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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역사와 발전 과정

1880 1890 190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현재

베테랑기
(Veteran era)

브레스기
(Brass era)

빈티지기
(Vintage era)

전쟁이전
(Pre-War)

전쟁이후
(Post-War)

현대기(Modern)

구조기준정립 엔진개발 성숙기

고전자동차(Antique)

클래식자동차(Classic car) 현대형자동차

<포드 모델 T (1927)>

<시트로엥 트락숑 아방 (1934)>

자동차 역사 시작

전륜구동 적용

<오스틴 7 (1922)>

<폭스바겐 비틀 (1938)>

<미니 쿠페 (1957)>

<모리스 마리너 (1955)>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 과정 및 현황

KD 조립 및 국산화
초기단계

양산체제
준비단계

수출기반
확립단계

대량 수출
단계

양적성장 및
독자기술
개발단계

세계화 및
기술선진화

단계

고유국산차
개발단계

자료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1976年, 
현대차, 
고유모델

포니
첫 수출

1955年, 

자동차
첫 생산

1987年, 
수입차 시장

개방

1988年, 
자동차 생산

연간 100만대
돌파

1993年, 
자동차 생산

연간 200만대
돌파

2007年, 
자동차 생산

연간 400만대
생산기반구축

포니 (PONY)시발(始發)택시

Blue-on 
(EV)

’10년 국내 최초
전기차 생산

2013年, 
자동차 생산

연간 500만대
생산기반구축

’13년 세계 최초
수소연료전지차

양산

투싼(FCEV)

§ 국내자동차생산 및 수출 :

Ø 국내 351만대 : 수출 189만대, 내수 189만대 (’20년)

§ 국내 기업 해외생산 :

Ø 8개국, 10개 지역에서 총 460만대 생산(’17년)

아이오닉
(EV/HEV
/PHEV)

경쟁력강화 및
세계시장
확대단계

넥쏘(FCEV)



자동차 개발 동향

1960s 1970s 1980s 1990s 2000s 2010s 2020s

MechanicalMechanical
Electro-

Mechanical
Electro-

Mechanical
Electronic basedElectronic based Software basedSoftware based

ICTICT

Cruise Control ABS Air bagl

Car Telephone Navigation

Emergency call

Telematics

ACC

LDW

V2X

ADAS

Autonomous
Driving

전장부품 증가
ECU 부품 증가

네트워크화

전기화(Electrification), 연결성(Connectivity), 자율주행(Autonomous), 플랫폼(Platform), 보안(Security)

기계중심에서전기∙전자중심, 소프트웨어중심으로진화

내연기관자동차전장부품원가비중40% 이상(전력기반자동차전장부품원가 비중70% 이상)

ICT, HEVICT, HEV ICT, HEV, PHEV, EV, FCEV ….. ICT, HEV, PHEV, EV, FCEV ….. 

전기∙전자 장치 증가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지구 환경 문제

■ 주요국의 환경규제



주요 친환경차 전략

(’17.7.11)

(’15.10.14)

“ 2020년부터 수소전기차 年3만대 판매 계획 ” 

“ 2050년까지 세계 최초 전 교통수단 전기화 하겠다 ” 

“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겠다” ”탄소 제로 국가” 목표 (’17.7.6) 

“ 2030년부터 내연차 판매 중단” 발표 (한겨례’21.3.13) 

“ 2050년까지 100% 탄소중립 선언(40년부터 친환경 차량만 판매)” (허버트 디스 VW CEO, ’21.3.9) 

“ 2050년까지 가솔린 엔진자동차 판매 제로 도전” (’15.10.14) 

<전기차 시장 전망> <도요타 수소전기차 판매 계획>

20년 기준 수소차 판매량
현대차 6,500대
토요타 1,600대



4차 산업 혁명의 자동차 산업 영향



NCAP

※ NCAP : New Car Assessment Program (신차안전도평가) / KNCAP: Korean NCAP / NHTSA: 미국 고속도로안전교통국

선진국은 ‘소비자 안전’ 명목 하에 의무장착, NCAP 등
안전규제를 새로운 기술 장벽으로 활용

선진국은 ‘소비자 안전’ 명목 하에 의무장착, NCAP 등
안전규제를 새로운 기술 장벽으로 활용

유럽에서는 Euro NCAP 2013~2016 로드맵 이후, Euro NCAP 2016~2020 로드맵을 발표하고
AEB(보행자, 교차로, 자전거, 야간 등), 차선이탈방지(LKA, LDW), 속도제어(운전자 상태감지, 부분적 자율
주행 등)에 대한 프로토콜의 개발, 확정, 연도별 적용 시기 등을 오래 전 부터 준비하고 있음

(기존) 패시브 세이프티à (미래) 액티브 세이프티 강화 추세

Active Safety 기술을 적용하는 가점 제도 도입
* 스마트크루즈콘트롤(SCC), 차선이탈경보(LDW), 자동긴급제동(AEB 등)

의무
장착

안전규제에 적용한 Active Safety 기술의 의무장착 도입 강화



완성차
/부품
완성차
/부품

S/WS/W 전기/
전자
전기/
전자

통신통신서비스서비스

 융
 합
 융
 합

他 산업과의 융합화

v (완성차 산업)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전력기반 차량의 ICT 및 인공지능과의 융합으로 변화

v (부품 산업) 기계 중심의 부품에서 친환경 전력 구동부품, ICT 관련 부품, 센서와의 융합



운전자 직접 조향

보조안전장치 자율주행

스마트화

융합화

V2X 5G 통신 융합

인포테인먼트



공조시스템

충전인프라

BMS
(배터리관리시스템)

대용량 배터리

LDC(컨버터) 인버터 (구동시스템)

구동모터+감속기

OBC
(온보드충전기)



v 전기차의 기술발전 방향

Ø 전용플랫폼의 개발

Ø 배터리의 대용량화

Ø 일충전 주행거리의 증가

Ø 전기파워트레인의 출력 증대

Ø 연비(km/kWh)의 향상...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는 예외적 사례로서 타 전기차를 견인)

2010년(12월)
Leaf (Nissan)

2013년
i3 (BMW)

2012년
Model S (Tesla)

2014년
Soul EV (Kia)

2013년
Spark EV (GM)

일충전주행거리
(한국 인증기준)

128km

132km

148km

132km

2016년
아이오닉 (현대차) 191km

350km

2017년
Bolt EV (GM) 383km

2018년
코나 EV (현대차) 390km

2020년
Bolt EV (GM) 414km

496km
2019년
Model 3 (Tesla)



I3s

(주행거리확대)

I-pace

(신규)

Model 3

(저가형 모델)

2018 Leaf

(주행거리확대)

국외 전기차 개발 동향

130km →      208km    → 280km

480km

5,300만원

11,000만원

4,000 ~ 5,000만원

3,000~3,500만원

Ø 기존 i3 모델의 F/L 모델

Ø 주행거리 확대

Ø 출력, 효율 증대

Ø 재규어 최초 전기차 모델

Ø 긴 주행가능거리

Ø 4륜구동 전기차 모델

Ø 테슬라 저가형 모델

Ø 첫 대량생산 모델

Ø 필립스 원통형 배터리 사용

354km

380km

Ø 년 이후 2세대 Leaf 출시

Ø 1세대 대비 주행거리 확대

Ø 순간회생제동 시스템



수소저장시스템

공기/수소
공급장치

연료 전지 스텍 구동모터+감속기

전력변환장치

수소충전시스템



2007~2014년

혼다 FCX Clarity 출시(’07)
벤츠 F-Cell A,B Class(’10)

2015년

도요타 ‘미라이’ 출시

영국 Riversimple RASA 

2016 ~ 2020년

주요 완성차 업계 출시 및 계획

- 혼다 (클래러티, 2016년 출시)
- 벤츠 (GLC F-Cell 개발중)
- 닛산, GM, 포드, 벤츠

→ 파트너쉽 체결

- BMW (5Series GT FCEV 개발중) 

2017~2025년

대량생산 및 경쟁

- 경쟁적 가격하락

- 생산 1만대/년 도달

→ 가격 50% 감축 가능

- 기술개발을 통한 가격저감

- ‘25~’30년 HEV 수준 전망

국외 수소차 기술 동향

<혼다 클래러티> <벤츠 GLC F-cell>

<BMW 5Series GT FCEV>

<닛산 테라 FCEV 컨셉>

<도요타 미라이>

<벤츠 B class F-Cell>

<혼다 FCX Clarity>

<Riversimple RASA>



국내 수소차 기술 동향

1998년

FCEV 개발 착수

2000년

‘싼타페 FCEV’ 모델

2000 ~ 2014년

430만km 운행시험

2013년

‘투싼ix FCEV’
양산 시작 (울산공장)

- 100kW 급
- 2탱크 (700기압)
- 주행거리 594km

2018년

‘넥쏘(NEXO)’ 출시

4세대 연료시스템

- 20% 경량화

- 효율 10% 증가

- 주행거리 609km 

현대차 ’25년까지
수소전기 대형트럭 공급 예정 1,600대(스위스 H2Energy)
승용 및 상용차 5,000대 수출 목표(프랑스 Air Liquide, Engie)



Ø 일본 도요타 미라이 출시

: 연료전지 스택 개량 → 2008년 시작차 대비 출력밀도 2배 상승, 소형화 성공, 백금사용량 대폭 절감

: 도요타 방적 연료전지 스택 티타늄 Separator 생산 → 연료전지 내부 미세유로형상 가공으로 발전효율 상승

Ø 일본 혼다 클라리티 출시

: 연료전지 소형화, 보닛 적용 → 5인승 세단 개발, 항속거리 750km

Ø 중국 전 세계 최대 규모 수소버스 생산기지(연간 5,000대)를 ’17.7 완공

: 연료전지 스택 등의 주요부품 해외 공급을 통한 생산 → 외국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등 예상

<도요차 미라이 연료전지 스택, 수소저장탱크> <중국 수소차 개발 계획 및 수소버스 생산>



금속 대체 소재
(Wheel Rim, 獨BASF)

경량 플라스틱 소재
(Glazing, 

美 SABIC, 獨 Bayer)

금속 대체 소재
(Turbocharger, 

日 Toray)

에너지 향상 소재
(Heat Exchanger, 

美 SABIC)

코팅소재
(IR Control, 美

Eastman)

바이오 소재
(Air Filter Box, 獨

Rochling)

단일 소재
(Splitter, 美

Milliken)

난연 소재
(Board, 日 Sekisui)

감성 향상 소재
(Self Healing, 日

Nissan)

Light
weight
(경량)

Fnctional
(기능성)

* 감성소재 포함

Evironment
- friendly
(친환경)

A
ll 

P
la

st
ic

 C
ar

Bayer Haval E

SABIC/Volkswagen XL1



Steel
Plastic
Aluminum
Glass
Cast Iron
Others

Plastic PP PC

PA OEP

TSC PU

ABS

Steel 50%

Plastic 12%

Aluminum 
15%

Glass 2%

Cast Iron 2%
Others 19%

PP
45%

PC 4%

PA 
10%

OEP 
12%

TSC 3%

PU
18%

ABS
8%

Note: Others include elastomer and fluids
TSC: Thermosetting Composites
OEP: Other Engineering Plastics

Breakdown by Materials Type

Volume Breakdown by Polymer Type



유가 불안정 시대유가 불안정 시대

환경규제 강화환경규제 강화

편의, 안정성
수준 향상

편의, 안정성
수준 향상

고감성 요구
(고급/친환경)
고감성 요구

(고급/친환경)

연비 중요성
증대

연비 중요성
증대

친환경차
시장 성장
친환경차
시장 성장

자동차 무게
증가

고급차
시장 성장
고급차

시장 성장

친환경 소재친환경 소재

경량화 소재경량화 소재

기능성 소재기능성 소재

환
경
환
경

시
장
시
장

자동차 산업 자동차 소재



1885년~
[카바이드 램프]

1901년~
[백열등]

1960년대~
[할로겐 램프]

1990년대
[HID]

2000년대 말
[LED]

향후
[레이저]

Adaptive Front Lighting System(AFLS) Daytime Running Lights (DRL) High Beam Assist

헤드램프 변화



기존제품 및 기술 구분 차별화 기술개발

비구면
렌즈

• 유리
(무거움)
• 일반 사출

(생산성 개선 필요)
(큰수축율 à 배광불량)

• 고내열 PC
(경량화)
• Multi-Layer사출

(Cycle 20% 단축)
(수축율 감소)

리플렉터

Base Plate

• 비철금속
(전량 수입)
(금형수명↓)
(진동내구 불량)

• 비철금속
(전량 수입, 고비중)
• 기능 無

(Primer 사용 증착)
(전자파 차폐 X)

• 고내열 고강성 소재
(국내 생산, 저비중)
• 다기능

(Primer 미사용)
(전자파 차폐 기능)

• 고내열 고강성 소재
(국내 생산)
(금형수명↑)
(진동 내구 우수)

저비중
박육 부품

• 일반 소재
(일반 복합소재 적용)
• 고비중 부품

(고비중 첨가제 함유)

• 고유동 박육
(제품 두께 20%감소)
• 저비중 경량 부품

(20% 경량화)

LowHigh

Position

Turn

헤드램프 소재 개발 동향



• 시트는 해드레스트, 시트백, 시트쿠션과 프레임 등으로 세분화 될 수 있으나
크게 스킨/ 쿠션(폼)/프레임/ 편의장치로 구분될 수 있음

시트의 구성

Frame : 경량화
소재대체를 통한
경량화

Foam: 감성
쿠션감/내구특성
소재대체

Skin: 감성
질감/디자인특성
소재대체

§ Materials§ Systems

Heating/ Cooling: 
열선과 냉풍장치
적용 증가

공조/마사지/Safety
기능 등의 편의
장치



시트의 변화

Volvo 컨셉 26 벤츠 럭서리 인 모션

Volvo 360c Yanfeng XiM18 르노 EZ-ULTIMO 폭스바겐 Multivan

Volvo 부스터 시트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 ’04년 UN 사무총장 코피아난 발의, ’16년 Article 173 (French Energy Transition Law) 
통해 구체화 및 사회적 이슈로 부각

• 現 미국에서 지속 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관리하는 자산은 대략 12조 달러
규모이며, 향후 20조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기업의 ESG 고려에 대한 Evaluation 기법 연구중

Ex) BlackRock社 (운용자산 7조달러 규모) 에서 ESG는 기업의 투자지표로 활용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 ESG 자문회의 S&P 다우존스 한국대표, 삼성전자 이사회, 하나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LG 화학, 포스코 등 참여

• ESG 경영은 비용이 아닌 기업의 블루 오션

• 평가모델의 기준 부재, 중소기업에게는 어려운 숙제로 이론-현장간 괴리 극복 필요

•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 ESG 평가 따라 투자 / 이미 선진국은 ESG 를 적용한
생산방식에 투자 진행중

<한국경제신문>



[글로벌 환경 오염 현황 예시]

v 지구상 5개 환류지역 중량기준 58.3%의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은 낚시 부표임
v 낚시배에서 버려지는 폐기물(EPS만 고려시) 의 양은 매년 81.7백만달러 (’14년 기준: 약 1천억원 수준)
v 유럽에서는 연간 335,000톤 EPS가 폐기되고 있으며, 25% 재활용, 30% 소각, 나머지는 매립되고 있음

(음식물 분리 문제)

à 유럽의회는 재활용율을 ‘25년까지 유럽 평균 60%로 목표로 하였으며 추후 70% 까지 향상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기업활동을 독려중



■ 바이오플라스틱은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 중

-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능력은 211만톤(’18) 에서 262만톤(‘26) 까지 확장 예상

-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도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기업과 완성차/부품사 간 협력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산업용 바이오 플라스틱은 ‘18년 기준 16만톤으로 약 8%를 점유

[해외기술현황] 차량용바이오매스기반고분자복합체

■ 친환경 Bio-mass 기반의 고분자 시장 및 자동차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산업 전반적 진도 미진



■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은 약 4만톤 규모로 시장의 0.5% 차지하며,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의 1~2% 점유 하고 있음

■ 석유화학기업 중심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중(원료 중합)이나, 원료 추출·가공는 기술개발 단계로 해외 원료 수입 의존

■ 국내 화학기업들은 국내외 규제 및 무역 장벽 등에 대비하여, 기술 개발 중이나 제도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화 투자 부진

- 舊 예시: LG화학(포장재→가격문제로 답보), 롯데(바이오원료→사업성 악화로 철수), SKC(산업용필름→원료수급 문제로 철

수)

[국내시장현황] 바이오소재및제품

■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성장에 따라, 향후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해외 기업 제품의 대규모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국내 독자적인 기술로 고기능성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필요



■ LG화학 : 기저귀, 가전제품, 자동차 소재로 사용되는 제품 9종의 밸류체인 전구간 국내최초 친환경 인증
- ISCC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 Carbon Certification) 플러스 인증 획득
- 고흡수성수지 (SAP), 폴리올레핀, 폴리카보네이트 화합물 등 총 9개 제품에 대해서 인증
- 핀란드 바이오 디젤기업인 “네스테”와 바이오 원료공급 파트너십 체결
- 원재료 생산부터 제품출하까지 LCA 평가 진행 중이며, 재생 에너지만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RE100 추진중

■ SK 케미칼 글로벌 화장품 용기 시장에 케미컬 리사이클 제품 출시 예정 (9월)
- 폐 페트병을 활용하여 화학적 제활용을 통하여 소재의 물성 저하 없이 제품 개발

[국내시장현황] 바이오소재및재활용소재

■ 최근 19~21년 사이에 국내 기업들에서도 기존 경제성 논리와 상이한 친환경 소재에 대한 제품 출시가 재 진행되 있음



국내기업은 세계적 기술수준의

자동차용 생분해성 복합 소재 및 부품의

원천 기술력 확보 가능

자동차용 생분해성 복합재의

일본 등 해외기업들의 상용화 기술 확보 전,

더욱 우수한 차별화 기술 확보 및 선점 위한

국내 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기임. 

[국내기술현황] 바이오소재및제품

바이오 플라스틱 복합재 적용 자동차 내장 부품바이오 플라스틱 복합재 적용 자동차 내장 부품

■ 석유화학업계 : SKC, GS칼텍스, LG화학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 화학 제품 연구 개발 진행 및 제품 생산 중
- SK케미칼 : 바이오 소재(PETG, 에코젠) 생산 및 자동차 내장용 소재 양산 중(아이오닉, AE)

■ 완성차 업계 : 현대/기아자동차 등, 바이오 소재 적용 내장재 대거 채택 친환경 차 출시

- 현대 아이오닉 : 바이오 TPO 스킨 적용, 내크랙성 향상 바이오매스 PC/ABS 적용

- 기아 쏘울 : 내장트림용 셀룰로스 기반 플라스틱, 바이오 TPO 스킨 적용, 카펫용 바이오 섬유, 내장 바이오 도료 적용

■ 부품 업체 : 일부 품목에 친환경 바이오 소재 적용 및 신기술 개발 중

- 덕양산업 : 셀룰로스 복합소재 적용 내장 부품 신기술 개발 중 / NFPP 적용 D/TRIM 양산 중



1단계 (2014~) 2단계 (2018~) 3단계 (2021~)

§ 최초 전기차 (쏘울 EV) 적용

친환경 컨셉 내장재 적용

└ 소재 : PP-CDA (~25%), PLA+ABS 

└ 부품 : 필라트림, 콘솔 등

§ 가격 경쟁력 확보 PP 개발 및 적용

부품 확대, 기능성 소재 개발

└ 소재 : PP+Bio PE, Bio PETG+ABS

└ 부품 : C/PAD 코어, 도어 트림 등

§ 고성능/고함량 Bio 복합재 개발

폐자원 (PCR, PIR) 적용 소재 개발

└ 소재 : 바이오 복합재, 재활용 PA 등

└ 부품 : 가니쉬, 도어 트림 등

[목재] [바이오소재] [바이오 복합재]

[PCR 제작 공정]넥소 친환경 플라스틱 적용 부위

* PCR : Post Consumer Resin, PIR : Post Industrial Resin

자동차내장용플라스틱친환경(바이오& 재활용) 소재개발전략 (국내사례)

■ 국내의 경우 친환경 차량의 등장과 함께 바이오 소재 적용 기술이 부각되기 시작했음

à 환경보호 < 마케팅 목적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초기 물성부족으로 기존 소재와 Alloy 형태로 적용하는 방식에서, 점차 기능성이 부각되고, 최근에는 기존 석유계 원료를

적용한 플라스틱 대비 우수한 바이오 소재도 연구되고 있음



Mazda 동향
•미쯔비시 케미칼과 협업하여 바이오 PC 인 Durabio 적용 (Isosorbide derived from sorbitol)
•마쯔다 자동차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고강성 고내열 구현 가능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중

• PLA의 분자구조 조절을 통한 용융도 및 가공성 향상

- 선행 개발된 Bioplastic 은 기존 Bioplastic 대비 25%의 내열도와 충격강도 향상되어 압사출 가공 용이
- 기존 플라스틱 소재 제조시 대비 30% 에너지 절감 가능

• Teijin Fiber와 공동연구로 100% 천연 섬유 적용 시트 개발 (내광성, 마모성 향상)
- Seat 용 소재로 ’16년 이후 부터 적용중이며, 이를 통해 석유 및 CO2 절감

자동차내장용플라스틱친환경(바이오& 재활용) 소재개발전략 (해외사례)



Faurecia
•포레시아에 NAFILean (NF for lean injection design) 제품을 통하여 CO2 배출량이 더 적은 제품 개발
진행중 (가격경쟁력, 서스테이너빌리티, 석유화학 대체)
• ’30년 까지 CO2 풋프린트를 87%까지 감축 목표

•복합재료용 보강재로 Hemp 소재 적용중이며,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APM 社 설립

• ’11년 단일제품에서 현재 4개 제품으로 확대

•르노 클리오, 알파로메오 줄리아, 푸조 508, 랜드로버 밸리 등 17종 적용

•NFPP (Natrual Fiber PP) 1세대 대량생산 중이며, 최대 50% 중량 감소 가능

자동차내장용플라스틱친환경(바이오& 재활용) 소재개발전략 (해외사례)



• 벤틀리 Vegan 가죽(포도껍질, 씨, 줄기 등 활용)과 고사된 나무를 이용한 차량용 시트 컨셉 소개

• 벤츠의 경우 Dinamica 라는 재생 PET (폐 생수병 활용)를 활용한 시트용 Fabric 적용 하였으며
산림에 영향이 없는 등나무를 압축성형한 Karuun 제품을 적용 차량의 플로어 및 대쉬보드 트림에
적용

• 볼보의 경우 낚시 그물을 재사용하여 차량 카펫과 시트섬유로 적용 (Bcomp社)

자동차내장용플라스틱친환경(바이오& 재활용) 소재개발전략 (해외사례)

<벤틀리 컨셉 vegan 가죽과 고사된 나무 적용 시트> <Volvo Polestar 재생 PET 적용 시트 3D knit Fabric과 Cork 적용>



자동차내장용플라스틱친환경(바이오& 재활용) 소재개발전략 (해외사례)

출처: SPI The plastics Industry Trade Association

Jeep: 리사이클 폴리우레탄
Volt: 플라스틱 병

닛산: 플라스틱 병에서
섬유추출 대쉬보드 흡음재

포커스: 플라스틱 병 시트천

에어덕트 재생 HDPE



• 기존의 재활용 공정의 경우 경제성의 문제로 최소한의 가공을 선호 PCR 혹은 열화에
따른 Oil류로 회수가 일반적

• Depolymerization 공정 최적화에 따라 단량체 상태로 회수할 경우 비용은 상승되지만, 
해당 소재를 적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

리사이클 관련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