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다이 스피리츠, 석회석 함유 신소재 LIMEX 적용한 프라모델 출시…
석유기반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CO2 배출 저감에 기여해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추구
“공룡 골격 프라모델 티라노사우르스/트리케라톱스”

도쿄--(2021 년 6 월 24 일)-- 반다이 스피리츠(BANDAI SPIRITS CO., LTD)(사장:
우다가와 나오(Nao Udagawa), 본사: 도쿄 미나토구)가 2021 년 가을 북미,
아시아

등지에서

‘공룡

골격

프라모델

티라노사우르스’와

‘공룡

골격

프라모델 트리케라톱스’를 출시한다. 석회석을 주원료로 한 신소재 LIMEX 로
일부 프라모델을 주조함으로써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실제
공룡 뼈대 화석과 유사한 느낌을 주도록 했다.
이들 제품은 석유 유래 플라스틱의 대체 제품으로 일본에서 개발된 새로운
성형 소재인 LIMEX 와 프라모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폴리스티렌의
복합재료로 만들어졌다. 반다이 스피리츠는 TBM Co. Ltd.와 손잡고 사출 성형
기계를 통해 강도와 성형성을 반복적으로 개선한 끝에 제품을 완성했다.
이들 제품은 LIMEX 를 사용한 세계 최초의 프라모델이 될 전망이다.
LIMEX 는

주원료인

석회암(탄산칼슘과

같은

무기

재료)을

50%

이상

함유하고 있다. 일반적인 석유 유래 플라스틱 대신 석회암을 주원료로
사용해 제품 내 석유유래 플라스틱 비율이 무게 기준 50% 미만으로 줄었다.
또한 일반 폴리스티렌 수지에 비해 채색이 가능하고 무게가 더 나간다.
반다이 스피리츠는 제품 주원료를 LIMEX 로 전환함으로써 석유 기반
플라스틱 사용을 연간 5 톤 이상 줄이고 CO2 배출량을 저감해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반다이 스피리츠는 향후 일부 프라모델 제품에 LIMEX 를 적용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제품 세부 정보]
이들 제품은 사용자가 직접 조립하는 공룡 골격 프라모델에 LIMEX 를
사용함으로써 전에 없던 질감과 무게감으로 실제 화석과 유사한 느낌을
제공한다. 이들 제품은 석고처럼 건조한 촉감을 지니며 매트한 표면에는
부드러운 광택이 감돈다. 또한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돼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들었을 때 무게감이 있다. 수차례 학문적 검증을 거친 공룡 골격
프라모델은 실물과 형태가 유사하며 관절을 움직일 수 있고 입을 여닫을
수도 있다.
제품명

공룡 골격프라모델 티라노사우르스

가격

1 만 6800 원

출시

2021 년 가을 예정

크기

총 길이 약 215mm

권장연령

15 세 이상

주원료

LIMEX

부품 수

27 개

제품명

공룡 골격프라모델 트리케라톱스

가격

1 만 6800 원

출시

2021 년 가을 예정

크기

총 길이 약 160mm

권장연령

15 세 이상

주원료

LIMEX

부품 수

21 개

[*] 본 상품은 플라스틱 소재 삭감을 주로 하고, [친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재입니다. 그로 인해 통상적인 플라스틱보다 부품이 파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소재 재료로 인해 조립 중 부품끼리 맞물리는 부분에서 일부 분말이
나올 수 있다.
[*] 이들 제품은 전시용 모델이다.

반다이 스피리츠(BANDAI SPIRITS CO., LTD) 홈페이지:
https://www.bandaispirits.co.jp/
[*] 이 보도 자료 내용은 2021 년 6 월 24 일을 기준으로 하며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 이 보도 자료에 언급된 회사명 및 기타 고유 명사, 제품명 및 서비스명은
해당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다.
사진/멀티미디어 자료 :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52448372/en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