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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소재



(1) ’03년 5월 Raum 스페어 타이어 커버에 바이오플라스틱 적용 → 폴리유산(PLA)과
일년초식물 케나프를 혼합하여 압축성형

(2) ’03년 PLA를 섬유상으로 핚 플로어 매트 개발
→ 석유계 제품 대비 탄력성·내구성 부족해 옵션으로 장착

(3)석유계 플라스틱과의 가격차 해소 위해 생산공정 재검토 및
PLA 외부 조달 고려

→ ’04년 PLA 생산 실증 플랜트를 히로세 공장 내에 완성

Toyota Floor Mat & Spare Tire Cover (Toray 공동 개발) 













(1)PLA와 석유계 플라스틱 나일론을 조합핚
플로어 매트를 Toray와 공동개발
→ ’07년1월 출시핚 i의 특별사양차에 적용

(1) ’07년가을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PolyButylene   
Succinate(PBS)와 대나무 섬유를 조합하여
제작핚 하드보드를 i MiEV에 적용
→ 목재 하드 보드 대비 VOC 발생량 85% 저감

Mitsubishi Floor Mat (Toray 공동 개발) 









PLA 플로어 매트 의 환경기능성



평가항목 신개발품 현행제품

인장 강도 (N/25mm) 세로 562, 가로 486 세로 284, 가로 252

인열 강도 (N/25mm) 세로 114, 가로 108 세로 131, 가로 113

파일 인발 강도 (N) 21.6 24.6

가열 수축성 (%) 0.2 0

내마모성 합격 합격

촉짂내광성 합격 합격

내열노화성 합격 합격

내핚성 합격 합격

냄새 합격 합격

습열노화성 합격 합격

연소성 합격 합격

플로어 매트 싞제품의 기계적 특성



도어트림 표피재

플로어 매트

2007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젂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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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시회 PLA 제품의 특성 및 문제점



내열성 120도·석유계 수지 범퍼와 동일핚 내충격성 실현

(1) ’06년5월 업계 최초 바이오플라스틱 사출성형 가능 기술 발표, 
옥수수 제조 PLA를 88% 포함하는 자동차 내장 하부재 공개
→ ’08년 출시 Premacy Hydrogen RE Hybrid에 핚정 적용

(히로시마 현립 종합기술 연구소 공동 연구)

(2) ’07년9월 PLA 100%의 바이오패브릭 발표,
바이오패브릭의 실용화 연구에서 Honda 추월
( 데이짂-교토 공예 대학 공동 연구)

Mazda BioTechMaterial TM





PP: 120 도 HDT, 8 -10 kJ/m2

PLA: 50 도 HDT, 3 kJ/m2

내열, 내충격성 향상 사출 성형재 기술 분석















TEIJIN(http://www.teijin.co.jp)은 「TEIJIN 기술 포럼」에서
내열성을 높인 폴리유산(PLA)을 개발한 것을 보고하였다. 이
PLA는 교토공예섬유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광학
이성체인 L체와 D체를 결정화시킨 점이 최대의 특징이다. 

L체만으로 되는 일반적인 PLA에 대해서 융점이 약 50℃ 높다. 

TEIJIN에 의하면, 이미지로서는 L체와 D체의 형태의 차이가
퍼즐의 피스와 같이 서로 잘 빠지는 것으로 L체 단독의 경우보다
결정이 조밀하게 되어, 융점이 오른다. 

과제가 된 것은 그러한 L체와 D체의 결정을 얼마나 한결같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종래는 그것이 어려웠지만, 

TEIJIN은 어떤 궁리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고 있다. 다만,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한다. 

TEIJIN은 이 PLA를 「스테레오 PLA」라고 부른다. 스테레오
PLA는 내열성이 높은 것에 더해 성형 시간이 종래보다 짧아서
끝난다는 이점도 있다. 일반적인 PLA에서는 3~5분 걸리는
성형이 30초 정도로 가능하다. 성형 시간이 짧은 것은 결정화의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이다. TEIJIN은 「L체와 D체의 배열 패턴이
정해져 있기 위해, 결정화가 진행되기 쉬운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있다. 내열성 향상에 의해서, 자동차 부품에서의 PLA의 적용이 퍼질
가능성이 나왔다. TEIJIN에 의하면, 자동차의 플로어 아래에
배치하는 언더 패널, 대시보드의 뒤편, 도어드럼 등에서의 적용을
상정할 수 있다. 도어드럼에 대해서는 내충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석유계의 수지를 브랜드 한 것(다만, 메인은 스테레오
PLA)이 후보가 되지만, 언더 패널은 스테레오 PLA 단체에서도
통용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있다. 

TEIJIN은 2007년 중에 스테레오 PLA의 사업화가 가능할지를
판별해 빠르면 2008년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내열성 향상 섬유 (스테레오 콤플레스 PLA) 기술 분석

스테레오 콤플렉스 구조 PLA



연싞 및 열처리 조건



열처리 & 연싞 Vs. 섬유 구조 (WAXD)



열처리 & 연싞 Vs. 섬유 구조 (DSC)



열처리 & 연싞 Vs. 기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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