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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IN WHITE BIOTECH

국내기업소개

지속가능성,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
그리고 저탄소 바이오경제
Sustainability, Waste management and
Low carbon bio-economy

㈜도일에코텍
대표이사 이승태, 본부장 이원재

한국의 바이오플라스틱을 세계에 외치다
저희 동향지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 중인
바이오화학 관련 기업의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74~75호에 걸쳐서
(사)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에서
추천한 기업의 제품 및 사업 현황

지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총 8일 동안 독일 뒤셀도르프 K-Show에서 유럽 바이오플라스틱
협회와 바이오플라스틱 매거진이 주관한 바이오플라스틱 컨퍼런스에서 WPC 용기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발표에서 저희 목표는 기존 WPC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는 것이였습니다.
현재 WPC시장은 건축자재가 메인 산업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WPC로 만든 다양한 응용제품
들을 보이면서 플라스틱 및 바이오플라스틱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 이후에 컨퍼런스에
참석한 관계자 및 기업들로부터 많은 연락들이 와서 다양한 제품 응용을 진행 중입니다.

등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번 호에는
바이오유래 합성목재(WPC)
산업에 도전하고 있는
(주)도일에코텍의 소식을
전해드리며, 원고 작성을 위해
도와주신
협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생각의 차이가 혁신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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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라스틱이란 			
“ 옥수수, 사탕수수, 		
셀룰로오스 등과 같은 재생가능
원료로부터 유래한 플라스틱”

무엇이 보이십니까?

으로 정의됩니다.

아름다운 바다에 있는 해초들?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심각성?
아름다운 바다에 있는 해초들이 보이십니까? 사실 이 해초들은 플라스틱 빨대, 숟가락 그리고
병뚜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진은 필리핀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에서 주관한
공익 광고 캠페인이며,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로 토양이나 바다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또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야기해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구,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속가능성,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 그리고 저탄소 바이오경제” 이 3개의 단어가 최근의 가장
큰 화두 입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제품이 필요하며, 선형성 경제(Linear Economy)에서 쓰레
기가 가치 있는 자원으로 여겨지는 순환성 경제(Circular Economy)로 전환해야 하며, 또한 우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저탄소 바이오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New trend in Bioplastic
1. 기존 플라스틱에서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인식의 변화가 증가.				
2. 전세계적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제품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Go green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바이오플라스틱
전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바이오플라스틱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
니다. 바이오플라스틱이란 “옥수수, 사탕수수, 셀룰로오스 등과 같은 재생가능 원료로부터 유래한
플라스틱”으로 정의됩니다.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 및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저희 도일에코텍은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및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추고 수년간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원료를 개발해 왔고 최근에는
한국 카톨릭 대학교 생명공학부와 산학협력을 통해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 연구 및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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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bio based plastic “WPC”
WPC(Wood Plastic Composite, 합성목재)는 간벌목 및 원목제재시에 나오는 톱밥, 대패밥 등의
부산물들을 이용하여 기존 플라스틱 레진과 혼합하여 만든 친환경 신소재입니다. 목분 함량은
최종제품에 따라 20%에서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에서 가장 주목해야

WPC의 장점?
1. WPC는 100% 재활용이 가능.

될 점은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과 기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탄소저감을 시키는 것이며 또한
대체재로써 기존 플라스틱과 비슷한 물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2. 버려지는 톱밥의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 , 쓰레기
관리 및 자원의 재활용.
3. 고급스러운 표면 질감 및 외관.
4. 기존 플라스틱과 비슷한 물성.

Wood Plastic

5. 방충성, 내수성 내후성이 우수.
6. 유해물질이 없습니다.
7. 압출, 이중압출, 사출, 블로우
성형에 용이.

Reduce
usage of plastic
Wood
70%

적용 가능 레진

PE, PP, PS, ABS, PLA, ASA,
PMMA, TPE, SAN, PVC

WPC 응용제품
일반 건축자재: 바닥 데크재, 사이딩,
루버, 휀스, 기둥재, 난간재, 방음벽,
창문틀, 도어
실내용: 가구재(책상, 의자, 주방가구,
침대), 천정재, 욕실 내장재,
조명등자재, 벽재, 버티컬
산업용품: 자동차부품,가전제품,
포장자재, 시트, 기계 부품, 3D 프린트
필라멘트
생활용품: 식품용기, 주방용기,
화장품용기, 가정용품, 의료기기
문구제품: 연필 외 필기구, 사무용품
발포제품: 몰딩류, 문틀, 가구재
기타: 사인물, 인테리어 제품,
레져용품, 이중압출제품

Plastic
30%

Plastic
100%

WPC

Reuse
Sawdust

Go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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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go green with Doill Ecotec!
SLOGAN

VISION

“Qualit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저희 도일에코텍은 목분 이외에 왕겨, 아몬드, 땅콩껍질,

저희는 항상 제품의 균일하고 최상의 품질을 위해

코코넛 껍질, 옥수수대, 다양한 씨앗 등등 버려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매스를 활용하여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례1) A
 씨는 가정용 3D 프린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터용 플라스틱 필라멘트는 사용시 필라멘트의 냄새가 너무 독하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가정용 3D 프린터의 주된 사용 용도는 간단한 제품을 만드는 용도입니다.

금액(USD 백만 달러)

증가하는 WPC 시장
Global Wood-Plastic Composites Market, 2014 - 2020
생산량(킬로 톤)

소비자는 원합니다. 아래 사례들은 직접 소비자의 의견을 들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3 ,300.0

그러나 소비자가 사용시 특유의 독한 냄새 때문에 사용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WPC 필라멘트는 사용시 특유의 고소한 냄새가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

2014

2015

할 수 있습니다.

2016
생산량

2017

2018
금액

2019

2020

Zion Research Analysis, 2015

사례2) 이번 K-show에서 많은 사람들이 WPC 용기에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많은
플라스틱 관계자 분들이 WPC 용기를 보고 기존 플라스틱 용기보다 더 고급

증가하는 Bioplastic 시장

스럽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재료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가장 많았고,

전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생산량

재료가 바이오플라스틱 중 하나인 WPC라고 하니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8

또한, 몇몇 분들은 고급스러운 디자인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구매하고 싶다”
라고 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 제품 판매에 있어 디자인은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1.7

1.2

2.1

플라스틱 용기보다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사람들의 반응, 당신은 어떻게
2014

2011

생각 하십니까? 또한 유럽의 사람들은 “친환경제품”이라고 하면 가격이

2016

(백만 톤)
Allied Market Research, 2015

얼마 한들 구매한다는 말이 있듯이 친환경 제품에 의식이 높고, 또한 지구
환경 보호에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도 친환경

WPC Market

제품에 대한 의식발전이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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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80%

건설자재

전세계적으로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바이오플라스틱의 시장 규모는 3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WPC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60억 달러를 도달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바이오플라스틱의
메인 산업군은 포장자재이며, WPC 시장에서는 건설자재가 메인 산업군 입니다.
WPC도 바이오플라스틱의 한 종류인데 왜 WPC시장과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의 산업군
형성이 완전히 다를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WPC는 건축자재로만 쓰이는
원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도일에코텍 에서는 이러한 WPC 시장의 변화를
시도해보자 합니다. 다양한 응용제품 개발을 통해 건축자재로 주로 쓰이는 WPC를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 가능한 소재로 인식을 바꿔 보고자 합니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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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산업 및 소비재

기타

Bioplastic Market

포장자재 70%

건설자재 2%

건설자재

자동차부품

산업 및 소비재

포장재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