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RVE

성공을 위한 4 단계
초기 소재
선택

고객사 개발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솔베이 기술 지원팀은
내화학성과 관련한 기술적 요구조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여러 접근 방법을 조합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초기 연구 단계에서, 고객 기술
서비스 팀의 기술적 제안
• 솔 베 이 그 룹 R &D 팀 의 지 원 을 포 함 하 여 원 하 는 유 체 차 단
특성과 연계된 화학적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효과적인 솔루션 제안

Technyl 이노베이션 센터의 전문가들은 환경 표준과
화학물질 규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최적화된
Technyl® 솔루션을 디자인 합니다.
• 최적화된 처방
• 정교한 테스트 방법
• 표준 시편을 이용한 재료 테스트
• 인장 및 굽힘 테스트
• 화학적 특성 테스트

프로토타입

폴리아마이드 처방을 설계한 후, 해당 애플리케이션과의
적합성, 성형성 그리고 비용 최적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전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 사출 및 압출과 관련한 전문지식
• 생산성 예측

연료 열화 후 부품 인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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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yl® eXten D 458P (성형 건조)
Technyl® eXten D 458P (B30/1008/1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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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베이 부품시험연구소는 고객 요구조건(튜브, 사출품
등)과 관련한 일련의 성능 검증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 기계적 테스트
• 내화학성 테스트 (내염화특성)
• 연료 및 공기 열화 테스트
• UV 열화 테스트
• 파열압 테스트
솔베이 기술팀은 인증 시험 및 OEM에 대한 기술적
자료를 제공합니다.

부품 테스트

에 의한 유체 차단

제품 수명 연장
Technyl® eXten은 대표적인 사출 및 압출 전용 바이오
소스 제품입니다. Technyl® eXten은 일반 폴리아마이드에
비해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PA11 또는 PA12 등의 Long Chain 폴리아마이드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Technyl® eXten의 낮은 흡습 특성 및 염화물, 수증기에
대한 뛰어난 내화학성은 까다로운 품질을 요구하는
제품을 구현하기 위한 우수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길고 더 깨끗하게
오늘날의 시장은 더 가혹한 환경 하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내화학적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의
설계를 요구합니다.
유체나 가스 취급 및 산업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극심한 환경에서 Technyl® 소재는 여러 분야의
금속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고, 탁월한 다기능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까다로운

환경

관련

표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바이오
소스

소재가

기존

재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동시에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TECHNYL® 선택의 이유

Technyl® eXten D 247F Natural
로 제작된 배터리 실링 가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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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yl® eXten D 247F
시장 주도 재료

내열 노화 시험 후 우수한 물성 유지

Technyl® eXten D 458P
로 제작된 트럭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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넒은 사용온도 범위에서도
고유의 기계적 특성을
유지하며, 낮은 투과성을
갖는 Te chny l® e Xte n은
서비스 수명이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한 탁월한 재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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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168h 최초
150°C
(성형 건조)
Technyl® eXten D458P

Air 500h 130°C

Air 1000h 130°C

PA 12 준유연성

기계적 성능과 뛰어난
내화학성 외에도 Technyl®
eXten은
내파열압이
주 요 요 구 조 건 인
애 플 리 케 이 션 에
이상적입니다.

입력 (바)

우수한 파열압 저항성

耐压力

우수한 파열압 특성

뛰어난 내구성

耐久性更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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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유압 시스템용
Technyl® eXten D 437P

阻挡层电阻
燃料剂
우수한 연료 차단성

우 수 한 내 화 학 성 을
갖는 Te chny l® e Xte n은
전해액 누출이나 폭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배터리의
수명을 늘려주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성형직후
(절검)
Technyl® eXten D 437P

수분안정화
Plasticized PA 12

연료 열화후 우수한 인장력 유지

Technyl® eXten D 238 V30
으로 제작된 연료 퀵커넥터

고온에 대한 저항성 외에도
탄화수소 및 염화물에 대한
우수한 저항성 덕분에
Te c h n y l ® e X t e n 은 연 료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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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yl® eXten D 238 V30
인장 강도 (MPa)

우수한 내화학성

高耐化学性

전지상태 전해액 누출 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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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직후
(절건)

1,000h

가솔린 CE50, T= 60°C

2,000h

디젤 B30, T= 90°C

기술 혁신
솔베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바이오 소스 Technyl® eXten은 금속 파이프
코팅용 소재로 사용되는 PA11 또는 PA12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소재입니다.
적용사례로서 비강화 Technyl® eXten D 236AL은 구리와 유사한 색상이며 에어컨
알루미늄 냉매파이프 코팅용 소재로 사용됩니다.
제품 특성

우수한 UV 안정성

• 고속 압출 성능 (높은 유동성 및 생산성)
• 우수한 알루미늄 접착성
• 유연성
• UV 안정성
• 수려한 표면

UV 노출에 의한 균열 파손
(상대적 스케일, 솔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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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yl® eXten D 236AL

2,000 hrs

• 가정용 전자제품
• 빌딩 및 건축
• 자동차

PA 12

Technyl® eXten D 236AL로 코팅된 금속 튜브

다양한 제품군
제품명

설명

주요 제원

압출, 유연성 튜브 및 파이프용
Technyl eXten D 458P
(내추럴 및 블랙)

가소화 PA 6.10, 내충격성,
열 안정화

“PA 12 준유연성” 등급에 해당하는 유연성
압출 제품을 위한 일반용 등급

Technyl eXten D 437P
(내추럴)

가소화 PA 6.10, 열 및 UV
안정화

“PA 12 준유연성” 등급에 해당하는
유연성 압출 제품을 위한 반투명 등급

Technyl eXten D 236AL (브
라운)

PA 6.10, UV 안정화,
금속 접착성

유연 압출코팅용 브라운 색상
PA11 또는 12 유연 그레이드 대체

Technyl eXten D 218 V30
(블랙)

PA 6.10, 30%
유리섬유 강화

사출된 모든 종류의 제품을 위한 일반용 등급

Technyl eXten D 238 V30
(블랙)

PA 6.10, 30% 유리섬유 강화,
내충격성

PA 12와 유사한 수축
높은 노치 충격강도

Technyl eXten D 247F
(내추럴)

PA 6.10, 비강화, 내충격성

배터리 가스켓에 특히 적합한 높은 내화학성

Technyl eXten D 218CR V33
(블랙)

PA 6.10, 33% 유리섬유 강화, 열
안정화, 높은 가수분해 저항성

도로 제설제에 대한 높은 저항성
(염화 칼슘 CaC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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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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