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KETONE, 포케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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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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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고분자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POKETONE, 포케톤 폴리머는 무엇인가?  

포케톤(화학명: 지방족 폴리케톤)은 Semi-crystalline 

Engineering Thermo-plastic(ETP)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혁신적인 소재입니다.  

폴리케톤은 Shell, Amsterdam에서 촉매를 개발하여 

중합시작하였고 1999년에 사업철수하였습니다. 

㈜효성에서는 상업적 차원에서 생산하기 위해 2004 

년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여 2013년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포케톤은 perfectly alternating 

terpolymer로서 CO(일산화탄소), Ethylene(에틸렌)과 

같은 α-olefin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에 가공 및 

성능 특성에 있어서 well-balanced properties를 제공 

하며,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은 제품 설계자의 혁신적인 사고를 

자극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것입니다.  

포케톤은 종래의 사고에 도전함으로써, 예기치 않던 

것을 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장 전망 

Polyamide, Polycarbonate가 상업화된 이래, 고분자 

산업계는 포케톤과 같은 지방족 폴리케톤의 상용화 

를 가장 중요한 발전의 한가지로 널리 인정 해왔습 

니다. 과거 Polyamide, Polyester, Polyacetal, Polycar 

bonate, modified-polyphenylene oxide의 소위 “5대 

고분자”가 ETP의 세계 시장을 주도하였습니다.  

포케톤이 시장에 소개되는 것은 ”5대 고분자”가 “6대 

고분자”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포케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응용 분야에 대한 

엄청난 잠재력으로 인해,  ETP와 관련된 세계 시장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울산 광역시의 용연에 있는 상업생산 

공장은 년 50,000MT의 생산량을 갖추고 있는 첫번째 

공장이 2015년 6월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광범위한 특성 영역 

포케톤 중합체는 CO(일산화탄소) 및 α-olefin 구성된 

carbon main chain이 특징이며, perfectly alternating구

조를 통해 다음처럼 고유한 성능 특성의 조합을 발

현합니다: 

 짧은 사출 cycles 및 치수안정성 

• 낮은 휨변형 및 후가공이 필요없음 

• 우수한 복원력 및 인성 

• 광범위한 온도영역에서의 우수한 충격특성 

• 우수한 내화학성 및 가스차단성  

• 우수한 내가수분해성 

• 우수한 내마찰마모성 

이에, 사출가공, 압출, 로테이션(rotational molding) 

가공 및 블로우 가공뿐만 아니라 코팅, 필름, 

섬유제품으로 가공이 가능합니다. 모든 가공장비는 

일반적인 설비로 성형할 수 있습니다.   



고분자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반결정성 분자구조, semi-crystalline structure  

R 은 H 또는 CH3 로 포케톤 분자구조는 flexible, 

symmetry 구조를 가집니다. Perfectly alternating 

ketone group 으로부터 cohesive energy 가 발현되어 

고인성, high-melting-point 의 반결정성을 띄어 

광범위한 응용제품에 생산이 가능합니다. 

중합공정 중, 2nd α-olefin 모노머, 즉 프로필렌 

(propylene)이 랜덤하게 ethylene 을 대체하여 삼원 

공중합체(ter-polymer)의 구조를 생성합니다.  

모노머 투입을 조절함으로써 관련된 물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화학성 및 가스차단성 

포케톤의 di-polar 와 semi-crystalline morphology 

(section 4.3 참조)는 다양한 화학제품의 내화학성을 

발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케톤은 

탄화수소(hydrocarbon)류 차단효과가 우수합니다.  

포케톤의 di-polar 특성은 지방족(aliphatic), 방향족 

(aromatic) 화학물질에 대한 내화학성 및 차단성을 

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칭구조(symmetry) 및   

chain flexibility 는 결정화(crystallization)를 

증대시켜 극성환경 외에는 팽윤(swelling) 및 용해  

(dissolution) 현상이 발생하기 어려워 집니다.   

포케톤은 수침지에서 미량의 수분을 흡습하며 매우 

낮은 가소화 현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자 주쇄의 carbon-carbon 구조는 우수한 내가수 

분해성(section 4.2 참조)을 발현합니다. 

 

포케톤의 잠재력 

• 다양한 연료유와 화학물질에 대한 내화학성 

및 우수한 차단성 

• 강성-내마모성 특성과 동시에 탄성회복력과 

스냅특성의 발현 

• 복잡-다양한 형상의 사출성형성과 동시에 

낮은 휨변형 및 뒤틀림 

• 0℃이하 뿐만 아니라, "hot under the hood" 

형태 제품에 적용시 우수한 물성유지율 

• 난연 컴파운드 제품의 낮은 연기밀도(low 

smoke density), 무독성 (No toxicity) 및 

우수한 물성유지율 

포케톤은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보유한 well-

balanced 고분자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제시할 것 입니다. 

 

친환경성 

포케톤 중합생산 프로세스의 LCA 는 공인기관으로 

부터 산출될 예정입니다.. 

• LCA(Life  Cycle    Assessment) ; 포케톤    

생산 시 투입된 에너지와 발생된 환경오염 

물질을 국제기준에 의거한 평가법으로 

분석중임(ISO 14004 Guide 에 따름)



고분자의 확대된 영역을 보다 
 

 

In Toys applications 

포케톤은 기계적 특성뿐 만 아니라, 고충격성, 

친환경성 소재로서 다양한 플라스틱 완구산업에 

사용됩니다. 최근, 아동들의 환경안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완구부품의 

파손 및 휘발물질(Low VOCs)에 의한 아동안전을 

포케톤을 적용함으로써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포케톤은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s), 테트라 

하이드로퓨란(THF, tetrahydrofuran) 및 어떠한 

질소계 화학물질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포케톤은 아래와 같이 완구소재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N 71- part 3 (EN 71-3 : 2019 –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Category III : 

Scrapped-off toy material)  

• EN 71- part 9 (EN 71-9 : 2005+A1:2007 : 

Safety of Toys, Organic Chemical 

Compounds) 

• US 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ASTM F963-17 Phthalate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In Food Contact applications 

포케톤은 높은 기계적 물성유지율, 낮은 수분흡습, 

내화학성 및 내가수분해성을 발현합니다. 이는 

식품, 음용소재로서 적용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포케톤은 친환경 (No formaldehydes, No VOCs) 

소재입니다.  

포케톤은 아래와 같이 식품, 음용수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NSF 51/61, KTW, W270, ACS, WRAS 

 EU Directive 10/2011, REACH, FDA (FCN 

1847) 

 

 



고분자의 확대된 영역을 보다 
 

 

In Packaging applications 

포케톤은 낮은 휘발물(Low VOCs) 및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가 없으므로 화장품 소재로서 매우 

안전합니다. 우수한 내화학성을 바탕으로 내용액에 

대한 용출 및 변질이 되지 않아 화장품 용기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In Pipe applications 

포케톤은 높은 사용온도 및 가혹한 화학물질 

환경에서도 우수한 치수안정 및 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압출제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으로 부식환경 하의 제품설계에 적합한 소재 입니다.  

산업계는 우수한 물성의 소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케톤은 타소재 대비 우수한 충격특성 및 기계적 

물성으로 인해 균형잡힌 고유한 물성을 발현합니다.   

탄화수소 화합물 환경하에서도 포케톤은 차단성, 

내가수분해성, 치수안정성, 내팽윤성, 뿐만 아니라 

타 소재대비 우수한 가스차단성을 발현합니다.  

 

 

 

 

  



고분자의 확대된 영역을 보다 
 

 

In automotive applications 

포케톤은 넓은 온도범위에서 기계적 물성을 유지 

하고 자동차 연료에 차단성을 발현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으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료시스템 

소재로서 hydrocarbon 차단성을 바탕으로 각종 

법령을 만족시키는 물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포케톤은 부동액, 변속오일, 그리스 등 내화학성을 

발현합니다.(sec 4.4 참조) 

 

 

In Medical applications 

포케톤은 다양한 화학물질에 저항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내가수분해성, 치수안정성이 우수하고 

멸균장치(heated steam, radiation)에 표면특성을 

유지하는 우수한 물성유지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찰마모특성도 우수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물성, 인성 및 미끄러짐 특성, 으로 valve,  

플러그인 커넥터(plugin connectors), 기어휠(gear 

wheels) 및 스프링부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F grade 는 아래와 같은 인증을 만족합니다.  

 FDA, NSF 51/61, USP Class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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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E applications 

포케톤은 기계적 물성, 내화학성, 내가수분해성이 

우수하여 부품생산 비용절감 및 폐기비용 감소 등 

지속가능한 부품사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유특성인 강성, 인성 및 높은 연신율은 파괴없이 

높은 회복력을 보입니다. 또한, 주기적인 반복 

하중이 필요한 부품에 흔히 사용되는 후가공 

(annealing) 공정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sec 4 를 참조하십시오.  

 

 

 

 

In industrial applications 

포케톤의 복합적인 물성, 기계적 물성, 내화학성, 

내가수분해성, 인성 및 장기신뢰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용 부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마찰 마모특성으로 기어, 베어링 및 파워 트랜스 

미션(power transmission)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3.참조) 

내화학성 및 내가수분해성 특성으로 캐스터(caster), 

펌프부품(pump parts), 수도계량기(water meter), 

패스너(fastener)등 화학물질 저항성이 필요한 부품 

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iv) 포케톤 소재의 영역 

(v) 베이스 레진 및 컴파운드 소재 

소재의 구성 



베이스 레진 및 컴파운드 소재 
 

 

포케톤은 다양한 base resin 및 compounds 소재의 

포트폴리오를 아래와 같은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 비강화 사출 Grade : 짧은 cycle times 와 

용이한 성형성, 내마모성 

• 유리섬유 강화 compound Grade : 강화된 

기계적 강도, 탄성율 및 열변형 온도  

• Halogen-free 난연 compound Grade : UL 

94 V-0 난연등급, 높은 절연파괴강도 

(tracking resistance) 및 기계적 물성 

할로겐 및 적인(red phosphorous)이 없는 유리섬유 

(비)강화 소재가 있음 

• 내마모 compound Grade : 내마모첨가제가 

투입된 내마모 향상소재 

• 비강화 압출(extrusion) Grade : 압출 용융 

공정에 최적화된 소재 

 

 

 

 

 

 

 

 

 

 

 

 

 

 

 

 

 

 

 

 

 

 

 

 

 

 

 

 

 

 

 

 

 

 

 

 

 

 

 

 

 

 

 

 

 

 

 

 

 

 



베이스 레진 및 컴파운드 소재 
 

 

 

포케톤 Base resin 의 명명법 

 

 

비강화 사출 grades : Unreinforced injection molding  

• M630A, M630F, M630V  

일반 중유동 사출 grade 

• M330A, M330F, M330V   

일반 고유동 사출 grade 

• M930F 

일반 초고유동 사출 grade 

 

파이프 grades 

• M710F   

식품, 의약품용 압출 grade 

• M730R   

내열 압출 grade 

 

필름 grades 

• M410F   

모노필라멘트 grade 

• E700F, E700G   

EvOH 블렌드용 필름 grade 

 

 

 

 

유리섬유 강화 grades : Reinforced injection molding 

• M33A(F)G3A, 15% GF 강화 

• M33A(F)G6A / M63AG6A  

30% GF 강화 

• M93AG8H, 고유동 40% GF 강화 

• M93AG9A, 고유동 50% GF 강화 

 

내후성 보강 grades : UV resistance 

• M63VX0A-WH1, M63VX0A-BK0 

3% TiO2, 2% carbon black 컴파운드 

• M33A(F)G6A / M63AG6A  

30% GF 강화된 고유동 일반 컴파운드 

 

난연 grade : Flame-retardant injection molding  

• M33AF2Y 

고유동 컴파운드 (V-0, 0.8mm),  

• M93AG6P 

30% GF 강화 고유동 컴파운드  

(V-0, 0.8mm) 

• M33AG2Y 

10% GF 강화 (V-0, 0.8mm) 

 

내마모 grade : Tribological injection molding  

• M33AS1A 

Silicone 보강 고유동 컴파운드 

• M63AS1A 

Silicone 보강 고충격 컴파운드 

• M33AR3B 

TPU 보강 고유동 컴파운드 



 
 

 

(vi) 특성 요약 

포케톤의 특성 



특성 요약 
 

 

A. 기계적 물성, 연성 (ductile) 

• 항복인장강도(Tensile yield strength) 

60 MPa at 23°C 

• 항복신율(Tensile yield strain) 

22 % at 23°C 

• 인장/굴곡탄성율(Tensile and flexural moduli)  

1.4 GPa at 23°C 

• 열변형 온도(Deflection temperature) 

102°C at 1.8 MPa 

 

B. 사출성형의 강점 

사출성형의 용이성 

• 짧은 cycle times 

• 낮은 형체력(Low clamp-force) 

• 습도에 민감하지 않음(건조의 용이성) 

• 매우 우수한 사출 흐름성(M330A/M930A) 

 

C. 우수한 회복력 (resilience) 

• 높은 항복점 : 22 % 

• 타소재 대비 비가역적인 변형 발생전까지 

우수한 탄성회복력 

 

D. 우수한 충격 및 인성 

• 광범위한 온도에서의 고연성 (ductility) 

• 파단신율, 300% at 23°C 

• 노치드 샤르피 충격강도_Notched Charpy 

impact strength), 17 kJ/m2 at 23°C 

 

E. 우수한 내화학성 및 차단성 

낮은 팽윤성(swelling) 및 광범위한 내화학성 : 

• 지방족, 방향족 탄화수소류 

• Ketones, esters and ethers 

• 무기염 수용액(Inorganic salt solutions) 

• 약산, 약염기(Weak acids and bases) 

• 솔벤트 및 자동차 연료유 차단성 

폴리케톤 용해가능 물질은 Hexafluoro-isopropanol 

과 페놀계 솔벤트가 있음. 

 

F. 우수한 내가수분해성 

포케톤은 우수한 내가수분해성을 발현함  

• 성형가공 중 가수분해 영향없음 

• 광범위한 수분침지 하 내가수분해성 

• 낮은 흡습율(0.5% @50% RH)에 의한 낮은 

가소화도 

 

G. 내마모성 

포케톤은 아래와 같은 특징의 내마모성을 발현함 

• 대금속 저 마모량, 7.3 × 10-2 mm3/Nm 

• 대수지 저 마찰계수, 0.36 

• 대금속 저 마찰계수 0.60 

 

H. 전기적 특성 

포케톤은 낮은 함량의 비할로겐 난연제를 투입함 

으로써 효과적인 난연화가 가능함 

• UL94 V-0 및 균형잡힌 기계적 물성 



 
 

 

 

 

 

 

 

 

 

 

 

 

 

 

 

 

 

 

 

 

 

 

 

 

 

 

1.1  분자량 (Molecular weight) 

1.2  열적특성 (Thermal characteristics) 

1.3  압력-부피-온도 상관도 (PVT data) 

1.4  밀도 (Densities) 

1.5  유변특성 (Rheological characteristics) 

1. 물리적 특성 



1.1 분자량 (Molecular weight) 
 

 

1.1.1 평균분자량 (Average molecular weight) 

포케톤의 분자량은 table 1.1.1 을 참조하십시오.  

각 값들은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GPC 로 

분석되었습니다. Hexafluoro-Isopropyl alcohol 

(HFIP) 를 용매로 사용하였고  Polymethyl-

methacrylate (PMMA)의 상대분자량 값입니다. 

 

Table 1.1.1 Average molecular weight 

Grade Mn Mw PDI 

Resins    

M630 100,000 320,000 3.2 

M330 72,000 180,000 2.5 

M930 60,000 132,000 2.2 

M730 120,000 400,000 3.5 

Mn Number average molecular weight  

Mw Weight average molecular weight 

PDI  Polydispersity Index 

 

분석 조건: 

- Instrument: Waters 1515 pump 

- Column: Shodex HFIP-806M (8 mm * 300 mm) 

* 2 at 35℃ 

- Eluent: HFIP 1 ml/min(10 mM TFA) with 

degassing and 0.2 μm suction Filtering 

- Detection:  Waters 2414 RI detector (35℃) 

- Material: 0.1 % (0.001 g/1ml)   

- Narrow STD: PMMA (903K, 608K, 366K, 287K, 

182K, 93.3K, 58.7K, 31.6K, 10.9K, 2.58K)Injection: 

100μL 

 

1.1.2 고유점도 (Intrinsic viscosity) 

포케톤의 고유점도(intrinsic viscosity, IV) 또는 

한계점도지수 (limiting viscosity number, LVN)는  

table 1.1.2 를 참조하십시오. 

각 값들은 Hexafluoro-Isopropyl alcohol at 25°C 

환경에서 Capillary viscometer 를 사용하였습니다.   

 

Table 1.1.2 intrinsic viscosity 

Grade 
I.V dL/g 

 

Resins  

M630 2.16 

M330 1.46 

M930 1.10 

M730 2.34 

 

 

 

 

 

 

 

 

 

 

 

 

 

 

 

 

 



1.2 열적특성 (Thermal characteristics) 
 

 

1.2.1 일반적인 DSC curve 

Figure 1.2.1 은 M630A 의 온도에 따른 일반적인  

heat flow curve 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curve 는 DSC 분석기로 240°C 승온, 40°C 

강온한 후 2 차 승온에서 얻어진 값입니다. 

 

 

 

 

 

 

 

 

Figure 1.2.1 포케톤 M630A 의 Heat flow curve 

 

 

 

 

 

 

 

 

 

 



1.2 열적특성 (Thermal characteristics) 

 

 

1.2.2 열물리적 특성값 (Thermophysical data) 

포케톤의 열물리적 특성값 (thermophysical data)은 

DSC, DTMA 분석으로 얻어졌습니다.  

유리전이 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는   

건조된 소재로 1 rad/sec 의 진폭(frequency), 

0.2%의 변형율 진폭(strain amplitude)에서 torsional 

testing mode 로 분석되었습니다. 

DSC 분석은 240°C 승온, 40°C 로 감온 후 240°C 

재승온시 분당 20°C 로 설정하였습니다. 

녹는점(melting temperature, Tm)은 2 차 승온시 

peak 이며, 결정화온도(crystallization temp., Tc)는 

1 차 냉각시 peak 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각 값들은 table 1.2.2 를 참조하십시오. 

 

Table 1.2.2 열물리적 특성 (Thermophysical data 

 M630 M330 

Tg, °C 12 12 

Tm, °C 222 222 

Tc, °C 176 180 

△Hf , J/g 70 73 

△Hf100 , J/g 227 -?? 

Tg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m Crystalline melting point 

Tc Crystallization temperature 

△Hf  Typical heat of fusion for molded material 

△Hf100 Heat of fusion for 100% crystalline material 

 

  



1.2 열적특성 (Thermal characteristics) 

 

 

1.2.3 열변형온도 (Heat distortion temperature) 

ISO 75/A and ASTM D648 

열변형온도(heat distortion temperature)는 일정 

하중에서 단시간 열적거동 지수입니다.   

포케톤의 다양한 열변형온도는 ISO 75/A, ASTM 

D648 에 의거하여 분석하였습니다. table 1.2.3 을 

참조하십시오. 

 

 

 

 

 

 

 

 

Table 1.2.3 Heat distortion temperatures 

Grade 

HDT 

ASTM D648, 

0.455MPa 

°C 

HDT 

ASTM D648, 

1.82MPa 

°C 

HDT 

ISO 75/A, 

0.455 MPa 

°C 

HDT 

ISO 75/A, 

1.82 MPa 

°C 

Resins     

M630 195 102 185 90 

M330 200 105 190 92 

M930 200 105 190 92 

M710 155 75 140 65 

M730 190 90 185 80 

Compounds     

M33A(F)G3A 215 210 215 205 

M33A(F)G6A 215 210 215 210 

M63AG6A 215 210 215 210 

M93AG8H 215 210 215 210 

M93AG9A 215 210 215 210 

M33AF2Y 190 110 185 90 

M33AG2Y 212 163 207 150 

M93AG6P 215 210 215 210 

M33AS1A 190 100 185 82 

M63AS1A 190 100 185 82 

M33AR3B 180 85 175 70 



1.2 열적특성 (Thermal characteristics) 

 

 

1.2.4 VICAT 연화점 ISO 306/B50, ASTM D1525 

VICAT 연화점은 단시간 열적-기계적 거동을 

의미합니다. 열변형온도(HDT) 분석법과 달리, VICAT 

연화점은 특정지점에 하중을 가하고 시편에 침투 

(penetration)된 정도를 분석합니다. 

VICAT 연화점 분석은 ISO 306/B50, ASTM D1525 에 

의거하여 분석하였으며 table 1.2.4 를 참조하십시오. 

 

Table 1.2.4 VICAT 연화점 

Grade 

VICAT 

ASTM D1525 

5 kg, °C 

VICAT 

ISO 306/850 

50 N, °C 

Resins   

M630 192 190 

M330 195 190 

M930 195 190 

M710 155 152 

M730 190 190 

Compounds   

M33A(F)G3A 205 205 

M33A(F)G6A 210 210 

M63AG6A 210 210 

M93AG8H 210 210 

M93AG9A 210 210 

M33AF2Y 185 185 

M33AG2Y 195 195 

M93AG6P 210 210 

M33AS1A 187 187 

M63AS1A 190 190 

M33AR3B 174 174 

 

  



1.2 열적특성 (Thermal characteristics) 

 

 

1.2.5 비열 (Specific heat capacity) 

포케톤의 비열은(specific heat capacity at constant 

pressure, Cp (J/g∙°C)) figure 1.2.5 를 참조하십시오. . 

비열은 DSC 로 분당 20°C 로 일정한 승온속도를 

유지하는 단일열량계(adiabatic calorimeter)를 사용 

하였습니다. 각 값들은 table 1.2.5 를 참조하십시오. 

비열값(Cp)은 180°C 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180℃ 이상에서 최고점에 다다르고 녹는점과 

연결됩니다.  

 

Table 1.2.5 Specific heat capacity 

Grade 
Cp(J/g∙°C) 

at 50 °C at 170 °C at 250 °C 

Resins    

M630 

M330 

2.13 

1.73 

3.15 

2.73 

2.81 

2.34 

Compound    

M33AG6A 1.78 2.61 2.31 

 

 

 

 

 

 

 

 

 

Figure 1.2.5 Specific heat capacity  

(M630A & M33AG6A) 

 

 

 

 

 

 

 



1.2 열적특성 (Thermal characteristics) 

 

 

1.2.6 열전도도 (Thermal conductivity)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ies, λ (W/m∙°C))는 

26°C - 250°C 범위에서 PVT 분석기술로 측정하였 

습니다.  

λ 는 figures 1.2.6.1 and 1.2.6.2 에 있듯이 온도에 

따라 수렴된 결과값입니다. 26°C 에서 분석된  

다양한 포케톤의 열전도도는 Table 1.2.6 를 참조 

하십시오. 

 

Figure 1.2.6.1 열전도도 (M630A) 

 

Figure 1.2.6.2 GF30% 소재의 열전도도(M63AG6A) 

 

Table 1.2.6 열전도도 (26°C) 

 

 

 

Grade λ (W/m∙°C) 

Resins 
 

 

M630 

M330 

M930 

M710 

0.200 

0.266 

NO 

NO 

Compounds  

M33AG6A 0.287 

M63AG6A 0.251 



1.2 열적특성 (Thermal characteristics) 

 

 

1.2.7 선열팽창계수 

(Coefficient of linear thermal expansion) 

선열팽창계수(coefficient of linear thermal expan -

sion, α (K-1))는 TMA(thermal mechanical analysis)로   

ASTM E831 에 의거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사출시편으로 계내의 이방성(anisotropy)값을 

유도하기 위해 용융수지의 흐름방향, 직각방향을 

함께 측정하였습니다.  

각 방향에 대하여 25°C ~ 55°C 범위에서 분석된  

table 1.2.7 를 참조하십시오. 

 

Figure 1.2.7 선열팽창계수 

 

 

 

 

 

 

Table 1.2.7 선열팽창계수 

Grade α (K-1) x 10-5 

Resins  

M630 10 

M330 9.7 

M930 10 

M710 10 

M730 10 

Compounds  

M33A(F)G3A 4.6 

M33A(F)G6A 2.8 

M63AG6A 3.8 

M93AG8H 2.8 

M93AG9A 4.2 

M33AG2Y 7.1 

M93AG6P 2.9 

M33AS1A 10 

M63AS1A 10 

M33AR3B 11.6 

 

 



1.3 압력-부피-온도 관계도 (PVT data) 

 

 

1.3.1 압력-부피-온도 관계도 (PVT data) 

PVT data 는 사출기술 및 성형 싸이클의 molten 

Resin 의 성형 압력조건에 사용되는 값으로 사출 

성형기술 적용에 주요한 인자입니다.  

비체적(Specific volume, cm³/g)은 밀도(density, p)의 

역수로서 0, 50, 100, 150 and 200 MPa 압력하에서 

온도에 따라 분석되었습니다. figures 1.3.1.1 ~ 

1.3.1.3 은 M630A, M330A 및 GF 30% 강화소재의 

PVT data 입니다.  

이러한 PVT 다이어그램은 실린더에서 용융된 후 

분당 5°C 로 감온시 부피변화를 보여줍니다.  

 

Figure 1.3.1.1 PVT M630A 

 

 

 

Figure 1.3.1.2 PVT  M330A 

 

Figure 1.3.1.3 PVT M330A GF 30% (M33AG6A) 

 

 

 

 

 

 

 

 

 

 

 

 

 



1.4 밀도 (Densities) 
 

 

1.4.1 밀도 (Density), ASTM D792 

포케톤의 밀도(densities ρ (g/cm³) @23°C)는 ASTM 

D792 에 의거하여 분석하였습니다. 

table 1.4.1 을 참조하십시오. 

 

Table 1.4.1 Densities 

Grade Density g/cm³ 

Resins  

M930 1.24 

M630 1.24 

M330 1.24 

M710 1.22 

M730 1.24 

Compounds  

M33A(F)G3A 1.35 

M33A(F)G6A 1.47 

M63AG6A 1.47 

M93AG8H 1.57 

M93AG9A 1.67 

M93AG6P 1.47 

M33AF2Y 1.26 

M33AG2Y 1.29 

M33ASIA 1.24 

M63ASIA 1.24 

M33AR3B 1.23 

 

1.4.2 비중 (Bulk density), ASTM D1895 

포케톤의 비중(bulk densities)은 granules 상태로   

ASTM D1895 에 의거하여 분석하였습니다. 

table 1.4.2 를 참조하십시오. 

 

Table 1.4.2 Bulk densities 

Grade Density kg/m3 

Resins  

M630 750 

M330 750 

M930 750 

M710 750 

M730 750 

Compounds  

M33A(F)G3A 690 

M33AG6A 740 

M63AG6A 750 

M93AG8H 710 

M93AG9A 810 

M93AG6P 680 

M33AF2Y 750 

M33AG2Y 710 

M33ASIA 780 

M63ASIA 750 

M33AR3B 800 

  



1.4 밀도 (Densities) 
 

 

1.4.3 Amorphous and crystalline densities                                    

포케톤의 결정성 밀도(crystalline densities)는 

23°C 에서 광각 XRD 로 분석하였습니다.  

비결정성 밀도(amorphous densities) 결정성 밀도와 

결정화도(degree of crystallinity)로부터 

산출되었습니다.  

각 값들은 table 1.4.3 을 참조하십시오. 

 

Table 1.4.3 (비)결정성 밀도 M630A 

Phase Density (g/cm³) 

Amorphous 1.206 

α-Crystalline 1.382 

β-Crystalline 1.297 

 

 

 

 

 

 

 

 

 

 

 

 

 

 

1.4.4 밀도-온도 관계도 (Density temperature 

relationship) 

밀도에 대한 온도의 영향은 figure 1.4.4 를 참조하십 

시오. 이 값들은 PVT data 로 부터 산출되었습니다 ;  

section 1.3, @ 1 bar, 0.1 MPa 참조 

Figure 1.4.4 밀도-온도 관계도 

 

 

 



1.5 유변특성 (Rheological characteristics) 
 

 

1.5.1 Melt flow rate, ISO 1133, ASTM D1238 

Table 1.5.1 에 포케톤의 melt flow rate 를 참조하십 

시오. 240°C, 2.16kg 하중에서 분석되었습니다.  

 

Table 1.5.1 Melt flow rates 

Grade 
ASTM D1238 

g/10 mins 

ISO 1133 

ml/10 mins 

Resins   

M630 6 5.6 

M330 60 56 

M930 200 187 

M710 1) 3 2.8 

M730 3 2.8 

Compounds   

M33A(F)G3A 24 22 

M33A(F)G6A 14 13 

M63AG6A 1.3 1.2 

M93AG8H 19 18 

M93AG9A 24 22 

M93AG6P 25 23 

M33AF2Y 34 32 

M33AG2Y 25 23 

M33ASIA 49 46 

M63ASIA 5.7 5.3 

M33AR3B 68 64 

1) 220°C, 2.16 kg 하중 

  



1.5 유변특성 (Rheological characteristics) 
 

 

1.5.2 겉보기 점도 (Apparent melt viscosity) 

Figure 1.5.2 는 포케톤의 겉보기 점도(apparent melt 

viscosities, η (Pa∙s))값입니다. 이 data 는 230℃ ~ 

250℃ 범위에서 shear strain rate, γ (s-1)로 분석되 

었습니다. 일정한 shear strain rate capillary 

rheometer 를 사용하였고 모든 data 는 Bagley -  

Rabinowitz 법으로 보정되었습니다.  

 

Figure 1.5.2.1 겉보기 점도 (M630A) 

 

Figure 1.5.2.2 겉보기 점도 (M330A) 

 

1.5.3 온도에 따른 겉보기 점도 

Figure 1.5.3 은 포케톤은 온도에 따라 점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없음을 보여줍니다.  

 

Figure 1.5.3 shear strain rate of 500 s-1 

 

 

 

 

 

 

 

 

 

 

 

 

 

 

 



 
 

 

 

 

 

2.1 인장(Tension) 

2.2 굴곡(Flexion) 

2.3 온도에 따른 물성(Temp.effects) 

2.4 인성 및 충격(Toughness and impact) 

2.5 내피로성(Fatigue) 

2.6 내크립성(Creep) 

2. 기계적 특성 



2.1 인장(Tension) 
 

 

2.1.1 인장물성 ISO 527-1 / ASTM D638 

포케톤 중합체의 인장 물성은 플라스틱 시편의 

표준 규격인 ISO 527-1/ASTM D638 규격에 따라, 

사출 시편을 일정한 변형율(strain)로 잡아당기면서 

기록된 응력(stress)을 기록한 data 입니다.  

Figure 2.1.1 은 포케톤 수지의 일반적인 응력-

변형율 곡선을 나타냅니다(23°C, 50% RH) 

Table 2.1.1.1~2.1.1.4 은 각각 ISO, ASTM 규격 상의 

물성 결과인데, 시편 dimension, test 조건이 각 

규격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2.1.1.1 

• 인장 항복강도 및 항복신율 

2.1.1.2 

• 파단신율 

2.1.1.3 

• 인장탄성율(Young’s modulus) 

2.1.1.4 

• 포와송 비(Poisson’s ratio) 

 

Figure 2.1.1 POKETONE Polymer M330A 의 

일반적인 응력-변형율 곡선 

 

 

 

 

Table 2.1.1.1 인장 항복 물성 

Grade 

ASTM D638 ISO 527-1 

인장항복강도 

(MPa) 

항복신율 

% 

인장항복강도 

(MPa) 

항복신율 

% 

Resins     

M630 58 22 58 22 

M330 60 21 60 21 

M930 62 20 62 20 

M710 43 19 43 19 

M730 56 24 56 24 

Compounds     

M33A(F)G3A 100 - 100 - 

M33A(F)G6A 140 - 140 - 

M63AG6A 135 - 135 - 

M93AG8H 165 - 165 - 

M93AG9A 180 - 180 - 

M33AF2Y 50 21 50 21 

M33AG2Y 53 12 53 12 

M93AG6P 140 - 140 - 

M33AS1A 60 21 60 21 

M63AS1A 58 22 58 22 

M33AR3B 48 25 48 25 

 

  



2.1 인장(Tension) 
 

 

Table 2.1.1.2. 인장파단신율 

Grade 

ASTM D638 

파단신율 

% 

ISO 527-1 

파단신율 

% 

Resins   

M630 300 300 

M330 300 300 

M930 150 150 

M710 300 300 

M730 250 250 

Compounds   

M33A(F)G3A 6.0 6.0 

M33A(F)G6A 3.8 3.8 

M63AG6A 4.8 4.8 

M93AG8H 2.9 2.9 

M93AG9A 2.2 2.2 

M33AF2Y 40 40 

M93AG6P 4.0 4.0 

M33AG2Y 18 18 

M33AS1A 200 200 

M63AS1A 200 200 

M33AR3B 300 300 

 

 

 

 

 

 

 

 

Table 2.1.1.3 인장탄성율 

Grade 

ASTM D638 

인장탄성율 

MPa 

ISO 527-1 

인장탄성율 

MPa 

Resins   

M630 1,450 1,350 

M330 1,600 1,500 

M930 1,650 1,550 

M710 950 900 

M730 1,400 1,300 

Compounds   

M33A(F)G3A 4,100 4,050 

M33A(F)G6A 7,700 7,500 

M63AG6A 7,500 7,150 

M93AG8H 10,500 10,200 

M93AG9A 12,800 11,100 

M33AF2Y 1,850 1,700 

M93AG6P 8,500 8,000 

M33AG2Y 2,650 2,550 

M33AS1A 1,550 1,450 

M63AS1A 1,400 1,300 

M33AR3B 1,400 1,300 

Table 2.1.1.4 포와송 비(Poisson's ratio) 

Grade 포와송 비(Poisson’s Ratio) 

Resins  

M630 v12  0.44  /  v23  0.47 

M330 v12  0.44  /  v23  0.47 

Compounds  

M63AG6A v12  0.44  /  v23  0.60 

M33A(F)G6A v12  0.45  /  v23  0.57 



2.2 굴곡(Flexion)  
 

 

2.2.1 굴곡 물성 ISO 178 / ASTM D790 

POKETONE 중합체의 굴곡강도와 굴곡탄성율은 ISO 

178 과 ASTM D790 방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Table 2.2.1.1 굴곡강도 

Grade 

ASTM D790 

굴곡강도 

MPa 

ISO 178 

굴곡강도 

MPa 

Resins   

M630 53 53 

M330 57 57 

M930 60 60 

M710 40 40 

M730 50 50 

Compounds   

M33A(F)G3A 140 135 

M33A(F)G6A 190 185 

M63AG6A 180 175 

M93AG8H 220 215 

M93AG9A 230 230 

M33AF2Y 58 56 

M93AG6P 190 185 

M33AG2Y 79 78 

M33AS1A 57 56 

M63AS1A 56 55 

M33AR3B 45 44 

 

 

 

Table 2.2.1.2 굴곡탄성율 

Grade 

ASTM D790 

굴곡탄성율 

MPa 

ISO 178 

굴곡탄성율 

MPa 

Resins   

M630 1,350 1,250 

M330 1,500 1,400 

M930 1,550 1,450 

M710 900 850 

M730 1,250 1,200 

Compounds   

M33A(F)G3A 4,000 3,400 

M33A(F)G6A 6,700 6,150 

M63AG6A 6,050 5,450 

M93AG8H 9,000 8,000 

M93AG9A 11,100 11,000 

M33AF2Y 1,700 1,550 

M93AG6P 6,850 6,600 

M33AG2Y 2,550 2,200 

M33AS1A 1,500 1,400 

M63AS1A 1,450 1,300 

M33AR3B 1,250 1,050 

 



2.3 온도에 따른 물성(Temperature effects) 
 

 

2.3.1 온도별 인장항복강도 

Figure 2.3.1 은 포케톤 M330A 의 온도에 따른 인장항복 

강도 경향을 나타냅니다. (ASTM D638) 

 

Figure 2.3.1 포케톤 M330A 의 온도 별 인장항복 

강도 

 

 



2.3 온도에 따른 물성(Temperature effects) 
 

 

2.3.2 온도 별 굴곡물성 

FIGURE 2.3.2 는 포케톤 M330A 및 M630A 의 온도 

별 굴곡 특성을 나타냅니다.(ASTM D790) 

 

Figure 2.3.2. 포케톤 M330A, M630A 의 온도별 

굴곡물성 

 

 

 

 

 

 

 

 

 

 

 

 

 

 

 

 

 

 

 

 

 

 

 

 

 

 

 

 

 

 

 

 

 

 

 

 

 

 

  



2.3 온도에 따른 물성(Temperature effects) 
 

 

2.3.3 온도 별 인장탄성율 

포케톤의 인장 탄성률(ASTM D790)은 20°C 이상의 

일반적인 환경의 온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합니다. 포케톤의 이러한 특징은 낮은 유리 

전이 온도 Tg(1.2.2 절 참고)에 기인합니다.  

 

 

 

 

 

 

FIGURE 2.3.3 온도별 인장탄성율 경향성 (M330A) 

 



2.4 인성 및 충격(Toughness and impact) 
 

 

포케톤은 본질적으로 “tough”한 물질이며, 광범위한 

온도에 걸쳐서 高 충격성능을 보입니다. 

 

2.4.1 Izod 충격강도(ISO 180/A and ASTM D256) 

ISO 180/A 및 ASTM D256 에 따라 POKETONE 

중합체의 izod 충격 강도를 측정하여 Table 2.4.1.1 

및 2.4.1.2 에 나타내었습니다. 

 

Table 2.4.1.1 Notched Izod 충격강도(23°C) 

Grade 
ASTM D256 

J/m 

ISO 180/1A 

kJ/m2 

Resins   

M630 220 15 

M330 95 7 

M930 60 6 

M710 120 9 

M730 138 10 

Compounds   

M33A(F)G3A 85 9 

M33A(F)G6A 120 13 

M63AG6A 140 16 

M93AG8H 110 12 

M93AG9A 130 13 

M33AF2Y 70 6 

M93AG6P 135 14 

M33AG2Y 70 6 

M33AS1A 76 7 

M63AS1A 122 14 

M33AR3B 380 21 

 

Table 2.4.1.2 Unnotched Izod 충격강도(23°C) 

Grade 
ASTM D256 

J/m 

ISO 180/U 

kJ/m2 

Resins   

M630 N.B. N.B 

M330 N.B. N.B 

M930 N.B. N.B 

M710 N.B. N.B 

M730 N.B. N.B 

Compounds   

M33A(F)G3A - 70 

M33A(F)G6A - 104 

M63AG6A N.B. N.B. 

M93AG9A N.B N.B 

M33AG2Y N.B N.B 

M33AR3B N.B N.B 

 

 

 

 

 

 

 

 

 

 

 

 



2.4 인성 및 충격(Toughness and impact) 
 

 

2.4.2 온도별 notched Izod 충격강도(ASTM D256) 

온도별 notched Izod 충격 강도(ASTM D256)가 

table 2.4.2 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Table 2.4.2 온도별 notched Izod 충격 강도 

(ASTM D256) 

Grade 
23°C 

J/m 

-10°C 

J/m 

-30°C 

J/m 

Resins    

M630 220 65 52 

M330 95 60 40 

M930 60 45 30 

 

 

 

 

 

 

 

 

 

 

 

 

 

 

 

 

 

 

 

2.4.3 Charpy 충격강도(ISO 179/1eA) 

포케톤의 Charpy 충격강도(ISO 170/1eU 및 ISO 

179/1eA) 측정값을 table 2.4.3 에 나타내었습니다. 

 

Table 2.4.3 Charpy 충격강도 

(ISO 179/1eA and ISO 179/1eU) 

Grade 

ISO 179/1eU 

Unnotched 

kJ/m2 at 23°C 

ISO 179/1eA 

Notched 

kJ/m2 at 23°C 

Resins   

M630 N.B 17 

M330 N.B 8 

M930 N.B 6 

M710 N.B 14 

M730 N.B 16 

Compounds   

M33A(F)G3A N.B 10 

M33A(F)G6A N.B 13 

M63AG6A N.B 17 

M93AG8H N.B 13 

M93AG9A N.B 11 

M33AF2Y N.B 8 

M93AG6P N.B 11 

M33AG2Y N.B 6 

M33AS1A N.B 9 

M63AS1A N.B 16 

M33AR3B N.B 20 

 

 



2.4 인성 및 충격(Toughness and impact) 
 

 

2.4.4 . 온도 별 notched Charpy 충격강도 

(ISO 179/1eA) 

온도 별 notched Charpy 충격 강도(ISO 179/1eA)를 

table 2.4.4 에 나타내었습니다. 

 

Table 2.4.4 온도 별 notched Charpy 충격강도 

(ISO 179/1eA) 

Grade 
23°C 

J/m 

-10°C 

J/m 

-30°C 

J/m 

Resins    

M630 17 4 3 

M330 8 4 2 

M930 6 2 2 

 

 



2.5 내피로성(Fatigue) 
 

 

기계적 피로 거동(Mechanical Fatigue behavior) 

피로시험은 정하중 모드(constant load mode) 또는 

정변위 모드(constant displacement mode)로 

진행하였습니다. 두 경우 failure cycle 이 독립 

변수입니다.  

 

분석과 설계 측면에서는 정하중 모드가 적합하나 

실제로는 정변위 모드 시험이 보다 용이합니다.  

 

물질의 피로 거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Wohler 

곡선 혹은 S-N 곡선(응력 vs. failure cycle)을 

사용하였습니다.  

 

파괴(failure)는 보통 2 가지 mode 가 관측되는데, 

고하중에서는 피로 수명이 짧고 연성 파괴 또는 열 

피로 파괴에 의존하는 반면, 저 하중에서의 피로 

수명은 초기 및 후속 crack 에 의존합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중합체는 하중 수준 또는 

빈도가 감소함에 따라 연성 파괴에서 취성 파괴로 

전이가 됩니다.  

 

 



2.5 내피로성(Fatigue) 
 

 

2.5.1 하중 조절 형 정 변위 인장 피로 거동 

Figure 2.5.1 는 포케톤 M330A 의 5Hz 의 빈도에서의 

(하중 조절형) 정변위 인장 피로 거동을 보여 

줍니다. (23°C, 50% RH)  

대부분의 열가소성 수지와 같이 포케톤 M330A 는 

동적 하중 모드에서 연성 파괴로부터 취성으로 

전이가 됩니다. 

 

Figure 2.5.1 포케톤 (M330A)의 (하중 조절형) 정 

변위 인장 피로 거동 

 

 

 

 

 

 

 

 

 

 

 

 

 

 

 

 

 

 

 

 

 

 

 

 

 

 

 

 

 



2.6 내크립성(Creep) 
 

 

2.6.1 인장 creep (ISO 899) 

Figure 2.6.1.1 에 포케톤 M330A, M630A 의 상온 

인장 creep data 를 나타내었습니다.  

 

Figure 2.6.1.1 포케톤 M330A,& M630A 의 상온 

인장 creep 곡선 (Load: 17.5MPa, Span: 50mm) 

 

 



3.1 내마모소재의 강점 
 

 

 

 

 

 

 

 

 

 

 

 

 

 

 

 

 

 

 

 

 

 

 

 

 

 

 

 

 

 

 

 

 

 

 

 

 

 

 

 

 

 

 

 

 

 

 

 

 

 

 

 

 

 

 

 

 

 

 

 

 

3.1 마모소재의 강점 

3.2 동마찰계수(Dynamic. coefficient of friction) 

3.3 마모인자(Wear factors) 

3.4 경도(Hardness) 

3.5 내마모성(Abrasion resistance) 

3. 마모 및 표면특성 



3.1 내마모소재의 강점 
 

 

우수한 마찰/마모 측성과 低 소음성 

포케톤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은 소음이 적을 뿐만 

아니라 마찰 및 마모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기어, 베어링, 캠과 같은 마찰 연관 제품에 

사용하기에 좋은 매력적인 소재입니다. 

• 윤활유 없이 작동이 필요한 대수지 접촉 

부품의 경우 1개 이상의 부품을 포케톤으

로 할 경우 장점이 있습니다. 

• 포케톤-포케톤 동종 수지 접촉 부품의 경우 

他 소재 보다 (예를 들면 PA 또는 POM) 

훨씬 낮은 마모 수준 달성 가능합니다. 

• 포케톤 단일 소재의 마찰 system 구축도 

가능함. 상기의 경우 원가 절감과 재활용이 

보다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마찰특성은 test 방법/조건에 크게 의존하는데, 

상대면의 조도와 재질, slip 속도, 접촉 압력 및 

윤활유와 같은 변수들이 모두 마찰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포케톤의 마찰성능은 다양한 조건 하에서 두 가지 

상이한 유형의 장비(pin on disc, thrust washer 

machines)를 통해 측정하였습니다.  

 

Pin on disc 마모 시험기는 직선 왕복 운동을 하는 

pin(on disc)에 접촉된 직사각형 POKETONE 중합체 

시편의 마찰 계수(μ) 및 마모 인자(K)를 측정하는 

설비입니다. 

(Disk 40 mm × 20 mm × 3 mm + Pin Ø 5 mm × 

12.5 mm, 직사각 시편과의 접촉 면적 약 100 

mm2 ) 

 

Thrustwasher 시험기는 컴퓨터로 제어되며 한번에 

여러 개의 사출 시편을 test 할 수 있습니다.  

접촉면적은 200mm2 의 고리이며(고리의 평균 

반지름 11.4mm) 

두 경우 모두 시편의 dimension 은 JIS 

K7218 규격을 따릅니다. 

 

• Base 포케톤의 수축은 등방성이며 성형 

부품은 warpage 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포케톤으로 성형된 기어와 베어링 부품은 

정밀한 치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타고난 연성(ductility)과 치수안정성으로 

인해 포케톤으로 성형한 부품은 후 열처리 

(tempering) 없이 성형 후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 포케톤의 저흡수성으로 적도지방과 같이 

다습한 환경에서도 신뢰성을 유지합니다.  

• 포케톤의 높은 하중 회복성(resilience)으로 

인해 부품의 통합 및 설계에 있어서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용도개발 결과 포케톤의 기어 및 

베어링에 대한 잠재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상기 부품들의 내마모 특성 및 다양한 장점을  

바탕으로, 사무용 기기, 가정용품, 산업용 운반장치 

(conveying unit) 및 운송 시스템(transport system), 

기타 여러 응용 분야에서 흥미로운 소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3.2 동마찰 계수(Dynamic coefficient of friction) 
 

 

3.4.1 Pin on disc 시험  

Table 3.4.1 은 하기 test 조건에서 pin on disc 

test 를 통해 측정한 동 마찰계수입니다: 

• Sliding 속도 0.06 m/sec 

• 접촉압력 1.3 MPa 

• 측정환경 23°C, 50 % RH 

 

Table 3.4.1 다양한 수지의 동 마찰계수(pin on disc) 

상대 소재 동 마찰계수(μ) 

Polymer  

M630A M630A 0.21 

M33AR3B M33AR3B 0.45 

Steel*  

M630A S45C 0.36 

M33AR3B S45C 0.32 

* JIS G4051 상의 steel 표준 재질은 S45C 입니다. 

Steel 의 표면 경도는 Rockwell C 기준 HRC 12 to 

25 이며 표면조도는 0.8 ㎛(Ra) 수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3.4.2 Thrust washer 시험 

Table 3.4.2 는 하기 test 조건에서 thrust washer 를 

통해 측정한 동 마찰계수입니다: 

• Sliding 속도 0.12 m/sec 

• 접촉압력 0.4 MPa 

• 측정환경 23°C, 50% RH 

 

Table 3.4.2 다양한 수지의 동마찰계수 

(thrust washer) 

상대 소재 동 마찰 계수(µ) 

Polymer  

M730A M730A NO 

M630A M630A 0.34 

M630A POM NO 

M63AS1A POM NO 

M330A M330A NO 

M33AS1A M33AS1A 0.17 

M33AS1A POM NO 

M33AR3B M33AR3B 0.35 

POM-C POM-C 0.29 

PA66 PA66 0.35 

Steel*  

M630A S45C 0.60 

M33AS1A S45C 0.27 

M33AR3B S45C 0.14 

M33AT2E S45C 0.13 

POM-C S45C 0.17 

PA66 S45C 0.39 

* JIS G4051 상의 steel 표준 재질은 S45C 입니다. 

Steel 의 표면 경도는 Rockwell C 기준 HRC 12 to 

25 이며 표면조도는 0.8 ㎛(Ra) 수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3.3 마모 인자(Wear factors) 
 

 

3.5.1 Pin on disc 시험 

Table 3.5.1 은 하기 test 조건에서 pin on disc 

test 를 통해 측정한 마모인자(K) 입니다: 

• Sliding 속도 0.06 m/sec 

• 접촉압력 1.3 MPa 

• 측정환경 23°C, 50 % RH 

 

마모인자 K 는 6 시간 구동 후의 결과를 토대로 

산출하였습니다. 

 

Table 3.5.1 다양한 수지의 마모인자(K, pin on disc) 

상대 소재 
마모인자(Wear factor) 

mm3/N∙km 

Polymer  

M630A M630A 0.0074 

M33AR3B M33AR3B 0.0084 

Steel*  

M630A S45C 0.0732 

M33AR3B S45C 0.0684 

* JIS G4051 상의 steel 표준 재질은 S45C 입니다. 

Steel 의 표면 경도는 Rockwell C 기준 HRC 12 to 

25 이며 표면조도는 0.8 ㎛(Ra) 수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3.5.2 Thrust washer 시험 

Table 3.5.2 는 하기 test 조건에서 thrust washer 를 

통해 측정한 마모인자(K) 입니다: 

• Sliding 속도 0.06 m/sec 

• 접촉압력 1.3 MPa 

• 측정환경 23°C, 50 % RH 

 

마모인자 K 는 7 시간 구동 후의 결과를 토대로 

산출하였습니다.(JIS K7218.) 

 

Table 3.5.2 다양한 수지의 마모인자 

(K, thrust washer) 

상대 소재 
마모인자(Wear factor) 

mm3/N∙km 

Polymer  

M730A M730A NO 

M630A M630A 0.0044 

M630A POM NO 

M63AS1A POM NO 

M330A M330A NO 

M33AS1A M33AS1A 0.0010 

M33AS1A POM NO 

M33AR3B M33AR3B 0.0094 

POM-C POM-C 0.0203 

PA66 PA66 0.0023 

Steel*  

M630A S45C 0.0400 

M33AS1A S45C 0.0100 

M33AR3B S45C 0.0030 

M33AT2E S45C 0.0007 

POM-C S45C 0.0030 

PA66 S45C 0.0023 

* JIS G4051 상의 steel 표준 재질은 S45C 입니다. 

Steel 의 표면 경도는 Rockwell C 기준 HRC 12 to 

25 이며 표면조도는 0.8 ㎛(Ra) 수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3.4 경도(Hardness) 
 

 

3.6.1 Shore D 경도 ISO 868: 2003 

Table 3.6.1 에 포케톤의 Shore D 경도를 나타내 

었습니다. 

 

Table 3.6.1 Shore D 경도 

Grade Shore D 경도 

Resins  

M630 76 

M330 77 

M930 78 

M710 75 

M730 78 

Compounds  

M33A(F)G3A 79 

M33A(F)G6A 83 

M63AG6A 83 

M93AG8H 85 

M93AG9A 84 

M33AF2Y 76 

M93AG6P 83 

M33AG2Y 77 

M33AS1A 75 

M63AS1A 76 

M33AR3B 73 

 

 

 

 

 

 

3.6.2 Rockwell 경도 ASTM D785 

Table 3.6.2 에 포케톤의 Rockwell 경도를 나타내 

었습니다. 

 

Table 3.6.2 Rockwell 경도 

Grade Rockwell 경도(R) 

Resins  

M630 110 

M330 110 

M930 110 

M710 105 

M730 105 

Compounds  

M33A(F)G3A 110 

M33A(F)G6A 113 

M63AG6A 111 

M93AG8H 114 

M93AG9A 112 

M33AF2Y 105 

M93AG6P 112 

M33AG2Y 106 

M33AS1A 113 

M63AS1A 109 

M33AR3B 100 

 

 

 



3.5 내마모성(Abrasion resistance) 
 

 

3.7.1 Taber 마모 저항성 ASTM D1044 

포케톤의 마모저항성을 ASTM D1044 테이버(taber) 

마모저항 시험기를 통해 측정하였습니다. 이 방법 

은 규격화된 조건 하에서의 시료를 표준 연마재와 

접촉하여 마찰로 손실되는 시료의 무게손실을 

측정합니다.   

Table 3.7.1 은 포케톤의 테이버 마모 저항성을 

나타냅니다. 

 

Table 3.7.1 테이버 마모저항성, 1 kg load 

Grade Abrasive 

disc 

Weight loss 

mg/1000 cycles 

Resins   

M630A CS-17 12 

 H-18 56 

M330A CS-17 12 

 H-18 82 

Compounds   

M33AG6A CS-17 42 



 
 

 

 

 

 

 

 

 

 

 

 

 

 

 

 

 

 

 

 

 

 

 

 

 

 

4.1 수분 흡수성(Water absorption) 

4.2 내가수분해성(Hydrolytic stability) 

4.3 내화학성(Chemical resistance) 

4.4 투과성(Permeability) 

4.5 내후성(UV exposure) 

4. 소재의 신뢰성 



4.1 수분 흡수성(Water absorption) 
 

 

4.1.1 흡습율 ISO 62 & ASTM D570  

포케톤의 흡습율을 ISO 62, ASTM D570.법에 따라 

측정하여 table 4.1.1 에 나타내었습니다. 

 

측정결과는 하기 2 가지 data 를 나타냅니다: 

• 23°C, 50% RH 기준 평형 흡습율 

• 23°C, 100% RH(물 침지) 기준 포화 흡습율 

 

Table 4.1.1 Water absorption at 23°C 

 50% RH 100% RH 

Grade 평형 흡습율 포화 흡습율 

 % % 

Resins   

M630 0.5 2.1 

M330 0.5 2.1 

M930 0.5 2.1 

M710 0.5 2.2 

M730 0.5 2.2 

Compounds   

M33A(F)G3A 0.5 1.9 

M33A(F)G6A 0.4 1.7 

M63AG6A 0.5 1.8 

M93AG8H 0.4 1.4 

M93AG9A 0.3 1.4 

M33AF2Y 0.5 1.9 

M93AG6P 0.4 1.6 

M33AG2Y 0.5 2.1 

M33AS1A 0.6 2.2 

M63AS1A 0.6 2.3 

M33AR3B 0.5 2.3 

 

  



4.1 수분 흡수성(Water absorption) 
 

 

4.1.2 온도별 흡습율 

Figure 4.1.2 에 포케톤 M330A 의 온도별 평형 

흡습율을 나타내었습니다. 

 

Figure 4.1.2 M330A 의 온도별 50% RH 평형 흡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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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내가수분해성(Hydrolytic stability) 
 

 

4.1.3 흡습율별 인장 물성 

Table 4.1.3 과 같이 흡수된 수분은 포케톤에 약간의 

가소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인장 항복강도와 

탄성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수분을 제거할 

경우에는 본래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Figure 4.1.3 흡습율별 포케톤 M330A 의 인장항복 

강도, 탄성율 

 

4.1.4 흡습율별 유리전이 온도(Tg) 

수분 흡수에 따라 포케톤의 유리전이 온도(Tg)는 

12°C(dry)에서 -12°C(열수 침지, 포화 흡습) 

수준까지 하락합니다. 이 결과를 figure 4.1.4.에 

나타내었습니다. 

 

 

 

 

 

 

 

Figure 4.1.4 흡습율별 포케톤 M330A 의 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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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내가수분해성(Hydrolytic stability) 
 

 

4.2.1 수분 접촉 환경 하에서의 가수분해 

포케톤은 수용액 침지 下에서도 쉽게 가수 분해 

(사슬 절단)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안정성은 

중합체의 골격 구조, 즉 C-C main chain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Table 4.2.1 및 4.2.2 에 여러 가지 

산/염기 수용액에서의 내 가수분해성을 

나타내었습니다. 

포케톤은 대부분의 수용액 환경에서 내가수 분해 

성을 가지지만, 강산 및 강염기, 특히 고온에는 

약간 민감합니다.  

종종 표면 색상 변화, 인장 강도 및 탄성율의 

증가를 수반하는데, table 4.2.1 과 같이 10% w/w 

HCl 에서 인장 항복강도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ble 4.2.1.1 수용액 침지 후의 인장항복강도  

(23°C, 600 시간 침지) 

 
인장항복강도 

MPa 

Chemical 
포케톤 

M630A 
Polyamide 66 

Control 50 %RH 60 78 

1% w/w NaOH 67 55 

5% w/w NaOH 63 60 

10% w/w NaOH 66 69 

1% w/w HCl 65 56 

5% w/w HCl 65 36 

10% w/w HCl 65 Fail 

ASTM D638, 23°C 

 

 

Table 4.2.1.2 수용액 침지 후의 인장항복강도  

(80°C, 600 시간 침지) 

 
인장 항복강도 

MPa 

Chemical 
포케톤 

M630A 
Polyamide 66 

Control 50 %RH 60 78 

1% w/w NaOH 71 52 

1% w/w HCl 70 51 

ASTM D638, 23°C 

 

 



4.3. 내화학성(Chemical Resistance) 
 

 

광범위한 내화학성 

주쇄(main chain)의 Dipole-dipole 결합 특성과 

결정성 고분자의 morphology 로 인해서 포케톤은 

다양한 화학 환경에서 용해 및 가소화에 잘 견디 

며, 따라서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 적합합니다. 

모든 종류의 용매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수지는 없기 때문에, 소재설계자는 포케톤이 해당 

응용 분야에 적합한지를 항상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화학적 환경이 중합체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메커니즘은 용매화(또는 가소화)와 화학 

반응입니다.  

수지의 화학구조에서 파생된 분산력(dispersive 

interaction), 쌍극자력(dipole interaction), 수소 

결합은 특정 화학 물질에 의한 가소화 혹은 용해의 

주된 원인입니다. 

화학적 공격은 산, 염기 또는 산화제에 의한 

반응처럼 특정 반응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4.3.1 용해 

포케톤에 대해 알려진 용매는 거의 없습니다. 

실험 목적의 경우에는 헥사 플루오로 이소 

프로판올 (HFIP)을 실온 용매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 포케톤의 용해는 불화계 알코올의 

강력한 수소 결합 특성에 의해 주도됩니다. 

고온에서는 메타크레졸(m-cresol)과 같은 시약이 

유사한 수소 결합 반응을 통해 포케톤을 용해시킬 

수 있습니다. 

  



4.3. 내화학성(Chemical Resistance) 
 

 

4.3.2 유기 용매에서의 POKETONE M330A 의 가소화 

 

Table 4.3.2 는 85°C 에서 각종 유기 용매에 15 일 

동안 노출시킨 포케톤 M330A 의 인장항복강도 및 

중량 증가(weight gain)를 나타냅니다.  

물, 메탄올, 에탄올과 같은 일반적인 수소 결합 

용매는 POKETONE 중합체의 인장강도에 거의 

영향을 미지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케톤류 및 에스테르류와 같이 화학 

구조가 유사한 용매에 의한 포케톤의 가소화는 

적습니다.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고온에서 케톤류 및 

에스테르류에 15 일 동안 노출시키면 인장 강도가 

17% 감소합니다. 이것은 고도로 가소화되면서 케톤 

류 및 에스테르 류에 의해 용해도 될 수 있는 

폴리비닐리덴 불화물(PVDF)과 같은 일부 내화학성 

중합체와 뚜렷하게 대조됩니다.  

포케톤 중합체를 크게 팽창시키고 가소화하는 

용제도 표 4.3.2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 메틸 

설폭사이드(DMSO) 및 n-메틸 피롤리돈(NMP)과 

같은 극성 유기용매도 일부 가소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Table 4.3.2 포케톤 M330A 의 다양한 유기용제 

침지(15 일, 85°C) 후의 무게 증가 및 인장항복강도 

Chemical 
중량증가 

% w/w 

Yield stress 

MPa 

Control (50 %RH) - 60 

Water 3.0 57 

Methanol 3.1 50 

Ethanol 3.1 50 

N-Methylpyrrolidone  3.4 40 

Dimethyl sulfoxide 3.5 40 

ASTM D638, 23°C 

 

  

https://en.wikipedia.org/wiki/N-Methyl-2-pyrrolidone


4.3. 내화학성(Chemical Resistance) 
 

 

4.3.3 수용액에서의 가소화 

포케톤은 대부분의 수용액 환경에서 가소화에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Table 4.3.3 에 포케톤 M630A 의 80°C , 25 일 수분 

침지 후의 인장항복강도를 나타내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폴리아미드 66(강성, 인성,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data 도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50% RH 下에서의 포케톤 M630A 의 인장항복 

강도는 폴리아미드 66 대비 열세이나, 해수 및 

CaCl2, ZnCl2 수용액 침지 후의 인장 항복강도는 

폴리아미드 66 대비 최대 37% 정도 높습니다. 

이는 포케톤 M630A 가 수용액 환경에서의 가소화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뜻합니다. 

 

Table 4.3.3 포케톤 M630A 와 폴리아미드 66 의 

600 시간, 80°C 침지 후의 인장항복 강도  

Chemical 

POKETONE 

M630A 

MPa 

Polyamide 

66 

MPa 

Control 50 %RH 60 78 

Sea water 70 52 

5% w/w CaCl2 70 51 

50% w/w ZnCl2 56 Fail 

ASTM D638, 23°C 

상기의 광범위한 내화학성 이외에도, 포케톤은 아

래와 같은 특성을 발현합니다: 

• 유기용제 차단성 

• 자동차 연료용 탄화수소와 油 증기에 대한 

차단성 

이러한 특성은 자동차 연료 시스템, 

파이프, 산업용 및 기타 포장용 용도와 

같이 화학보관용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 물질에 대한 배출 규제가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연료 계통, 화학 

물질의 격납, 산업 포장 등의 용도에서 플라스틱의 

차폐 성능에 대한 요구 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포케톤은 그 요구수준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4.4. 투과성(Permeability) 
 

 

4.4.1 자동차 연료 투과성 

포케톤의 자동차 연료 투과성을 GM 규격인 GM 

9061-P 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figure 4.4.1.1. – 

4.4.1.3 에 나타내었습니다.  

8mm 외경, 1mm 두께, 유효길이 300mm 의 

tube 관에서의 측정 결과입니다. 

 

Figure 4.4.1.1 가솔린 투과도(23℃) 

 

  



4.4. 투과성(Permeability) 
 

 

Table 4.4.1.2 85 % 가솔린/15 % 메탄올 연료 

투과도(23℃) 

 

 

 

Table 4.4.1.3 Fuel C(50 % Isooctane and 50 % 

Toluene) 투과도 (23℃) 

 

 



4.4. 내후성(UV Exposure) 
 

 

4.5.1 UV 내후성 

대부분의 열가소성 수지와 같이, 지방족 폴리 케톤이 

자외선(UV)에 노출되면 품질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UV 처방이 되지 않은 포케톤 neat resin 을 햇빛이 

노출되는 야외환경에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Figure 4.5.1.1 ~ 4.5.1.2 는 UV 처방 grade 인 M330V 

인장시편의(3mm 두께) weather-o-meter 내후성 

test 시 노출 시간에 따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파단 

신율이 감소하는 반면 인장 강도는 거의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igure 4.5.1.3 은 M630V grade 의 QUV 변색 경향을 

나타냅니다. 

 

Figure 4.5.1.1 포케톤 M330V 의 weather-o-

meter 노출시간에 따른 인장강도  

(SAE J1960/2527, 인장시편 두께 3.0mm)  

 

 

 

 

 

 

 

 

 

Figure 4.5.1.2 포케톤 M330V 의 weather-o-

meter 노출시간에 따른 인장파단신율  

(SAE J1960/2527, 인장시편 두께 3.0mm) 

 

 

Figure 4.5.1.3 포케톤 M630V 의 QUV 노출시간에 

따른 변색  

 

* Test condition: UVA Lamp, 0.68W/m2 at 340nm, 

 

 

 

 

 

 

 



 
 

 

5.1 서론 

5.2 저항성(Resistivity) 

5.3 절연파괴강도(Electric strength) 

5.4 유전율 및 유전정접 

(Dielectric constant and Dissipation factor) 

5.5 내트랙킹성(Tracking resistance) 

5. 전기적 특성 



5.1 서론 
 

 

M630A and M33AG6A 는 모두 우수한 

전기절연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table 5.2.1) 유전 

강도를 포함하여 여러 유전 특성에 있어 포케톤은 

수분에 민감하지 않은 안정한 값을 유지합니다.  

 

포케톤 난연소재의 전기-전자 응용제품 적용 

가능한 난연 포케톤 컴파운드의 전반적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높은 트래킹 저항성 (CTI >400V) 

• 우수한 전기적 부식 저항성 

• 스위치 및 커넥터용 저전압/중전압 절연 

부품에 적용가능 

• 난연성, 전기적 특성, 강성, 인성과 신율의 

물성적 균형 유지 

• UL94 V-0 등급 

• 높은 글로우 와이어(glow-wire) 온도 

• 낮은 연기 밀도 

• 비미네랄(Non mineral) 기반 난연제 

• 부식성 배출가스 미 발생 

• 난연 물성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난연제 첨가로 기계적 물성 유지 

 



5.2 저항성(Resistivity) 
 

 

5.2.1 체적 저항 ASTM D257 

Rs, Ω cm 은 절연체의 누출된 전류에 대한 저항 

입니다. 체적 저항은 온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23°C 에서의 포케톤의 체적 저항을 table 5.2.1 에 

표기하였습니다 

 

Table 5.2.1 체적 저항 

* 23°C and 500 V에서 측정됨 

 

 

Grade 
체적 저항* 

Ω∙cm 

Resins  

M630 1014 

M330 1014 

M930 1014 

M710 1014 

M730 1014 

Compounds  

M33A(F)G3A 1014 

M33A(F)G6A 1014 

M63AG6A 1015 

M93AG8H 1014 

M93AG9A 1014 

M33AF2Y 1013 

M93AG6P 1014 

M33AG2Y 1014 

M33AS1A 1013 

M63AS1A 1014 

M33AR3B 1014 



5.2 저항성(Resistivity) 
 

 

5.2.2 표면 저항 ASTM D257 

Rs, Ω 은 절연체 표면을 따라 누출된 전류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 특성은 습도와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23°C 에서의 포케톤 수지의 표면 저항을 

table 5.2.1 에 표기하였습니다 

Table 5.2.2 표면 저항 

Grade 
표면 저항 

Ω* 

Resins  

M630 1017 

M330 1017 

M930 1017 

M710 1017 

M730 1017 

Compounds  

M33A(F)G3A 1017 

M33A(F)G6A 1017 

M63AG6A 1014 

M93AG8H 1017 

M93AG9A 1016 

M33AF2Y 1017 

M93AG6P 1017 

M33AG2Y 1015 

M33AS1A 1017 

M63AS1A 1017 

M33AR3B 1016 

* 23°C and 500 V에서 측정됨 



5.3 절연파괴강도(Electric strength) 
 

 

5.3.1 절연파괴강도(Electric strength) ASTM D149 

절연파괴강도, kV/mm 는 실리콘 오일 안에 양 

전극 사이의 중앙에 시편을 높고 전압을 0 에서 

부터 일정 속도 상승시켜 시편이 파괴되었을 때 

파괴전압을 측정합니다. 이 값은 항복 전압과 

재료의 두께의 비율로 정의됩니다. 전기적 강도는 

재료의 특성에 따르는 값이 아니라, 전극 기하학, 

주변 매체 및 샘플의 두께에 크게 영향을 받습 

니다. 23°C, 실리콘 오일 안에서의 포케톤의 절연 

파괴강도를 table 5.3.1 에 표기하였습니다 

Table 5.3.1 절연파괴강도 

Grade 
절연파괴강도 kV/mm* 

2mm 3mm 

Resins   

M630 19 15 

M330 19 15 

M930 19 15 

M710 19 15 

M730 20 16 

Compounds   

M33A(F)G3A 23 21 

M33A(F)G6A 22 17 

M63AG6A 29 26 

M93AG8H 25 22 

M93AG9A - 21 

M33AF2Y 22 16 

M33AG2Y - 18 

M93AG6P 28 24 

M33AS1A 19 16 

M63AS1A 20 16 

M33AR3B - 17 

*실리콘 오일 내 2mm 황동 전극에서 측정함. 



5.4 유전율 및 유전정접 (Dielectric constant and 
dissipation factor) 
 

 

5.4.1 유전율 및 유전정접(Dielectric constant (εr) and  

Dissipation factor (tan δ) ASTM D150) 

유전율(εr)은 전하 사이에 전기장이 작용할 때, 그 

전하 사이의 매질이 전기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물리적 단위입니다. 포케톤의 유전율 및 

유전정접 수치를 table 5.4.1 에 표기하였습니다 

 

Table 5.4.1 유전율 및 유전정접 

Grade 유전정접 tanδ 유전율 εr 

Resins   

M630 0.009 6.1 

M330 0.008 6.2 

M930 0.012 6.0 

M710 0.014 6.4 

M730 0.014 6.2 

Compounds   

M33A(F)G3A 0.011 6.0 

M33A(F)G6A 0.011 6.3 

M63AG6A 0.009 6.2 

M93AG8H 0.008 5.7 

M93AG9A 0.007 5.0 

M33AF2Y 0.015 5.7 

M93AG6P 0.009 5.8 

M33AG2Y 0.014 5.3 

M33AS1A 0.014 6.1 

M63AS1A 0.013 6.3 

M33AR3B 0.013 5.8 

*AC 500V, 60Hz. 

 

 

 

 

 

 

 

 

 



5.5 내트랙킹성(Tracking resistance) 
 

 

5.5.1 비교 트래킹 지수 

(Comparative tracking index IEC 112) 

비교 트래킹 지수는 시편이 탄화되는 전압을 

측정하는 평가입니다. 트래킹 표시 없이 물질이 

전해질 50 방울을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즉, 특정 

시험 조건에서 최소 2 초 동안 0.5A 이상의 전류의 

흐름)으로 정의됩니다. 가용 최대 전압은 600V 

입니다. 포케톤의 비교 트래킹 지수 수치를 table 

5.5.1 에 표기하였습니다 

. 

Table 5.5.1 비교 트래킹 지수 

Grade 비교 트래킹 지수(CTI) 

Resins  

M330 600 

Compounds  

M33AF2Y 600 

 

 

 

 

 

 

 

 

 

 

 

 

 

 

 

 

 

 

 

 

 

 

 

 

 

 

 

 

 

 

 

 

 

 

 

 

 



 
 

 

 

 

6. 난연 특성 

6.1 난연성 지수(Flammability indices) 

6. 글로우 와이어 특성 및 점화온도(Glow-wire flammability and ignition temperatures) 



6.1 난연성 지수 
 

 

M630A 는 UL94 난연테스트에서 수평 연소로 

분류되며, 글로우와이어 온도는 700°C 입니다. 

 

포케톤의 Carbonyl(카보닐)과 Olefin(올레핀 ) 그룹 

만을 기반으로하는 고분자 구조로 인해 가연시 

발생되는 가스의 독성이 낮습니다. 이는 연소가 

이산화탄소와 물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2.1 UL94 난연성 지수 

Poketone 수지의 UL94 지수를 table 6.4.1 에 

표기하였습니다. 모든 측정은 0.8, 1.5, 3.0mm 의 

시편의 값에서 측정되었습니다.  

 

Table 6.2.1 UL94 지수 

Grade 
Index 

0.8mm 1.5mm 3.0mm 

Resins    

M630 HB HB HB 

M330 HB HB HB 

Compounds    

M33AG6A HB HB HB 

M33AF2Y V-0 V-0 V-0 

M33AG2Y V-0 V-0 V-0 

 



6.2 글로우 와이어 특성 및 점화온도  
(Glow-wire flammability and ignition temperature) 
 

 

6.3.1 글로우 와이어 특성(IEC 60695-2-12) 및 

점화온도 (IEC 60695-2-13) 

포케톤의 해당 지수 수치를 table 6.3.1 에 표기 

하였습니다 

 

Table 6.3.1 글로우 와이어 특성 및 점화온도 

Grade 
글로우와이어 

°C 

점화온도 

°C 

Resins   

M330 700 (0.8mm) 725(0.8mm) 

Compounds   

M33AF2Y 960(1mm) 825(1mm) 

M33AG2Y 960(0.8mm) 825(0.8mm) 

 



 
 

 

 

 

 

7.1 서론 

7.2 사출 성형 

7.3 압출 성형 

7.4 안전 예방책 

7. 1차 가공기술 



7.1 서론 
 

 

7.1 용융 가공 

전통적인 플라스틱 용융 가공법을 통해서 포케톤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공 기법에 있어서 장비나 공정상의 

수정이 특별하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최적화된 제품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수지와 마찬가지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7.2 사출 성형 
 

 

 금 형: 

 금형 재질 : 일반 금형 재질의 사용이 가능(P-

20, H-13, S-7)하고 정상적인 성형 조건에는 

금형을 부식시키지 않습니다.  

 

 Gas 빼기 : 금형에서 가스빼기는 사출 충진을 

원활하게 하고 사출품의 표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주로 설치 되는데 주로 흐름 끝단이나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부위에  

설치합니다. 가스빼기 깊이는 0.008~0.013mm 

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런너 & 스프루 부싱 : 용융수지가 흘러 가면서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다리꼴, 

반원형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길이는 최소화 

하고 직경은 6.4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2차 

런너도 길이는 최소화 하고 직경은 4.8m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프루 부싱의 

빼기 구배는 2~4도로 하고 콜드 슬러그웰 & 

스프루 핀도 반드시 설치가 필요합니다.  

 

 핫런너 : 매니폴드에는 히터와 용융 수지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외부 히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매니폴드의 흐름 통로는 

선입선출이 잘될 수 있는 유선형으로 하고 

내부는 흐름에 방해 요소가 없도록 가공이 

매끄럽게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즐팁은 

용융 수지가 굳지 않도록 온도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고 용융 수지가 매니폴드나 노즐 

내부에서 정체되지 않도록 잘 설계되어야 

합니다.  

 

 게이트 : 일반적인 모든 게이트 형상이 사용 

가능합니다. 게이트 크기는 아세탈 원료 

보다는 25~50% 정도 커야 하고, 나일론66 

보다는 40~75%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랜드 길이는 포케톤의 빠른 

경화 특성 때문에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축율 : 비보강 그레이드의 경우에 흐름 직각 

방향의 수축율과 흐름 방향의 수축율은 0~10% 

이내의 차이로 거의 동일합니다 (흐름 방향의 

수축율이 미세하게 작음). 금형 온도를 잘 

조정하면 후수축 량을 미세하게 조절하여 

성형품의 치수를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세탈 원료로 제작된 금형에 포케톤을 

적용하면 수축율이 거의 비슷하므로 금형 수정 

없이 잘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빼기 구배 (Draft) : 금형의 빼기 구배는 원할한 

이형과 싸이클 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0.5~2도 이상은 주어야 하며 부식이 추가된 면

에는 부식 표면에 부식 깊이 0.03mm 당 1도 

정도 추가 빼기 구배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

품 디자인이나 금형의 냉각 상태에 따라 빼기 

구배를 더 많이 주어야 할 경우도 있음) 

 

 사출 성형 : 

 

 건 조 : 최대 허용 수분 함량은 0.2%, 최적 

건조 조건은 80℃에서 2~4 시간이고 60℃ 



7.2 사출 성형 
 

 

에서 약10시간 정도 건조해도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포케톤이 비록 수분에 

민감하지는 않지만 건조가 불충분하면 은조 

현상이나 드룰링 현상 혹은 기포 불량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건조는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측정기의 측정 조건은 

170℃ x 5분)  

 

 스크류 디자인 : 일반적인 스크류 디자인 

(L/D=18~22:1, 압축비=1.75~2.5:1) 이나 표준 

체크링을 사용하여도 사출이 가능합니다.  

용융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 스크류에 믹싱 

존을 추가하거나 흐름 방해 장치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출기 노즐 : 표준 형상의 노즐이나 역테이퍼 

형상의 노즐을 내부 흐름 통로가 매끄럽게 

가공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하며 (최소경은 

4.5mm), 흐름을 강제로 차단할 수 있는 셧오프 

노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용융된 

포케톤의 빠른 결정화 특성 때문에 노즐 

온도는 특별히 잘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노즐의 온도 관리가 부실하고 노즐 구멍 

크기가 너무 작으면 노즐속의 용융 수지가 

굳어 연속 작업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노즐경은 충분히 크게 하고 온도 관리도 

정교하게 될 수 있도록 밴드히터의 용량은 

충분히 커야 하고 써모카플도 노즐에 별도로 

설치 되어야 합니다. 

 

 용융 온도 & 실린더 온도 : 실린더에서 용융 

수지의 체류 시간이 2~10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적정한 용융 수지의 온도는 

240~250℃ 입니다.  용융 수지의 실제 온도가 

265℃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용융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오래 체류되면 열분해 및 물성 

저하가 발생되므로 가능하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실린더 내에서 체류 시간이 

짧아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고온에서 장기 정체되면 최악의 경우에 가교 

현상(Crosslinking)이나 용융 점도가 현저히 

높아져 사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 

니다.  실린더 온도 설정은 전체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공급부의 온도가 

계량부보다 약간 낮은 상태가 좋습니다. (약 

5℃ 정도). 스크류 길이가 길 경우 (L/D가 20:1 

이상)에는 온도 설정을 후부가 더 높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공급부를 

약간 더 높게).  

 

 배 압 : 대부분의 경우 사출 성형시 배압은 

0.35 MPa 정도로 설정하면 균일한 용융 온도와 

일정한 사출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출품 

에서 칼라가 균일하게 잘 구현 되지 않을 경우 

에는 믹싱을 더 균일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압을 0.7 MPa 까지 올리기도 하지만, 가능 

하면 배압을 0.7 MPa 이하로 관리하여 계량시 

과도한 전단열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계량 속도 : 스크류 계량 속도는 저속-중속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Screw speed: Use 

slow to moderate speeds) 

 

 사출 속도 : 사출 속도는 처음에는 중간 

속도로 시작합니다. (포케톤의 “빠른 경화” 

특성을 이해 하면서 사출 속도를 적절히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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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사출 압력 부족 

등으로 캐비티를 채우기 힘들 때 흐름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용융 온도를 올려서 사출 

하기도 하는데 용융 온도를 올리기 전에 먼저 

사출 속도를 빠르게 하여 사출해 봅니다.  

 보압 / 보압 시간 : 포케톤의 빠른 고화 

특성으로 인해 보압 시간은 짧게 해야 하고 

보압은 최대 사출 압력의 50~70% 정도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쿠션은 6~12mm로 최소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체력 : 투영 면적(cm2) 당 270~450kgf 을  

적용합니다.  

 

 금형 온도 : 금형 온도 30~150℃ 까지의 

범위에서도 사출은 가능하지만 포케톤을 위한 

적당한 금형 온도는 80℃+를 추천합니다.  

금형 온도를 높게 하면 결정화도를 높이면서 

충진을 쉽게 할 수 있고 웰드라인을 포함한 

외관 품질을 증가 시킬 수 있지만 사이클타임 

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형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제품의 수축율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사이클 타임 : 일반적으로 제품 두께가 

0.6~1.5mm로 얇을 경우에는 사이클 타임이 

15~20초, 그리고 두께가 3.2mm 까지는 

30~40초 이하의 사이클 타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형 이형성 : 일반적으로 설계된 금형에서는 

이형성에 문제가 없지만 특별히 이형이 힘든 

구조의 금형에서는 표준 이형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쇄제  : 분쇄품의 형상은 일정치 않고 

분진도 많으므로 보관/이동시 흡습이 많이 될 

수도 있고 불균일한 형상 때문에 호퍼에서 

사출기 스크류로 이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험실 

에서의 분쇄재 시험에서 최대 25% 비율로 

분쇄재를 수차례 사용하더라도 물성에 큰 변화 

가 없음이 확인 되었지만 실제 적용을 위해 

서는 직접 분쇄재 비율별로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해야 합니다.  

 

 퍼 징 : 포케톤에 이어 다른 원료를 사용할 때 

퍼징재를 사용하여 사출기 실린더를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퍼징 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PCTG, 고점도 HDPE (MI 0.7~2.0), 

고점도 GPPS, 고점도 압출용 PP (효성 R200P)   

 

 사출 중지에서 실린더 온도 설정 :  

1) 30분 이내 : 실린더를 후퇴 시키고 재작업 

전에 충분히 짜내기 한 후 작업 시작 

2) 30분 이상 : 실린더를 후퇴 시키고 상기 

퍼징 재료를 사용하여 충분히 퍼징 후 

사출기 정지 

 표준 Grade의 표준 성형 조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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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e별 금형 수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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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케톤은 지방족(aliphatic) 폴리케톤(polyketone) 

폴리머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에틸렌과 일산화탄소가 1:1 로 교차하고, 일부는 

프로필렌과 일산화탄소가 1:1 교차하는(alternating) 

선형(linear) 폴리머입니다.  

 

포케톤 M_10 Series에는 현재 M710F, M410F 

Grade 등이 생산 및 공급되고 있습니다. 포케톤 

M_10 Series은 녹는점(Tm)이 198±5℃(DSC 20℃/분 

승온)이고, 유리전이온도(Tg)가 ~10℃인 반결정성

(semi-crystalline) 폴리머입니다. 용융상태에서 냉각

될 때, 170℃ 부근에서 결정화가 시작되어 165℃ 

부근에서 결정화 peak를 보입니다. 결정화된 후의 

비중이 ~1.22이고, 이를 결정화도로 환산하면, 

~30% 정도입니다. 아래 그림은 대표적인 DSC 결

과입니다. 

 

각 Grade는 용융흐름지수(MFR)에 의해서 구별됩

니다. 220℃, 2.16kg load 기준으로 측정된 것 입니

다.  이를 상세하게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및 표

입니다.  

 

1. 압출기 디자인: 배럴(Barrel), 실린더(Cylinder)  

 

내마모성 재질이면서, 잘 연마된 상태로 유지된 

배럴 내부를 추천합니다. 배럴의 흠집은 폴리머의 

체류를 일으켜, 열화 및 탄화의 시발점이 됩니다. 

호퍼(hopper)에서 펠렛(pellet)은 중력에 의해 낙하

되고, 배럴은 일정한 지름의 원통 구조이기를 추천

합니다. Hopper 아래의 압출기 공급 목구멍(feed 

throat) 및 배럴은 원활한 고체 수송(solid 

conveying)을 위해 물 냉각 기능(water cooling 

jacket)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스크류 냉각

은 효과 검증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배럴 외

부의 온도 제어는 4개 또는 5개 구간 이상으로 세

분화되어 있기를 추천합니다.  

 
그림 전형적인(typical) 단일스크류압출기(single screw extruder)의 구성 

M330F, M630F, M730F는 필름 용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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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출기 디자인: 스크류(Screw)  

 

일반적인 전통적인 표준 단일 스크류(conventional 

standard single screw)를 추천합니다. 공급부(feed 

section), 압축부(compression section) 및 계량부

(metering section) 등으로 구분되고, 혼합부(mixing 

section)(예, Maddock, Pineapple 등등)가 없는, 날개

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형성된 스크류(일명, full 

flight screw)를 의미합니다.  

 
그림 Polyketone 압출에 추천되는 전형적인 스크류(Screw) 사례 

 

좀더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Length-to-diameter(L/D) Ratio: 26 이상 

 Compression Ratio (C/R): 2.5 <C/R< 3.0  

 Flight Pitch: 1D (Helix Angle 17.66º) 

 Flight Width: 0.1D 

 Channel Depth in Feed Section: 0.15~0.20D 

 

스크류 각 부위(Section) 구성은 아래 사례가 일반

적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성이면, 포케톤 압출이 무

난합니다.     

 

녹는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포케톤 폴리머는 

LDPE, HDPE과 비교해서 열전달 계수가 낮습니다(부

록1 참조). 공급부 및 압출부 길이가 위의 일반적인 

사례보다 긴 스크류가 선정되면, 고체수송(solid 

conveying) 및 용융(melting)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포케톤을 처음으로 압출하거나, 다른 형태(예, 

Barrier Screw, Mixing Section이 있는) Screw로 압출

이 시도되었을 경우, 포케톤 압출 후 충분한 퍼징

을 마치고, Screw 분해 검사를 추천합니다.  

 

3. 펠렛 건조(Pellet Drying) 

 

포케톤 펠렛은 1,300 ppm 이하의 수분 함량으로 

밀봉 포장되어 출하됩니다. 포케톤은 일반적인 압

출 온도 영역에서 수분에 의한 가수분해가 일어나

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기포형 Gel과 같은 결

함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조하기를 

추천합니다. 진공건조가 최상이지만, 제습건조도 무

방합니다. 건조기에 Pellet을 투입할 때, 포장 Bag 

표면에서 먼지 및 이물이 가능한 들어가지 않게 합

니다. 건조 온도는 70℃ 이하로 설정하고, 최소 건

조 시간은 4시간입니다. 건조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80℃로 올려서 건조하여도 됩니다.  

 

아래 3개 그림은 내부에서 평가한 건조온도 

70℃, 80℃, 90℃에서 건조 시간에 따른 수분률 및 

Yellow Index 측정 결과입니다. 90℃에서 건조할 때, 

Yellow Index가 약간 상승하기 때문에, 70℃, 80℃로 

건조하도록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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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된 펠렛이 온도가 유지한 상태로 Hopper로 

이송되면, 압출기 내부에서 포케톤의 용융이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70℃ 또는 80℃ 온도

의 따뜻한 상태로 압출기 공급부에 들어 가면, 

Screw 모터 부하(load, torque)도 적게 먹고, 

Surging 발생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 가동 준비(Start-Up) 승온 

 

압출기 승온은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길 추천

합니다. 1단계는 150℃로 예비 승온하여, 뜸드리기

(soaking)합니다. 급격한 가열로 인한 산화 및 열화 

반응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2단계로 계획한 온도

로 승온합니다. 2단계 승온은 압출개시(start-up) 

1~2시간 전에 실시합니다. 목적은 산화 및 열화 반

응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포케톤의 압출기 온도 설정은 1) 역구배 온도 프

로파일(reverse temperature profile), 2) 낙타등 온도 

프로파일(hump temperature profile) 등을 추천합니

다. 아래는 역구배로 온도 프로파일의 예를 들어 

본 것 입니다.  

 
※ 냉각Jacket이 구동하지 않는 경우, 낙타등 패턴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실제로 압출기에서 위의 온도 패턴으

로 설정되어 운전된 사례입니다. 

위 압출 온도 조건은 압출기 성능, 및 제품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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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품질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포케톤 

용융(melt) 온도가 올라 갈수록, 폴리머가 서로 부

분적으로 반응되어 젤(Gel), 기공(void) 등이 더 발

생됩니다. 반면에 너무 낮으면 부분적으로 용용되

어, 미용융(unmelted) 젤을 형성합니다.  

 

포케톤 용융물(melt)의 온도가 240℃를 넘지 않

도록 제어하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압출(토출)되어 

나오는 용융물(melt)의 온도를 측정하길 바랍니다. 

포케톤은 열적으로 민감해서(thermally sensitive), 높

은 온도에서 가교화(cross-linking) 반응이 빨라지고, 

심하게 젤화(gelation)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압출기 초기 가동(Start-Up) 

 

압출기가 정지 상태(shutdown)에서 다시 가동하

기 시작할 때, 위 압출온도에서 압출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폴리머로 압출을 시작하기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LDPE와 같은 폴리올레핀을 

주로 압출하는 압출기에서는 용융흐름지수(MFR, 

190℃, 2.16kg)가 <0.5인 LDPE로 압출하는 것을 추

천합니다. 이를 응용하여, 다른 유사한 폴리머로 압

출기 초기 가동을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다이(Die)에서 토출되는 LDPE 폴리머 용융물

(melt)가 맑고 깨끗해지면, 호퍼 내의 이들 폴리머

를 빼내고(drain out), 그 위에 건조되고, 보온된 포

케톤 펠렛을 투입합니다. 

 

포케톤 압출이 충분히 안정화되면, 설정온도를 

서서히 내리기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사례입니다. 

고객사의 압출기 상황에 따라, 온도 프로그래밍을 

하길 바랍니다. 

 
※ M710F 용융물(melt)의 온도가 240℃를 넘지 않도록 제어하기를 바랍

니다. 

※ 물 순환하는 Jacket이 없는 경우, 190-225-220-215-210℃ 등과 같이 

낙타등 패턴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 압출기 부하(load, torque) 범위 내에서, 온도를 낮게 하는 것이 외관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공압출하는 경우, 점도매칭

(viscosity)을 위해, 온도패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공급부 질소 퍼징  

 

압출과정에서 고온 산화반응(thermal oxidation)을 

방지하기 위해, 질소 퍼지(purge)하는 것을 추천합

니다. 아래 그림에 보듯이, 산소 환경에서 storage 

modulus, G’, loss modulus G”이 질소환경과 비교해

서 빠른 시간에 급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

니다. 단, 질소는 매우 위험한 기체이므로, 충분한 

안전 교육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질소 

중독을 방지하면서, 경제적이고 간편한 질소발생기

들이 보급되고 있어서, 이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

으로 추천합니다. 

6. 압출기 스크류(Screw)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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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케톤 압출할 때, Screw 냉각이 압출 공정 및 품

질에 도움을 주는 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는 관련 냉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

크류 냉각은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공급부 4D까지

가 적당합니다.  

 

7. Screen Pack  

 

초기에는 50/50/50 mesh, 단계적으로 80/80/80, 

80/100/80으로 고운 Mesh로 바꾸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포케톤 압출이 끝나면, Mesh 및 Breaker 

Plate 표면에서의 열화를 검사하길 바랍니다.  

아래 사진의 왼쪽은 열화가 덜 된 경우이고, 오

른쪽은 열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8. 퍼징(Purging)이 필요한 경우 

 

포케톤 폴리머를 압출할 때,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퍼징(purging)을 추천합니다.  

1) 압출기를 1시간 이상 중지(stop)하거나, 생산정

지(shutdown)할 때,  

2) Die에서 나오는 필름/시트에 Gel(특히 탄화물)

이 크게 증가.  

3) 필름/시트 색상이 갈수록 노랗게 됨. 

4) 압출량(output, extrudate)이 급격히 줄어듦. 

5) 멜트 압력이 크게 증가하거나, 급격히 떨어짐. 

6) 압출기 부하(load, torque)가 과도하게 올라감. 

 

일차적으로 귀사가 해당 압출기에서 표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퍼징 절차에 의해 퍼징이 이루어지

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포케톤 퍼징의 사례를 꼭 

참고하시길 요망합니다. 

 

9. 포케톤 퍼징 사례 

 

1) 호퍼에서 포케톤 펠렛을 빼어 냅니다(drain-

out). 

2) 낮은 용융흐름지수(MI 0.5 이하, 바람직하게 

0.3이하) LDPE를 호퍼에 넣고, 동일한  

압출기 온도조건에서 내부에 있는 포케톤 잔량

을 밀어냅니다. 포케톤이 충분히 청소되었다고 

될 때까지 이 LDPE를 토출시킵니다. 

 

3) 다음, 아래와 같은 온도 조건과 같이 압출기 

온도를 내리면서, 동일 LDPE로 추가적으로 퍼

징합니다. 이 과정은 Shut-down할 때 주로 추

천합니다. 

 

Polyketone Polyketone LDPE LDPE

M710F M510F Low MI Medium MI

2 - 4 8 - 20 0.3 3

200 200 110 111

210℃ 2.95 6.59 0.50 5.04

220℃ 3.62 8.81 0.74 6.30

230℃ 5.75 10.64 0.95 8.26

240℃ 5.10 11.72 1.06 9.76

Grade

Nominal MI (gram/10min)

Tm (℃)

Melt Index, MI

(gram/1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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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낮은 온도에서의 LDPE 퍼징에서도 아래 사진

과 같이 LDPE로 깨끗하게 나오면, 이 상태로 

압출기를 정지합니다. 

 

5) 다시 운전을 할 경우, 초기 가동 순서에 따라

서 압출기를 승온하고, 운전합니다. 

 

※ LDPE 대신, MFR이 비슷한 다른 Polyolefin 폴리

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 0.5 이하 

LDPE와 유사한 MFR을 지닌 폴리머를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9. 압출정지(Shutdown) 

 

호퍼 내의 포케톤을 비우고, 일차적으로 귀사가 

해당 압출기에서 표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퍼징 

절차에 의해 퍼징을 실시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

다. 즉, 충분한 퍼징을 통해, 압출기 내부에 포케톤

이 깨끗이 청소된 상태에서 압출기가 정지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위에 서술된, 퍼징 절차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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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Polyketone의 온도에 따른 열전도계수 

 

 

포케톤 중합체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물질 안전 데이터표(MSDS)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가공 장비: 본 브로셔에서는 가공 장비의 안전에 대

한 고려 사항을 다루지는 않으며, 해당 장비의 제조

사가 제공하는 안전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비의 안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장

비 공급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제조 작업에서는 작업용 팰릿으로부터 정전기

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장비

를 접지해야 합니다. 

 

열에 민감한 열가소성 수지와 마찬가지로 성형을 할 

때는 소정의 산업 안전 관행을 따르도록 주의를 기

울여야 하며, 본 브로셔에 요약된 용융 온도 및 배

럴의 체류 시간 관련 제약에 대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포케톤 열가소성 수지: 성형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본 재료 또는 기타 재료의 MSDS를 항상 숙지하시

고, 포케톤 수지의 독성 시험에 의하면 해당 재료를 

장비를 접지해야 합니다. 

 

열에 민감한 열가소성 수지와 마찬가지로 성형을 할 

때는 소정의 산업 안전 관행을 따르도록 주의를 기

울여야 하며, 본 브로셔에 요약된 용융 온도 및 배

럴의 체류 시간 관련 제약에 대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포케톤 열가소성 수지: 성형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본 재료 또는 기타 재료의 MSDS를 항상 숙지하시

고, 포케톤 수지의 독성 시험에 의하면 해당 재료를 

삼키거나, 피부 또는 눈과의 접촉이 발생해도 해롭

지 않습니다. 유독 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탄화

수소 중합체의 연소 또는 고온에서의 열분해를 피

해야합니다. 

  

모든 열가소성 수지와 마찬가지로 처리 장비 주변의 

적절한 환기가 권장됩니다. 녹은 수지에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생산 중단 중 압력 형성

은 오픈 샷이 만들어 질 때 용융물이 폭발적으로 빠

져 나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또는 재활용 중에 재료가 분쇄되면 생성 된 

미세 입자의 연마 특성으로 인해 피부, 눈, 목 및 

폐에 자극을 줄 수있는 먼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립자에 대한 ACGIH 권장 

사항에 따라 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엔지니어링 제어를 사용하거나 보호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