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의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지

®

제품 개요 -  
BioBlend® 포장용 XP 고성능 수지 

설명 - BioBlend XP 고성능 수지는 열가소성 수지로, 탁월
한 성능과 친환경적인 혜택을 선사합니다. 이는 식물성 
NuPlastiQ® BioPolymer 를 HDPE, LDPE, LLDPE, PP, or PS 등 화
석 연료 기반의 열가소성 수지와 결합하여 만들어졌습니
다.  

적용 -  내구성, 가소성 및 공업 퇴비화성이 필요한 최종 
제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품에는 가방, 
농업용 필름, 스트레치 또는 수축 필름, 인젝션 몰드 푸
드 서비스 제품 (용기, 쟁반, 컵, 뚜껑, 빨대, 접시, 식기) 및 
FMCG (일용소비재)용 포장용품을 포함합니다. 

XP 수지의 특징 및 이점 - 

• BioBlend XP는 화석 연료 기반의 플라스틱 성분과 온실
가스 생성 감축에 도움을 주며, 이를 최대 40%까지 감
소시킵니다.

•  향상된 XP의 내구성이다운 게이징에 큰 도움을 주며,
특히 얇은 두께의 필름에 활용됩니다.

• XP는 일반적으로 LDPE, LLDPE, HDPE 또는 PP과 같은 기
본 수지 성분의 산업 폐기물 재활용성을 유지할 수 있
습니다.1

• XP로 제작된 제품 또는 포장용품은 USDA 승인 바이오
기반 제품 라벨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 XP는 상당한 비정질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내구성이
좋으며가소성이 낮습니다.

• XP로 제작된 얇은 필름은 부드러운 촉감을 가집니다.

BioBlend XP 고성능 수지

봉투, 쇼핑백         필름

FMCG 용기           유연한 소재의 포장
용품

저희는 재생가능한 식물성 소재로부
터 시작합니다.

1    BioLogiQ는 BioBLend XD 수지로 생성된 품목이 산업 폐기물 재활용 환경에서 재활용될 수 있고 주
요 성능이 유지됨을 보여주는 테스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성
공의 여부는 실제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십시오. 이러한 조건은 생산 활동의 
일부분이며 가공 온도, 전체 배치 조성물의 변화 및 최종 변환 사양을 포함합니다.

이 소책자에 있는 정보는 공개 당시 최신 정보이며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는 현지 BioLogiQ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 2019, BioLogiQ, Inc. NUPLASTIQ 및 BIOLBEND는 BIoLogiQ의 등록 상표입니다. NuplastiQ BioPolymer는 미국 특허 번호 10,214,634 아래 보호됩니다. 모든 판권 소
유.                                                                                                                                                       



제품 개요 -  

포장 및 필름 생산용 BioBlend BC 생분해성/퇴비화성 수
지

설명 - BioBlend BC 생분해성/퇴비화성 수지는 열가소성 
수지로 탁월한 기능과 친환경적인 혜택을 선사합니다. 
이는 식물성 NuPlastiQ® CG BioPolymer 와 PLA, PHS, 또는 
PBAT 등의 다른 생분해성 수지와의 결합물입니다. 

적용 - 내구성, 가소성 및 공업 퇴비화성이 필요한 최종 
제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품에는 가방, 
농업용 필름, 스트레치 또는 수축 필름, 인젝션 몰드 푸드 
서비스 및 유통 포장용품(용기, 쟁반, 컵, 뚜껑, 빨대, 접
시, 식기)을 포함합니다. 

BC 수지의 특징 및 이점 - 

•  베이스 수지인 NuPlastiQ CG BioPolymer는 산업 퇴비 환
경에서 28일 내 완전 생분해되는 것으로 TUV Austria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 BC 수지는 ASTM D6400 공업 퇴비화 시험을 통과하고,
자연분해성에 대해서는 EN-13432에 의해 확립된 조건
을 충족하여 TUV(이전 Vincotte)의 승인을 받도록 설계
되었습니다.1

• 농업용 피복 필름에 쓰이는 NuPlastiQ CG/PBAT 혼합물
인 BioBlend BC 27130은 공업 퇴비화성에 대한 ASTM 기준

을 충족하여 TUV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른 BC 수지는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현지 BioLogiQ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 BC로 제작된 제품 및 포장용품은 USDA 승인 바이오 기
반 제품 라벨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BioBlend BC 생분해성/퇴비화성 수지

NuPlastiQ CG BioPolymer의  
산업 퇴비화성은 보증된 바 있습니다.

쇼핑백 & 봉투 농업용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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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iologiQ는 NuPlastiQ 바이오폴리머와 관련하여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이나 상품성을 보증
하지 않습니다. BioLogiQ는 이 재질로 제조된 완제품이 생분해성 또는 퇴비화와 관련하여 일
반적인 기준 및/또는 인증을 충족하도록 보증, 주장, 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께서는 고
객의 완제품과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재료를 적절한 검사 실험실, 표준 기관 및 인
증 기관에 제출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시험해야 합니다.



제품 개요 -  
BioBlend MB 해양 생분해성 수지

설명 - BioBlend MB 해양 생분해성 수지는 열가소성 수지
로 탁월한 기능과 친환경적인 혜택을 선사합니다. 이는 
식물성 NuPlastiQ CG와 PLA, PHA 또는 PBAT 등 다른 생분해
성 수지와의 결합물입니다. 

적용- 내구성, 가소성 및 해양 퇴비화성이 필요한 최종 제
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쇼핑백, 푸드서비스 및 
유통 포장용품(인젝션 몰드, 블로우 몰드, 또는 열가소성 
용기, 쟁반, 컵, 뚜껑, 접시, 식기), 다른  강하고 유연한 용
기,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포함합니다.

MB 수지의 특징 및 이점 - 

•  베이스 수지인 NuPlastiQ CG BioPolymer는 해양환경에서
28일 내 완전 생분해되는 것으로 TUV Austria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 ASTM-D6691에 의하면, MB 수지로 제작된 일부 얇은 필
름은 해수에서 1년 내에 완전히 생분해됩니다.1

• MB로 제작된 제품 또는 포장용품은 USDA 승인 바이오
기반 제품 라벨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BioBlend MB 수지는 인젝션 몰딩에 사용되도록 설
계되었습니다.

BioBlend MB 해양 생분해성 수지

쇼핑백 및 봉투 푸드서비스 
제품

BioLogiQ 제품

수지

®

1  BiologiQ는 NuPlastiQ 바이오폴리머와 관련하여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이나 상품성을 보증
하지 않습니다. BioLogiQ는 이 재질로 제조된 완제품이 생분해성 또는 퇴비화와 관련하여 일
반적인 기준 및/또는 인증을 충족하도록 보증, 주장, 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께서는 고
객의 완제품과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재료를 적절한 검사 실험실, 표준 기관 및 인
증 기관에 제출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시험해야 합니다.

NuPlastiQ CG BioPolymer는 승인받은 해
수 내 해양 생분해성 물질입니다.



제품 개요 -  
내구성 제품용 BioBlend XD 고내구성 바이오폴리머

설명 - BioBlend XD 고내구성 수지 는 열가소성 수지로 탁
월한 기능과 친환경적인 혜택을 선사합니다. 이는 식물
성 NuPlastiQ와 ABS, PP, TPEE, EVA, EVOH, 나일론 또는 rHDPE
와 같은 화석 연료 기반의 열가소성 물질과의 혼합물입
니다.1

 

적용 -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제품 생산에 적합합니다. 이
는차량용, 소비자 가전, 수공구, 전기 공구, 가정용 전기
제품, 장난감, 스포츠 용품, 잔디&정원 용품 및 고내구성 
용기에 사용되는 인젝션 몰드, 블로우 몰드, 열가소성 플
라스틱을 포함합니다. 

XD 수지의 특징 및 이점 - 
 

• XD는 화석 연료 기반의 플라스틱 성분과 온실 가스 생
성 감축에 도움을 줍니다. 

• BioBlend XD는 혼합된 수지의 물리적 속성을 유지합니
다. 

• XD는 내구성과 기타 강도 특성 또한 유지합니다. 

• XD로 제작된 제품 또는 포장용품은  USDA 승인 바이오 
기반 제춤 라벨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 XD는 일반적으로 LDPE, LLDPE, HDPE,or PP와 같은 기본 
수지 성분의 산업 폐기물 재활용성을 유지할 수 있습
니다.2

BioBlend® XD 고내구성 수지

병 & 용기     소비자 전자제품 

도구, 기기          장난감

수지

®

1  해양 쓰레기를 포함하여 재활용되거나 회수된 HDPE 

2   BioLogiQ는 BioBLend XD 수지로 생성된 품목이 산업 폐기물 재활용 환경에서 재활용될 수 있고 
주요 성능이 유지됨을 보여주는 테스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
인 성공의 여부는 실제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십시오. 이러한 조건은 생산 
활동의 일부분이며 가공 온도, 전체 배치 조성물의 변화 및 최종 변환 사양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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