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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환경안전과현재 식품용기에는분명한한계점이존재한다.

일반적인 식품용기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의 식품용기의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인체 유해물질 및 환경 호르몬 배출

이 환경안전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멜라민수지나스테인레스또는세라믹소재의

식품용기들이사용되고있으나유해물질기준하에관리중인

멜라민수지는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노출 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배출하며, 스테인레스는표면스크래치등의

손상 발생 시 세재와 같은 화학용매와의 상호작용으로 중금

속 등이 배출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세라믹 소재는 가장 안

전하나무게와가격경쟁력면에서한계를분명지니고있다.

특히, 유아용 식품용기들의 경우 유해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실리콘 재질의 친환경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내열성이

낮아 120도 이상의온도노출에형상및강도를유지하지못

하고 녹아버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로 인

해전세계적으로플라스틱소재용기의환경규제는더욱강

화되고있으며대중소비자의환경안전에대한기준또한높

아지고있어이를극복하기위한친환경바이오소재 식품용

기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친환경 바이오 소재의 사출성형 기술의 문제점도 존재한

다. 식물성원료로만들어지는친환경바이오소재인 Ecozen

은 최근 유아용 식품용기로 사용되고 있으나 기존 플라스틱

사출기술의한계로인하여고강도제품제작에어려움이존

재한다. 기존 플라스틱사출온도 180도에서압력 15kPa 조건

에서 낮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냉각하는 방법으로 제

품을성형하나 Ecozen을 사출성형하기위해서는온도 230도,

압력 45kPa 조건에서빠른속도의사출과보다긴냉각 시간

이 필요하다.

[그림 1] Percentage of use by domestic tablewar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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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식품용기는플라스틱소재의식품용기에 100도이상의온도에서인체유해물잘및환경호르몬배출이환경
안전과관련하여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 이에멜라민수지나스테인리스또는세라믹소재의식품용기들이사용되고
있으나멜라민수지는고온에노출시 1급발안물질인포름알데히드를배출하며스테인리스는표면손상시화학용매에
의해중금속등이배출될위험이있다. 특히, 유아용식품용기들의경우유해물질배출이전혀 없는실리콘재질의친환
경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내열성이 낮아 120도 이상의 온도 노출에 형상 및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녹아버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로 인해 플라스틱 소재 용기의 환경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환경
안전에 대한 기준 또한 높아지고 있어서 극복하기 위한 친환경 바이오 소재 식품용기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환경안전과현재 식품용기의한계점을극복하여친환경바이오소재고강도안전식픔용기신제품개발및사업
화 달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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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극한 조건하에서 내구성과 성형성 완성도를

만족할 수 있는 다이케스팅 금형과 플라스틱 사출을 조합하

여친환경바이오소재만을사출성형 할수있는 Eco-IM기

술의개발이필요하다. 본 연구를통해서다음세가지개발기

술을 확립하고자 한다.

첫째,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이용한 고강도 식품용기를 개발

한다. 둘째, 친환경바이오소재고강도식품용기의양산화공

정개발을실시한다. 셋째, 친환경바이오소재고강도식품용

기의 제품화를 실시한다.

2. 개발기술 독창성, 차별성 및 선행연구, 
애로사항

친환경 바이오 소재의 고강도성으로 인해 충격하중 0.3톤

이상의고강도성에견디는 Eco-IM사출성형기술을통해식

품용기의 고강도성을 확보한다. 친환경 바이오 소재만을 위

한 Eco-IM 사출성형 기술을 통해 친환경 바이오 소재만을

위해 Eco-IM 사출성형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 수치해석을

이용한사출금형, 사출실린더, 사출공정의최적화를이루고저

한다.

한편으로선행연구결과및애로사항으로는궁극적으로친

환경바이오소재를이용한사출기술업그레이드를이루고자

한다. 친환경 바이오 소재 시제품 제작을 하고자 하며 이는

130mm x 80mm x 40mm 사이즈시제품을제작한다. 사출금

형내구성저하가발생한다. 고내열사출을위해기존 플라스

틱 사출보다 높은 온도와 압력조건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건

하에서 기존 사출금형의 손상이 발생한다. 사출금형의 손상

으로 완성도가 낮은 불완전한 시제품이 제작된다. 사출성형

기의 실린더 사출 흐름이 문제이다. 사출성형기는 노즐과 실

린더로되어있으며기존 플라스틱사출기술을이용하여친

환경 바이오 소재를 사출성형 시 미성형 문제가 발생하였다.

3.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이용한 충격강도 0.3톤 이상의 고강

도식품용기신제품개발및사업화가궁극적인목표이다이

를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연구한다.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이용한 고강도 식품용기 시제품

- 충격강도 0.3톤 이상의 친환경 바이오 소재 고강도 식품용

기 시제품 제작

ｏ 친환경 바이오 소재 고강도 식품용기의 양산화 공정

- Eco-IM 기술 기반 사출성형 완성도 100%의 친환경 바이

오 소재용 고강도 제품 사출공정 최적화

- 양산불량률 1% 이하의친환경바이오소재사출성형 양산

화 공정 개발

◦친환경 바이오 소재 고강도 식품용기의 제품화

- 온도 120도 이상내열성및 9이하의내오염성을만족하는

고강도 친환경 바이오 소재 식품용기 제품화

- 식품보관통, 조미료보관통, 분유케이스, 쉐이크용기, 음

룔 보관용기 등 5종에 대한 제품 상용화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친환경바이오소재고강도식품용기의제품화, Ec0-IM사

출금형설계및제작기술확보, 기술개발양산화를통한기업

성장, 사업화를통한기업성장, 사업화를통한수출증대효과,

친환경바이오소재의고강도용기양산화, 뿌리기술의발전,

환경안전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등의연구개발성과의활용

방안을통한개발기술물의주요성과와연구개발성과의기대

효과를통한과학, 기술적인측면과산업적, 사회적측면을기

대할 수 있다.

5.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총 2차년의 계획으로 다음과 같다.

[1차 년도]

- 충격강도 0.2톤 이상의 친환경 바이오 소재 식품용기 1종

시제품 제작: Eco-IM 사출기술 기반의 찬환경 바이오 소재

식품용기 시제품 제작

- 친환경 바이오 소재용 Eco-IM 사출금형 설계 및 제작:

고온고압 조건에서 내구성을 보존하는 친환경 바이오 소재

전용사출금형설계제작, 친환경바이오소재의사출성형조

건 최적화

[2차 년도]

-충격강도 0.3톤 이상 친환경 바이오 소재 식품용기 시제품

제작: 내열성및내오염성을만족하는친환경바이오소재 식

품용기 양산형 제품 제작

-친환경바이오소재고강도식품용기의양산화공정최적화:

Eco-IM 기술 기반 사출성형 완성도 100%의 친환경 바이오

소재용 고강도 제품 사출공정 최적화. 양산 불량률 1% 이하

의 친환경 바이오 소재 사출성형 양산화 공정 개발

- 친환경 바이오 소재 고강도 식품용기의 제품화: 온도 120

도 이상 내열성 및 9이하의 내오염성을 만족하는 고강도

친환경바이오소재 식품용기제품화, 식품보관통, 조미료

보관통, 분유케이스, 쉐이크용기, 음료보관용기등 5종에

대한 제품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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