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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 고분자 개요

바이오 고분자는 원료가 되는 바이오매스로 시작하

여 제품 생산, 그리고 마지막의 생분해까지 탄소 중립

(carbon neutral)을 달성할 수 있는 제품수명주기

(product life cycle)를 가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

문제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파리의

정서 의결로 더욱 친환경 기술 개발이 이슈화가 될 것

으로 전망한다.

국내 정책으로 바이오화학 산업을 육성하여 2020년

까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10.8% 저감의 목표를 수립, 최대 1조 1,000억 원 수준

의 환경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바이

오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지원을 하고 있다.

바이오 고분자는 석유 기반 생분해성 고분자와 바

이오매스 유래 고분자 전체를 의미하며, 기존에 생분

해성 고분자로 불리던 바이오폴리머의 개념이 바이오

매스 기반 고분자와 합해져서 생긴 개념의 고분자를

의미한다(그림 1, 표 1).

바이오플라스틱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CO2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사회적 요구를 잘 반영한 고분

자 소재이며 바이오플라스틱에 적용된 CO2 Neutraliza-

tion 개념은 “바이오매스로부터 제조된 바이오플라스

틱은 사용 후 분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CO2를 바이

오매스 성장에 다시 돌려주므로 환경으로 발산하는

CO2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

바이오플라스틱의 종류에는 천연 고분자인 전분,

Polysaccharide, Ligno cellulose, Vegetable Oils, 미생

물에 의해서 제조되는 PHAs계 고분자, 생화학적 기술

에 의해 제조되는 폴리에스터계 고분자와 폴리아마이

드계 고분자 등이 있으며 바이오플라스틱 중 천연고

분자인 셀룰로오즈와 전분은 이미 기술이 성숙된 단

계에 도달하였으며, 실제 많은 양이 사용되고 있다.

바이오매스 유래 단량체 중합형 바이오플라스틱은

대부분 기술개발 초기 및 pilot plant 단계이고, 폴리젖

산(PLA)만 현재 상업화되어 대량생산의 단계에 진입

한 상태입니다(그림 3).

2. 바이오 고분자와 자동차산업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력해지고 강제적인 환경 규

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업계의 노력은 국내외적

으로 급속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 6대 자동차 메이커들(Dalmier-Chrysler, Ford,

GM, Honda, Nissan, Toyota)의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

는 다양한 고분자 소재에 대한 현재 및 향후 전략은

“Sustainable Plastic (지속성장형 플라스틱)”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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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은 그림 4

와 같다.

세계 6대 자동차 메이커들의 고분자 소재에 대한 향

후 계획을 볼 때, 자동차산업에서의 현재 메가트렌드

는 바이오 기반 고분자인 Sustainable Plastic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이오플라스틱을 대표로, 친환경 화

학소재는 물성이 점차 우수해지고 경량화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자동차부품 등 산업재로서 그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바이오플

라스틱을 일부 내장재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러한 사용을 확대하여 엔진 섀시나 외장부품에도 사

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림 1. 석유화학과 바이오화학의 재료 비교

표 1. 대표적인 바이오플라스틱

그림 2. CO2 Neutralization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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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바이오 소재의 적용사례를 보면 도요타에

서 세계 최초로 차량에 바이오 플라스틱을 도입하여

Raum 및 Prius의 스페어 타이어 커버와 매트제작에

활용하였으며, 혼다의 경우도 PPT(Polypropylene

Terephthalate)와 PLA 기반의 소재를 적용하여 트렁크

라이닝 등에 사용하였다. 포드의 경우는 2008년 Escape/

Escape 하이브리드 차종 Seat Cover에 100% 재활용

섬유를 적용하였으며, 2008년에는 5% 함량의 폴리우

레탄 폼을 머스탱 시트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그림 5). 

바이오 소재를 이용한 자동차용 부품은 석유계 소

재 대비 여러 가지 소재가 지닌 물리적 특성으로 인하

여 적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바이

오 소재들은 아직까지는 일부 소재들만 적용되고 있

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이오 우레탄, 천연섬

유를 이용한 복합소재와 PLA 등을 들 수 있다.

Ford 자동차에서는 대두유 기반의 바이오 폴리올을

이용한 Soy Foam을 Mustang 자동차 시트분야 5% 수

준으로 적용시켰으며, Utech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연

간 272.2톤의 이산화탄소의 절감효과가 발생된 것으

그림 3. 바이오매스 시장 성장 가능성 1)

그림 4. 세계 6대 자동차 메이커들의 Vision-Statement

그림 5.해외 완성차 메이커의 바이오 소재 적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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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되고 있습니다(그림 6).

도요타는 자체 개발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Raum 및

Prius의 스페어 타이어 커버와 매트를 제작하여 사용

함으로써 자동차 업계 최초로 2003년에 차량에 도입

하였고, 또한 일본 도요타시에 바이오플라스틱 공장

을 운영 중이며, 자동차용 바이오플라스틱뿐만 아니

라 다양한 용도의 바이오 플라스틱을 약 60여 개 업체

에 공급하고 있다. 

도요타는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자동차 산업과

별개의 새로운 사업 군으로 규정하고, 그룹 내 주력 사

업 군으로 성장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그림 7). 

2014년에 열린 시카고 모터쇼에서 공개된 기아자동

차의 전기차 ‘쏘울 EV’는 바이오 소재를 23.9 kg 적용

하여 UL 환경마크를 획득하였다4). 

3. 바이오 폴리우레탄과 자동차 내장부품

자동차 내장재에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기화합

물질들은 인체에 유해한 VOCs (volatile organic com-

pounds) 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해화학물

질들은 인체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이를 대

체하기 위한 소재 및 기술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

고 있다. 

그 중에서 최근 자동차 내장재의 중요한 소재의 하

나인 폴리우레탄(PU) Foam은 최근의 선진국의 환경

규제, 특히 제품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유해물질의 규

제의 강화에 따라 Bio-Polyol 적용 폼 패드로 대체가

추진 중이나, 보다 바이오 함량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폴리우레탄은 Polyol과 Isocyanate의 반응에 의해

우레탄 결합을 형성하지만 제품의 물성 및 성형성을

조정하기 위해 가교제, 발포제, 정포제, 촉매 등의 다

양한 첨가제가 사용되어 진다. 이러한 첨가제들의 종

류 및 배합처방에 따라 우레탄 제품의 특성이 결정되

어진다. 그림 8은 폴리우레탄 반응을 보여준다. 

바이오 폴리우레탄은 Polyol과 Isocyanate 중 Polyol

개발이 주로 이루어졌다. Polyol 종류로는 다음과 같

은 물질들이 있다.

- 천연유지 Polyol(natural oil polyol, NOP)(그림 9)

: 대두유, 피마자유, 야자유, 해바라기씨유 등

-당(Sorbitol, sucrose)와 같은 당으로부터 얻는 poly-

ether polyol 

- Diol로부터 얻는 polyether polyol 

- Diacid로부터 얻는 polyester polyol

Cargill사는 대두유를 기반으로 BioOH, BASF사는

피마자유를 기반으로 BALANCE라는 polyol을 각각

개발하여 자동차의 부품에 연질 우레탄 폼을 적용하

그림 6. 바이오플라스틱 적용 자동차 부품 2)

그림 7. 바이오플라스틱 적용 프레임 및 바디(도요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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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Huntsman사는 sorbitol을, Bayer Materials Sci-

ence사는 sucrose를 각각 사용하여 경질 우레탄 폼을

개발하였다. DuPont사는 당의 발효로부터 얻어지는

1,3-propanediol (PDO)로부터 polyether polyol을 개발

하였다. Bayer MaterialsScience사는 BioAmber사의

숙신산을 사용하여 polyester polyol을 개발하였다(5). 

주로 폴리올 개발을 중심으로 바이오 우레탄이 개

발되어왔고 Isocyanate합성과정에서는 phosgene사용

으로 인해 개발이 어려워 바이오디젤의 부산물인

glycerol을 이용한 Isocyanate-free 우레탄합성법 등의

연구가 발표되었다(5).

▪ 시트(Seat)

자동차 시트는 그림 10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지고

운전자 및 탑승자의 위치와 자세를 편안한 상태로 유

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내장재 부품 중 가장 큰

중량과 부피를 차지한다. 특히 폼 패드는 그 중 가장

중요한 재료이며 가장 큰 중량을 차지하고 있다.

시트용 바이오 폼 소재가 상용화시 실질적으로 자

동차용 소재 중 바이오 소재의 수요창출에 가장 큰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바이오 소재

를 산업화하기 위한 최적의 자동차 부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크래시 패드(Crash Pad)

크래시 패드는 Instrument Panel 또는 Dash Board

라고도 하는 자동차 내장부품으로서 운전석의 전면

유리하단에 부착되며 속도계, 연료계, 수온계 등의

Meter류를 묶어 일체화시킨 계기판과 공조장치, 라디

오, 시계, 재떨이, 소형품을 넣을 수 있는 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전 중에 조작하기도 하고 확인하

기도 하므로 디자인, 편의성, 안전성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한 부품이다(그림 11).

Crash Pad에 적용되는 PU폼은 고촉감 부여를 위하

여 필수적인 소재이나, PU폼을 이용하여 촉감 향상을

위해서는 대면적 충진을 위하여 다량의 PU소재 필요

하며, 바이오 폴리올을 자동차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부품 중 하나이다.

▪ 대시아이소 패드(Dash Iso Pad)

자동차 실내 소음 저감을 위한 부품으로써 엔진룸

과 크래쉬패드 사이에 위치하여 엔진룸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으로, 마찬가

지로 우레탄 폼을 현재 적용하고 있다(그림 12).

그림 8. 폴리우레탄 폼 반응

그림 9. 바이오폴리올

그림 10. 자동차 시트의 일반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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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내장부품용 폴리우레탄 개발 
동향 및 전망

최근 바이오우레탄의 그린카본을 증대하여 바이오

매스 적용 함량을 증대하고자 국책사업 등을 통해 그

린카본 함유량 25% 이상의 바이오 폴리우레탄 개발

을 하고 상업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식용 자원 기반

바이오우레탄 사용 시 친환경 이미지 제고 논란으로

최근에는 비식용 자원 기반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한 산업바이오 활성화 및 향후 바이오 플라스

틱의 확대 적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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