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 바이오 플라스틱의 연간 생산량은 약 36만 톤(2007년 기준)으로 아직까지 전체 플라스틱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2013년까지 연평균 37%로 성장해 그 규모가 233만 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345만 톤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시장 현황에 근거하여 보면 2012년까지 기존 고분자의 5~10%가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대체될 전망이며, 바이오매스를 플라스틱 고분자에 적용하는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과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을 포함하면 기존 고분자 시장의 30% 이상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플라스틱의 물성과 가격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생분해 플라스틱을 주원료로 상용화 되고 있는 제품들은  
미비한 실정이지만, 기존 플라스틱의 물성을 유지하면서도 원가절감이 이루어진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제품과 
물성과 원가절감이 가능하면서 생분해 기간의 조절이 가능한 산화 생분해 제품들이 꾸준하게 출시되고 있기에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을 보입니다. 
 

Currently, Bio Plastics’ market share in the Plastics market is 0.3%, with a yearly production of approximately 
36M tons (2007). However, it is expected to have a yearly growth of 37% until 2013 and reach 345M tons in 2020.
Nowadays,  Biodegradation period adjustable Oxo-biodegradable plastic was Developed. The bio polymer 
manufacturing technology is developing and price competition is being strengthened, so a rapid expansion 
in the market can be expected. The following are current and expected uses of Bio Plastics.
※ 내용 중 일부 제품은 적용 예시입니다. 
※ Parts of the given examples are expected applications

• 식물체 바이오매스, 산화생분해제, 식품 첨가물, 미네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자연계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분해 됩니다. 
• 사출성형, 진공성형, 필름, 압진공성형 등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 성형성 및 생산성이 우수하고, 날카로운 면이 없어 생산 작업 시 부상이 생길 우려가 적습니다. 
• 내열성이 우수하여 뜨거운 국물 등에 사용이 가능 : PLA와 달리 열에 의한 포장용기 변형이 없습니다. 
• 내열성 120도 → 해외 수출 시 적도 통과 시점에서 열에 의한 포장재 변형 등 문제 발생이 없습니다. 
 

• Will completely degrade in nature into water and CO2 due to the use of plant biomass, 
Oxo-degradable agent, food  additives and minerals as main materials

• Has variety of applications such as injection molding, vacuum molding, film and positive vacuum  molding
• Excellent in compactibility and productivity as well as less concerns on injuries during manufacture work 

due to its lack of  sharp edges
• Excellent heat resistance allows uses with hot soups: Shows no heat deflection unlike PLA
• Heat resistant up to 120℃→ Suitable for shipment in a container through the equator line 
(will show no signs of heat deflection)

20 

Bio Product Application

  원료분야 : 바이오 펠릿 / Master Batch, Compound



       완제품 제조 가공 
Finished Products

Production and Processing
 

※ 관련사 : (주)바이오소재, (주)에이유, SK케미칼, 써니테크, 콘프라테크(주), (주)도일에코텍, 나람 등 
※ Companies: Bio Polymer, AU, SK Chemicals, Sunny Tech Co.,LTD,  Cornplatech, Doilecotec, Naram etc.

Powder

M/B 가공 
M/B processing

바이오 펠릿
KBMP-900S, Ecozone, EGB-001 등  
Bio Pellet
Bio pellets such as KBMP-900S,
ECOZONE, EGB-001, etc.

Ø핵심요소기술 / Core Technology

• 내수성, 내열성 부여 
• 수분흡수방지 코팅 
• 탄화방지 
• 물성, 생산성 개선 
• 분산성, 상용성 개선 

• Water resistance, heat resistance
• Water proof coating
• Carbonization prevention
• Improvement of property
: Melt Index, Dispersibility,

Miscibility, etc.

• 비닐,필름 
• 진공 성형 
• 사출성형 
• 블로우 성형 등 

 

• Vinyl, Film
• Vacuum Forming
• Injection Molding
• Blow Mold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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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중합방식 / Polymerization Mode

원료 펠릿 / Material pellet

Bio Plastics 

Ø결합방식 / A Coupling Scheme



농림수산, 토목건축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Construction
화분, 화분커버, 육묘포트, 농업용 멀칭필름, 조경용품 등 
Pots, Pot Covers, Seedling Pots, Agricultural Mulching Films, Landscaping Products, Etc.

• 유기물 함량, 비료량, 일조량, 온도, 수분 등에 따라 분해기간에 차이가 있음 
• 자연상태에서 미생물, 산소, 광 등에 의해 분해되어 자연계로 선순환됨 
• 자연조건에서 100일 전후에 분해가 시작되어 9~12개월 이내 80% 이상 분해 
• 자연에서 썩어서 식물에 영양분 공금 
• 분해기간 중에 분자량 감소, 작은 파편이 되어 토양 내 떼알구조를 개선하여 통기성, 투수성을 개선하여  
  지력을 향상시킴 

 

• Degrading time differs according to contents of organic matter, fertilizers, sunlight, temperature, moisture etc.
• Degrades in natural state by microorganisms, oxygen, UV, etc. and returns to the natural cycle
• In natural state, will start to degrade in approximately 100 days and show 80% and above degradation within 1 year
• Will degrade in nature and become natural fertilizers
• During the degradation period, molecular weight will decrease and become small fragments to improve soil structure 

This will lead to improved soil fertility through improvement in air transmittance and water transmittance

조경분야 Landscape
• 목재 유래 원료 사용 저감 
• 벌레, 미생물, 햇빛, 수분 등에 목재보다 강함 
• 사용수명 연장, 디자인이 용이함  

 

• Decrease in costs derived from usage of wood
• Stronger than lumber in insect and microorganism

resistance, sunshine, moisture, etc.
• Increase in usage life and easier to design & mold

건축자재 
Building Materials

지아소리잠 바닥재
Zia sorijam Flooring

화분, 화분커버 
Pots, Pot Covers

식물 키우기 
Growing Plants

농업용 멀칭필름 
Mulching Film For

Agricultural Use

친환경 웰빙식물 전시장 
Display For Eco-Friendly

Well-Being Plants

화분 행거 3구 
Pot Hangers (3)

화분 행거 
Pot Hangers

새싹채소 
Growing Sprout

에코 테이프 
Eco-Tape

테이프 바인더 
Tape Binder

바인더 끈 
Tape Application

※ 관련사 : (주)바이오소재, (주)도일에코텍, LG하우시스 
※ Companies: Bio Polymer,  Doillecotec, LGhausys etc. 22 



식품포장 
Food Packaging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포장재 등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Processed Food Packaging, etc.

• 다층 필름으로 수분, 산소, 이산화탄소 등 투기 · 투습, 맞춤형 포장재 가능 
• 신선도 유지, 항균 등 기능성 포장 가능 
• 다른 고분자와 상용화 가능한 원료사용으로 폐기 후 재활용 가능 
• 바이오매스, 식품첨가물 등 인체무해 원료 사용 
• 인체에 무해하여 입에 넣거나 음식물과 직접 접촉하여도 안전 
• 다이옥신, 중금속 등 유해물질 저감 효과 탁월 
 

• Packaging varying in moisture, Oxygen, Carbon Dioxide, etc. transmission can be custom-made through 
the usage of multi-layer films

• Functional packaging, such as maintaining freshness and antibacterial, etc., is possible
• Due to the usage of other polymer and compatible materials, can be recycled after use
• Materials used (Biomass, Food additives, etc.) are all harmless to the body
• Due to the harmless nature, is safe to put in one s mouth or come in direct contact with the food
• Show excellent reduction in harmless materials such as Dioxin and Heavy Metals

※ 관련사 : (주)바이오소재, (주)파워랩, (주)대원포장산업, (주)에이유, (주)중원, CJ제일제당, (주)에코원 등 
※ Companies: Bio Polymer, PowerWrap, Daewon packaging IND, AU, JoongWon, CJ, Eco1one, etc. 23 



식품용기ㆍ사출제품 및 유아용품 
Food packaging : Container, Injection molding, Blow molding, etc.

물병, 식판, 도시락, 컵, 하트용기, 숟가락, 포크, 젓가락 연습기 등 
Bottle, Tray, Lunch Box, Cup, Heart Container, Spoon, Fork, Chopstick Trainer, etc.

• 천연물, 바이오매스, 산화제, 미네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사용 후 폐기시 자연에서 생분해 
• 인체에 무해하여 입에 넣거나 음식물과 직접 접촉하여도 안전 
• 뜨거운 음식, 끓는 물 속에서도 열 변형 없음 
• 다이옥신, 중금속 등 유해물질 저감 효과 탁월 
•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 
• 유아용, 성인용, 업소용 등 제품의 종류 다양 

 

• 100% biodegradable in the nature by the use of natural products, Biomass, oxidizing agents, minerals, etc.
• Is harmless to the body and safe to put in the mouth or come in direct contact with food
• No heat deflection in boiling water or when in contact with hot food
• Excellent in reducing harmful to the body materials such as dioxin and heavy materials
• Recyclable, Reusable
• Diverse products available : Baby, Adult, Business products

젓가락 연습기 
Chopstick Trainers

도시락 세트 2 
Lunch Box Set 2

사각 식판 
Food Tray

유식기 세트 
Baby Food Set

식기 세트 
Tableware Set

다용도 트레이 
Multipurpose Tray

이유밀 세트 
Baby Food Set

주걱 
Rice Paddle

스푼 포크 세트 
Spoon and 

Fork Set

※ 관련사 : (주)바이오소재, 콘프라테크(주), SK케미칼 등 
※ Companies: Bio Polymer, Cornplatech, SK Chemicals, etc. 24 



2단 찬합 
A Second-Stage

Side-Dish Box

양치컵  세트 
Tooth Brushing Set

물통 세트 
Bottle Set 

컵 1 
Cup 1

 분유통 세트 
Milk Powder Set

하트 용기 
Heart Container 

참숯 용기 
Charcoal Container 

화장품 용기 
Cosmetics Container

제습용기 
Dehumidification

Container

• 바이오매스, 투명 산화생분해제, 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여 투명유지, 
탄소저감, 산화생분해, 인체무해효과가 탁월한 제품임 
 

• Use Biomass, Transparent, Oxo-biodegradable agent, Food 
additive, etc. to excellent in reducing harmful material to human 
body, CO2 reduction, Oxo-biodegradable, etc.

투명물병 
Transparent Bottles

스포츠물병 
 Sports  Water  Bottle

숯 칫솔 
 Charcoal Toothbrush

※ 관련사 : (주)바이오소재, 콘프라테크(주), 바이오소재연구소, SK케미칼, (주)바이오켐코리아, (주)도일에코텍 등 
※ Companies: Bio Polymer, Cornplatech, BMP R&D, SK Chemicals, Biochemkorea, Doillecotec, etc. 25 



Ø 투명 바이오랩 제품 / Transparent Bio Wrap Products

Ø 제품특장점 / Product Features 

가격경쟁력 
(Price Competitiveness) 

탄소저감 
(Reduction of Carbons) 

- 타사 친환경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유지 
- Maintaining competitiveness in price compared 

with eco-friendly products of other companies

- 기존 플라스틱 대비 이산화탄소 저감 
- Reduction of CO₂compared with plastics
- 인체 무해한 순 식물성 첨가제 
- Harmless food additives for the human body

다양한 응용 
(Various Applications) 

우수한 물성 
(Outstanding Properties) 

- 항균, 방충 / Antibacterial, insect proof
- 식품 신선도유지 기능 / Maintaining freshness
- 제습기능 / Dehumidification
- 토목, 건축자재 / Civil engineering building 

materials
- 산업용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활용 / Various 

application

- 내열성(120℃) / Thermal resistance(120℃)
- 제품강도 / High strength of products
- 재활용 우수 / Outstanding recyclability
- 내수, 내유성 우수 / Well waterproof and oil proof
-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 Microwavable

• 생태계 독성 저감, 석유자원  절약효과,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 우수(35%) 

   Excellent in reducing toxicity in the ecosystem, conserving oil resources and reducing CO2 (35%)

• 자연상태에서 미생물, 온도, 수분 등에 의해 분해되어 자연계로 선순환 

   Returns to the nature through microorganisms, temp., moisture etc. in the natural state

• 바이오매스, 천연물 등 인체 무해 원료 사용 

   Use harmless materials to human such as biomass, natural substances, etc.

• 인체에 무해하여 입에 넣거나 음식물과 직접 접촉하여도 안전 

    Harmless to the body and safe to put in the mouth or come in direct contact with food

• 방담기능 부여 : 수분에 의한 김서림 방지 

     Anti fogging agent : defogging by moisture    

품 명 
(Product Name) 

코 드 
(Code) 

내 용 물 
(Contents Size) 

단품 포장 
(Single Packing) 

박스포장 
(Box Packing) 

가정용 바이오랩 
Bio wrap for family use

TGR-Bio wrap 30cm X 50m 310 X 55 X 55mm 
555 X 330 X 280mm 

(50개입) 

업소용 바이오랩 
Bio wrap for biz use

Bio-MF17 43cm X 1,220m - 
16 X 16 X 45cm 

(1개입) 

업소용 바이오랩 
Bio wrap for biz use 

Bio-MF18 45cm X 1,220m - 
16 X 16 X 45cm 

(1개입) 

Ø 크기정보 / Size

바이오랩  Bio Wrap
 

바이오 랩, 바이오 비닐, 바이오 시트, 사출품, 식품포장, 멀칭필름, 산업용품, 에코패키징 등 
Bio Wrap, Bio Vinyl, Bio Sheet, Injection Molding, Food Packaging, Mulching Film, Industrial Supplies, 
Eco-Packaging, etc.

26 
※ 관련사 : (주)바이오소재 등 
※ Companies: Bio Polymer, etc.



사무용품 & 포장완제품 / Stationeries
 

홀더, 클리어화일, 바인더, 바이오필름 제품 등 
Folders, Clear Files, Expanding Holders, Binders, Albums, Name Card Plates, etc.

• 제품 생산 스크랩, 폐기 후에도 100% 재활용이 가능하여 경제성 우수 
• 미생물, 자외선, 수분, 산소 등에 의해 생분해되어 자연환경 보호 
• 기존 제품 대비 물성의 저하가 없으며, 파스텔톤의 세련된 색상 구현 
• 제품에 고급스러운 이미지 부각 
 

• Economical merit : 100% recyclable when disposed
• Protects the environment: biodegrades by microorganisms, UV light, moisture, Oxygen, etc.
• Shows no decrease in properties when compared with existing products, realization of 

more sophisticated colors
• Brings luxurious images to products

※ 관련사 : (주)파워랩, (주)바이오소재, (주)뉴랩, (주)앤투엔, (주)에이유 등 
※ Companies: PowerWrap, Bio Polymer, New Wrap, NtoN, AU, etc. 27 

뉴그립 롤백 
 

New Grip Roll Bag



산업용품 ㆍ소가전 / Industrial Parts
 

휴대폰, 투명 판넬, 화장품 용기, 부품 트레이, 자동차부품 등 
Mobile phones, Transparent Panels, Cosmetic Bottles, Part Trays, Auto Parts, etc.

• 바이오매스, 천연물 등 인체 무해 원료 사용 
•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 
• 자연에서 생분해되어 생태계 선 순환 
• 우수한 내수성, 내유성으로 사용 중 수분 흡수가 없음 
• 뛰어난 내열성(상온~120℃) : 해외 수출 시 컨테이너 적도 통과 시 문제 발생 없음  

 

• Uses harmless materials to humans such as Biomass, natural substances, etc.
• Recyclable after use
• Cycles through the ecosystem by natural degradation
• Shows excellence in waterproof, greaseproof functions: No absorption of moisture during use
• Shows excellent heat resistance (over 120℃): Suitable for shipment in a container through 

the equator line

핸드폰 트레이 
Mobile-phone Tray

두부상자 
Bean Curd Tray

도전성 트레이(1) 
Part Trays(1)

부품 트레이(2) 
Part Trays(2)

Palette
(1100x1100mm)

핸드폰 케이스 
Mobile-phone 

Casings

모니터 스탠드 
Monitor Stand Neck

사출품 
Injection Molding 

Products
투명 판넬  
Transparent Panel

고투명성, 내화학성, 우수한 강도 유지가 가능하며, 
내냉성과 내열성이 우수하고, 바이오매스를 적용
하여 탄소저감 기능이 우수함 
 

Can maintain high transparency, chemical 
resistance , excellent strength. 
Show excellent qualities in cool and heat 
resistance as well as reducing Carbons. 

화장품 용기 
Cosmetic 
Bottles

샤워기 헤드 
Shower Heads

생수통 
Water

Bottles

세탁기 안전도어 
Safety Doors of 

Laundry Machines

노트북 컴퓨터 
Laptops

냉장고 아이스 뱅커 
Ice Banker 

in Refrigerators

투명보트 
Transparent Boats

자동차 내장재 
Interior Materials
of Automobiles

자동차 프론트 판넬 
Front Panels on Automobiles

※ 관련사 : (주)포텍, SK케미칼, SH글로벌, (주)에이유 등 
※ Companies: Poetech, SK Chemicals, SH Global, AU etc. 28 



일회용품 / Disposables
원형접시, 사각 트레이, 스푼, 포크, 나이프, 국밥공기 등 
Round Plates, Rectangular Trays, Spoons, Forks, Knives, Soup Bowls, etc.

• 바이오매스, 식품첨가물 등 인체에 무해 원료 사용 
• 재활용 가능, 사용 후 폐기시 퇴비가 되어 자연계로 선순환되는 친환경 제품 
• 우수한 내수성, 내유성으로 사용이 편리 
• 뛰어난 내열성(상온~120℃) : 밥, 국물 등 뜨거운 내용물을 담아도 열변형 없음 
•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 소각시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이 발생하지 않음  

 

• Harmless to the body materials, such as Biomass and food additives are used as raw materials
• Recyclable. Eco-friendly products, which will return to the natural cycle as fertilizer when discarded aster use
• Convenient to use due to excellent heat resistance and greaseproof characteristics
• Excellent heat resistance(room temperature to 120℃) : No heat deflection when used for hot contents 

such as rice or soup
• Microwavable
• Will not produce Endocrine disruptors such as Dioxin when incinerated

※ 관련사 : (주)에이유, (주)에코원, CJ제일제당, 유에스마트, (주)대원포장산업, 태송실업 등 
※ Companies: AU, Eco1onE, CJ, US Mart Group, Daewon packaging, Teasong Ind. etc. 29 



비닐 필름류 / Vinyl, Films
M자 봉투, 쇼핑백, 링펀치, 롤백, 헤다봉투, 왕겨봉투, 멀칭필름, 담뱃갑 등 
M bags, Shopping bags, Ring Punch, Roll bags, Header bags, Mulching films, Bags containing 
rice husks, Cigarette Case, etc.

• 기존 난분해 비닐 제품과 유사한 물성, 강도, 신율을 유지 
• 산소배리어 특성, 유연성, 내한성이 매우 우수 
• 수요자가 원하는 규격, 종류, 인쇄색도, 강도 등 맞춤제작 가능 
• 생태계 독성 저감, 석유자원 절약효과, 탄소저감 효과 우수 
• 자연상태에서 미생물, 온도, 수분 등에 의해 생분해되어 자연계로 선순환 
• 다양한 제품으로 적용 가능 

 

• Maintains similar physical property, strength and elongation rate to existing plastic products, which show difficulty in 
degrading abilities

• Shows excellent qualities in oxygen barrier characteristics, flexibility and cold resistance
• Can be custom made to a customer’s desire on sizes, types, print color, solidity, etc.
• Excellence in reducing toxicity in the ecosystem, conserving oil resources and reducing Carbon
• Returns to the nature through microorganisms, temperature, moisture, etc. in the natural state
• Is adaptable to a variety of different products

미니스탑, 대한항공, 에뛰드, 더페이스샵, 
현대카드, 스타벅스, 농협, 월마트, 식품업체 
DM봉투, 나들가게 ,쓰레기 종량제 등 
 
 
  

Ministop, Korean Air, Etude, The FaceShop, 
HyunDai Card, Starbucks, NongHyup, 
Walmart, Food packaging, DM bags, etc.

기존 비닐제품 대비 유사한 물성, 강도를  
유지하며, 사용 후 폐기시 자연에서 생분해
되어 환경부하를 저감, 생태계 독성저감,  
석유자원 절약효과, 수요가 원하는 규격,  
종류, 인쇄색도 등 맞춤제작 가능 

Major Customer

※ 관련사 : (주)바이오소재, (주)에이유, 유에스마트, ㈜태경무역, (주)바이오켐코리아, 콘프라테크(주) 등 
※ Companies: Bio Polymer, AU, Us mart group, Taekyung, Biochemkorea, Cornplatech, etc. 30 



기능성 제품, 3D 프린터 / Functional Products, 3D printer
신선도, 대전방지, 항균, 포장재, 전자 포장재 등 
Fresh, electronic packing materials, Antimicrobial, Anti-static, etc.

• 다층 필름으로 수분, 산소, 이산화탄소 등 투기, 투습 맞춤형 포장재 가능 
• 신선도 유지, 항균 등 기능성 포장 가능 
• 바이오매스, 식품첨가물 등 인체무해 원료 사용 
• 인체 무해 원료 사용, 중금속 등 함유량 기준 이하 
• 다이옥신, 중금속 등 유해물질 저감 효과 탁월 
• 고투명, 고강도 필름 

 

• Possible to custom make the packing materials to desirable moisture, Oxygen, and Carbon Dioxide         
transmittance through the use of multi-layer films

• Functional packaging, such as maintaining freshness, antibacterial, is possible
• Materials which are harmless to the body, such as Biomass and food additives are used
• Materials which are harmless to the body are used and heavy materials content is below the legal standards
• Excellent reducing harmful materials such as Dioxin and heavy metals
• High transparency, high strength film

※ 관련사 : (주)바이오소재, 태승테크, 바이오켐코리아, (주)유원컴텍, (주)세화피앤씨, (주)비에스지, 바이오폴리머㈜ 등 
※ Companies: Bio Polymer, TaiSeung Tech, Bio Chem Korea, U-onecomtech, SewhaP&C, BSG, Biopolymer  InC etc. 31 

Bio filament 

3D printer 



종이 ㆍ 펄프류 / Paper and Pulp
벽지, 식품봉투, 지대포장 등  
Wallpaper, grocery bags, paper bag covers, etc.

• 천연물, 바이오매스, 수용성 고분자를 사용하여 자연계에서 생분해 
• 높은 심미성 : 기존 PVC벽지보다 우수한 표현력 
• PVC 및 VOCs Free : 이산화탄소 저감 기능 우수 
• 휘발성 발암물질 Free :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 등과 같은 발암물질 저감 효과 
• 친환경 자재 : 새집/헌집증후군 저감으로 건강한 생활 구현 
• 수분 조절 기능 우수 
• 난연성 부여 가능 

 

• Biodegradable in natural state due to usage of natural substance, Biomass and water soluble polymers
• Highly aesthetical: Excellent expressiveness compared to existing PVC wallpapers
• PVC and VOCs Free: Excellence in CO2 reduction
• Free of volatile carcinogenesis matters: No carcinogenesis matters such as Toluene, Xylene, etc., are found
• Eco-friendly materials: Promotes healthy lifestyle by reducing sick house syndromes
• Excellent moisture regulation functions
• Possible to imbue flame resistant function

화학용 지대 
Chemical Paper Bags

시멘트지대 
Cement Paper Bags

밀가루지대 
Flour Paper Bags

친환경 종이호일 
Eco-Friendly 

Paper Foil

친환경 종이컵 
Eco-Friendly
Paper Cup

친환경 벽지 
Eco-Friendly

Wallpaper Products

원터치 종이컵 
One Touch Paper Cup

햄버거용지, 식품봉투 
Hamburger Bags, Grocery Bags

펄프 두부용기 
Bean Curd Container  

 (Pulp Mold) 

쌀지대 
Rice Paper Bags

※ 관련사 : (주)바이오소재, 뉴랩, (주)앤투엔, (주)포텍, ㈜레버스, 현진제업(주) 등 
※ Companies: Bio Polymer, Newwrap, NtoN, Poetech, , Lebus, Hyunjin etc. 32 

종이호일 
Paper Foil



펄프몰드, 수용성 코팅지, 종이 호일, 에코팬, 종이냄비, 에코 타일 등 
Pulp Mold, Water Soluble Coated Paper, Paper Foil, Paper Pot, Eco Tile, etc.

• 천연물, 바이오매스, 수용성 고분자로 코팅하여 사용 후 폐기시 자연에서 생분해 
• 물에 완전히 해리되어 재활용 용이 
•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 인체무해, 친환경 코팅 : 비닐 코팅이 아님 
• 생산시 파지, 스크랩은 재활용 가능 
 

• Biodegrades in nature when disposed due to the use of natural substances, Biomass, and water soluble 
polymer coating

• Easy to recycle due to the characteristic to completely dissociate in water
• Microwavable
• Harmless to the body, Eco-friendly coating: Not plastic coatings
• Scrap and scratch papers produced during production can be recycled

탈 시리즈 / Mask

부품 트레이 
Inner Tray

휴대폰 케이스 
Mobile Case

계란판 
Eggbox Panel

계란판 
Eggbox Panel

메추리알판 
Quail Eggbox Panel

장례용품 
Funeral Products

선물세트 트레이 
Inner Tray

에코타일-화장실 위생용품 

Eco Tile-toilet hygienic goods 

종이컵 
Paper Cup

종이냄비 
직화가 가능한 1회용 종이냄비로 
친환경 종이와 코팅으로 위생안전 
시험 및 직화 후 수질검사 결과  
식수적합 판정 
 

Paper Pots
Disposable paper not, which can 
be exposed to direct fire. Due to 
the use of eco-friendly paper and 
coating, it has been deemed fit 
to drink after Hygiene Safety 
Examination and Water Analysis

※ 관련사 : (주)에이유, (주)에코원, 유에스마트, (주)대원포장산업 등 
※ Companies: AU, Eco1onE, US Mart Group, Daewon packaging etc.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