 

계절별（동, 하절기）로 지속적으로 

조사한 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DATA를 축적한 후 시험방법 및 

규격을 재정립할 예정

NO 시험항목 CVA 센터의 시험조건 조사결과 비고

1 고온고습 

보존 시험

저온 보존 

시험

•60℃ 85%
48 Hr

• -20 ℃ 48 Hr

•30℃ 80% 이상 

시간분포 : 10Hr

• -5 -9℃ 30Hr

KS 고온 고습시험 

（KSC 0222 : 40 ℃ 
시간: 4〜56 Hr）
KS 저온시험

（KSC 0220： -5〜-65 ℃ 
시간 : 2〜96 Hr）

2 진동시험 •상하: 1.25G
（수출 : 60분）

•전후, 좌우 :

0.75 G
（수출 : 30분）

• CONTAINER 단위 

수송 : 0.4〜0.8 G
• 미국내륙 : 0.8〜 1.2 G

•독일내륙 : 04〜LOG

3 낙하시험 

（충격）

• 낙하높이 : 

65 〜25 cm 
（무게 : 10〜 
60 kg）

• 미국 : 4〜42 G
• 독일 : 6〜42 G

모두 30 cm 이하에서 

낙하시킨 G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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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용 포장 V・l(Visual Identity)

디자인 : 범승옥 • 이원재 • 박정윤 • 정중섭 • 

이선희

의 도 : 금성 제품에 대한 신뢰감과함께 

변화를 추구하는 금성의 이미지를 

부각

특 징 : -기업인지 효과가 높은 영문 

GOLDSTAR# 캐릭터화 하여 

세로 및 가로 배열로 강조

-GOLDSTAR의 강한 표현을 

안정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제품명은 New Wave Type을 

사용

- PET NAME과 용량 및 Type 등 

소비자 편의사항 강조

영상 디스플레이 SBU 모니터 OBU 설계실

모니터 포장의 종이 팰리트 적용

설 계 : 이병철 • 손영호

의 도 : 출하용 팰리트를 재활용 新〕를 

이용, 적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寺］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 및 

원가절감과 팰리트 자체의 수분 

함유를 줄임으로써 제품 신뢰성 

향상에 기여

특 징 : -수직하중에 강하다

- 재활용가능

- 재료비 절감

- 자동화 생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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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VE 소프트웨어 개발

개 발 : 강기윤•임형빈

의 도 : 포장설계의 적정한 기준 없이 

경험에 의한 현 포장설계를 

역학적인 포장설계기법을 이용, 

제품의 강도분석에 의해 

유통환경 조건에 적당한 포장 

SPEC을 결정할 수 있는 

완충포장설계로 포장 설계의 

시간단축 및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함

특 징 : -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완충 포장 설계

- 완충재 재료 절감（현재의 30% 
이상

- 포장설계 시간단축

- 유통 불량 해소

- 적정포장 기준 설정 

- 장입수량의 극대화 

-제품의 신뢰성 향상 

낙하충격분석방법 ： 표 참조

변수설명

W ： 3면측 발생 하중

G : 3면측 발생 G 값

Wo : 제품 무게

Go : 허용 G값

W_UP ： 상측 하중

W_DOWN：하측 하중

E : 흡수 에너지

H ： 낙하 높이

A ： 3면측 완충재 수압 면적

T : 3면측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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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포장의 분석:

〈충격 분석 기술〉

낙하각도에 따른 분석 

낙하방향^ 따른 분석 

제품 무게중심에 따른 분석

제품 부위별 

분석가능

제품의 각 부분별 

적정포장 SPEC 결정

〈포장 SPEC 검색 기술〉

(유통환경의 제반 조건을 

고려한분석)

■제품 돌기물 검색 

제품의 각 부분별 돌기물 

피난거리 확보

■공진 검색기술 

제품의공진주파수 -

대역을 회피

■ 장일수량 극대화를 위한

포장 SPEC 변경

■ 유통환경의 최악조건 검색

최악의 낙하 각도에서 SPEC 결정

C祉
已 자

. ,《卜1仙
I'-iknu 卜:Ir.ini

오디오 SUB 설계실

수출용 카 오디오 포장개선

설 계:김석규•백운광

의 도 ： EPS 사용이 규제되는 

유럽지역에서의 시장대응을 

위하여 기존의 EPS 포장재를 

골파지 포장으로 전환함으로써 

포장의 폐기성 및 리사이클이 

용이하도록 도모

특 징 : - 스티로폴 완전 삭제

- 골판지 포장재의 전환을 통한 

원가 절감(W 70/EA)

— 골판지 PACKING W270/EA

- EPS PACKING W 34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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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내 packaging

胆叮 으jk、e
TITA

COOK1X＜；

포장산업에서 쌓아온 듀폰이 경험과 

앞선기술이 완벽한 龍을 약속합니다.
듀폰은 1924년 셀로판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포장업계에 소개한 이래 식품산업 

의 발달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포장재의 

내화학성, 봉함성, 인쇄성, 투명성, 차단성등 

자연의 어떤 포장재료도 만족시킬 수 없는 

첨단소재 개발을 위해 포장산업분야에서 

기술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듀폰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 완벽한 포장재로서 필요한 물성과 

원가절감, 생산성 증대를 가능케하는 

포장재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듀폰의 포장재는 최상의 투명도, 

저온봉함성, 차단성, 내유성둥이 요구되는 

각종 쥬스, 과자, 가공육 등의 포장을 

완벽하게 제공하여 줍니다 

귀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완벽한 포장재를 

원하신다면 먼저 듀폰으로 연락해 주y시오.

한국듀폰 주） 

碰航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보다 나은 제품



The perfect package

■ 듀폰의 포장재료 Byn이*  (Coextrudable Adhesive Resin) 
Elvax*  (Ethylene Vinyl Acetate Copolymer) 
Mylar*  (Polyester Film)

* 은 듀폰의 등록상표입니다.

Nucr이*  (A이d Copolymer Resin)
S이ar*  (OH/PA/PT/RB (Barrier Resin)
S니rlyn*  (Ionomer Resin)
Appe이*  (Lidding Sealant Resin)

- 상기 제품들은 용도에 따라 단독또는 조합 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원료공급원: 한국듀폰（주） 폴리머사업부포장재료담당 Tel）721-5316 
수입판매원:세양폴리머（주） Tel）757-1421/3



亨居到기/日本自働
전세 패크만 자동카톤포장기
AUTOMATIC CARTONING MACHINE
제품공급에서 카톤박스에 삽입 및 봉함까지 
전 카톤포장 공정의 자동화

■ 높은경제성 ■ 우수한내구성 ■ 안정된작업성 ■ 소음극소화

모 델 포장능력 제 품 치 수 (mm)

200 개/분 폭 25 〜90 높이 15-65 길이 50-150

180 개/분 폭 30-130 높이 20 〜75 길이 60 〜200

C-52 70 개 /분 폭 20〜105 높이 20 〜80 길이 50—160

N-74 ； 30 〜 120개/분 폭 22-127 높이 19〜89 길이 57 〜254



精機 ㈱ 와 기認 I 휴 〃
〈정부승인〉

천세 패크만 자동수축포장기
AUTOMATIC SHRINK RACKING MACHINE
제품의 집적（集積）에서 수축필름포장까지 

전 공정의 자동화（自動化）

■ 인건비절감 ■포장원가 절감 ■ 내장품 도난방지 ■ 미려한포장

모 델 포장능력
제 품 치 수 （mm）

폭 높 —_아— 길이 （공급방향）

PSW-200 卜 15회/분 200 200 300

PSW-400 300 250 450

昌천세산업주식회사
CHEON SEI IND. CO., LTD.
포장기 사업본부 : TEL :(02)717-0351 FAX : (02)719-8141



。포장정보

업계탐방

-（주） 오뚜기식품

연 혁

• 69 년 설립 : 카레를 비롯한 인스턴트 

식품으로 시작

• 83 년 오뚜기식품 중앙연구소 설립

• 92년 현재 :

-카레 • 스프 • 케찹 • 마요네즈 • 라면 

등 290여종의 식품 생산

〔3600명 근무〕

- 중앙연구소 9 개팀 （연구 9팀이

포장연구팀）, 5개과,

1 개실（소비자상담실）

〔90명의 연구원 근무〕 

工厶민총생산이 200불도 채 안되었던 
二T 지난 69년, 점차 복잡해져 가는 

시회속에서 식품에 대한 욕구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하에 

카레를 주종으로 한 인스턴트 식품을 

개발, 시판하게 되면서 

오뚜기식품（당시 풍림상사）은 

식품산업에 희망에 찬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다. 조미식품 분야가 거의 불모9 
상태나 다름없었던 당시로서는 일종의 

모험이었으며 또한 야심에 찬 

도전이기도 했다. 국내에는 아직 

수퍼마켓 하나 없던 시절이었고 

오뚜기가 만들어내는 인스턴트 제품을 

소비자들이 거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요일이면 전사원이 판매에 

나서야 했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시장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감하게 광고에 투자를 하는 

한편, 루트세일을 실시하는 등 신뢰도 

확립을 통해 소비자들이 시중

어디에서나 쉽게 오뚜기 제품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전략을 

펼쳐나감으로써 오뚜기는 탄탄한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 

당시 부산 등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던 

외국의 경쟁제품을 당당하게 품질로 

제압하여 얻어진 결과였기 때문에 더욱 

값진 것이었다.

오뚜기 식품은 그후에도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연구와 개발, 

생산과 품질관리, 나아가 대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의지는 

오뚜기식품의 사훈 “보다 좋은 품질, 

보다 높은 영양, 보다 앞선 식품으로, 

국민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한다”에도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290여종의 식품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포장재 사용업체 

가운데 하나인 오뚜기식품의 

사업내용을 연구개발 • 생산라인 • 

품질관리 등으로 나누어 간략히 

소개하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인

오뚜기중앙연구소 전경

60 「포장기술』58. 1992. VOL. 10



I
 창업 초기, 시장질서 확립과 과감한 광고 투자, 그리고 루트세일을 

실시하는 등 신뢰도 확립을 통한 판매전략으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획기적인 식품포장방법인 레토르트 

파우치, 공압출 용기 및 필름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사업내용

(1) 연구개발

'83년 설립된 오뚜기 

중앙연구소에서는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개선을 위한 연구업무와 각종 

식품을 비롯한 주변산업의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다양화 • 고급화 해가는 소비자 

기호를충족시키기 위해 

실험연구시설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제품의 맛과 영양, 

신선도 등을 연구하며,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식량자원 및 새로운 

식품소재 개발 그리고 유전공학에 

이르기까지 연구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포장이 식품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 중앙연구소 내에 

포장연구팀을 두어 포장재 개발 및 

개선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포장 연구팀에는 산소투과도 

측정기 • 습기투과도 측정기 • 인장강도 

시험기 등 포장 관련 시험기기들이 두루 

갖추어져 있다.

또한 중앙연구소에서는 매년 2〜3 
건씩 국내 유명대학과 산학협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제품화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2) 생산라인

오뚜기 식품은 최적의 상태에서 

만들어진 천연상태의 식품원료를 

엄격한 품질규격에 따라 선별하고 

시제품을 기준치에 따라 여러 번 반복

연구실험장면

시식하여 설정된 기준에 도달할 때 

비로소 본 생산에 착수한다.

고유한 특성에 따른 첨단 자동화 

설비와 각 공정단위로 이루어지는 

철저한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들은 포장검사를 마치고 

난 후 하나의 제품으로 완성된다.

이처럼 빈틈없이 짜여진 자동화된 

생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맛과 품질이 

우수한 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3) 품질관리

안심하고 찾을 수 있고, 입맛에 

맞으며, 균형 있는 식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오뚜기식품은 최신의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전사적이고 종합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당사에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 입고되는 원부자재와 생산된

최종제품에 대하여 규격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조치

一원료투입에서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모든 절차를 관리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생산현장의 

공정관리와 위생업무 담당

- 소비자 의견을 듣고 이에 따른 원인 

규명과 대책을 강구

-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회사 및 

협력사를 직접 방문하여 품질향상을 

유도

(4) 기타

소비자가 원하는 신선한 물건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첨단 

시스템의 유통망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철저한 고객 관리를 위해 

소비자 상담실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는 기업이 되자. 소비자에게 

품질을 파는 기업이 되자.”라는 

행동목표하에 노력하고 있다.

오뚜기가 선보인 획기적인 

식품포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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睚르트 포장은 내열성 • 차단성 • 밀봉서 • 작업성 등을 요하므로 

오뚜기 식품은 내열성 플라스틱 필름과 알루미늄 박을 조합하여 적층한 

재료를 레토르트 용기 제작에 이용하고 있다.

레토르트 식품의 제조공정

I 원료의 전처리 I一｛조피一

—| 충 전 1「탈 기 一

—I살 균11탈 수 1F죠—^

（1） 레토르트 식품（파우치）

군용식품이라는 특수한 용도로 

개발된 레토르트 식품은 전쟁중 미국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이것을 상품화한 

나라는 일본이다. 국내에는 지난 

1981년 （주） 오뚜기식품이 일본 

후지 모리 사로부터 레토르트 파우치를 

전량 수입,「3분 짜장」과「3분 카레」 

등에 적용함으로써 처음 소개되었다.

그 이후 국내에서는 레토르트 

파우치에 대한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1983년 삼아알미늄과 한국특수포장이 

당시의 농어촌개발공사와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지 원으로 각각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본격적인 

레토르트 파우치 식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레토르트 식품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시설 및 

생산량^ 비해 판매가 저조했다. 이는 

새로운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가 

극히 낮은 상태에서 전망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예측하에 과대한 

설비투자와 생산을 한 데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 참여했던 업체 가운데 몇몇은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오뚜기식품은 레토르트 식품의 특징을 

살리고, 소비자 및 사회의 수요 전망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부합된 

상품계획을 수립하여 판매기초 및 

방법을 연구하고, 유통경로의 합리적인

레토르트 파우치에 충진하는 모습레토르트 살균기

구축과 종합적 판매전력을 세워 지속 

관리함으로써 지금은 15종의 시리즈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본 JAS 에 나타난 레토르트 식품의 

정의를 보면 “플라스틱 필름 또는 금속 

박을 여러 층 합친 봉투상 혹은 그외의 

형상으로 성형한 용기（기밀성 및 

차광성을 갖는 것에 한함^ 

조리식품을 넣어 열용융에 의해 밀봉한 

후 가압 • 가열 살균을 실시하여 

통조림과 같은 장기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다.”라고 되어 있다.

JAS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레토르트 

포장은 내열성（강도변화 • 블록킹）, 

차단성（산소 • 수분 • 자외선 • 세균류）, 

밀봉성, 작업성（기계적응성）, 

내핀홀성（Pinhole） • 위생성 등 매우 

복잡한 기능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뚜기식품은 내열성 플라스틱 필름과 

알루미늄박을 조합하여 적층한 재료를 

레토르트 용기 제작에 이용하고 있다.

먼저 외층은 내열성과 함께 

인쇄적성이 우수한 PET 필름을, 

중간층은 차단성이 뛰어난 알루미늄 박, 

내층은 내열 • 내유성 • 봉함성을 지닌 

CPP 필름을 채택했다.

외층으로부터 12：9：70〃 두께의 각 

소재를 드라이라미네이션 기법으로 

적층한 파우치에 그라비아 인쇄를 하고 

이를 다시 카톤포장해 장기보존은 물론 

수송과 점두에서의 전시를 쉽고 

안전하게 했다.

이렇게 포장된 식품은 냉장 및 

냉동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온에서 2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며 가열 없이 즉각 

취식도 가능하고 끓는 물에 봉지째 데워 

먹을 수도 있다.

레토르트 식품의 이와 같은 편리성과 

안정성으로 인해 여성취업인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가 가속화 되는 

오늘날에 있어 그 수요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뚜기식품은 84년부터 레토르트 

파우치를 국산품으로 대체했는데, 

층간점착력을 높이고 봉함부의 잦은 

파열을 막기 위해 CPP의 강도를 

보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국내 레토르트 식품시장은 15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이 중 85% 이상을 

오뚜기식품이 점유하고 있다.

오뚜기식 품은 포장개선책의 일환으로 

현재의 이중포장을 지양, 보다 

운반 • 취급이 간편하고 매장에서의 

전시효과도 뛰어난 스탠딩 파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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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케찹, 마요네즈 제품을 유리병에서 연질튜브

（LDPE/ 접착제/ EVOH/ 접착제/ LDPE）로 대체함으로써 유통과정 

（운송 • 보관） 및 人용의 불편 등 유리병의 단점을 보완했다.

공압출 용기에 캡핑

공압출 용기에 충진

채용을 추진중이다.

（2） 공압출 용기 및 필름

유통과정 （운송, 보관 등） 및 사용의 

불편 등 유리병의 단점을 해소키 위해 

오뚜기식품은 지난 84년 5월, 

마요네즈와 케찹 제품의 포장을 공압출 

용기로 대체하였다.

공압출 중공（Blowing） 제조방법으로 

생산되는 연질 튜브용기는 튜브용기 

전문업체인 대양화성과 1년 6개월에 

걸친 공동 개발 끝에 만들어졌는데, 

개발 당시에는 수지분포의 불균일로 

인한 용기내 산소차단력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LDPE,

덕용 마요네즈 용기의 산소투과도

개 선 전 개 선 후

53 cc / m2 • 24 hr • atm 1.0cc/m2 • 24hr • atm

Nylon 15 / LDPE 85 Nylon, EVOH 5 층구조（total 두께 : 80〃）

압출 라미네이션 공법 공압출 Intlation 공법

접착제, EVOH 등 사용 원료의 

배합비율을 달리하여 여러 차례 용기를 

생산하면서 산소차단력을 체크한 뒤 

최종의 배합비율을 설정함으로써 

산소차단성의 문제를 해소했다.

오뚜기의 마요네즈와 케찹 등의 

튜브용기는 현재 5층 

구조 （LDPE/접착제/EVOH/접착제 

LDPE）의 Blowing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기의 생명이 

산소차단능력인 만큼, 한천을 사용하여 

산소차단성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 용기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용기의 형태는 그간 큰 변화가 

없었으나 외포장지의 디자인 및 캡의 

형태를수 차례 개선, 제품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튜브 

케찹에 사용이 편리한 원터치 캡을 

적용한 것은 이와 유사한 제품이 

성행하고 있는 일본보다 앞서 시행한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유리병에 포장된 케찹가 마요네즈 

제품을 혁신적인 연질튜브로 

대체함으로써 판매증대는 물론 

소비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케찹의 경우 용기 사용 전환속도가 빨라 

유리병 용기 생산을 89년부터 중단하고 

100% 튜브로 생산하고 있으며, 

마요네즈는 91년 병제품 25%, 
튜브 75 %를, 그리고 올해는 유리병 

15%, 튜브 85%로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덕용 마요네즈 제품에는 나일론, 

EVOH 등을 라미네이트한 5층의 

공압출 필름을 이용하고 있는데, 

유통기한 연장（기존: 3개월, 공압출 

필름 : 5개월^ 도움을 주고 있다（표 

참조）

공압출 필름은 유동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공압출 Inflation공법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다. 舟

땀홀리는 일터, 번영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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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포장정보

물류 관련 규격 개정안(I)

口 류(Physical Distribution)는 매출증대, 제조원가 절감에 
百 이은「제 3의 이익원」이라 불리울 만큼 경제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물류의 기본단위는 유니트 로드(Unit Load)이지만, 유니트 

로드가 포장의 집합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포장은 물류의 

기본단위이며, 물류 합리화는 포장 표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포장 표준화를 통한 유통과정중의 제품파손방지 , 

수송수단 및 보관, 적재효율 등으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유니트 로드 시스템 체제를 고려한 포장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비 절감을 통한 제품의 원가절감으로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현대적 물류 관리의 개념이 

되고 있다.

표준화의 첫째는 규격화인 만큼, 우리의 물류 관련 

공업규격을 외국 선진국의 포장규격과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 

기준을 설정, 물류포장관리와 공정의 단순화를 유도하고, 

노동구조 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나아가국제사회의 인식을높이고수출촉진에 기여하고자, 

공업진흥청은 KS 중에서 물류 관련 규격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에 연구용역 

(92. 4. 14〜92. 10. ⑶을 의뢰하여 진행되었고, 골판지 

상자의 형식(KS A 1003)을 비롯하여 8종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규격〉

규격번호 규 격 명 JIS 규격명

KS A 1003 골판지 상자의 형식 Z 1507

1006 포장용어 Z 0108

1007 골판지 용어 Z 이 04

1020 포장화물 및 용기 살수 시험방법 Z 0기6

1033 방수 골판지 Z 1537

1518 인쇄용 점착지 Z 1538

11 이 크라프트 지대 용어 Z0102

1107 접착테이프 및 접착시트의 시험방법 Z 0237

물류 관련용어 중 포장용어 (KS A 1006), 골판지용어 

(KS A 1007), 크라프트지대용어(KS A 1101), 골판지 상자의 

형식(KS A 1003) 등은 관련기관인 한국지대공업협동조합 - 

한국골판지공업 협동조합 • 한국플라스틱 공업 협동조합 등과 

협력하여 작성하였고, 또한 외국의 관련규격과 연관하여 

검토하고 일관성 있는 용어의 규격화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관련 사업에 이 규격을 적용하도록 검토하였다.

포장화물 및 용기의 살수 시험방법(KS A 1020), 방수 

골판지(KS A 1033), 인쇄용 점착지(KS A 1518), 점착테이프 

및 점착시트의 시험방법(KS A 1107) 등도 외국 관련 규격의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시험항목, 시험의 일반조건 등 관련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국내 관련규격들과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국내 공산품의 유통중 

야기되는 파손을 방지하며 또한 수출 상품의 포장 파손도 

방지함으로써 우리 상품 수출에 있어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개정한 물류 관련규격을 몇 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골판지 상자의 형식(KS A 1003)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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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상자 형식 (A 1003 니992) 〈표 2> 02（홈판형 : 여otted-Type Boxes）

전개도 및 입체도

1•적용범위

이 규격은 내부 포장용,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 및 부속의 

형식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형식

2.1 형식의 표시방법

형식의 표시방법은 4자리의 코드 번호로 표시하며 첫 앞의 

두 자리는 기본형식을, 뒤의 2자리는 개별형식을 표시한다.

2.2 각 부분의 호칭 및 기호

〈표 1) 참조.

0200

0201

〈표 1〉각 부분의 호칭 및 기호

호 징
기 호

상자 및 몸체 뚜 껑

길이 L L，

나비 W 또는 B W'또는 B'

높이 H H，

날개 F F，

바깥날개 Fo —

안날개 Fi —

꽂이 f —

위꽂이 fu —

아래꽂이 fl —

匚二匚I匚二］n
i wI__ILJ I——ILZJ

0202

2.3 상자 및 대표적인 부속품의 형식

(1) 02(홈판형: Slotted-Type Boxes)

이 형식은 원칙적으로 한쪽(조각)이며,

날개가 있고 이음부가 있는 것으로 그 형식은〈표 2〉와 

같다. 단, 이음부는 길이면 또는 폭면의 어느것에 

있어도 좋다.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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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3（씌운형: Telescope-Type Boxes）

이 형식은 몸통과 뚜껑으로 되며 두 쪽（두 조각）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 형식은〈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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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0乳씌운형: Telescope-Type Boxes)

0300

0301

0303

0308

전개도 및 입체도 전개도 및 입체도

0309

0310

031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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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4（접는형 : F이der-Type Boxes）

이 형식은 한 쪽（한 조각）으로 이음부가 없이 접어 끼우는 

것으로 그 형식은〈표 4〉와 같다.

〈표 4〉04（접는형: Folder Type Boxes）

전개도 및 입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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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도 및 입체도

0503

(4) 05(미닫이형:Slide-Type Boxes)

이 형식은 기본적으로 둘레면과 꽂이면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 형식은〈표 5〉와 같다.
0504

0510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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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6(고정형: Rigid-Type Boxes, Blies- Type Boxes)

이 형식은 3쪽(조각)으로 되며 접합하여 접어끼우는 

것으로서 그 형식은〈표 6〉과 같다.

(6) 07(호부조립형:Ready-Glued Type Boxes)

이 형식은 한쪽(조각)으로 호부 접합하여 조립하는 

것으로서 그 형식은〈표 7〉과 같다.

0605

0608

〈표 7> 06（호부조립형 : Ready-Glued Type 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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⑺ 09（대표적인 부속품 : Interior Fitments） 참고 1 KS A 1003니970（골판지 상자 및 합판지 상자의 형식）와의

대표적인 부속품의 형식은〈표 8〉과 같다. 대응

KS A 1003-1907과의 대응은 참고 1〈표 1〉에 따른다.

참고1 〈표1〉

코드 형식 구 형 식

0200 -

0201 A-1
0202 A-2
0203 A-5
0204 A-3
0205 A- 4
0206 -

0209 -

0212 -

0215 -

0기 6 —

0300 -

0301 C-1 형

0303 -

0308 -

0309 -

0310 -

0314 C-2
0320 C-3
0325 —

0401 -

0403 -

0410 -

0422 -

0425 -

0432 -

0435 —

0501 -

0502 -

0503 -

0504 B-1
0510 B-2
0511 —

0601 -

0605 -

0608 B-6 형

0712 -

0748 -

0771 —

참고 2 설계시 사용되는 그림기호

골판지 상자의 도면을 설계할 때 필요한 기호를 다음과 

같0] 나타낸다.

⑴ 재단, 괘선, 슬롯 등

상자의 전개도를 그릴 때 사용하는 재단, 괘선, 슬롯 등의 

기호는 참고 2〈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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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표 1>
재단, 괘선 및 슬롯등의 종류 그림기호

둘 레 선 —

슬 롯 —

안 꺾음 선 —

바깥 꺾음 선 ------- ----------------

이 중 괘 선

박 음 부 —

톱날 절단 선 JVAAAA

⑵ 접합

상자의 전개도를 그릴 때, 이음부의 접합방법의 기호 및 

그림기호는 참고 2〈표 2〉에 따른다.

참고 2
접합의 종류 기호 그림기호

평철사 접합 S llllllllll^/BW

테이프 접합 T

풀 접합 G wmwaw双

⑶ 손잡이 구멍

손잡이 구멍을 그릴 때의 그림 기호에 대해서는 참고 2 
〈표 3〉에 따른다.

참고 2〈표 3>
손잡이 구멍의 종류 그림기호

p 형식 (____ J

U 형식 (_____ )

참고 3 코드번호의 이용법

⑴ 예 1:

이 상자의 형식은 0201, 밑면의 날개는 0215이고 풀 접착 

형식이다. 따라서 0201/0기5(윗날개/아래날개). G라고 

표시한다.

⑵ 예 2 :

이 상자의 형식은 0303이고, 나비면(WH)의 윗부분을 

대각으로 접고, 길이면(LH)과 평철사 접합되어 있다. 따라서 

0303 WH/LH.S라고 표시한다.

⑶ 예 3 :

이 상자의 형식은 0320, 윗날개는 0209, 아래날개는 0204, 
평철사 접합, 손잡이 구멍이 붙어있고 0933의 6 X 4 
간막이가 딸려 있다.

따라서 상자 0320；윗날개 0209；아래날개 ;0204SP；간막이 

0933, 6 X 4 또는 0320(0209/0204).S.P；0933,
6 X 4라고 표시한다.

참고 4 상자의 치수표시

골판지 상자의 치수를 표시할 때는 길이, 나비 및 높이의 

순서로 하고, 단위는 밀리미터(mm)로 하며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길이 (L)X 나비 (W)X 높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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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재

상사중재와 푸장 관련 무역 클레2 
사례 (U)
자료협조: 김종수 - 길경준 (대한상사중재원 위원

각국의 상사중재제도

1. 영미법계 중재제도

영국, 미국의 중재제도는 초기의 

보통법(Common Law)상의 중재와 

제정법상의 중재로 구별되며 후자는 

법률문제의 해석을 법원이 그 판단을 

유보하는 영국중재법이나 일부 미국 

주법형과 법률문제까지 중재제정에 

맡기는 뉴요크주법형으로 나눈다.

가) 영국

중재제도가 제도적으로 가장 먼저 

정비된 영국에서는 처음에 법원의 

중재에 대한 입장이 매우 불신적인 

태도였다. 이러한 태도의 저변에는 

변호사로서 중재의 이용이 자기의 수입 

및 영역의 위해를우려한 

때문이었으며 따라서 보통법에 

있어서는 중재제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가 그 일방적 통고를 하거나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그 제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만 하면 되었다.

또한 중재제정의 승인 집행을 구하는 

경우에도 중재판정을 소인(Cause of 
Action)으로 하는 보통의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이러한 보통법상의 

중재는그 후의 제정법에 의해서도 

완전히 실효되지 않고 경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의 중재는

영국법제만診］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1697년에야 비로소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 후의 입법은 1889 
년의 중재법으로 집약되었고, 동법은 

1934년에 실질적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영국은 1930년의 중재법으로 

1923년 중재의정서(Geneva Protocal 
on Arbitration Clause)와 1927년의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ct)을 고수해 

왔으나, 이 법들은 모두

영국중재법 (English Arbitration Act)의 

기초가 되는 1950년의 영국 

중재법으로 개정없이 통합되었다. 

영국은 뉴요크협정가입을 미루어 

오다가 197.5 년 9월 24일에 

가입했는데 그 가입을 위한 준비로서 

19乃년 2월 25일 중재법의 일부를 

개정했다. 1978년 영국재판소의 

상사재판소 중재위원회(The 
Commercial Court Committee on 
Arbitration) 의회에 대해 영국중재의 

실태를 상세히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한 중재에 관한 보고서 (Report on 
Arbitration)를 제출했다. 그리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1979년 4월 4일 

중재법이 개정되었고, 동년 8월 

1일부터 공시 시행케 되었다. 영국은 

세계 상거래의 중심지이므로 중재를 

영국에서 행하여야 하며 , 집행법은 

영국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중재에 대한 

자부심이 영국의 수출입업자또는 

해운업자에게는 대단히 높아서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해사계약서(예를 들면 BALTIME 
정기선박계약서 제 23조)에서는 분쟁 

발생시 영국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는 

내용을 문서화하여 변경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 중재기관인 런던 

중재재판소(The London Court of 
Arbitration)는 국내중재와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나) 미국

미국은 영국의 보통법을 하였으며 

제도법보다도 판례법이 발의한 

나라이긴 하나, 이와 함께 각주도 

입법권을 가지고 주마다 중재제도법을 

달리하고 있다. 가장 일찍 중재법을 

제정한 것은 1920년 뉴요크(The New 
York Arbitration Act)이며 현재 23 
개주가 중재법을 제정했다. 뉴요크주 

중재법은 미국대중재도의 시초가 

되었으며, 종래 보통법상의 것과 

똑같은효력이 인정되었다. 

1925년 관할대법원에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획기적인 

목적하에 성립된 관할중재법(USA. 
Arbitration Act)은 중재계약의 

유효(Validity) 부가회성과 

집행가능성 (Enforceability) 을 

규정하고, 소송절차의 정지(Stay of 
Trial)와 법원에서 사건을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재로 옮기는 

특정 이 행 (Specific Perfermance)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1968년 10월 

뉴요크 협약^ 가입했으며 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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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기관으로는 미국중재 협회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가 

있다. 미국중재협회는 1926년에 

미국중재위원회 (Arbitration Society of 
America)와 중재재단(Arbitration 
Foundation)의 합병으로 탄생한 

것으로 미국 내 23개 시에 지부를 둔 

세계 최대의 중재기관이다.

2. 대법계 중재제도

대법계의 중재제도는 성문화된 

외국의 중재 중에서 외국의 

중재판정을 내국 중재판정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이를 제의, 실행할 수 

있으며 중재법은 대체로 

민사소송편별에 넣고 있다.

가) 프랑스

프랑스는 1806년 나폴레옹 법의 

민사소송법에서 중재절차를 

제정하였다. 사법 제 1006조 

중재계약서에 계약물 및 중재인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다. 중재의 실체적 

판정은 엄격히 법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그 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중재인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선임되며 중재판정의 내용에 

관하여 다시 법원에서 다룰 수 있다. 

그것은 제 1심 판결의 항소와 같이 

취급되므로 프랑스법상의 중재는 

재판의 하부기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으로는 

파리중재회의소(Paris Chamber of 
Arbitration)가 있다.

나) 일본

일본의 중재제도는 1890년 

민사소송법 제정시에 서구식 

중재제도를 도입한 것을 그 효시로 

한다. 민사소송법에 중재에 관한 것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것은 현재도 

유효하며 단행법으로 된 중재법은 

없다. 이 중재제도의 도입은 자국 

산업계의 필요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조약 개정과 지위 개선을 노린 무 

비판적 도입이었으므로 제2차 

세계대전때까지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으며, 1922년 차지차조정법을 비롯 

소작조정법, 상사조정법, 

금액실무조정법 등이 잇달아 입법 

발달되어 조정제도가 오히려 많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해사중재는 

일찍부터 발달하여 1918년 

신호해운조합 안에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것이 신호해운집 회소를 

거쳐 현재의 일본해운집회소가 되었다. 

일본은 1923년의 제네바 의정서, 

1927년의 제네바 협약, 1958년의 

뉴욕협약 등에 가입하였으며, 이국간의 

조약 체결도 활발하여 통상해운 조약 

속에 중재조항을 삽입하고 중재판정의 

유효성과 그 집행을 상호 보장하고 

있고체약국은현재 14개국으로되어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중재기관으로 

사단법인 국제중재협회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설치되어 

미국상사중재협 회 , 모스크바 

상공회의소직합회 등 현재 기 개의 

외국 중재기관과 중재협정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40개국과의 중재망을 

형성하고 있다. 동협회에서는 그 

외에도 중재인 명단을 작성 비치하고 

상사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중재 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중재의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

1• 의의 및 현황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일명 

뉴욕협약)이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주도 아래 1958년 6월 10일 미국 

New York에서 채택됨으로써 각 

체약국 내에서는 외국 중재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73년 2월 8일 가입, 

동년 5월 9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유일의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 원에서 내려진 

중재판정도 본 협약 체약국간에서는 그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본 협약 가입시 

한국법상 상사 관련의 분쟁에 한해서 

이 협약을 적용할 것과, 외국 

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 한해서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을 유보 선언한 바 있다.

2.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요건 

및 절차

가) 요건

중재판정이 뉴욕협약에 따라 

가입국들 내에서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 유효한 중재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一중재판정이 적법한 중재절차에 

의해서 내려져야 한다.

- 그 판정이 내려진 국가에서 

구속력이 있는 판정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외국 중재제도의 승인 및 집행은 

집행국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나) 절차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절차는 먼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필요한 

변론을 거쳐 집행판결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승인 •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뉴욕협약 제 3조, 중재법 제 14조). 

따라서 절차의 개시에는소정의 방식에 

의거 당사자 및 승인 • 집행을 구하는 

외국 중재판정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 집행에 대한 

관할법원은 중재계약HI서 지정하거나 

또는 중재계약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재판상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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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New York 협약 가입국 （1990년 10월말현재 82개국）

국 가 명 국 가 명 국 가 명

Algeria France Niger
Antigua and Barbuda German Federal R叩ublic Nigeria

Ghana Norway
Greece Peru
Guatemala Panama
Haiti Philippines
Hungary Poland

Benin(Dahomey) India Rumania
Indonesia San Marino

Burkina Faso Ireland(Rep) Singapore
Israel South Africa

Byelorussian S.S.R Italy Spain
Japan Sri Lanka
Jordan Sweden

Central Africa Democratic Kampuchea Switzerland

Kenya Syrian Arab Republic
China (People's Republic of) Korea Tanzania

(Republic of) (United Republic of)

Kuwait Thailand
Lesotho Trinidad and Tobago
Luxemburg Tunisia

Czechoslovakia Madagascar Ukrainian S.S.R.
Malaysia United Kingdom
Mexico Uruguay
Monaco U.S.A.
Morocco U.S.S.R.
Netherlands Vatican(Holy See)

New Zealand Yogoslavia

경우에 이를 관할하여야 할

법원（뉴욕협약 제 3조）이 된다.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 집행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실제적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중재판정의 

승인 • 집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있다.

외국 중재판정이 승인 • 집행되기 

위하여는 특수한 점을 제외하고는 

내국의 중재판정의 승인 • 집행절차의 

기본원리, 즉소송절차의 기본원리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고 종국판결에 

의하여 그 승인 • 집행의 가부가 

판단된다.

일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력은 전적으로 내국법에 따르게 

되므로내국의 강제집행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 거절사유

- 중재합의 자체가 무효인 경우

- 일방 당사자가 중재절차 진행에 있어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않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해 응할 수 없었던 경우

- 판정이 중재부탁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판정이,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판정이 

내려진 국가에서 취소된 경우

-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중재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NEW YORK 협약의 효력

우리나라의 경우 첫째 헌법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둘째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조약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New York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한국에서 

내려진 국내 중재판정도 동 

협약체결국 내에서는 승인 ・ 집행될 수 

있다.

무역 클 레 임

1. 클레임의 정의

클레임이란 손해를 입은

측（Claimant）에서 상대방（손해책임자 : 

Clamee）에게 불평, 불만 등을 

손해배상의 요구로까지 발전시키는 

구상（求償） 행위를 말하며, 이에는 

운송중이거나 보관상의 사고에 의하여 

화물손해가 생겼을 때 피해자가 

선박회사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화물에 관한 

클레임과, 매매당사자의 일방이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시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는 무역클레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 할 

때에는 우자를 말하고 양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이것을 무역 클레임이라고 한다.

또한 클레임은 객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주관적인 불평, 불만은 

Complaint 라고 한다.

2. 클레임 종류

가） 매도인의 클레임과 매수인의 클레임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1953（1936년 제정, 1953년 1 차 개정, 

1967년 2차 개정, 1976년 3차 개정, 

1980년 4차 개정, 1990년 5차 개정. 

ICC Pullication No 460）〕에 의해 

매도인은 계약된 물품을 선적기일 내에 

선적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신용장 

개설과 대금지급 의무가 있는 바 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제기된다.

이밖에 수출 클레임（Export Claim）과 

수입 클레임 （Import Claim）, 피할 수 

있는 클레임（Avoidable 이aim）과 피할 

수 없는 클레임 （Unavoidable Claim） 
등이 있다.

3. 클레임의 발생원인

가） 직접적인 원인

- 상담, 계약, 계약수행 등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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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접적인 원인

⑴ 언어의 상이

⑵ 상관습과 법률의 상이

•국제 상관습 법규

• Incoterms, 1953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83 
Revision)

• Uniform Rules for the Collection 
of Commercial Paper

• Warsaw-Oxford Rules, 1932 on 
CIF Contracts

•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

• 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 Relating to Bill of Lading, 1934
• York - Antwerp Rules, 1950
• Marine Insurance Act, 1906
• The Harter Act
• Model Law on Trademarks, 

Trade Names and Unfair 
Competition

•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f the Recon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뉴욕협약)

• The Sale of Goods Act, 1893
• UNCITRAL(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 국제무역법위원회는 

국제무역법의 점진적 조화와 

통일의 증대를 목적으로 1966년 

12월 17일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설립되어 연 1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며 임기 6년인 

36개 회원국으로구성되어 있고,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 국제물품구매

• 국제지급

• 국제해상운송

• 국제상사중재

• 다국적 기업

• 생산물 매임

• 전화, Telex에 의한 통신(암호 사용에

따른 해석상의 문제)

• 신용조사의 미비

• 운송중의 위험

• 도량형의 상위

- 영국: Long ton(2, 240 lbs)
- 미국: Short ton(2,000 lbs)
- 독일 : Kilo ton(M/T)

(2,204. 616 lbs)
• 상대국의 법규에 대한 무지

- 식품위생법 (예 : 미국의 FDA)
- 독점금지법

- 상업소유법

4. 클레임의 형태

가) 품질에 관한 것

- 품질불량(Inferior Quality)
- 품질상위 (Different Quality)
- 부정품질 (Wrong Quality)
- 등급저하(Inferior Grade)
- 이품혼입

- 각종 손상

- 변질(Deterioration)
- 변색 (Discoloration)

나) 수량에 관한 것

- 출하부족(Short Shipment)
- 착하부족(Shortage)
- 착하과다(Over Landing)
- 중량감소(Diminution)
— 중량부족(Light Weight)
- 중량계산상위 (Miscalculation of 

Weight)

다) 수송, 수도에 관한 것

- 하역손상

- 출하지연, 상위

- 과잉, 부정출하

- 불출하(Non - Delivery)
- 재출하(Re - Shipment)
- 도중환적 (Transhipment)
- 불완전 포장(False Packing)
- 분실 (Missing)
- 도난 (Pilferage)

라) 가격, 결재에 관한 것

- 가격조정 (Price Adjustment)
- 과잉지급(Over Payment)
- 반송비

- 재포장비 (Repacking Charge)
- 하인(Expenses for Marking, 

Wrong & No Marking)
- 수선비 (Reparing Charge)
- 창고료(Storage)
- 검사료(Survey Fee)
- 특별운임 및 관세

- 특허료 지급(Payment for Royalty)
- 벌금 또는 과료

- 결재대금 외의 청산

- 어음부정할인

마) 서류에 관한 것

- 부정매입 (Incorrect Invoice)
- 기재사항의 상위(Misdescription)

바) 계약에 관한 것

- 계약불이행(Breach of Contract)
- 계약취소(Cancellation of 

Contract)
- 용선계약파기 (Cancellation of 

C/P)

5. 클레임의 해결형태

•클레임의 철회

- 자진철회

- 반증철회

•클레임의 거절

•클레임의 수락

- 전부 수락

- 일부 수락

6. 클레임의 제기 시기

가) 기간 명시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클레임 제기에 관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수출할

경우 가장 유리한 클레임 제기 시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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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간 명시가 없는 경우

- 한국 상법 제 69조(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자체 통지의무 : 표 

2 참조)

- 미국 통일 상업과 영국 물품 

구매법 : 합리적인 기간 

내에(Within a Reasonable Time)
- Warsw 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1932. wp 19 wh : Rights 
of Buyer as to Inspection of 
Goods(표 3 참조)

다) 출소 시한

•영국

- 단순계약: 6년 내

- 날인계약: 12년 내

〈표 1> 기간 명시가 있는 경우의 클레임 제기시기 예

Dispute or Complaint by Buyer arising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made in 

cable within one week after arrival of the cargo in the destination port. Public 

surveyor's report, when the quality and quantity of merchandise is in dispute,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forwarded by airmail so as to reach seller within 30 day 

after cabling.

〈표 2> 한국 상법 제 69조(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통지 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 3> Warsw Oxford R니es for CIF Contract（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The Buyer shall into be deemed to have accepted the goods unless and unitl 

he shall have been given a reasonable opportunity of inspecting them, either on 

arrival at the point of destination contermplated in the contract of sale or prior to 

shipment, as the buyer may in his sole discription decide, and resonable thim in 

which to make such inspection. The Buyer shall, within 3 days from the 

complection of such inspection, even though this has been a joint inspection, 

give notice to the seller or any matter or thing by reason where of he may allege 

that the goods are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f sale, if the buyer shall 

fail to give such notice, he may no longer exercise hisrights of rejection of goods. 

Nothing in this Rules shall effect any remedy to which the buyer may be entitled 

for any loose or damage arising from latent defect, or inherent Quality or vice of 

the goods."

• 미국

- 매매계약위반 : 4년 내

(U.C.C 2-725)
•한국

- 목적물의 수량 부족, 일부 멸실 :

1년 내(민법 제 574조)

- 종류 구매와 매도인의 지체 담보 :

6개월 내(민법 제580〜582조)

7. 클레임의 해결방법

•당사간의 교섭

- 청구권의 포기 (Waiver of Claim)
- 화해 (Amicable Settlement)

•제삼자의 개입에 의한 방법

- 알선(Intercession),
- 조정 (Arrangement)
- 조정 (Conciliation)

- 중재 (Arbitration)
• 사법기관에 의한 방법 

- 소송(Litigation)

클레 임 사 례

1•사례 I

• 제 기 자 : 필리핀의 S사
• 피제기자 : 한국의 D사

• 제기품목 : 형광등 

• 제기원인 : 포장 불량 

• 제기금액 : US $ 20,000 
• 포장방법 : 17 cardboard cartons 

(72 X 28 X 33 cm) 
Containing a total of 
10,000 'J-type' lamps 
individual packed in 
cardboard boxes, 20 per 
display box 
(24 X 14 X 5 cm)

가) 제기경위

필리핀의 S사는한국의 D사로부터 

1987년 1월 형광등(Ball Fluorescent 
Lamps；220 V X 18WX60HZ) 10,000 
pcs를 US $ 40,000(Color 2,000 pcs 
460 $ 9,200, Daylight 4,000 pcs 
410 $ 16,400, Warmwhite 4,000 pcs 
410 $ 16,400)에 수입하기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함에 따라 D사는 동년 

3월 말 선적 완료하였고 4월에 동 

물품이 도착하여 검사해 본 결과, 약 

65%가 포장 불량으로 인하여 

파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전압 

Voltage도 185 V・250V까지 일정치 

않다고 하면서 이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하여 왔음.

나) 피제기자측 답변

D사는 중재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65 %가 포장 불량으로 파손되었다는 

것은 당사가 완벽한 생산, 검사, 

선적하였으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필리핀의 불성실한 하역작업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전압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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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Survey Report)를 보내주면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음.

다) 처리결과

S사는 공인검사보고서를 작성 

송부하여 왔으며 D사는 이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당사자간에 US $ 20,000 
배상키로 합의하여 송금 완료함으로써 

본건은 종결됨 .

2. 사례 n

• 제 기 자 : 영국의 B 사
• 피제기자 : 한국의 D사

• 제기품목 : J - type Halogen Lamps
• 제기원인 : 포장 불량

• 제기금액 : US $ 15,600
• 포장방법 : Carton Box

each Individual box 
adequate packing

가) 제기경위

영국의 B 사는한국의 D 사로부터 

1988년 2월 “J-type” Halogen 
Lamps(220/240V 500W/300W) 
10,000pcs를 US $ 15,000에 수입키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이에 D사는 

3월 2일 xx 항공편으로 

선적완료하였으나

B 사는 도착된 물품이 포장 불량으로 

인하여 80%가 Filament 가 

단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물품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클레임을 중재원에 

제기.

나) 피제기자측 주장

D사는 B 사에서 포장 불량으로 인한 

동 클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검사보고서 (Survey Report)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B사는 

영국의 xx사의 검사 의뢰를 하여 4월 

12일자 발행된 검사보고서를 중재원에 

보내왔음.

다) 처리결과

D사는 검사보고서에 나타난 

10,000pcs 중 총 38 % 에 해당하는 

3,817 pcs7} 포장 불량으로 인하여 

Filament가 단선되었음이 나타나 

있으므로 동 3,817 pcs를 무상으로 

선적해 줄 용의가 있음을 중재원을 

통하여 알려옴에 따라 의사를 타진한 

결과 B사에서도 최종 동의하였고 동 

물품을 선적해 줌으로써 본건은 

해결되었음.

3. 사례 m

• 제 기 자 : 태국의 T사

• 피제기자 : 한국의 D사, H사

• 제기품목 : Refined Naphthalene 
Crystals

♦ 제기원인 : 포장불량

• 제기금액 : US $ 1,728.60
• 포장방법 : 25 Kgs Net in 4 ply 

Kraft paper bag with 
P.E.Liner Film Inside

가) 제기경위

태국의 T사는 1988년 11월 말경 

우리나라의 d사와 나프타린 660 bags 
16.5MT(1 FCL) ⑧ $ 80이MT을 

US $ 13,200(CIF)에 수입키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D사가 선적한 동 

물품이 도착되어 검사해 본 결과 포장 

불량으로인하여 1,720 kgs 상당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이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하여 왔음.

나) 피제기자측 답변

D사는 중재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ALLRisk(전위험담보)로 

부보하였으므로 수출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밝혀왔고, 또한 보험회사인 

H 사는 T 사에 구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를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껏 받지 못하였으므로 클레임의 

50 %를 보상해 줄 용의가 있음을 밝혀 

왔음.

다) 처리결과

중재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즉시 

T 사에 통보하였으나 아직껏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아 T사는 H 사의 

제안을 听}들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사료됨 .

4. 사례 IV

• 제 기 자 : 우리나라의 A사

• 피제기자 : 이태리의 D사

• 제기품목 : Room Air Conditioner
• 제기원인 : 포장 불량

• 제기금액 : w 141,583,486
• 포장방법 : Each Carton was packen 

in wooden crate with the 
contents protected with 
styrofoam on 4 corners 
and then covered with 
cardboard around, which 
was secured with pp 
bands. One carton was 
containing one(l) unit of 
Room Air Conditioner

가) 제기경위

우리나라의 A사는 1991년 이태리의 

D사로부터 가정용 에어콘디쇼너 800대 

US $ 472,000(US $ 59이a)에 

수입하기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함에 

따라 D 사는 선적 완료하였고 동년 말 

물품이 부산항에 도착하여 검사하여 본 

결과 포장 불량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에어*] 파손되어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어 이태리 D사의 기술자들 입회하에 

이를 확인하고 일부는 수리하여 

판매하고 333대는 반송조치하였으나 

판매된 것이 계속 반품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W 141,158,348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수입(대외)클레임을 중재원에 

해결 의뢰하여 왔음.

나) 피제기자측 답변

이에 대해 이태리의 D사에서는 

중재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Sample 
발송시 제기자로 부터 포장에 대한 

특별한 요청이 없었으며 그동안 많은 

수출을 통하여 이러한 포장 불량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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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은 제기받은 적이 한번도 

없으므로 수락을 거부함.

다） 처리결과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없으므로 

본건은 최종적으로 이태리의 중재나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음을 통보.

5. 사례 V

• 제기원인 : 규격상이 및 중량 미달 

（그림 1 참조）

가） 답변내용

• H사 :물품선적 전에 한국메리야스 

시험검사소의 검사 결과 

합격판정을 받았으므로 책임이 

없다.

• Z사:품질 불량을 증명할 수 있는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

나） 제 2차 제기내용

- 검사보고서 발송

다） 처리내용

제기자가 서울에 출장옴으로써 

중재원에서 3자 회담을 개최하여 

제기자가 가져온 3개의 샘플을 본 결과 

약간의 중량이 미달되었으며 규격은 

계약보다 0.5〃 정도 적은 것을 

발견하고 최종적으로 $ 8,000을 

보상해 주기로 합의함.

라） 문제점

매수인의 철저한 신용조사와 철저한 

작업공정으로 완벽한 물품을 

수줄하여야 함.

6. 사례 VI

• 제기 원인 : 선적 지연（그림 2 참조）

가） 답변내용

〈그림 1> 사례 V （규격상이 및 중량미달）

규격상이 및 중량미달:$20,000

화물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그리이스 Piraeus 항에 정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X사가 주선하고 

있는 환적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A 
사에서 직접 환적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약 $16,000에 

보상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

나） 제 2차 제기내용

Piraeus항에서 Tunis항까지의 

운송비 16,092 +선적비 8,000 = $ 
24,092 청구

다） 처리내용

피제기자가 동 금액을 수락하되 반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내년 입찰가액에서 

차감키로 합의 .

7. 사례 V

• 제기원인 : 수량 부족（그림 3 참조） 

가） 클레임의 청구

S 사의 사장이 현지 출장하여 

2,200타 중 1,200타는 선적했으니 

이에 상당하는 금액 약 20,000$은 

Unpaid 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여 

각서를 받고 동 금액을 지불하여 줌 

그후 물품검사를 해본 결과 1,07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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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34.79）만이 선적되었음을 

확인하고 즉시 Amsterdam 소재 

S • G • S • 검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클레임을 청구함.

• 청구액

- 금액과 실제 선정된 물품 

금액차액 : US $ 1,465.21
- 포장불량으로 인한 손해액 : 

US $ 556.04
- S • G • S 검사보고서 작성비용: 

US $ 500
— 선적지연에 대한 손실액 : 

US $ 1,853.47
- 수입세 : US $ 1,170.43
- 내륙운송비 및 세관비용 : 

US $ 801.77
총 계 : US $ 6,886.92

나） 답변내용

80년 10월 동사의 사장이 유럽 

출장시 해결하겠다고 함.

다） 제 2차 청구

서울 Agent 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진정함으로써 

서울 지방 검찰청에 사건 이첩

라） 처리결과

본건 담당자가 법원에 출두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담당검사와 

대금지불을 하여줌으로써 처리 종결.

〈그림 3> 사례 W（수량 부족）

기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50% 정도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금액에서 불량품에 대한 

Ingot 금액을 공제한 $4,3쒸 .20을 

보상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

•H사가 인정하는 불량품(50%)
42〃4,000 sets XUS $ 1.00 =
US $ 4,000
60z/ 3,500setsXUS $ 1.10 =
US $ 3,850(Total 7,850,00)

•불량품에 대한 Ingot 금액 

42〃4,000setsx 325 G/set = 
1,300 KG
60〃 3,500setsX 464 G/set = 
1,624 KG(Total 2,924 KG 
Ingot Price)
(FOB US $ 1,200/T)

2,924 KG XUS $ 1.2 이 KG 二
US $ 3,508

• US $ 7,850 - US $ 3,508 =
US $ 4,341.20

나） 처리결과

제기자가 수락하고 H 사가 

송금함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됨.

다） 문제점

수출입 계약체결시 품질에 관하여는 

언급하지만 품질 결정시기에 대하여는 

명기하지 않으므로 수출시에 매도인 

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인 T.Q. Terms 
를 이용함이 바람직하다.卷

마） 문제점

콘테이너 운송중 CY/CY의 경우 

Sealing을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하므로 

제조업자와 수출자가 다른 대행수출의 

경우 반드시 주의요.

8. 사례 네I

• 제기원인 : 품질불량

가） 답변 내용

제기자의 클레임 서한과 선적 당시

〈그림 4> 사례 네（품질불량）

물품공급

Can ad

T

반품

및

수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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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연재

골판지 상자의 포장강도설계 및 

평가시험방법⑴

山口誠

1•머리말

골판지는 값이 비교적 저렴하고, 

폐품으로수집하여 리사이클이 가능한 

포장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용도로는 외장 골판지 상자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밖에 

내장 • 개（個）장이나 완충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외장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는데, 먼저 골판지 상자의 

제조공정과 골판지 상자에 필요한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2. 골판지의 특징

골판지 상자를 구성하는 골판지 

시트는〈그림 1〉과 같이 라이너（표면 

라이너와 이면 라이너）와 골심지를 

접착시킨 것이다. 따라서 골판지 시트는 

3장의 종이로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두께를 가진, 

강성（剛性）있는 판자와 성질을 갖는 

것이 그 특징이다. 또한 재료가 

종이이기 때문에 외력에 약하고, 

골심지의 골이 짓눌려서 변형되기 쉽다. 

그«리고 습기를 흡수하여 강도가 

저하되기 쉽다. 그러나 골을 짓눌러서 

괘선을 넣어 자유롭게 접어 굽힐 수 

있는 것도 골판지의 특징이다. 따라서 

골이 짓눌린다는 것은 골판지 

상자로서는 오히려 필요한 기능이기도 

하다.

3. 골판지 상자의 제조방법

1） 골판지 원지

골판지에 사용되는 골판지 원지는 

표면과 이면에 사용되는 라이너 원지와, 

중간의 골부분에 사용되는 중심（中芯） 

원지가 있다. 라이너 원지는 크라프트 

펄프 또는 회수한 폐골판지를 원료로 

하여, 6〜8 겹으로 종이를 뜬 것이다. 

폐골판지를 사용하지 않은 크라프트 

라이너는 별로 없고, 최근에는 표면층 

이외에는 폐골판지만을 사용한 주트 

라이너가 많이 人용되고 있다.

골심지 원지는 앞뒤 2장의 라이너 

사이를 접착시켜 구성하는 것이므로, 

싱글 훼이서（A Flute） 싱글 훼이서（A Flute） 더블 훼이서에 연속

골이 쉽사리 변형되지 않는 강성이 

요구된다.

골심지 원지는 중성아황산법으로 

처리된 세미케미컬 펄프로 종이를 뜬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골심지 원지에도 폐골판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2） 골판지 시트의 제조

골판지 시트의 제조기계를 

골게이터라 한다（그림 2）. 골심지 

원지는 가열한 후 2개의 단（段）롤러 

사이에서 골이 형성된다.

그리하여 골의 凸 부분 표면에 풀칠을 

한 롤러를 녹말풀이 칠해지면 뒷면 

라이너와 맞춰져서 편단（片段）의 형상이 

된다. 다음 공정에서는 그 편단 끝에 

녹말풀이 칠해지고 표면 라이너와 

맞춰져서 골판지 시트의 형상이 된다. 

그 다음 골판지 시트는 증기로 가열한 

열판에 의해 가열됨으로써 녹말풀의 

더블 훼이서 슬릿터 스코알라 커트오프 시트 스태커

〈그림 2> 골게이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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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접착이 이루어진다. 그 후 골판지 

시트에 골과 직각방향의 괘선을 넣어 

1장의 골판지 치수대로 재단한다. 

기계로 제조된 직후의 골판지에는 많은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수분이 

증발할 때까지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

3) 인쇄 • 제함공정

기계로 제조된 골판지 시트는 

프린터 • 슬로터에 의해서 인쇄되고, 

홈과 세로방향의 괘선이 넣어진다. 

최근에는 프린터 • 슬로터에 

폴더 • 글루어(풀칠과 꺾어 접는 기계)를 

접속시켜 인쇄에서 제함까지 연속 

가공하는 공정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련의 공정이 단숨에 완료되는 과정이 

골게이터 가공과 합쳐져서 2단계의 

가공으로 골판지상자 제조가 끝나므로, 

작업효율면에서 유리하다.

4. 외장 골판지 상자에 필요한 기능

외장 골판지 상자에 필요한 기능은 

유통시의 보호기능이다. 이 기능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i) 하역 작업에 있어서 골판지 상자 

자체가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역작업에서 골판지 상자가 

파손된다면「외장」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파손을 

염려하여 종전에는 파열강도가 중시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팰리트에 짐을 쌓은 채로 수송하는 

「일관 팰리타이제이션」의 보급에 

따라, 하역작업이 개선되어 

파열강도는 크게 문제되 지 않고 

있다.

ii) 하역작업으로 인해서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하역작업중 

낙하충격으로 인한 내용물 및 

낱포장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기능도 외장에 필요한 

기능이다. 골판지 상자 자체도 

완충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불충분할 경우에는 

간막이 등의 완충재를 사용하여 

완충기능을 보완할 수도 있다.

iii) 적재보관중에 찌그러지지 않아야

〈표 1> 외장용 골판지에 필요한 파열강도(양면 

골판지 사용의 경우, JS Z 1506 및 1516)

최대총중량(kg) 파열강도(kg f/ cm2)

10 6.5 이상

20 8.0 이상

30 12.0 이상

40 16.0 이상

한다. 골판지 상자를 창고에 쌓아 

보관하는 동안에 찌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골판지 상자가 찌그러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품질상의 중요한 

문제로서 적재하중에 견디는 기능 

즉, 압축강도는 최근 더욱 더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의 외장 골판지 상자에 필요한 

기능을 다음에서 부연 설명한다.

1) 하역작업에 견디는 강도

하역작업으로 인한 골판지 상자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골판지 

상자의 기본적인 필수기능이다. 이러한 

파손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골판지의 경우에는「파열강도」를 

사용한다. 파열강도는 골판지 시트의 

파손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면과 

이면의 라이너 원지의 강도로써 

나타낸다.

그렇다면 골판지 상자의 강도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 방법은 골판지 

상자에 채워진 화물의 총 중량에 

따른다. 즉, 중량이 무거운 화물일수록 

화물의 하역작업시에 상자에 작용하는 

하^] 크므로 그만큼 튼튼한 재질로 

구성된 골판지를 사용해야 한다. 

〈표 1〉은 JIS에서 규정한 화물의 총 

중량>11 대한 파열강도 필요치의 표준을 

나타낸 것으로서, 국내의 통상적인 

수송에서는 이 수치에 의해서 설계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 

설명하는 압축강도와 비교하면 그 

중요성은 낮다.

2) 골판지 상자의 압축강도

「적재보관중에 찌그러지지 않는 일」 

즉, 압축강도 문제는 골판지 상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상품은 

유통과정에서〈그림 1〉과 같이 창고에 

높이 쌓아 대량 보관하는 것이 

보통이다. 총 중량 20 kg의 화물을 

15단으로 쌓았을 경우, 최하단의 

화물에는 그 위에 쌓인 화물의 하중을 

받게 되므로, 최하단의 골판지 상자는 

(15-l)x20 = 280(kg)의 압축하중에 

견딜만한 강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골판지 상자의 재질구성은 압축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즉, 

하역작업에 견딜만한 강도는 

충분하더라도 압축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질을 강화해야 할 경우가 

많다. 바꿔 말하면, 외장 골판지 상자의 

가격은 압축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림 3> 팰리트에 쌓인 골판지 상자의 상품

〈그림 4> A-1 형(0201 형식) 골판지 상자의 
전개도 및 입체도(JISZ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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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골판지 상자의 구조 특징과 

강도와의 관계

1） 골판지 상자의 제조공정과 구조의 특징

가「AT 형（02어 형식） 골판지 상자의 

제조공정과 종이결 방향과의 관계 

골판지 상자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상자가 있지만 여기서는 외장 골판지 

상자로서 가장 일반적인 A-1 
형（신규격으로 02（）1 형식으로 명명）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A-1 형이란〈그림 4〉의 전개도로써 

만든 상자인데, 그 제조공정은〈그림 

5〉와 같다.〈그림 5〉와 같이 A-1 
골판지 상자의 제조공정은 우선 

골게이터에 의한 접합공정이 있고, 

다음에 프린터 • 슬로터 • 폴더 • 

글루어에 의한 제함공정이 있다. 이들 

공정의 특징은 접합공정에서는 종이의 

흐름이 원지를 말아감는 방향（종이결의 

세로 방향,〈그림 6） 참조）인데 반해, 

제함공정에서는 시트의 흐름이 원지의 

스코어.

편면 골판지

乎 풀칠

풀칠

골심지 원지
표면 라이너 원지

플렉소 인쇄 유니트

인쇄 판

풀칠부
폴더 글루어

'、卜 폴딩부

풀칠

〈그림 5> A니 형（0201 형식） 골판지 상자의 제조공정

종이폭 방향（종이결의 가로방향, 그림 

6） 참조）이라는 사실이다. 즉, 우선 

원지를 종이결의 세로방향으로 

진행시켜서 시트를 만들고, 다음에 

시트를 參］결의 가로방향으로 

진행시켜 상자를 만드는 두 공정으로써 

제조가 완료되므로 제조효율이 좋다.

나. 괘선의 역할

괘선의 기능은 골판지 시트를 접어 

구부리게 하는 일이다. 괘선의 가공은 

〈그림 7〉과 같이 골판지 시트를 상하 

2개의 롤러로 강하게 찍어 누른다. 

괘선에는〈그림 8〉과 같이, 골과 

직각으로 넣는 스코어와 골과 평행으로 

넣는 크리矛卜 있다. 스코어는〈그림 

8〉과 같이 골의 방향과 직각으로 넣는 

괘선인데, 상자를 대량 생산할 경우에는 

골게이터（접합공정어］서 시공된다. 

크리즈는 골과 평행인 괘선이기 때문에 

꺾어 접었을 때, 꼭 괘선의 중앙에서 

접어지지는 않아, 스코어에 비해서 접는 

위치가 부정확하다. 크리즈는 보통

열판

싱글 훼이서
이면 

라이너

원지 

슬로터 유니트

〈그림 6> 종이결의 세로방향과 가로방향

제함공정에서 시공한다.

2） 골판지 상자의 구조와 압축강도와의 관계

여기서는 골판지 상자의 압축강도가 

어떤 요건으로 정해지는지 골판지 

상자의 구조상의 특징과 대비해서 

생각해 본다.

골판지 상자의 압축강도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가. 수직방향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

〈그림 9〉의 （a）는 A-1 형（0201 
형식） 골판지 상자가 압축하중을 받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인데, 그 상자의 

일부를 잘라내어 보면,〈그림 9〉의 

（b）와 같이, 세워 놓은 골판지 시트의 

상단에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좀더 세밀히 분석해 

본다면,〈그림 9〉의 ⑹와 같이 표면 

라이너 • 골심지 • 뒷면 라이너 등 3장의 

판지（두꺼운 종이）를 세워놓고, 그 위에 

하중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 때 그 

재질들이 다똑같다면, 세워 놓은 

판지의 강도는〈그림 9〉의 ⑹와 같은 

판지의 길이에 비례한다. 그리고 

골심지는 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너보다는 길고, 그만큼 강도도 

크다.〈그림 9） ⑹의 각 판지의 

압축강도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즉, 

〈그림 9） （d）와 같이 일정한 치수로 

절단한 띠 모양의 시료（試料）를 둥글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압축하여 그 

좌굴하중을 측정한다（JIS p 8126 
판지의 압축시험방법〈링러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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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h골판지의 두께

〈그림 8> 괘선의 종류(스코어와 크리즈)〈그림 7> 괘선과 조립치수와의 관계

〈그림 10〉압축하중을 받고 있는 골판지 상자를 

동부에서 절단한 형상

〈그림 9> 골판지 상자 (a), 골판지 시트 (b), 원지 

(c)가 압축하중을 받는 상황 및 원지의 압축강도 

측정원리 (d)

〈그림 9〉(b, c, d)와 같이 AT형 

상자의 경우 압축 방향은 종이결의 

가로방향이므로 판지의 압축강도는 

종이결의 가로방향으로 압축한 수치를 

사용한다.

다음에는〈그림 9) (a)와 같이 

압축하중을 받고 있는 골판지 상자를 

〈그림 10) (a)와 같이 동부(胴部)를 

절단해 보면, 상자 전체로서는〈그리 

10) ⑹와 같은 액자 모양의 골판지 

시트로써 하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자 전체로써 

수직하중에 견디는 강도는 시트의 

재질구성이 같다면 상자 동부(胴部) 

둘레의 길이(〈그림 10) (b)에서는 

2 X (X + Y)cm)가 길수록 강&卜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측면 굴곡에 견디는 강도

골판지 상자 윗면에 수직하중을 

받으면 (〈그림 9) (a),〈그림 8> (a)), 
상자 측면은〈그림 11) (a)(b)의 

수직단면도와 같이 상자의 바깥쪽 

(〈그림 11〉(a)), 또는 안쪽 (〈그림 11〉 

(b))으로 굽어져 , 옆면의 중앙부는 

점 C 에서 점 G 으로 이동한다. 하중이 

더욱 증가하면, 옆면의 굴곡은 더욱 

심해지므로 점 G의 이동량도 

증가한다. 윗면 T점에 걸리는 하중의 

방향은점 T-B-C를 연결하는 

수직방향^므로 중앙부의 점 C에서 

G 으로 이동하는 하중방향과의 

「엇갈림」이 클수록 점 ©에 걸리는 

굴곡응력이 커진다. 따라서 C에서 G에의 

이동량이 커지면「엇갈림」은 

가속적으로 확대되어 마침내 좌굴되고 

만다.

이러한 굴곡에 견디는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는, 골판지 시트의 

두께이다. 시트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굴곡에 대한 강성이 높아진다. 다음 

요인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시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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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안쪽으로 굽은 경우

〈그림 11> 수직하중에 

의해 골판지 상자 

측면이 굽어지는 현상

〈그림 13〉압축하중에 

의한 측면굴곡

재질 구성, 특히 골판지 강성이 

중요하다. 골심지의 골이 찌그러지면 

시트의 강성은 크게 저하된다.

또한 상자의 형태도 중요하다. 우선 

상자의 깊이에 있어서〈그림 12〉와 

같이 깊이가 깊은 것과 얕은 것을 

비교하면, 깊은 쪽이 측면 굴곡에 의한 

중앙부의 엇갈림량(화살표의 길이)이 

커서 좌굴되기 쉽다. 상자의 길이와 

폭도 굴곡강도에 영향을 미친다.〈그림 

13〉과 書］ 측면의 굴곡 정도는 D-E 
길이가짧을수록중앙부의 C-F 
길이가 짧다.

골판지 시트를 제조한 후의 골 

파손은 굴곡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트의 晋］ 한 번 찌그러지면, 겉으로 

보아서는 두께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살짝 누르면 주저 앉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시트의 두께가 얇아진 

셈이다. 특히, 시트 일부분의 골만이 

찌그러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자 

측면의 중앙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더욱 

치명적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자 

측면 중앙부의 굴곡응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골이 찌그러진 부분에서 상자가 

꺾어지기 쉽다.

6. 포장 - 유통시 골판지 상자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골판지 상자가 창고에서 

찌그러졌다면 그것은 골판지 상자의 

제조단계에서부터 포장 •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취급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표 2〉는 골판지 

상자가 창고에서 찌그러진 원인을 

조사한 결과이다.

1) 메이커의 제조단계에서의 문제

메이커의 제조공정은 골판지 상자의 

압축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설계한 대로 원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표 2〉의 a)는 별문제이지만, 

설계한 대로 원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제조공정의 관리가 나쁘면, 설계한 

대로의 강도를 얻을 수가 없다.

표면과 이면 라이너 및 골심지를 

녹말풀로 접착시키는 접합 공정에서는 

골의 형상을 적정하게 성형하는 일이 

중요하다. 골 형상의 불량 여부는 

외관상으로 알 수 없으나, 시트를 골과 

직각으로 절단하여 그 단면의 형상을 

조사하면 판명할 수 있다.

〈그림 14〉는 이렇게 해서 조사한 

형상을 나타낸 것인데, 적정하게 성형된 

정상형 ⑴과는 달리, (2)〜⑸는 

부적정한 형상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2)〜⑸에서는 시트의 두께가 부족한 

경우〔(2)(3)(5)〕, 부분적으로 두께가

(a) 얄은 상자 (b) 깊은 상자

〈그림 12〉얕은 상자와 깊은 상자의 측면 굴곡 
비교

부족한 경우〔⑷〕, 골의 강성이 약하여 

찌그러지기 쉬운 경우〔(3) (5)〕인데, 

어느 경우이든 시트 굴곡에 대한 

강도가 저하된 것이다.

제함공정은 골게이터에서 

접합 • 절단된 시트에 인쇄 • 홈과 괘선 

넣기 • 풀칠 • 조립 등이 이루어지는 

공정이다. 이들 공정에서는 골판지 상자 

한 장분의 치수로 절단된 시트를 한 

장씩 인쇄 유니트 • 슬로터 유니트 등의 

기계에 정확히 집어 넣어 인쇄롤러나 

슬로터의 회전 칼날의 회전에 맞추어 

시트를 이동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기계의 피드롤러에 

단단하게 끼워서 시트를 이동시켜야 

한다. 그러나 시트를 단단하게 끼우는 

것은 골을 찌그러 뜨리게 되어 강도를 

저하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피드 롤러의 

간격은 시트를 정확히 끼울 수 있는 

최소한의 치수로 조정해야 한며, 그 

간격이 너무 좁으면 골이 찌그러져 

강도가 저하된다(〈표 2〉의 C).
또 골게이터에서의 접합 직후는 

녹말풀의 수분증발이 불충분하여 

접착이 약한 상태이므로, 일정시간 이상 

경과 후에 제함공정에 들어가야 

한다(〈표 2〉의 b).
인쇄공정에 있어서는 잉크 종류가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인쇄잉크의 

건조시간은 사용하는 잉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표 3〉과 같이 수용성 

잉크의 경우는 몇 초 이내에 

건조하지만, 유성잉크는 몇 시간씩 

걸린다. 따라서 유성잉크의 경우에는 

인쇄한 시트끼리 쌓았을 때 인쇄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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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골의 수효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골의 형상이 고르지 못하다.

〈표 2> 골판지 상자가 보관중인 창고에서 찌그러진 원인의 예

원인이 있었던 공정 찌그러지는 원인

제 조

a.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원지가 설계된 재질구성과 다르다.

b. 접합공정에서 제함공정까지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 즉, 접합 후 

수분 증발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제함 공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골이 찌그러져 압축강도가 저하되었다.

C. 인쇄 제함기의 피드롤러 조정 불량.

피드롤러의 간격을 너무 좁게 조정하였기 때문에 골판지 시트를 

찌그러뜨렸다.

d. 접합기의 롤러에 이小］ 말려들어갔다.

접합기의 롤러에 이물（커트 테이프）의 단편이 말려 들어가 골판지 

상자의 안쪽의 凹선이 생겨 강도가 저하되었다.

포 장

e. 외장기에 의해 흠이 생겼다.

외장기의 푸셔（미는 막대）가 내용물을 채운 골판지 상자를 

강하게 밀었기 때문에 凹면이 생겨 팰리트에 쌓았을 때 그 

위치에서 좌굴되었다.

f. 팰리트 적하의 어긋남.

팰리트에 적하한 후 관리불량으로 적하가 어긋나 좌굴되었다.

물 류

g. 팰리트에 쌓은 짐에 기울어졌다.

h. 우천시에 지붕旬 없는 장소에서 트럭에 실었기 때문에 

상자가 비에 젖은 채 창고에 쌓아 상자가 찌그러졌다.

i. 포크리프트나 트럭 등으로 수송할 때, 급 브레이크 때문에 

짐이 기운 것을 그대로 창고에 쌓았기 때문에 적하가 

기울었다.

〈표 3> 골판지 인쇄잉크의 종류와 성질

잉크의 종류 수용성 잉크 속건성 잉크 유성 잉크

건조기구 흡수와 증발 흡수와 확산 산화중합

건조시간 2〜 4 초 10 〜 20 분 3〜4 시간

상자의 강도 약간 저하 상당히 저하 상당히 저하

（1） 정상적인 골

〈그림 14〉골판지 시트의 골 형상

잉크가 다른 시트면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압（印壓）을 강하게 하여 시트를 

눌러 덜 마른 잉크가 시트의 凹 부에 

남도록 인쇄해야 한다. 따라서 

유성잉크나 속건성잉크를 사용하는 

인쇄에서는 강도가 대폭 저하된다.

이와 같이 제함공정에 있어서는 

강도와 공정의 정확성이라는 상반된 

성질을 다 같이 만족시켜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조과정의 관리가 

중요하며 메이커의 기술 차이가 곧 

품질（압축강도）의 차이가 된다.

2） 사용단계에서의 문제

제조과정에서 충분한 관리하에

만들어진 골판지 상자라 할지라도 

수요자에게 납품된 후의 취급상태가 

나쁘면, 본래의 강도가 저하되고 문제가 

생기기 쉽다.

가. 포장공정의 문제

포장공정에서 흔히 있는 문제는 

외장기기에 의해서 포장할 때 외장기의 

조정이 나쁘면 골판지 상자를 너무 

강하게 눌러, 골을 찌그러뜨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창고에 보관중 찌그러지는 

일이 있다■표 2〉의 e）. 이런 경우에는 

모든 상자마다 똑같은 자리에 꺾어진 

금이나 凹면이 생긴다.

또한 팰리트에 쌓을 때 팰리트에서 

튀어 나오게 쌓거나, 팰리트의 끝쪽으로 

치우치게 쌓거나 하면（〈표 1〉의 ⑥）, 

창고에 쌓았을 때 하중이 기울어 

상자가찌그러지기 쉽다.

나. 유통시의 문제

유통단계에서 골판지 상자의 강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있다. 예컨대, 

흡습열화（吸濕劣化）가 그것이다. 창고에 

보관할 때 대기습도에 의한 흡습은 

불가항력이지만, 우천시 옥외에서 

하역작업을 함으로써 상자가 비에 젖는 

등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도 있다 

（〈표 2〉의 h）.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골판지 

상자의 압축강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의 충분한 관리는 

물론 포장 • 유통 등의 모든 과정에서도 

골을 찌그러 뜨리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쇄나 

제함공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골을 

찌그러 뜨려야만 하는 서로 모순된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어려운 

문제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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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환 경

세계 고지자원시장과 그 확보전략

신 동 소 서울대 산림공학과 교수

고지활용 현황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현 시점에서 고지 

재활용은 환경문제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으며, 우리 나라와 

같은 자원 빈약국에서는 환경문제 못지 

않게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중요한다. 

1990년, 전세계적으로 제지업계에서 

사용된 원료 중 약 1/3이 다양한 

종류의 고지로부터 얻는 재생원료였다. 

1990년의 Pulp and Paper 
InternationaKPPI）^] 따르면, 전세계의 

고지소비량은 83.5백만톤을 

기록하였으며, 83.7백만톤이 

회수되었다（그림 1 참조）. 그리고

2001년까지 고지 회수는

150백만톤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즉, 

다음 세기 초까지 약 80% 이상의 고지 

회수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계적인 재생용지 사용의 

비약적인 증가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고지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도적, 기술적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들이 동일하다고 할 때, 

고지 자원을 활용한 탈묵펄프는 

일반적으로 천연펄프로 만든 펄프보다 

경제적이며, 고지 활용의 매력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고지 처리시설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자본은 펄프공장을 새로 건설하는 데 

드는 자본보다 덜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소규모의 고지 처리시설을 

시장여건에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설 

확장할 수 있는 탄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고지수집 및 재활용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추세가 

1990년대도 전세계적으로 진전될 

전망이며, 현재도 이 제도의 실시가 

여러 나라에서 이미 추진중에 있는 등 

재활용의 의무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제지산업 및 시장 

이외에 많은 영역에까지 재활용 

의무화가 확장되고 있으며, 보다 많은 

나라가 이에 동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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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小 Recovery ■ Consumption

〈그림 1> 세계의 고지 소비와 회수

(연도 : 1991)

寂골판지 ■■ 신문 〜최상질 毎혼합지 

〈그림 2> 미국의 고지 종류별 이용 비율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세계 

고지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고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의 경우 세계 

고지자원의 시장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지 자원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1990년 전세계 고지수요 중

14.8%가국제교역에 의해 공급되었다. 

〈표 1〉에 의하면, 세계 고지 수급에 

있어서 약 52%가 미국에 의하여 

공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미루어 보아 국제 고지 자원시장을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임이 분명하다.

Resource Information Systems, Inc. 
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의 고지수출은

〈표 1〉1990년 세계 고지 이용 현황

회수 소비 수입 1출 이용률 회수율

유럽 26,837 27,313 5,328 4,469 35% 36%

북미 27,552 21,558 609 6,161 25% 33%

미국 (26,242) (19,769) (112) (5,901) (29%) (34%)

아시아 23,898 28,058 5,230 680 49% 39%

호주 870 896 51 35 32% 26%

남미 3,762 4,811 1,118 4 44% 33%

아프리카 820 872 30 0 32% 23%

전세계 83,739 83,058 12,376 11,349 35% 35%

1.단위: 1,000톤
2. 미국의 현황은 북미에 포함되었음.

3. 이용률(회수율) = 전체 제지 생산량 중 고지 소비량(고지 회수량의 비율

4. 자료출처 : Pulp and Paper International(PPI)

1996년까지 매년 약 11 %의 높은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추측되며, 

1991년 6.6백만톤, 1996년
10.8백만톤의 수출이 예상된다. 또한 

수출되는 고지 종류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현재는 OCC(Old 
Corrugated Container)의 비중이 

크지만, 1996년까지 ONP(Old News 
Paper)의 상대적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 참조).

미국의 고지 수출의 증가는 첫째 

다른 나라에 비해 풍부한 고지 회수량, 

둘째 천연원료를 많이 이용한 양질의 

고지에 연유된다. 고지를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여러 국가와 남미의 국가에서는 고지가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국내 고지자원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고지 확보문제가 국내의 

고지 회수율 극대화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는 전세계 고지 수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고지 자원시장 현황 및 

변화를 잘 주시하여야 하며 그 조짐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고지 자원시장 현황

미국의 제지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1990년의 통계를 보면 

미국이 전세계 지류 생산액의 30%와 

펄프의 36 %를 차지하고 있다. 동년 

전세계적으로 소비된 지류의 33 %가 

미국의 기업, 정부 및 시민이 사용한 

것이다. 종이 및 판지의 1 인당 수요도 

1990년에 311.4kg으로 세계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1980년 중반부터 

1990년까지 수요는 25%, 생산량은 

20% 정도로 급신장하였다.

최근, 미국 내에서 발생되는 막대한 

양M 달하는 고지의 처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미국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지류 생산의 

증가와 더불어 고지의 소비와 회수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990년 미국의 제지업계는

19.77백만톤의 고지를 이용했는데, 이는 

전체 원료의 26 %를 고지로충당한 

것이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 고지 

소비량기 1/3 가량 증가되었다. 미국의 

고지 이용률은 여러 선진국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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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 고지 부문 현황 및 전망(1985〜1995)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5

회 수 17,868 20,029 21,693 23,741 24,563 26,242 28,210 38,365
수 입 79 91 115 146 157 112 100 125
수 줄 2,982 3,401 4,012 5,401 5,722 5,901 5,985 10,490
소 비 14,535 16,2기 17,339 17,858 18,344 19,769 21,320 27,000
이용률(%) 22.6 23.9 24.3 24.5 25.4 26.0 28.0 32.0
회수율%) 26.4 28.2 29.1 31.1 29.5 30.8 33.9 40.2

1•단위: 1,000톤
2. 이용률 및 회수율의 정의는〈표 I〉과 동일

3. 자료출처 : Financial Times와 PPI

낮지만, 세계 제지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역시 재생원료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나라이다표 2 참조).

고지의 회수율은 1900년 30%를 

초과하였으며, 절대 회수량은 

1985년부터 5년 동안 52%까지 

증가하였다. 1991년 신문용지에 대한 

고지사용 의무화로 8.2 %의 고지 

소비증가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수 년 

동안 고지의 회수와 소비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캐나다의 

신문용지 제조업자에 대한 고지 수출의 

증가로 대폭적인 수출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발전, 각종 

지류에 대한 높은 수요, 상당한 양의 

수출 그리고 고지의 재활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및 정부의 재생용지에 대한 

구매시책, 환경문제, 매립지의 부족 등 

이러한 여건이 미국 내 고지의 

회수활동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전세계 고지 수출의 반 이상을 

담당하는 미국의 고지자원시장은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변화는 세계 고지 

자원시장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우리 

나라의 향후 고지 수급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변화 요인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미국의 고지자원시장 변화

1) 고지이용 증대를 위한 입법

장래의 고지처리 문제에 관하여 미국 

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계속 되어왔다. 

최근까지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간주되어 온 매립에 의한 처리는 

매립에 적당한 장소 물색에 곤란을 겪게 

되자 각광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매립으로 야기되는 토양오염의 

위험으로 매립에 의한 방법은 

환경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것으로 

현재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적절한 매립지의 확보를 해결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고지처리의 경제성을 

변화시켰으며, 한편으로는 재활용이 

정치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대책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미국에서의 

처리비용은 현재 톤당 75불에 달하며, 

뉴욕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의 두 

배에 달한 적이 있었다. 미국 제지 

연합회 (API)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도시의 고형 쓰레기는 전체 

폐기물 중 45 %가 지류이고 그 중 

11 %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최근 고지 재활용을 

높이려는 미국의 열망은 대단히 높다.

고지의 재활용을 도모하는 미국의 

입법에 의한 제도는 첫째 신문용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의 

규정과, 둘째 재생용지에 대한 정부구매 

우선 시책, 셋째 각 가정에 의한 

신문지의 분리수거 의무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45개주에서는 

이와 같은 고지 재활용과 관련한 

시당국의 수집, 분리수거 및 쓰레기의 

재활용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중이다. 1988년 6월 22일 

환경처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는 “재생원료를 포함한 종이 

제품의 정부구매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ederal Procurement of Paper and 
Paper Products Containing Recovered

Materials)”을 발표하였다. 1 년 후 

구매를 담당하는 모든 연방기관은 

재생용지에 대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으며, 지방 관청도 

일정량 이상의 구매시에는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2) 고지가격의 불안정

현실적으로, 어떤 특정 공장에서 

재생펄프와 천연펄프의 혼합비율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도적인 요인과 더불어 생산되는 

종이의 최종 품질에 달려 있다. 앞으로 

고지이용으로 인한 품질의 열악을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현시점에서 고지 이용은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 앞으로 고지 

처리기술의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할 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세계 고지 자원 시장에서의 

고지가격의 추이와 수급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천연 펄프 대 고지의 

가격차는 고지의 재활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탈묵 처리나 다른 처리비용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며 또 

전세계 여러 지역에서 고지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히 천연펄프보다 저렴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고지 이용의 전망은 

밝으나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고지의 

과다공급에 있다.

1980년대 이후로고지의 과다공급과 

더불어 세계경기의 퇴조로 고지가격은 

상당히 하락되었다(그림 3 참조). 한 

예로써 뉴욕시의 경우를 들면, 

1988년말 경에는 톤당 32불 이상에 

팔리던 재생신문용지는 1990년 

중반에는 제지공장에 무상으로 

공급되었으며 1991년 중반에는오히려 

제지공장이 수거비용을 받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PPI This 
Week, 1991). 심지어 등급이 높은 

고지인 CPO 용지의 부문에서는 

1988년 후반부터 1991년 중반까지 

가격이 반 이상 하락하였다.

세계 천연펄프의 과다공급으로 표백 

침 • 활엽수 펄프의 가격 하락은 

재생용지 부문에서의 이와 같은 가격 

하락을 초래하게 만들었다. 고지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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派 * 신문, *•골판지, * 컴퓨터 인쇄용지

증가하고 수집 및 분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됨에 따라 장래에는 

안정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가격인하는 전세계적으로 

고지이용의 확대에 도움이 되며 

고지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고지 

가격인하로 인한 고지수집의 경제성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중소규모 

고지수거상의 채산성이 떨어져 결국 

고지 수집체계의 와해로 인해 오히려 

고지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고지 수입국으로서의 우리 나라는 

고지가격의 안정이 고지의 안정적, 

장기적인 확보에 도움이 되며, 비상시에 

대비하여 국내에서의 고지수집 체계의 

확대과 정부의 지원 및 입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재생용지 시장의 변화

미국제지업계는 1991년의 34% 
고지 이용률을 1995년 말까지 

40 %까지 자발적으로 올리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 달성은 많은 요인들이 

충족되어야만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테면 제지업계에 의한 재생원료 

이용률을 증대시키려는 노력,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북미 

내에서의 소비자의 수요 증가, 고지 

회수를 위한 미국 내 처리시설의 

실질적인 확장 등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고지에 대한 계속적인 해외의 

수요증가로 인한 수출에 기대를 거는

〈그림 3> 미국의 

고지 가격 하락 

（뉴욕의 f.o.b）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내수증가는 

충분히 낙관할 수 있지만 수출성장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장애가 있다. 그 

예로 중동 지역국의 전쟁과 쿠웨이트 

복구로 인한 수송선 확보의 곤란으로 

인해 1991년도수출은둔화되었고,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가격하락, 

재고 증가로 회수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이 목표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PI에 의하면 미국에서 재생용지의 

소비는 1990년부터 1994년까지 30%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증가될 근거로는 고지소비가 

전반적인 參］ 소비 증가율의 2배에 

해당되며, 1994년까지 고지로 총수요의 

30 %가 충당됨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API는 재생용지 증가량의 

72%를 OCC와 ONP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며, 수요에 있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부문은 탈묵과 ONP이며, 각각의 

연평균 증가율은 8.0%, 9.7%로 보고 

있다. 참고로 전체적인 연평균 예상 

증가율은 6.9 %로 잡고 있다.

4） 변화하는 미국의 고지처리 정책

미국은 고지 발생량^ 막대하고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므로 이의 

매립이나 소각에서 탈피할 정책 변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생산업자의 적극적인 재활용 노력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가격정책도 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서 대책을 

강구하며, 아울러 고품질의 고지 회수를 

유도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출판업자, 

기관 등 이용자의 재생용지에 대한 수요 

확산으로 말미암아 가정, 사무실에서 

나오는 고지도 과거에는 제대로 분류가 

되지 않았으므로 회수율이 낮았으나 

이제 고지공급도 증가하고 있다.

지류 생산업자도 장기적인 원료 

공급의 안정성에 매우 민감하여, 고지 

수집상이 보관, 분류시설에 투자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기적인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지의 재활용 제고는 고지의 균등한 

품질이 또한 중요하므로 고지의 균등한 

품질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생산업자 스스로 고지회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또한 

생산업자는 탈묵 시설의 용량 증설로 

미국 내에서의 이용률을 높이는 데 

동참하고 있다.

아시아의 주요 고지자원 수입국 현황

1） 일본의 현황

일본의 경제성장과 발맞추어 

제지산업은 세계 2위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였으며, 제지산업 부문에서는 

자급 자족하고 있다. 1991 년 경우 

수입에 3.7 %밖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고지 

회수를 많이 하고 있으며, 고지재생 

부문의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나라이다. 

이는 수입에의 의존을 최소화하려는 

의지, 가장 앞선 고지재생기술의 개발, 

비좁은 국토환경, 자국의 자원보호 

등으로 대표되는 국민적인 특성 등 일본 

고유의 원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991년 전체 參］ 소비의 반 이상을 

고지 자원의 활용으로 해결하였으며 

회수율은 오랫동안 50% 내외로 높은 

고지활용을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일본의 고지 회수 및 처리체계는 

아주 잘 정리되고 운용되어 있다. 

수집은 각 가정, 상점, 상가의 거리, 

제조공장, 출판공장, 사무실 및 백화점 

어디서나 많은 고지수집상, 구매자 

그리고 가정에서 고지를 수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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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로 교환하여 주는 화장지 중간상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수집된 

고지는 일반 중간상이나 도매상을 

거치고 다시 고지 거래상을 통해 

제지업자에게 납품케 한다.

오랜 기간 지속된 50% 내외의 

회수율을 증대시키려는 일환으로 

1991년 “재생법”을 도입하였다. 일본의 

제지산업은 아주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며 큰 변화가 없는 한 

1995년까지 회수율 55%의 달성은 

무난할 것이다.

2) 중국

중국의 제지산업은 비록 영세성을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 규모는 

막대하다. 1990년 총 생산량은 

13.72백만톤의 달하는데, 이는 우리 

나라의 약 3배에 해당하며, 5년 전에 

비해 50% 이상증가한것으로최근 

들어 제지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 개방정책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려는 중국의 

시책으로 향후 제지산업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표 4 참조).

현 중국의 지류 수요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약간의 목재 펄프 공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 덧붙여 

영세하고 분산된 제지산업으로 

고지이용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중국제지산업의 90%가 

포장제품이므로 고지자원 활용의 

가능성은 높다. 최근 5년 사이 고지의 

회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화 고지확보 전망 및 

대책

우리 나라의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제지산업도 최근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생산량은 2배 정도 증가하여 

1991년에는 4.92백만톤에 이르렀다.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이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1991 년 수출은 

아주 미약하다. 최근 거의 2/3에 이를 

정도로 전체 소비 중 아주 많은 비율이 

고지에 의해 충족되었다. 이는 수입에

〈표 3> 일본의 고지 부문 현황 및 전망(19857995)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5

회 수 10,151 10,510 11,198 11.941 13,098 14,0기 14,780 18,095

수 입 300 352 이 6 588 438 634 851 900

수 출 18 127 59 6 51 22 3 25

소 비 10,442 10,731 11,588 12,317 13,374 14,486 15,172 18,395

이용률(%) 48.9 49.0 49.6 49.0 49.5 51.0 52.2 56.0

회수율(%) 50.0 49.9 49.6 47.7 47.7 49.7 50.8 54.1

1. 단위 ： 1,000톤
2. 이용률 및 회수율의 정의는〈표 1〉과 동일

3. 자료출처 : Japan Paper Association, Financial Times와 Paper Recycling Promotion Center

〈표 4> 중국의 고지 부문 현황 및 전망(19857995)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5

회 수 1,724 2,145 2,600 2,700 3,730 3,750 4,615
수 입 — — 296 384 448 423 500
수 출 — - — — - — —

소 비 1,724 2,145 2,896 3,084 4,176 4,171 5,130
이용률(%) 20.4 23.1 26.9 24.6 25.3 24.8 28.9
회수율(%) 17.8 19.7 20.9 20.4 26.7 26.0 27.3

1. 단위 : 1,000톤
2. 이용률 및 회수율의 정의는〈표 1〉과 동일

3. 자료출처 : Financial Times와 PPI

〈표 5> 한국의 고지 부문 현황 및 전망(19857995)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5

회 수 817 990 1,068 1,425 1,619 1,875 3,490
수 입 701 930 1,131 1,326 1,373 1,487 2,320
수 출 - - - — — — —

소 비 1,518 1,782 2,640 2,747 2,943 3,342 5,810
전체 생산 2,312 2,773 3,163 3,659 4,018 4,524 7,800
전체 소비 ,2,291 2,620 2,929 3,443 3,866 4,310 7,755
이용률%) 61.7 63.7 70.3 69.3 70.0 69.7 72.0
회수율(%) 33.7 37.8 54.9 41.3 41.9 43.5 45.0

1•단위: 1,000톤

2. 이용률 및 회수율의 정의는〈표 1〉과 동일

3. 자료출처 : Financial Times와 PPI

전적으로 의존함과 동시에 포장지 및 

신문지가 생산의 주종을 이룸을 

반영하고 있다.〈표 5〉에서 볼 때 최근 

1985〜 1990년 5년 동안 고지의 소비는 

120% 증가했으며 1990년에는 

3.34백만톤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입도 2배 정도 증가했으며 1987년에 

54.9%로 정점에 달했던 회수율은 최근 

떨어지긴 했지만 4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금후에도 제지산업은 매우 

낙관적이어서 1995년의 생산은 

7.5백만톤 이상이 예상된다.

현재는 물론 장래에는 우리의 

고지산업은 고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전체 생산 중 수입 고지에의 

의존도가 30% 이상인 우리 나라는 

국가 자원으로서 고지의 관리와 

장기적이고 안정된 고지확보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고지의 

수급 문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래에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지의 

재활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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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세계 고지자원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도 점차 고지의 

단순수줄에 서 자국수요를 중족시 키 기 

위해 시설확장과 고지이용 제품의 구매 

등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미국의 

고지수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우, 

국제 고지자원시장에 영향을 미쳐 

고지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수입에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나라로서는 이러한 비관적인 상황에 

대처할 자립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 고지자원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 확보전략으로서,

첫째, 국내의 고지 회수율을 높혀 

수입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1987년에 비해 최근 오히려 떨어진 

고지 회수율만 보더라도 정부, 국민 및 

여러 단체가 조금만 더 고지이용에 

노력을 기울이면 50% 이상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지 

이용도를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며, 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수집방법 및 

고지 재활용 제품의 이용에 관한 

국민의 계몽이 필요하다.

둘째, 고지수집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며, 헌신문지나 고지를 화장지로 

교환해 주던 방식에서 한 차원 叁扌 

고지 수집의 채산성이 맞도록 이윤을 

보장해 주며, 고지수집에 정부의 

지원이나 제지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의식이 요구된다.

셋째, 고지의 이용처리시설의 확장이 

필요하다. 고지가 제대로 이용되려면 

고지의 수집과 고지시강이 형성되어야 

함은 물론 적당한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제 고지 

자원시장의 가격과 국내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여 단계적인 시설 확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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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 리

社 吿

「독자의 소리」에서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70년대 '디자인 • 포장'지 속에서 제한된 포장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 지난 83년 '디자인 • 포장'지에서 분리, 창간된 

포장기술지는 그동안 포장기술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간 포장기술지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욱 알차고 다양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포장기술지가 되고자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게재하는 지면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글은 포장기술지 편집방향에 반영되어, 앞으로 포장기술지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원고매수 ： 원고지 7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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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자인포장개 발원 진흥정보부 홍보출판과 (762—9136) FAX ： (02)745-5519

派 원고를 보내실 때는 보내주신 분의 성함, 직장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를 꼭 게재해 주십시오•

& 暂입□□ 인포苗가!발원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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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환경적 측면에서 본 EPS

편집실

(자료협조: 제일모직 화성사업부)

환경문제로 포장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전체 쓰레기 중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에도 못 미치나, 분해가 어려운 합성수지 

포장재가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플라스틱 가운데서도 특히 발포스티롤은 

부피가 크고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환경규제가 

엄격한 몇몇 나라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EC 회원국이나 일본에서는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재자원화 협회 등을 설립하여 

i) 재자원화를 위한 회수 영역 확대 

(회수처리거점 정비 • 회수 시스템 확립 • 

재생처리기술 및 재생품 개발), ii) 에코 

밸런스적 측면에서의 EPS에 대한 긍정적 검토 

및 홍보, iii) 관련 정보 수집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단점은 곧 장점이며, 장점이 

또한 단점이 될 수 있듯이, 단점을 최대의 

장점으로 살리는 동시에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간다면 환경과 관련한 

포장업계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도 EC나 일본처럼 업계 공동 

설립의 자원화 협회 등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플라스틱 포장업계의 

앞날이 어둡지만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부언하고 싶은 것은 업계에서 물성이 우수한 

재료를 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잘 관리•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편집자 주〕

발포스티폴이란?

1. EPS 수지의 정의

EPS 란 Expandable P시ystyrene 의 

약자로서 일정한 반응기 내의 물 

속에서 Styrene Monomer(단량체)를 

현탁 중합시켜 얻은 구상(Bead Type) 
중합체에 저비점 탄화수소계 

발포제를(보통 펜탄, 부탄 사용) 

침투시켜 만들어진 발포성 PS 수지로써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스티로폴(Styrop시)을 말한다.

EPS 수지는 예비발포, 숙성, 성형에 

의한 일정한 가공 공정을 거쳐 최종 

제품화하여 완충포장재 및 

건축단열재로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EPS 수지에 열을 가하면 연화되어 

발포제에 의해 입자가 팽창하면서, 

발포입자 내부에 무수히 많은 

독립기포구조(Cell)를 가진 발포제가 

형성되어 완충성, 단열성, 방음, 방습, 

경량성 등과 같은 발포성 수지의 

특유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2. EPS 구조 및 특징

(1) 구조

EPS 발포 입자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수 많은 독립기포(Cell)를 볼 수 

있다. 이 Cell은 1 mm2 속에 약 

50〜100개의 Cell을내포하고있으며, 

형태는 다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또한

Cell의 크기는 통상 0.01 〜3 mm 
정도이며 이 Cell의 크기는 EPS 
가공물성과 최종 제품의 품질 특성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로써 

일반적으로 EPS 수지 제조공정에서 

결정되며 제조회사별 원료의 고유 

특성이다.

(2) EPS 특징

EPS는 PS에 발포제를 침투시켜 

만든 수지로서, 수지로서의 성질은 

PS와 비슷하나 발포체로서는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PS와는 전혀 다른 

특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발포체의 특성

- 경량성 : 동일 부피에서 목재의 약 

1/20 정도의 중량을 갖기 때문에 

비중이 매우 낮아 취급이 용이하며 

특히 포장재 선택시 요구되는 

완충성과 더불어 중량 문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음.

一완충성 : 성형품의 비중 및 두께에 

따라 특정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충 

포장재로써 널리 이용되고 있음.

- 단열성 : 발포입자 내에는 수 많은 

독립 Cell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타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낮아 

열이나 냉기의 침입에 우수한 차단 

효과를 나타내어 보온 • 보냉을 위한 

단열재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

- 방음성 : 구조상 독립 Cell 내에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 소리를 

흡수하는 성질을 나타내며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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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효과를 얻을 수 있음.

-방습（방수성 : 수분 흡수는주로 

모세관 현상에 의해 이루어지나, 

스치로폴의 독립 Cen 에는 Cell마다 

피막을 형성하고 있어 수분흡수를 

차단하는 성질이 있음.

-가공성（시공성） •• 성형품은 손, 톱, 칼 

및 열선 등으로 쉽게 절단할 수 

있으며 못, 접착제 및 테이프 등으로 

쉽게 부착이 가능하여 가공 및 

시공에 매우 편리함.

- 내약품성 : 물이나 산, 알칼리와 

접촉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나 유기 

용제에는 매우 약한 성질이 있음.

-내후성 : EPS는 약 70 ℃ 
이하에서는 물리적 변화가 거의 

없으며 기후 조건 변화에도 영향 

적다. 그러나'햇볕에 장시간 

노출시킬 경우 표면 변색이 약간 

발생하며, 착색 성형품일수록 변색 

정도는 클 수 있다. 그러나 기계적 

성질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⑶ 종류

언뜻 보면 같은 것 같으나, 

발포스티롤은 크게 2종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원료 비 -즈를 금형에 

넣어 증기로 성형하는 것으로 EPS로 

불리우며 포장재로 많이 사용된다. 다른 

하나는 폴리스틸렌과 발포제를 

혼입하여 시트상으로 발포시킨 것으로 

흔히 PSP로 불리우며 식품용 

트레이로서 사용된다.

3. EPS 용도

EPS는 발포체 특유의 성질을 

이용하여 완충포장재 및 단열재가 주 

용도를 이루고 있으나, 저밀도에서부터 

고밀도 제품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응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은 

산업 분야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EPS 
의 적용범위를 열거한 것이다.

A. BLOCK（평판） 형태의 제품 

주택, 아파트, 병원, 연구시설, 

냉동창고, 양조장, 축사 등 

보온 ♦ 보냉을 위한 건물용 단열재

〈사진 1〉EPS 의 용도

- 완충포장재 一

B. SHAPE（형물） 형태의 제품

• 정밀기기, 가전제품, 의약품 및 식품 

용기 등의 완충 포장재

- 자동차, 자전거 등의 대형 포장재

• 아이스박스, 4이프 Cover 등 

보온 ♦ 보냉 단열재

• 생선, 육류, 과실 등의 농수산물용 

수송 상자

• 구명대, 선구, 보트 내장재, 수산용의 

부양재 등

C. 고밀도 제품

합성목재, 약전부품, 캠핑박스, 

일회용컵, 완구, 자동차 부품, 의자 등 

D. 식품용기 제품

인스턴트 식품용기, 식품 쟁반, 

일회용 컵, 컵라면 용기 등 

E. 기타

장식품 모형 , 토목, 건축재료, 원예, 

농업 어업 임업 재료, 광고용 문자 등

4. EPS의 보관 및 취급

EPS 수지는 입자（Bead） 내부에 

저비점 휘발성 발포제를 함유하고 있어, 

이 발포제는 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서서히 방출되고 있으며 방출속도 및 

방출량은 보관온도 및 보관기간에 따라 

달라져 가공시 물성에 큰 영향을

-외벽의 단열재 —

-1 회용 용기-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보관 취급시 다음 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보관장소 今 （실내）

발포제로 사용되는 펜탄이나 부탄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 

하부에 정체하게 되며 따라서 실내 

하부에 환기시설（예 : 배기 FAN）이 

되어 있는 실내에 보관해야 함.

。보관온도 （15 ℃ 이하 저온） 

보관온도가 높을수록 발포제가 빨리 

빠져 나가며 특히 하절기에 다량의 

발포제 방출은 물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관 창고내 온도는 항상 

15 ℃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원료 사용 3 （선입선출 준수） 

원료는 장시간 보관하지 말고 

선입선출에 의해 사용하며 일단 

개봉한 원료는 즉시 사용하되 24 hr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함.

。고온 및 고열원과 접촉 회피 二 （물성 

저하 원인）

30 ℃ 이상 고온, 고열원에 장시간 

방치할 경우 숙성된 원료라 할지라도 

역으로 미숙성화하는 경향있고 

또한 발포제 상실로 인한 물성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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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사광선에 노출을 피하고 

고열원과의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함.

。화재예방 3 （화원 제거） 

원료 속에 들어 있는 발포제는 

대기중에서 서서히 휘발하는 성질이 

있고 주어진 공간 내에서 일정 

농도에 달하면, 주위의 어떤 화원에 

의해 쉽게 폭발 및 화재 등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료 근처에는 

화원이 될만한 요인（흡연, 용접작업 

등）이 있어서는 안되며, 창고 내 

환기설비 및 화재에 대비한 

소화전이나 소화기와 같은 

소방설비를 필히 비치하여야 함.

5. EPS의 제조공정

EPS 수지 제조에는 SM（Styren 
Monomer）, 발포제 （Butane, Pentane과 

같은 C4, C5의 탄화수소 사용）, 

분산제 （Salt）, 난연제（브롬, 불소, 염소 

등을 응용）, 기타 첨가제（금형에서의 

이형성, 입자의 융착성, 제품의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 등이 필요하다.

EPS 는 현탁 중합에 의해 PS 에 

발포제를 침투시켜 만들어진다. 제조 

방법에는 중합 초기 또는 후기에 

발포제를 넣어 만드는 1 단법 （중합법 ）과 

중합 완료 후 PS 입자（Bead）에 

발포제를 침투시켜 만드는 

2단법（흡수법）으로 크게 대별된다.

〈그림 1〉은 1 단법에 의한 EPS 제조 

공정도를 나타낸 것이며 일반적으로 

EPS 제조 공정은 크게 중합, 탈수, 

Screening 및 Mixing 공정의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6. EPS 수지 가공

EPS 수지를 최종 제품화하기까지는 

일정한 가공 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예비발포一숙성 -성형 단계를 거쳐 

제품화하는 데 완충포장용이나 

단열재용을 불구하고 이런 기본공정을 

거치게 되며 단열재용에서는 성형 후 

절단공정이 추가된다.

일반적으로 EPS 수지의 가공공정을 

도표화하면〈표 1〉과 같다.

〈그림 1>

EPS 제조 공정도

예 비 발 포

〈표 1〉

EPS 수지 가공 공정도

EC의 폐기물（EP6） 관련 현황

1. EC의 포장용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동향

EC 공동체 중 독일과 네덜란드는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프랑스나 영국은 

다소 느슨한 편이나 어느 나라이든 

매립에 있어서는 감축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회수에 

대해서는 입장이 각기 다르다（표 2）.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소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데, 그렇다면 

재자원화가 어려운 복합 포장재 

（예 :가스차단성 라미네이트 필름） 등은 

시장에서 밀려나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숙 성

플라스틱 상품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EC 산하 APME（유럽 

13개국의 플라스틱 제조업 44개사가 

참여하는 협회 ）는 물旨］고 독일의 

GKV（합성수지 가공메이커 700개사 

가맹 플라스틱가공산업공업회） 및 

셀인터내쇼날케미컬사 등 각국의 

플라스틱 업계 모두는 에너지 회수가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을 중시하고 

각국의 정부 및 관계 업계와 접촉을 

긴밀히 하고 있다. 그리고 토탈 

에코밸런스라는 관점에서도 적극적 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각국의 

폐기물 규제법 동향도 유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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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국의 상황(포장용 플라스틱 폐기처리에 관한 법률 동향)

국 명 절감(자원)
리 사 이 클

매 립 비 고

재 료 에 너 지

EC 초안 현상유지 60% 

(BY '98)

30% 
(BY '98)

10% 
(BY '98)

자치제와 기업에서 

부담할 겻을 검토중

독일 개념적으로 

실시

64% 
(BY '98)

밸런스 최소한 판매업자, 제조업자가 

인수

프랑스 규제 없음 80 % (양자 포함) 

(BY '96)

80% 감소 

(BY '96)

에너지 회수는 

재생과 같은 비율

네덜란드 이의 3% 
절감

(BY '97) 

'86 의 10% 

(BY 2000)

고형은 50% 
플라스틱은 60% 
(BY '96) 
모든 포장재 

(BY 2000)

밸런스

밸런스

60% 감소 

(BY '96) 

ZERO BY 

2000

기본적으로 소각은 

인정되지 않음

영국 규제 없음 50% 
리사이클 가능한 것 

(BY 2000)

바란스 에너지 회수는 

재생과 같은 비율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서(국민투표로 

금지), 쓰레기의 80〜90%를 연소하여 

열회수하고 있어, 효율성이 좋은 

소각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⑴ 독일

리사이클은 선전 각국이 최근 들어 

직면하고 있는 비교적 새로운 문제이며 

대응방법도 각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EC국 가운데서도 폐기물 

관련 규정이 가장 엄격한 곳이다. 

독일의 리사이클 목표는 극히 높으나, 

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법률에 

의해 후원토록 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도달하려 하고 있다.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시기를 늦추거나 다른 

대응방법을 강구한다.

매립 • 소각에 관해서도 현재는 공공 

시설에서 가정쓰레기 이외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금지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사업자가 책임과 부담을 

지고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도 폐기물 

관련법이나 DSD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향후 

수정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독일의 인터제로(주)

인터제로(주)는 독일 국내의 150개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재생처리회사로서 , 재생처리의 대상은 

i) 나무, ii) 종이 • 골판지 iii) 호일, 

iv)발포스티롤, v) 양철 ・ 플라스틱 

포장재 등이다.

즉, 발포스티롤만을 처리하는 단체가 

아니라「활동의 일부로서 발포스티롤도 

받는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 국내에 있어서 회수거점은 

600〜700개소이며, 시민 스스로가 

사용한 폐기물을 회수거점으로 

가져오고 있다. 독일 국내의 재자원화 

회사로서는 이외에 Organisation for 
Werstoffentsorgrung G.M.B.H가 

있다. 동사는 유상侑償)의 RESY 
마크를 포장재에 인쇄하고 회수, 

재생처리를 보증하는「RESY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GKV와 IK(EPS 전문단체)

독일의 플라스틱 가공메이커 

단체로서는 GKV(Fachverband 
Verpackungund Verpackungsfolien 
Aus Kunststoff Imgkv)와 

IK(Industriverbond Verpackungung 
Folien Aus Kunststoff E.V)가 있는데, 

발포스티롤의 가공메이커는 IK에 많이 

속해 있다.

이러한 메이커 단체가 서로 협조하여 

발포스티롤 전문 리사이클 조직을 

만들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플라스틱 전체에 관해서는 

VG K(Verwertungsgesell Shaft 
Gerrauchtekunststoff Verpackungen 
MBH)를 설립하고, 또한 EPS에 

관해서는 EPSY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일본의 JEPSRA4 유사한 기능을 갖는 

기구가 될 것이다. 45개사의 성형 

메이커로 조직되어 있다.

독일의 발포스티롤 수요는 

33 만톤연간, 그 중 건자재 용도가 

60%, 포장재 35%, 기타 5%로 되어 

있는데, 비교적 포장재 용도가 적은 

편이다.

독일의 발포스티롤 리사이클 활동은 

성형 메이커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원재료 메이커는 측면 지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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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프랑스

프랑스에서의 리사이클 활동은 

독일과 비교하면 좀 늦은 편이다. 

시민들의 분리수거도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고 병캔 • 플라스틱 등이 다른 

쓰레기와 그대로 섞여 있다.

지금 법률이 정비되고 있는 중이며, 

발포스티롤의 회수도 본격 가동될 날이 

멀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알면 자원, 섞이면 

쓰레기」라는 기본 개념을 널리 

확산시킴으로써 분리 수집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⑶ 영국

독일 • 오스트리아 • 스위스 • 

네덜란드가 리사이클 면에서 엄격한 

편이며, 이태리 • 프랑스 등 라틴 

제국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반면, 

영국은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포괄적인 회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영국 Shell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Shell사에서는 발포스티롤 리사이클에 

관해, 세로축에 각국의 

사정(정치 • 경제 • 문화 등의 배경)을, 

가로축에는 테크놀로지 메소드를 

취하여 그 매트릭스중에서 최적을 구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공통되는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Globalization 과 

각국의 사정을 고려한 Localization 
모두를 수용하여 능동적 인 회수 시스템 

세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4) 오스트리아

포장재의 법규제에 따라 

제조 • 판매 • 수입업자 등은 사용재의 

회수처리를 할 의무를 지게 

되지만(아직 체계화된 상태가 아님), 

회수체계의 미정비 및 처리비 증가 등의 

이유로 발포스티롤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EPSY가 최근 설립되었다. 

오스트리아는 수입 EPS의 양 

(수입품의 포장재 등)이 많은데 현재는 

국내품, 수입품의 구별 없이 

회수처리를 하고 있느나 그 능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비용정산 등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회수처리 시스템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필요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나라에서 

리사이클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EPSY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리사이클 시스템 확립을 통해 

EPS의 이미지 상승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발포스티롤의 리사이클 기술 동향

각국의 EPS 성형메이커의 주도 아래 

발포스티롤은 리사이클이 가능한 

재료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리사이클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또한 원료메이커는 

로비활동 및 재생용도의 개발 등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EPS는 EC 
본부의 PWMI, APMB 양조직하의 

서브그룹에 의해 커버되고 있으며, 

각국의 리사이클 정보를 토대로 에코 

밸런스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리사이클에 있어서는 회수 • 분리 

시스템이 선행되고 있고, 그후의 

재생용도 개발이 급선무로 되어 있다. 

금후 원재료의 리사이클 및 연료화에 

의한 에너지 회수가 추진과제로 된다.

(1) 독일의 BASF

BASF사에서는 리사이클 수지로 

클립 등의 PR용 샘플을 만들거나, 

에레마사의 시스템(재생 팰트기)을 

연구소에 설치하여 성형 메이커에게 

처리기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밖에 

데이터 수집도 보조해 주고 있다.

(2) 프랑스의 ARCO사

ARCO 사에서는 발포스티롤의

리사이클을 위해 소형 압축기 및 혼합 

성형기술 등을 검토중이다.

(3) 영국의 아］예사

R/D 부문에서 비즈화 기술 혼합 

성형기술등을 개발중에 있다.

(4) 오스트리아의 헐슈사 및 에레마사

가. 헐슈사

오스트리아에서는 꽤 큰 

성형메이커로,「손님은 스티롤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구입하는 

것이다. 성형품의 표면 상태는 

2차적이다」라는 개념으로 회수한 발포 

스티롤을 분쇄하여 5〜25%의 비율로 

혼합 성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는 동사를 포함 4개사로 

조직된 오스트리아 EPS 리사이클 

어소시에이션이 있으며, 헐슈사의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고, 독일 EPSY 
와 제휴하여 오스트리아의 발포스티롤 

회수를 담당하고 있다.

나. 에래마사

에레마사는 재생 펠트기계 시스템의 

메이커로서, 이 회사의 기계 특징은 

분쇄 (슈렛터 ) • 용융 • 압출 등이 

일체화되어 있다. 기계 특징은 다음과

〈사진 2> 에레마사의 재생 팰트기와 스크린 

체인지

EREIVZN

Screen Changer

餅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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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 슈렛터 내에서 분쇄시에 마찰열로 

수분, 가스를 비산시켜 탈포냬兑泡）, 

수축시킨다.

- 슈렛터 내에서 수죽되기 때문에 

가열영역이 짧고, 또 공기가 빠져 

있으므로 수지의 열화가 적다.

- 스크린의 교환 회수가 적다.

또한 최근에는 에레마사의 

팰트기술과 윔팩의 퀀치비 -즈화 

기술을 결합시키기 위해 연구를 

개시하고 있다.

일본 JEPSRA 의 활동

1. JEPSRA의 발족

가전용 포장재료나 어상자에 

이용되는 발포스티롤은 일반 폐기물인 

트레이나 컵과 구분되어 산업 폐기물의 

범주에 들어 있으나. 폐기물 증대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화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발포스티롤은 그동안 기능의 

우수성으로 인해 고가 상품의 수송 및 

보호, 생선식품의 수송과 보존 등에 

널리 사용되어 왔고, 성자원적인 

본질（자동화 • 성에너지화 • 무인화）로 

인해 근대 산업계의 물류를 담당하는 

자원으로서 주역을 담당해 왔지만, 

산업폐기물의 처리라는 관점에서 

폐기물의 최소화 • 경량화 • 

재자원화 등 본질적인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일본에서도 리사이클법이 

이년 10월 제정되어 회수처리 문제를 

신중히 생각치 않으면 기업활동을 할 수 

없게끔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발포스티렌 업계들은 

발포스티롤의 재자원화 추진 및 

발포스티롤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발포스티렌 

재생자원협회 （JEPSRA）를 91년 5월 

발족했다.

이 협회의 구성멤버는

발포스틸렌공업회 （원료 메이커 6개사 • 

원료판매사 3개사） • 일본폼스틸렌

〈그림 2> JEPSRA의 활동

공업협동조합（184개사）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출하량에 따라 

1¥/kg을 각출하고 있다.

JEPSRA에서는 발포스티롤의 

리사이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2）.
©발포스티롤의 재자원화를 위해 

리사이클의 영역 확대

一 전국적인 규모의 회수 거점을 

설치하여 발포스티롤의 회수 

시스템화 추진

（회수 거점에 감용기 • 분쇄기 등 

재자원화에 필요한 처리기 설치）

- 전국의 중앙도매시장에 

발포스티롤 처리 설비 가동

- 재자원화의 용도 개발, 재자원화 

처리 기계의 개발, 재자원화에 

적합한 성형품 및 수지의 개발 

©발포스티롤에 대한 정확한 이해 도모

- 홍보활동（팜플렛 제작, 회보 발행 

등）

— 관계처와의 간담 및 세미나, 

전시회 개최

- 협회 독자적인 리사이클 마크 보급 

- 정부 • 자치제 시책에 맞는 제유

선전활동

©발포스티롤의 리사이클 활용을 하는 

기업 육성

- 리사이클 활용 기업과의 정보 

교환이나 세미나 개최

©환경문제나 리사이클에 관한 정보 

수지

- 해외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

- 리사이클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외국의 실태조사 및 연구

- 해외 관계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연대

2. 재자원화를 위한 리사이클의 영역 

확대

（1） 리사이클 목표

'95년 말까지 일본에 유통되는 

발포 스티롤의 재자 원화 율을 25 
%（43,600톤）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90년 실적은 12.3%, 19,400톤）. 

이러한 목표 달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많았으나, 

발포스티롤（가전포장재 • 어상자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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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본 JEPSRA의 발포스티롤 재자원화 목표

재
자
원
화
라

0
(  톤

 
/ 
녀

」)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유용성 • 성자원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동경 • 오사카 • 나고야 등에 

발포스티롤의 처리시설을 신설 또는 

증강하며, 발포스티롤 사용의 80%를 

점유하는 가전포장재와 어상자의 회수 

시스템을 체계화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접근할 계획이다（표 4）.

가. 가전포장재의 재자원화

가전 포장재의 재자원화량은

관계업자의 조사데이터 및 발포스티롤 

성형메이커의 앙케이트 조사 등에 

근거하여 목표치를 설정했다.

올해 목표는 8천 8백톤（전년대비 

14% 증가）인데, 이 중 JEPSRA 
거점에서 3천 3백톤（약 38%）을 

소화하고, '95년의 1만 8천 5백톤의 

〈그림 3> 재자원화 처리거점

（EPSY-PLAZA）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어상자（청과물상자 포함）의 재자원화

전국의 선어（鮮魚）, 청과물 

시장에서는 매일 대량의 발포스티롤이 

나오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는 처리설비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90년 현재 일본 전역의 약 80개소의 

관련 중앙시장에서 나오는 발포스티롤 

상자는 연간 1 만 6천톤, 그 중 8천寺］ 

이미 리사이클되고 있고, 1992년도에는 

이보다 2천寺］ 증가된 합계 1만톤을 

계획하고 있다.

（2） 재자원화 처리거점의 정비

리사이클의 거점「EPSY — 
PLAZA」를 전국에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6개七卜 설치되어 있고, 36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그림 3）.
JEPSRA에서는 EPSY 플라자에 

폐기된 발포스티롤의 처리 기계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며, 

토지 • 건물 • 부대설비 등은 ESPY 
플라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가. 가전포장재의 재생 처리거점

일본 동쪽의 茨城県, 서쪽의 奈良県 

등에 가전포장재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장이 있는데, 현재의 처리능력을 50% 
정도 증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小諸市 • 社町 • 尾島町 등 7개소에 

재생처리거점이 갖추어져 있다.

이들 거점은 지역상황에 따라 폐기된 

발포스티롤 용기까지 포함하여 

재자원화하는 경우도 있어 재생용도의 

마켓 확충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 

거점 설립에는 방대한 투자가 수반되나, 

성형메이커 측에서도 처리기를 갖추고 

있는 곳이 늘고 있기 때문에 JEPSRA 
가 보조 협력하여 95년까지 현행 

거점을 포함하여 20개소 정도를 갖출 

계획이다.

나. 어상자의 재생처리거점

전국 80개소 중앙도매시장 중 

50%는 이미 재생처리기를 갖추고 

있으며, 4〜5년 이내에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3） 회수 시스템의 확립

사용된 발포스티롤을 EPSY 
플라자로 가져오는 데까지의 회수루트, 

회수방법의 정비에 대해서 관계업계 및 

관련기관（후생성 • 통산성 등）과 연구 및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재생처리 가능한 재자원 재료로서 

분리되어 거점에 들어오는 것은 

무상으로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인수 회수 운반 또는 분리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회수를 주체로 하는

「포장기술』58. 1992. VOL. 10 99



〈사진 3> 감용기 크린보이

거점은 연료 사용이 가능한 폐기된 

발포스티롤 및 감용고화품을 반입하고 

있다.

（4） 기타 활동

가. 재자원화 기술 개발一감용기 

「크린 보이」

재생 처리기는 분쇄기 • 

감용기（減容機） 등 두 종류가 있는데, 

분쇄는 잘게 입상（粒狀）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감용은 열로 녹여서 응고시켜 

INGOT（블럭 상태의 덩어리）로 하는 

처리이다.

JEPSRA에서는 폐기된 

발포스티롤（가벼워도 부피가 큰 

소재이므로 수송비가 많이 들게 됨）을 

효율성 있게 회수하여 리사이클 

공장으로 옮기기 위해, 열을 가하지 

않고도 감용화할 수 있는 장치 

「크린보이」를 최근 개발했다. 이것은 

다이센공업（주）의 협력으로 

제작되었는데, 프레스의 힘으로 

발포스티롤을 블럭상으로 뭉치게 

한다.

「크린보이」의 특징은 발포스티롤에 

열을 가하지 않으므로 첫째 작업중 냄새 

발생이 없고 둘째 수지의 열로 인한 

열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셋째 장치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이 장치의 공정 개요를 보면,

i ） 사용된 발포스티롤의 분쇄

ii） 더욱 잘게 분쇄

iii） 스톡

iv） 압축 실린더로 분쇄입자 진입 

v） 프레스

vi） iv）〜 v）의 반복

vii） 감용된 블럭의 배출 등이다.

감용블럭은 35 X 35 cm로 최대 40cm 
두께까지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이 

블럭의 밀도는 400kg/m2인데, 50배 

발포 성형품을 20분의 1로 감용한 

것이다. 감용 블럭은 팰트화가 가능한 

공장으로 운반되어 재생 팰트를 만들게 

된다.

감용기「크린보이」1호기는 EPSY 
플라자 春日井에 설치되어 있다.

나. 재생품 용도의 개발

발포스티롤은 독일에서 만든 것이나, 

독일에서는 주로 단열재로 쓰이고 있고 

포장재로서 용도를 넓힌 곳은 일본이다.

일본에서는 1961년경부터 

발포스티롤이 사용되었는데, 가볍고 

튼튼하고 충격에 잘 견디므로 가전제품 

등의 완충 포장재로 매우 이상적이다. 

최근 환경문제와 함께 과대포장의 

심각성이 노출되면서 부피가 큰 

발포스티롤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환경에 대한 

발포스티롤의 긍정적 측면을 일반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리사이클의 영역을 

넓힘과동시에 재생품의 이용분야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개의 경우 처리기에 의해 분쇄된 

것은 주택건자재에 섞거나 운동장 등의 

지반에 깔아 배수나 쿠션을 좋게 하는

〈사진 4> 발포스티롤을 재생하여 만든 페이퍼 

클립

데 사용되고, 감용된 것（INGOT）은 

순도 낮은 플라스틱 원료가 되어 

잡화나 장난감, 벤치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JEPSRA 에서는 

발포스티롤을 재생하여 병아리 

캐릭터를 이용한 페이퍼 클립을 

제작했는데, 적 • 녹 - 황색의 컬러플한 

이 클립은 이벤트 등에서 재생품의 

견본으로 나누어 주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사진 4）.
그러나 회수한 발포스티롤이 

오염되어 있으면, 처리기에 넣어 

재생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런 것들은 

열에너지로 이용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주로 감용기에 의해 

발포스티롤을 처리하고 있는데, 감용된 

INGOT는 대부분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언제 제한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유효한 에코밸런스를 취할 

수 있는 용도 개발을 위해 관련기관과 

업계가 협력하고 있다.

그 한 예로「꿈의 흙」으로 불리우는 

원예 흙이 있다. 흙（산흙^ 열을 

가하여 각반하면서 분쇄한 

발포스티롤（또는 플리스틱 류）을 

혼입하는데, 플라스틱류가 녹으면서 

흙에 엉겨붙기 때문에 소위 

단립상（團粒狀）의 

통기성 • 통수성 • 보온성이 풍부한 흙이 

만들어진다. 이 단립은 오랫 동안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흙의 경화를 

막으며, 보통의 흙에 비해 1/2 정도 

가벼운 것도 장점이다.

여기에 유기성 토비 등을 가하면 

「꿈의 흙」이 완성된다. 흙의 조성, 

단립의 다소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흙에 배합하는 

플라스틱은 발포스티롤은 물론이고 

폴리에틸렌 • 폴리프로필렌 등 제품의 

종류, 형상, 오염의 유무, 단체품, 

복합품을 막론하고 사용이 

가능하다（전체 중량중 약 10%를 

플라스틱류 사용）.

이「흙」은 폐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제품 

자체가 녹화, 환경 개선에 유용한 

것이어서 각종 폐플라스틱 재료를 

단순한 처리공정으로 재이용할 수 있고, 

특히 발포스티롤의 재이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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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재생 플라스틱을 이용한「꿈의 흙」 

一「꿈의 흙」생산 플랜트 一

- 완성품 -
（단립의 크기나 흙의 조성은 선택할 수 

있다）

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발포스티롤에 대한 정확한 이해 

도모

⑴ 홍보활동

가. 에코 밸런스적 측면

발포스티롤은 용적이 크고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취급하기 어려운 

쓰레기라는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에코밸런스를 갖는 지구환경에 유익한 

소재이며, 재자원화도 

비교적 용이하다.

우선 적은 자원（원료를 50배 정도 

발포시키기 때문에 소량의 원료가 

사용됨）으로 대량의 제품을 얻을 수 

있다. 만일 이것을 종이나 목재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많은 산림자원의 

손실은 물론, 가격도 많이 든다.

소각시 유독가스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발포 스티롤의 성분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 적절히 

소각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분해성이 없기 때문에 매립시 지하수 

오염이나 메탄 발생의 우려가 없고, 

지반 침하의 가능성도 없다. 감용하면 

매립공간도 줄어든다.

나. 발포스티롤의 재자원화

플라스틱류 제품의 처리 및 재생은 

일반적으로 어려운데, 그 이유는 PP, PS 
등수 많은 종류가 있어 분간하기 

어렵고, 또한 그들을 라미네이팅하여 

합지시키거나, 폴리 마아로이라고 해서 

수 종의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포스티롤은 단독의 형태가 보통이며, 

다른 쓰레기에 섞여 있어도한눈에 알 

수 있으므로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다. 

그러므로 폐기된 발포스티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귀중한 자원이며 동시에 

대단히 중요한 성자원성 소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2） 전시회 개최

지난 6월「끝없는 미래자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서 발포스티롤 

리사이클전을 동경과 고베에서 개최했다.

전시회에서는,

- 각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발포스티롤 제품 출품

- 리사이클 시스템（EPSY 플라자 등） 

소개

- 리사이클 제품 및 처리기（감용기） 전시

- 세미나 개최（유럽 • 미국의 발포스티롤 

리사이클 현황 소개）

등을 통해 발포스티롤의 유용성에 관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

전시장에서 입장자들의 의견을 조사 

했는데 그 내용은〈표 5〉와 같다.

4. EPS의 금후 재자원화 전망

현재 상태에서 가장 재자원화가 

잘 행해지고 있는 분야는 사용된 

발포스티롤의 응용고화품（Ingo。의 

수출이다.

그러나 수출 Ingot의 경우, 

한국 • ASEAN • 중국 등에서 

석화（石化） 콤비나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하에서 금후 수 

년간에 걸쳐서 대량의 수출이 계속될 수

〈표 5> 전시회 입장자들의 견해

「장래는 어떠한 분야에서 이용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복수회답）

「발포스티롤의 회수 • 리사이클에 관하여 알고 

있었습니까?」

「협회에 대한 의견」

용도개발 （1.8 %） 
행정과 협력（2.3%） 
리사이클 코스트

（2.3%） 
기술개발 

（4.6%） 
정보제골 
희망

（9.0%）

।------ 기타 (6.0 %)

분발요망

(15.0%)

시스템 확립

20.3%

있을 것인지 극히 의심스럽다.

국내에서의 종래 용도는 그 나름대로 

확대되어 갈 것이 기대되나, 이들을 

일거에 증가시키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즉, 용它H발에는 기술적인 

뒷받침과 시장에서의 수용, 정착이 

필요하며 어느 쪽이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자원화 용도로서 새로운 다음 두 가지 

「포장기술』58. 1992. VOL. 10 101



분야를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하나는 사용된 발포스티롤로부터 

재생 발포스틸렌 비 -즈（재생 EPS）를 

만들어 내어, 고지와 마찬가지로 어느 

일정비율을 혼합하여 사용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아직 연구개발 단계이지만 

재생 EPS가 시장에 나돌게 되면, 

일본 재자원화 용도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 때문에 

JEPSRA에서는 산업폐기물 처리업계 

종사자 및 협회 구성멤버의 협력을 

얻으면서 회수 • 처리 시스템의 확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두번째는 열회수에 의한 

재자원화이다. 현재도 발포스티롤이 

소각로에서 태워져 그 열 에너지가 

온수나 발전을 위해 이용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재생 이용의 용도를 

생각할 때, 스티롤 본래의 

탄화수소로서의 성질을 살린 연료로서 

안정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회수

〈표 6> 발포스티롤의 용도별 재자원화량

— 90 년一

(1.0%)

— 95 년 -

열회수

10,720 톤연

24.6%

90 년
재자원화량

19,400톤/연

(100%)

수줄 INGOT
10,200톤/연

(52.6% 膚

분쇄

4,300톤/연

(9.9%

(25.8%)

분쇄 4,000톤/연

20.6%

95 년
재자원화량

43,600톤/연

100%

팰트

6,320톤연

(14.5%)

재생 EPS
II,980톤/연

(27.4%)

팰트 5,000톤/연

기술의 확립이 큰 과제라고 생각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연구하기로

하였다.

작금의 소각로는 배기가스의 청정 

컨트롤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최적온도에서 연소시키는 것에 의해 

폐기물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줄 INGOT. 
10,280톤/연/ 

(23.6%)/

되어 있다. 현재, 통산성의 지도 아래, 

플라스틱 처리 촉진협회가 사무국으로 

되어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회수의 

조사, 연구에도 참가하여 실용화를 

도모해 갈 것이다・ 舟

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도서자 

료실은 디자인•포장전문 자료 

실로서 지난 20여년 동안 수집 

해 온 국내외 디자인-포장관련 

도서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상 자료실에는 도서 

자료를 통한 정보 전달의 미비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마이크로 피 

쉬 - 마이크로 필름 등 첨단 영 

상 자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 

니다.

열람 서비스 안내

• 열람료: 무료

• 열람시간:평 일09:30〜17:30 
토요일 09:30〜12:00

• 자료복사: 실시 복사

• 휴 관 일:국경일 • 공휴일

소장자료

一국내와 디자인 ・ 포장 관련 자료

•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 참고 및 주변도서

• 카탈로그, 마이크로 필름

• 마이크로 피쉬

（석 • 박사 학위논문）

•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등

문의

진흥정보부 자료실

전화 76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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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제지기술자 연수교육 실시

국내외

포장뉴스

편집실

한국펄프 • 종이공학회 주최로 

제지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제 2회 제지기술자 연수교육」이 지난 

10월 24일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1층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연수교육은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의 대처방안을 제지산업 

측면에서 모색해 보고자 

실시되었는데, '고지 리사이클링'이란 

주제하에 고지의 재활용과 수거의 

최대화를 기할 수 있는 실제와 이론이 

함께 소개되었다.

특히 고지의 수급문제, 고지탈묵의 

기술적인（약품, 장치） 사항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교육비용〉

♦ 세계 고지자원 현황과 그 확보전략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신동소 

교수）

• 고지 탈묵

（날코 코리아（주）, 김태준 이사）

• 탈묵제의 최근 동향

（한국화학연구소, 한신호 

선임연구원）

• 고지 탈묵 실무

（한솔제지（주）, 이연길 탈묵과장）

고지 탈묵 설비

（세일 기계（주）, 이수천 상무이人｝） 

GSC-VOITH 고지 탈묵 설비의 

최근 동향

（금성전선（주） 중공업

제지기계영업부, 배상남 팀장）

수출포장（목상자） 견적설계 시스템 설명회

우진공업포장연구소 주최로 지난 

11월 16일（서울 : KIDP 강의실）, 

17일（ 창원） 양일간 목상자를 중심으로 

수출포장 견적설계 시스템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이번에 소개된 견적설계 시스템은 

컴퓨터를 도입하여 나무상자 설계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입력, 설계 

시스템을 전산화한 것이다.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나무상자 

설계는 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계산이 복잡하여 정확한 치수산출이 

용이치 않으며, 자료가 주로 KS이어서

계산시 세부설계 치수산출이 

곤란했는데 이번에 소개된 목상자 

설계시스템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명회에는 

福谷柳三（丸福梱包 사장）, 

久米政樹（東日本輪出梱包）， 

김형빈（우진공업포장연구소 소장）씨 

등이 강사로 초빙되었다.

※ 문의처 :

우진공업포장연구소

053-426-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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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히ex-'92 기술 세미나 개최

지난 10월 21일 (13： 30〜20： 30) 
제일모직 화성사업본부 주최로 

인터콘티넨탈호텔 2층 세미나실에서 

Starex '92 기술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EPS (Expandable Polystyrene) 
사업에 신규 참여하게 된 제일모직 

화성사업본부는, 최근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그 주범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EPS에 대해 

환경친화적인 부분과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기술 세미나를 갖게 

되었는데 세미나의 주제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일본의 폐플라스틱 문제

2. 시트 성형기의 최신 기술과 

신상품의 개발

3. OA기기의 경량화와 EMI 도장 

등의 후가공

4. 플라스틱 성형품의 표면 가공

5. 금형 성능과 성형품의 품질 및 

생산성

6. EPS 가공 현황과 리사이클에 

대하여

주최측 관계자들은 “어떤 재료가 

환경에 우호적이고 비우호적이냐는 

문제보다는, 그 재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느냐가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EPS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향후 사업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한 해상운송 증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업체들이 

육상교통의 정체가 심화되고 물류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육상운송 

물량을 해상운송으로 전환하여 물류비 

절감을 꾀하고 있다.

선박을 이용하면 육상운송수단 

(트럭 • 열차 등^ 비해 대량화물 

수송이 가능하고 수송비도 저렴하여 

중량물 관련업체들이 해상운송 비중의 

확대를 주요 물류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운항만청은 지난해 국내 총 

해송물량을 7천 6백만톤(19.9?分에서 

올해 8천 6백만톤(21.3%)으로 

늘리고 오는 96년에는 이를 1 억 3천 

5백만톤(25.3%)까지 확대키로 하고 

업계의 선박확보 지원을 위해 

계획조선지원자금을 올해 100억원에서

PET 병의 단일 재질화 추구

시중에 유통되는 PET병은 5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몸체는

폴리에스터(PET)를 주성분으로 하고, 

밑받침은 폴리에틸렌, 몸체를 

둘러싸고 있는 라벨은 PVC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마개는 알루미늄, 

마개 안쪽은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등이다.

이 가운데 칩 (Chip) 생산에 

사용되는 것은 몸체뿐인데,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마개를

점차 늘려 나갈 방침이다.

컨테이너(40피트 기준)의 경우, 

부산에서 인천까지의 '수송단가는 

해상이 35만 4천원인데 비해 육상과 

철도수송은 각각 36만 3천원에 

달하고 있다.

제거하고, 그 다음 5〜6mm 크기로 

잘라 몸체를 제외한 것들을 기계나 

손으로 골라낸다. 이처럼 복합 재질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단일 재질일 

경우보다 3〜4개 공정이 더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용하는 재질을 줄이거나 

단일 재질로 PET 병을 만든다면 

분리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절감은 

물론, 기계설비와 가동비용도 

1/3 정도 줄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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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FA 업체 현황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자동화 기기 

제조업체수는 880여 개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주요 FA 업체들의 포장사업 관련 

현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삼성항공〉

자동창고 등• 물류시스템 분야는 

88년 박스 및 백 등을 자동 적재하는 

팰리트를 국산화하였고, 트럭 1대분의 

제품을 8분만에 적재할 수 있는 

트럭로더와 무인운반차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원자재 투입에서부터 

제품생산, 완제품의 적재 및 보관에 

이르는 일련의 흐름을 자동화하는 자동 

창고시스템도 보급하고 있다.

〈금성산전〉

생산하는FA기기는 산업용 로봇, 

자동창고, 물류조절기기, 자동포장기, 

자동적재기, 무인운반시스템, 바코드 

등이다.

특히 시스템 분야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생산공정 및 공장에 알맞은 

시스템 설비 및 소프트 웨어 개발에

썩는 비닐제품 인기

지난해 처음 선보인 가정용 썩는 

비닐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올 들어 

생산업체들이 크게 늘어나고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판매도 확대되고 있다.

이 비닐제품은 폐기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햇빛이나 토양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기 시작하여 수 년 내에 HQ로 

바뀌게 된다. 현재 강남산업, 

유원산업, 혜림산업 등 4〜5개 

업체에서 1회용 장갑, 싱크대용 

음식찌꺼기 봉투와 가정용 쓰레기 봉투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 중 강남산업은 쓰레기 봉투와 

싱크대용 음식찌꺼기 봉투 등 5종을 

백화점과 슈퍼에서 판매하고 있다.

힘을 쏟고 있다.

〈대우중공업〉

고유 모델의 FA 기기를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산업용 로봇 분야는 

80년 초 중앙연구소에 로봇 개발팀을 

발족, 다음해 국내 처음으로 고유 

모델의 공작물 착탈용 로봇을 

개발했다.

앞으로도 몇 가지 FA 관련 

사업계획을 갖고 있으며, FA 
시스템을 다양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FA 시스템 설계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 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이 

회사는 각종 자동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종합 물류회사로의 

도약을 위해 일본 무라타사와 

물류시스템 분야를, 미국 ICIS사와는 

물류 관련 소프트 웨어 분야를 

기술제휴하고 있다.

대표적인 물류 관련 공급시스템에는 

피킹 시스템, 자동분류 시스템, 

로봇레인 시스템, 바코드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기존의 비닐원료인 폴리에틸렌에 

수입품인 '에코스타'를 일정비율로 

섞어 '에코스타 플러스'라는 상표로 

선보였다.

지난해부터 썩는 비닐제품을 내놓은 

유원산업은 쓰레기 봉투 등 4종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문자 

상표부착방식(OEM)으로，비비에코 

위생백' 등을 제일제당 등에 납품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썩는 비닐제품은 

가격이 일반 비닐제품에 비해 비싸고 

일부 제품은 분해여부가 뚜렷이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활용 산업단지 건설 추진

환경처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원재활용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15개 권역에 

재활용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 5천 

9백만톤 중 재활용 폐기물은 1천 

6백만톤으로 전체의 27.6%에 

불과하고 총 폐기물 발생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생활쓰레기의 

재활용률이 7.4 %에 그쳐 쓰레기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처는 폐기물 재활용률이 저조한 

것은 재생산업체의 영세성에서 

비롯된다고 판단, 전국의 1만 6천 

5백여 개의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와 

6백 85개의 재생산업체가 적정규모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생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처는 이들 업체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도시계획법 

등에 저촉되어 부지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가 많은 점을 감안, 

정부에서 단지를 조성, 임대 또는 

분양해 줄 방침이다.

환경처의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재활용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재생업체에 대해 시설자금의 융자에 

따른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며 단지 내 

폐열회수 소각시설, 공동 

폐수처리시설 등이 설치 • 지원된다.

권역별 단지 규모는 시 • 도가 자체 

폐기물 발생량 및 재생산업 현황 등을 

감안, 1만〜5만평에서 조성토록 하고 

단지당 50〜80개 업체가 입주토록 할 

예정이다.

입주대상업종은 재활용 폐기물 

수집 • 운반업, 타이어 - 폐유 등의 

폐기물 재생업과 플라스틱 •캔 • 

유기성 물질 등의 생활 쓰레기 재생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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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폐자원 재활용률 실태

지난 90년의 국내 폐자원 

재활용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폐지 （43.4 %）
•유리병（46%）

• 알루미늄 캔（3%）
•폐타이어（70%）
이같은 재활용률은 일본,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참조）.

향후 체계적인 수집 시스템의 

확보를 통해 재활용률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폐자원 재활용률〉

폐타이어 

（91 년）

유리병 폐플라스틱 폐지 페鎭材

농산물의 포장 개발

농협중앙회는 농산물의 포장규격 및 

포장디자인의 연구개발을 통해 

i ） 국내 농산물의 유통 근대화를 

도모하고, ii） 농산물의 상품화로 산지 

농민의 소득증대를 꾀함은 물론, 

iii） 유통과정의 손실을 

극소화함으로써 가격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채소（쑥갓 • 연근 등）와 

과일（사과 • 포도 • 단감 등）의 포장 및 

디자인 개발을 실시하여 시제품을 

완성시켰다.

시제품을 만들기에 앞서 포장설계에 

필요한 기초 조사 및

포장시험（포장재의 물성 시험）을 거친 

뒤, 대상품목의 포장에 대한 

적용재료 • 치수 • 기법 • 강도 • 

표준화 • 포장디 자인 등 전반을 

고려하여 최종 시안을 내놓게 되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계획이다.

자동 라벨러의 국산화 이룩

73년, 스티커 라벨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금박（대표 : 黃慶老）은 

지난 85년 일본 豐明산업과 

기술제휴를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FA 기기 사업을 확대했고, 같은해 

일본에 처음으로 자동 라벨기를 

수출했으며 86년에는 미국 UL규격을 

획득했다.

이 회사는 인쇄기계, 테이프 생산 등 

자동포장에 필요한 일괄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판매시점관리 

（POS） 사업부를 신설하여 

FA 사업분야를 더욱 확장했다.

생산품목은 표준형 라벨부착기, 

컨트롤러, 프린터 및 보조장치, 자동 

자동 바코드 라벨러

라벨 부착기, 가격표시기 등이다. 자동 

라벨 부착기의 주요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마무리 공정단계에 설치해 그동안 

수작업으로 하던 상표부착을 

자동적으로 해결해주는 설비（대당 

4〜5명의 인력절감효과 기대）

- 부착형태에 따라 상, 하, 상하, 코너, 

밑바닥, 둘레부착형 등 7종이 있다.

— 플라스틱 용기 등 변형되기 쉬운 

재질에도 라벨을 잘 부착할 수 

있도록 어퍼벨트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금박은 자동 라벨 부착기의 

국산화를 이룩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월 말 산업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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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공업발전기금（제품디자인） 지원내용

제품디자인 개발을 통한 상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는 

공업발전기금지원대 상에 제품디 자인 

개발 부문을 선정 지원하게 된다.

1 . 지원대상 ：

제품디자인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제조업체가 산업디자인 관련 

기업부설 연구소, 산업디자인 

포장진흥법에 따라 신고를 필한 

전문회사,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과

디자인개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함）

2 .융자조건:

가. 융자금리 : 6.5%
나. 융자기간 : 5년 이내 （2년 

거치기간포함）

다. 동일인한도액 ： 3억원

라.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70% 이내 

선정방법은 개발원에 설치된

선정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되며, '92년 공업발전기금 

（제품디자인） 신청마감은 12월 

5 일이다.

※문의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기획관리부 연구조정과

Tel） 741-4662, Fax） 745-5519

표면 강화 플라스틱 제조기술 개발

진송기업은 상온의 조건에서 

플라스틱 표면에 유리질（액체유리）을 

입혀 표면을 강화, 충격을 받아도 

흠집이 나지 않는 플라스틱의 

제조기술을 개발했다.

이 표면 강화 플라스틱 제조기술은 

강도가 유리의 20〜2백배이면서 

무게가 2분의 1밖에 안되는 

플라스틱의 특징과 흠집이 잘 나지 

않는 유리표면의 장점을 최대로 

살렸을 뿐만 아니라 제조비용도 

절감시켰다.

이 기술로 개발한 제품은 자동차, 

선박, 일반 건축물의 창 등에 폭넓 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 앙〉®«＞앙〉® 앙＞«＞6＞＜含＞＜8＞＜상〉앙＞*“» 양〉®®＜&＞＜»양〉®＜舍＞해외소식⑧ 앙〉® 앙6양＞앙＞＜&令狡양〉® 앙융令软®앙〉

Thai Pack Print '93

1• 일시 :'93. 9. 23〜9. 26
2. 장소 ： 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QSNCC）, Bangkok, 
Thailand

3• 출품물:포장 및 인쇄기기 • 재료, 

보조기기, 관련 서비스 등

4. 부대행사:一아시아 포장회의

-아시아 스타상 컨테스트 

（우수 상품포장 선정）

一관련 기술 세미나

5• 시장동향:태국의 급속한 경제신장은 

골판지•플라스틱•유리• 

금속용기 등 포장 부문에 

빠른 발전을 가져와 생산량

페이로드 골판지 팰리트

미국의 게이트 팰리트 시스템（Gate 
Pallet System） 사가 개발한 골판지를 

사용한 페이로드 팰리트는, 골판지 

하부를 지관（紙管） 등으로 받쳐주던 

종래의 지（紙） 팰리트와는 달리 최고 

1260 kg 의 하중에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하고, 1200 X 1000 mm 인 경우 

중량이 7.65 kg 에 불과하여 수송비 

절감을 꾀할 수 있어 페이로드 

팰리트를 채용하는 미국 업체들이 늘고 

있다.

그밖에도 리사이클이 가능하고, 못을 

사용하지 않아 목재 팰리트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작업자의 부상도 피할 수 

있으며, 미국 FDA의 식품의 간접 

접촉에 관한 기준에도 합치하는 등 

여러 이점을 갖고 있다.

증가는 물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인 향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6. 문의처 : Thai Pa아caging 
Association
Reed Tradex co., Ltd.
16 fl, 54 Asoke Rd.
Bangkok 10110, Thailand 
Tel) (662)260-7103-8 
Fax) 260-7109

물에 녹는 散완충재「RENATURE」

물에 용해되고 소각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환경적성이 뛰어난 

「RENATURE」는 미국의 

워너 • 림버트사의 특수 폴리머 

「NOVON-2020」을 이용한 것으로, 

독일 스트라팩사의 압출기술로 독일, 

미국, 일본에서 생산 • 판매되고 있다.

「RENATURE」는 물에 직접 닿게 

되면 6분 이내에 분해를 시작해 10분 

정도면 완전분해되고, 미생물에 의해 

완전분해와 불활성 무기물화된다.

리사이클 측면에서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분쇄하여 재사용 

원료화도 가능하다. 또한 방향（芳香） 

성분이 완전 제거되어 쥐 • 곤충 등이 

반응하지 않는다.

종래의 PS 완충재와 상응하는 

완충성능을 발휘하며, 적용분야도 

전자•전기제품•정밀기기•도자기 • 

유리제품 • 식품 등에 걸쳐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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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업체 Mass Communication 가 

주최하는 ASEAN 지역의 포장 관련 전시 

幻!！

인도네시아

-전시명 : Indonesia International 
Packaging /Printing / 
Rubber & Plastics 
Exhibition '93

-일 시 :'93년 5월 5일〜8일

一장 소 : JF Kemayoran
Exhibition Centre, 자카르타

말레이지아

-전시명 : Malaysia International 
Packaging /Printing /Rubber 
& Plastics Exhibition '93

- 일 시 : '93년 5월 27일〜30일
- 장 소 : Putra World Trade 

Centre,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 전시명 : International
Packaging /Printing /Rubber
& Plastics Exhibition '93

-일 시 : '93년 10월 6일〜9일

- 장 소 : International 
Merchandise Mart(IMM), 
싱가포르

태국

- 전시명 : Thailand International 
Packaging /Printing /Rubber 
& Plastics Exhibition '93

- 일 시 : '93 년 9월 1 일〜4 일
一장 소 : Bangkok International 

Exposition Centre (BI EC)
※문의처

Mass Communications Pte Ltd.
289, Tanjong Katong Road
Singapore 1542
Tel) (65) 345 5188
Fax) (65) 346 0797

PRINTPACK IN이A '93

인쇄 및 포장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고 이 부문의 

선진기술을 소개하고자, 오는 93년 

3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인도 

뉴델리 (Pragati Maidan)에서 

PRINTPACK INDIA '93년이 

개최된다.

전시품목은 인쇄 및 포장 관련 

기기와 재료 등이고, 부대 행사로 

World Print Congress '93(93. 3. 
1〜3. 4) 이 함께 열린다.

이번 전시는 ITPO(The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Organization) 뉴델리와 NOWEA 
International 뒤셀도르프가 함께 

주관한다

캐나다의 통신판매회사「베리힐」은 

땅 속에서 분해되지 않는 스티로폴 

포장재의 단점을 해결키 위해 팝콘을 

포장재로 사용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상품포장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스티로폴은 완충성이 우수하고 형태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나, 땅 

속에서 분해되지 않아 환경측면에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골판지 

빈틈에 팝콘을 넣어 완충재로 

사용하면 스티로폴과 비슷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환경에 무해하고, 사용된 

「팝콘 완충재」는 사료나 퇴비에

※문의처

NOWEA International GmbH
P.O.Box 32 02 03
D-4000 Dusseldorf 30
Tel) (0211) 45 60-02
Fax) (0211) 45 60-740

팝콘, 완충재로 이용

이용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팝콘을 포장재로 사용하면 실제 

비용도 스티로폴의 75%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포장에도 쓰여질 전망이다. 팝콘은 

옥수수에 열을 가하기만 하면 

만들어지므로 플라스틱 포장재에 비해 

제조방법이 간단하다.

이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통하는 기존 포장재나 

용기를 환경에 유리한 자연물로 

대체하는 방법이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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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내

포장 관련 정보 자료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자료실 신착도서 및 자료

ASIA PACIFIC FOOD INDUSTRY
C92・ 7)
발행처 : Business & Technology Pub.

• Toyo 사의 최신품 TULCj
"►세계 최대의 금속캔 제조업체인 

Toyo Seikan Kaisha 사가

「TULC」라 불리우는 두 장을 접합한 

혁신적인 캔 제품을 내놓았다. 이는 

오늘날 포장용기에 요구되는 가벼움, 

고성능, 환경보호에 모두 부응하는 

상품이다.

강철판을 얇게 펴서 압축한 후 PET 
필름을 입혀 만든 이 제품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장점이 있다.

1. 맛의 보존성이 뛰어나다.

2. 인쇄가 선명하게 잘 된다.

3. 산에 대해 저항력이 높다.

4. 캔의 두께가 균일하다.

• 대만의 쥬스산업 실태 및 현황

• 최근 개발한 스낵포장 소개

• 호주 UHT 카톤 재활용 계획

CARTON BOX(*92. 9)

발행처: (株)日報

• 일본석유(주) 산업다각화와 신상품 

개발, 연구과정

• 일본 화장품업체 해외 수출시장 확대 

및 고품질화를 위한

POS(판매시장정보관리) 추진

• 제지업계의 완충재 현황과 전망

CARTON BOX('92・ 8)
발행처: (株) 日報

• ECO-30 ECO-50 지함 채용으로 

35% 경량화

一일신제당(주)

• JCBM '92 에 출품된 최신

포장기 자재

-6월 18일부터 4일간, 오사카

• 일본 중국에 포장기술 진출 희망

-중국포장기술단 좌담회에서

• CAD/CAM 호환성 문제 고찰

包装技術('92・8)
발행처: jpi

• 최신 포장재료와 가공기법

-미쓰비시사의 최신 플라스틱 용기

-Toyo Seikan사의 음료팩인 

TULC의 특성 및 용기 성능

一알루미늄 증착필름 기술 사례

鳏物('92. 8)
발행처: (株) 日報

• 일본 시중은행에 대한 인식 및 

정부관련 금융기관 융자 현황

• 한국의 폐기물 문제와 소각처리시설 

실태

• 일본 새로운 폐기물 처리법령 안내

GOOD PACKAGING MAGA기NE('92・ 8)
발행처 : Verified Audit Circulation Corp.

• Plitek 포장회사의 포장관련 설비, 

라인, 경영체계 소개

• 미국 MaCain Ellio's 식품회사의 

새로운 피자포장

AUSTRALIAN PACKA이NG('92・ 8)
발행처 : Australian Packaging Institute
• 과일쥬스용 재활용 플라스틱병

• 슈퍼마켓 판매를 위한 포장디자인

• Matpak '92
-8월 n 일부터 13일, 시드니

食品2二容器('92. 8)
발행처: 岳詰技術研究會

• 미국의 건강식품 시장의 문제점

• 미래식품 개발의 전망

통신원 자료

•Transpack '92
■►독일 함부르크시에 최초로 개최된 

포장전시회 Transpack '92에서는 

다수의 새로 개발된 포장 상품과 

시스템들이 소개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환경보호와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스템이 대거 

선보였다.

이 중 Modular 시스템 'Bi-Box'는 

독일 유명 포장업체가 협동으로 

개발했는데, 넓이와 높이가 조절될 수 

있으며 통일된 판매시스템으로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한다. 

또 포장물 생산분야에서는 재활용 

운송포장물들이나, 판매 포장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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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체들의 관심을 끌었다. 

재활용 포장물 업체의 프로그램 

가운데 Log star 회사의 Clap-Box, 
Canister, Trays, Folding Box 와 

대규모 컨테이너들이 소개되었다. 

한편 액체포장 분야에서는 덴마크 

생산업체인 Scanbech 회사가 의약품, 

화학품 등의 생산업체들이 응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병을 전시했다.

수송 전용 컨테이너

PACKA이NG（미）（92・ 8）
발행처 : Cahners Publishing Co.

-► Quintessence 화장품 회사는 

상품자체에 필요한 포장디자인을 개발, 

선보였다. 이 회사는 화장품 용기는 

물론 병에서 카톤, 선물용 팩까지의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 화장품 포장디자인은 붉은 

오렌지색 불꽃이 그려져 있고 

음각으로 처리된 유리병에는 이 

불꽃과 똑같은 곡선이 새겨져 

황금색으로 광택이 나도록 처리되어 

있다.

Caliente라는 로고가 새겨진 

디자인에는 한 개의 불꽃이 가늘게 

새겨진 것도 있다.

선물용 포장용기에는 깨끗한 타원형 

카톤으로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은 

금박종이로 위아랫 면까지 처리되어 

있다.

또 이 회사의 플라스틱 카톤은 바닥이 

붉은 오렌지색 양철로 처리되어 위로 

올라갈수록 엷어지고 있다. 선물용 

상자의 중요한 부분은 견고한 

플라스틱 삽입물로서 부드러운 타원형 

용기를 안전하게 받쳐주어 병이 

깨지지 않도록 해준다.

ASIA PACIFIC FOOD INDUSTRY
C92. 8）
발행처 : Business & Technology Pub.

•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디자인

■►포장디자인협의회에 참가한 580여 

회사 중에서 1위를 차지한 

Pentagram's 디자인은 연회색 바탕에 

여러 가지 색상의 상품 외곽 라인을 

그려 넣었다. 또 복사본을 위한 로고 

타입과 포맷도 들어 있다.

이 특수 생물분해성 셀룰로즈백은 

접혀진 상태에서 라벨을 스태플로 눌러 

놓은 형태이며 생태학과 관련된 

그래픽이 그려져 있다.

라벨 부분은 약 50%의 재생종이와 16 
%의 기타 재생물질로 만들어졌다.

종이는 식물성 잉크로 5색 옵셋인쇄된 

것이며 평범한 절단방식을 사용했고 

접을 수 있게 했다.

産品設計舆包装（'92・ 가올）

발행처 : 중화민국대외무역발전협회

• 환경보호를 위한 디자인 대책

• 독일 듀얼 재활용 시스템에 대응할 

대만의 포장계획

• '95년 ICSID 총회 대만 주최 소식

• 유럽 포장기술의 최근 동향

EXPORT PACKAGING（'92・ 여름）

발행처 : International Trade Center

• 92 년 국제 포장 실태

- 대륙별 포장재료와 포장기계 （US, 백만） 一

대 륙 판매예상액

유 럽 150
북 미 100
아 시 아 100

，라틴아메리카 30
아프리카 20

계 400

-국가별 포장재료와 포장기계 （US, 백만） 一

국 가 판매예상액

미 국 90
일 본 60
독 일 25
프 랑 스 18
영 국 16
이 태 리 16
캐 나 다 10
스 페 인 8
브 라 질 8

一서유럽 포장재료-

종 류 톤

지기 및 지함 16,000
유 리 13,000
플라스틱 8,000
금 속 4,200

一포장재 변화추이（'77년〜'92년） 一

포 장 재 증감

유리 용기 -40%
골 판 지 -18%
카 톤 지 -15%
증 착 지 -8%
연 포 장 + 15%
경플라스틱포장 + 100%

AUSTRIAN PACKAGING（，92. 8）
발행처 : Australian Packaging Institute

• 오스트레일리아 포장연구소 

교육과정

시］ 旬 C 立 r기》T이 N ?
• 새왈봉 '巨■다■닉 TT。녕

- Berri val Orchards 사•

• 호주 멜버른의 Ross 화장품 회사 

생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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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포장기술 58호 내용색인 一

특 집/

■ 분해성 필름에 대한 고찰
。분해성 플라스틱의 개요 및 개발 동향（권오진）

。전분계 생분해성 플라스틱（임승순 • 임대영）

。광분해성 플라스틱（이두원）

。분해성 필름에 대한 부정적 입장（피터 P. 클렘척）

。전분 100%의 분해성 수지（편집실）

지상강좌/

■ 포장재의 선택과 사용（I）
필자: 론 고다드

포장재를 소개하고 오늘날의 기술수준과 포장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발전 상황을 점검

■ 이（易） 개봉 파우치의 경향
필자:茂木芳次

플라스틱 포장에 있어서 강도나 차단성을 최소화하면서 개봉의 

용이성을 부여한 FC 커트의 현황과 전망

포장기술 3
1992. Vol. 10. P10-40 포장기술 5®

1992. V이. 10. P41 〜48

포장정보/

■ 제3회 금성포장전시회
'환경을 생각하는 금성'이란 주제로 우수포장개발과 상품의 

고급화를 통한 포장기술 발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개최된 제 3회 금성포장전시회 소개

■ 업계탐방一오뚜기식품
（주） 오뚜기식품의 연구개발 • 생산라인 • 품질관리 등과

식품포장방법인 레토르트 파우치, 공압출 용기 및 필름 소개

■ 물류 관련 규격 개정안（I）
산업디자인포장개 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진행된 골판지 상자 등 

8종의 물류 관련 규격 개정안

연 재/

■ 상사중재와 포장 관련 무역 클레임 사례（D）
각국의 상사중재제도 및 클레임 사례

■ 골판지 상자의 포장강도 설계 및 평가시험방법（1）
필자 :山口 誠

골판지 상자의 제조공정과 골판지 상자에 필요한 기능 및 구조 

특징과 강도와의 관계 등 소개

포장기술 3
1992. Vol. 10. P49〜72

포장기술 58
1992. V이. 10. P73〜86

환 경/
■ 세계 고지자원 시장과 그 확보 전략

필자:신동소

세계 고지 이용현황과 우리나라의 고지 자원 확보 전망 및 대책에 

관한 내용

■ 환경적 측면에서 본 EPS
EPS 의 제조공정, 수지공정. EC의 EPS 폐기물과 관련한 현황과

EPS의 금후 재자원화 전망을 다룸

안 내/

■ 국내외 포장뉴스
국내외 포장 관련 뉴스 기사

（신제푸 전시회, 동향 등）

■ 포장 관련 정보 자료
KIDP 자료실에 신착된 도서 및 자료에 대한 안내

포장기술 3
1992. Vol. 10. P87〜102

포장기술 58
1992. Vol. 10. I거03〜109



파렛트 풀 시스템 (PALLET POOL SYSTEM)
—— 파렛트의 DOOR TO DOOR SERVICE를 제공합니다

國内 파렛트 풀 시스템

韓國 파렛트 풀(株) (KPP)는 500,000枚의 

KS 規格標準파렛트를 確保하고 15개 地域에 

集酉嘶(Depot)를 設置하고 貸與方式에 의한 全 

國的인 파렛트 풀 시스템을 構築하고 있습니다.

地域間輸送用은 물론 季節的인 物動量變動에 

의한 파렛트 필요시 언제 • 어디에서도 便利하게 

利用하여 企業物流費中 파렛트 費用 50%를 

節減시킬 수 있습니다.

ASIA PALLET POOL SYSTEM

• KPP는 日本 파렛트 렌탈(株)(JPR) 및 台灣 

파렛트 렌탈(株)(TPR) 共同으로 韓國, 日本, 台灣 

3個國間에 貸與方式에 의한 ASIA PALLET 
POOL SYSTEM 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KS 및 JIS의 標準 파렛트에 의하여 韓國, 日本, 

台灣 3個國間 輸出 輸入懒量의 物流 

System化를 通하여 國境을 넘어선 國祭物流 

改善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KPP
本 社 :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 546(유동빌딩 7층)

TEL ： (02)711-5533(대표)

FAX ： (02)711-6622, (02)711-7255
營業所 : •부산 : (051) 464-6984 •구미 : (0546) 463-4639

•광주 : (062) 375-6104 •인천 :(0341)82-4127

•대전 ： (042) 931-5024 •이리 : (0653) 858-2554

TPR TAI WAN PALLET RENTAL CO.
台湾台北市民權東路550巷3段30號2樓
TEL ： 0이 -886-2-713-9355(代)

FAX ： 001-886-2-716-0657

JPR JAPAN PALLET RENTAL CO.
日本國東京都中央區日本橋芽場町2-13-11
TEL ： 001-81-3-3666-7791
FAX ： 001-81-3-3666-7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