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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소재는 일상용품에서부터 자동차, 전기·전자분야, 우주항공 분야 등에 핵심소재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종류도 매우 다양하

다. 국내의 고분자산업 분야는 도입 이후 수십여년 동안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어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5위 수준이며, 국내산업에서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분자 소재는 기존에 주로 구조재로 쓰이던 용도에서 전기 및 전자재료, 정보소재, 광학재료, 생체재료 등으로 전

개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들어 IT, BT, NT 등 첨단 기능성 고분자 재료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관심이 계속 고조되고 있고, 많은 첨단연

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산업계를 돌아보면 여전히 대량생산을 하고 있는 구조재용 고분자가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범용수지의 기계적특성, 내열성, 내화학성, 치수안정성, 전기적 특성 등을 향상시켜 기존에 주로 금속이 사용되었

던 부분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실제로 여러 산업분야에서 금속 대체 소재로 적용되고 있다. 산업이 기술집약형으로 고도화

함에 따라 고분자 소재도 내열성, 내화학성, 흐름성, 기계적특성 등의 고기능을 요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요구하는 분야가 증가되고 있

으며 전기ᆞ전자부품의 소형화, 자동차 부품의 경량화, 모듈화, 다기능화 경향으로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국내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사용분야가 넓어지고 생산시설이 증설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조용 고분자재료

의 대부분이 범용 플라스틱이며 약 5%의 정도인 38만톤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8.3%, 일본의 13% 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도 상대적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데, 주요 이유로는 국내 고분자 산업의 범용수지 대량생산 치중, 

중합기술을 비롯한 국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반기술의 취약, 세계를 상대로 하는 마케팅 능력의 부족, 상대적으로 적은 내수시장 및 원

천기술이 되는 공정연구의 부재 등이라고 보여진다.  

본 특집의 총설에서는 최근 가장 활발하게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분야중의 하나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단일소재로는 달성될 수 없는 전

기적 특성, 기계적 강도, 치수안정성을 갖는 탄소나노튜브 복합소재의 주요 기술적 문제 및 응용분야, 층상 실리케이트를 이용한 나노고분자

복합체의 기술 및 폴리아마이드 6 수지를 중심으로 한 상업화 현황 및 특성,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하나로 내열성, 내화학성, 난연성, 

기계적 물성이 우수한 폴리페닐렌 설파이드와 자동차 및 산업용 기계 등에 급속한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성형부품용 전방향족 폴리이미드 

수지의 개발동향에 대해 소개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소재로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연구개발

이 필요한 분야이다. 중요한 연구분야들을 모두 포함하지 못해 아쉽지만 본 총설을 통하여 몰더의 해외이동, 거대 글로벌 기업의 합병에 의

한 경쟁력 약화, 중국과의 기술격차 감소, 유가의 상승, 고급인력의 유입부족, 단기성과위주의 기술개발정책, 실질적인 산ᆞ학ᆞ연 협력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고분자재료 산업계의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개발 노력에 조금이나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시기라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원고를 작성해 주신 집필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본 특집이 고기

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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