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KETONE
물 ∙ 식품 관련 용도 소개



효성화학 포케톤은 반결정성 지방족 폴

리케톤으로, 일산화탄소와 올레핀으로

만들어집니다. 친환경성을강점 (전생애

주기평가지수에서 PA66, POM 보다낮음)

으로, 다양한용도에사용가능하며, 무독

성, 휘발성유기화합물용출없음, 포름알

데히드 및 아크릴로니트릴 미용출 등을

강점으로, 음용수 부품, 정수기 부품, 식

판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폴리케톤의 모

든 F grade는 미국식품인증 (FDA), 의료인

증 (USP Class VI 및 ISO 10993) 취득한 안

전한제품입니다.

제품 개요

음용수 및 정수기 부품 용도의 포케톤 강점

∙ 포름알데히드 미용출 (POM은 용출)
∙ 음용수 ∙ 식품 ∙ 의료 인증 보유 (FDA, NSF, KTW, WRAS, ACS, W270 등)

∙ 저 수분 흡습 및 치수 안정성
∙ 우수한 사출 흐름성, 가공시 유해한 냄새 없음 등

안전성 인증 (Certifications)

LFGB



Properties

Properties Unit
POKETONE

M330F
POKETONE

M630F

Density - 1.24 1.24

Melt Index g/10min 60 6

Tensile Strength MPa 60 58

Elongation at Break % > 300 > 300 

Flexural Strength MPa 57 53

Flexural Modulus MPa 1,500 1,350

Impact Strength KJ/m2 8 17

Superior toughness

POKETONE Current Material [Melamine]

[POKETONE molded part of food tray 
Never Deformed after vehicle load] 

[Melamine food tray 
Completely Cracked after vehicle load] 

 



유해물질 용출 테스트 상세 내용 (포케톤 vs POM)

시험 조건 : 1리터 90°C 온수에 24시간 동안 17개 시편 침지후 용출 물질 관찰

Poketone(PK) water purifier (After 3 year usage) : 포름알데히드 검출 없음

POM water purifier : 포름알데히드 검출, 과망간산칼륨 검출

POKETONE water purifier parts

*ND 뜻 : No detection



주방에서 포케톤 (Poketone)으로 사용하는 용도

①
② ③

① 정수기 내부 부품

③ 수도 및 용수 관련 부품

② 주방 용품 및 식기 제품

Joint Marketing & 사회 공헌 활동

“당사의고객사에서포케톤으로생산한식판을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는등활발한사회공헌, 복지활동진행중에있습니다.”



∙ POKETONE commercial Plant in South Korea, Ul-san City, Production capacity : 50,000 MT/Year

Further Information
www.poketone.com

∙ No formaldehyde ∙ FDA & EU food contact ∙ Low abrasion loss (no particle) ∙ Excellent chemical resistance

CONTACT US

Republic of Korea
+82 2 2146 5589, issooho@hyosung.com / +82 2 2146 5575, sej@hyosung.com

China
+86 021 62250312 (ext.8030), yjkim77@hyosung.com / +82 2 2146 5573, ropopchem@hyosung.com,  kibeom.kang@hyosung.com

Europe
+49 6172 8553222, jakelee@hyosung.com / +82 2 2146 5591, lovetoken@hyosung.com, hjkim13@hyosung.com

America
+82 2 2146 5572, mkjung@hyosung.com for NA and SA 

R.O.W (Rest of world)
+82 2 2146 5551, jaejung@hyosung.com

+Note : The data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are based on our current internal knowledge and experience, these do not
imply any guarantee of certain properties. Most images are from googling image researching, which is considered as public 
open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