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ECT

성공을 위한 4 단계

초기 소재
선택

고객기술지원팀은 고객사 개발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객사의 최종제품에서 요구되는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당
프로젝트 초기부터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합니다.

Technyl 애플리케이션 센터 팀은 MMI를 포함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여, 열가소성
플라스틱 부품의 거동을 모델링 하기 위한 고급
설계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한 3 D 프 로 토 타 이 핑 을 위 한 S i n te r l i n e ™

설계 시뮬레이션
및 프로토타입

Te c hny l®은 많은 비 용 절 감 효 과 를 얻 을 수
있으며 개발 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솔베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UL 인증을

인증

받은 자체 실험실에서 다양한 제품시험을
제공합니다 (프랑스 및 중국, UL 746A).
솔베이 부품시험연구소에서는 고객사 제품의
U L 인 증 을 위해 관 련 경 험 과 전 문 지 식 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전 세계 현지에서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고객의

특정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 지원

에 의한 화재 예방

인명 보호
전기 및 전자 제품에서 화재 방지 및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솔베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건축, 조명, 재생
에너지에서부터 소비재, 가전제품, 운송 등에 이르는 다양한
용도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폴리아마이드 난연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탁월한 전기적 성능과 성형성, 뛰어난 기계적 강도를 가진
Technyl® 비할로겐 난연 폴리아미드 제품은 엄격한 안전
기준을 요구하는 시장에서 그 가치를 입증해 왔습니다.
전 세계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글로벌
네크워크와 혁신적인 기술 도입을 통해, Technyl®은
기능성과 우수한 외관 품질을 함께 추구합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의
추구
오늘날 시장 주도 기업들은 제품 소형화와 다기능성을 위해 더
작고 더 복잡한 부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는 고온에서의 내열성이 뛰어나며
우수한 난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금속 및 열경화성 수지의 대체품에 대한 강한 요구 덕분에 전기
및 전자 장비에 폴리아마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Te chny l® 제품은 믹서에서 세탁기에

이르는 모든 가정용 전자제품과 커넥터, 컨택터, 회로차단기,
스위치 등과 같은 산업용 장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세상을 추구한다는 것은 보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솔베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Technyl®
비할로겐 폴리아미드 제품을 통해, 산업 표준과 엄격한 규제
요구조건을 뛰어넘어 생태계 영향을 줄이고 변화를 예측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TECHNYL® 선택의 이유
엄격한 안전 표준 준수

符合安全标准
拥有卓越性能

고성능

Technyl®로
제작된 버스
시트

Technyl®은 UL과 IEC 인증 및 태양광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UL 5VA와 f1
등급과 같은 요구조건을 포함하여,
전기 장비 시장을 주도하는 가장
엄격한 규정을 충족합니다.
현재 유럽 (프랑스) 및 아시아 (중국)
에서 내부 UL 테스트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성능

Technyl®로
제작된 미니
회로차단기

Technyl® 재료는 최적의 기계적 및
전기적 특성과 탁월한 유동성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더 작고 더 복잡한
부품을 구현하여 제품 소형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3)

효율성 개선

高效生产
TechnylStar®로 제작된 커넥터

RTI (5)

0

(1)
HDT: 열 변형 온도; (2) GW: 글로우 와이어
UL 94: 불꽃 연소 시험; (4) CTI : 전류 트래킹 지수
(5)
RTI : 상대적 온도 지수

솔베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비할로겐 폴리아마이드는 기존
난연성 재료보다 적은 부식을
유발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산 장비의 수명을 늘려 줍니다.
유동성이 높은 TechnylStar®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높은 유동성을 갖기 때문에 사출
시간을 단축시키고, 기계 마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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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GW (2)

UL 94 (3)

유동성

Technyl® S 60G1 V30
PA 6.6 GF25 (할로겐 난연)

소형 가전 부품의 싸이클타임 단축

TechnylStar® S 60G1 V30

-35%

PA 6.6 적인 난연 제품

0

솔베이는 최종 제품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고객사와
함께 라이프사이클 평가를 수행합니다.
TechnylStar® LED로 제작된 LED 하우징

충격강도

0,5

CTI (4)

Technyl® 제품은 유럽 가전제품 시장의
환경 폐기물 관리 규제인 RoHS1
2002/95/CE 및 WEEE2 2002/96/CE를
준수합니다.

保护环境

환경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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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클타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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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
용융 온도와 작동 온도에 따른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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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yl® One
Technyl® Heat Performance

PA 6.6

제품군입니다.

고객을 위한 주요 이점

250

작동 온도 (°C)

Technyl® One은 솔베이 특허의 새로운 폴리머 중합기술로 개발된
제품으로서, 금형 부식이 적고 사출성이 우수한 고융점 폴리아마이드

• 뛰어난 전기적 성능
• 타사 고융점 수지 대비 저온에서의 뛰어난 성형성
• 금형 및 사출 성형기의 적은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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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 온도 (°C)

제품 특성

낮은 사출 장비 부식

애플리케이션
MCB(Miniature Circuit Breaker), MCCB(Molded Case Circuit Breaker), Contactor 등
높은 전기적 특성과 소형화가 요구되는 다양한 부품

0.25
0.2

총 부식 (%)

• 최상의 RTI rating : 150°C at 0.4mm
• 최상의 난연성 : UL94 at 0.4mm, 600V CTI, GWFI 960°C at 0.8mm
• 기존 폴리아마이드 제품 대비 낮은 수분 흡습으로 인한 향상된 치수안정성
• 50% 유리섬유 함량에서도 우수한 표면품질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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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05
0

FR PPA*
(300°C)

Technyl® One
(300°C)

Technyl® One
(320°C)

FR PPA*
(320°C)

* 주요 난연 제품

다양한 난연 제품 군
기계적 강도
Technyl® One J 60X1 V30
TechnylStar® LED A 60TH 1-3

5V
A

TechnylStar® AFX 60G1 V45

LED
하우징

V-0

TechnylStar® S 60G1 V30
Technyl® A 60G2 V30

94
UL

시트구조체
(버스 및 기차)

Technyl® A 60G1 V25 / V30

커넥터

Technyl® A 21T3 V25
Technyl® C 52G1 MX25
Technyl® C 52G4 MZ25

자동차
(구조체 & 전기)

94

Technyl® C 52G 1 V20/25

UL

배전 MCB

V-2

터미널 블록

V0

Technyl® A 62M1 V25

94

Technyl® A 50X1

산업용 컨트롤
컨택터

UL

Technyl® AT 20 V25

연

Technyl® A 20 V25

Technyl® B 50H1

난

Technyl® A 50H1

성

태양광전지
정션 박스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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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document is supplied in good faith. However it is given as an indication. It shall not be construed in any way as a formal commitment or warranty on our part, notably
in respect of the eventual infringement of any rights of third parties who may use our products. Solvay disclaims any warranty of fitness for use or for a particular purpose. These indications must not, in
any case, be substituted for the preliminary tests which are indispensable, in order to determine the suitability of the product for each particular case. Technyl® is a trade mark registered by Solvay 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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