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VEN 

㈜ 한텍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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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VEN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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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VEN Technology = GAS + VENT ( degassing )

: 10여년 간의 기술연구,제품 개발에 의한 전 세계 최초, 유일의 기술

• 삼성전자, LG전자, SABIC(사우디 기초산업공사), SKC, JOHNSON&JOHNSON, SOLVEY등 다국적 기업에 의해

검증 완료 후,사업협력 진행 중.

• 적용분야 : 플라스틱 사출, 압출산업, 필름코팅, 석유정제, 평형수 등 산업 전반에 필요 원천기술.

 GAVEN 기술 개요

출처 – WIKIPEDIA

 플라스틱 사출 단계인 노즐에서 GAS 및 수분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기술

• 물리적 방식에 의한 특정물질 분리,제거 기술

• 종래의 화학적, 전기적 방식과 달리 저 에너지 , 유해 부산물이 없는 친환경적 플라스틱 생산가능

<가스 제거의 중요성>



FILTER 실사진

FILTER 내부구조

FILTER 작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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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

토피도

하우징

노즐

2. GAVEN 기술소개 – FILTER 구조



2. GAVEN 기술소개 - 사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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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VENT NANO FILTER 

GAVEN Controller



사용 30일 후사용 전

PLASTIC 원료

2. GAVEN 기술소개 - FILTER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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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AVEN 적용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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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M사 TEST 결과 번역본 ]

- 인장강도 유지 및 향상 확인!



3. GAVEN 적용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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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위치 일반노즐 Gas Vent Filter

고정측 0.0022 0.0002

(Amodel AS-4133 사용 Test)

일본 ‘S’사 연구소

- 사출시 Tar(Gas) 90%이상 제거 확인!



3. GAVEN 적용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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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fter



3. GAVEN 적용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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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fter



3. GAVEN  적용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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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사 적용사례

- 필름제조장비



3. GAVEN 적용 결과 분석

11

국내 ‘S’사 적용사례 - 필름제조장비

ㅓGas Vent SystemㅓRoutine



3. GAVEN 적용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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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일반 사출 GAVEN 적용시 결과

가스 & 수분
불량 발생률

10%~30%
불량률 1% 이하

(수요기업 품질기준 대비)
 불량률 감소로 원가절감

기존 제품은 수지
겉표면 수분만 제거

GAVEN 적용시 수지
내부 수분까지 제거

제습/
건조 시간

4~24시간 1시간 내
 제습/건조 시간의 감소로 생산
성 향상수지마다 상이함

제습/건조 없이
즉시 사출 가능

소모 전력 *
200~1,000만원/년 60 ~ 300만원/년

 전력량 최대 70% 절감
40.6kWh/1,000t 12.4kWh/1,000t

재생재
사용률

10 ~ 30% 최대 99%
 재생재 사용률 극대화로

원가절감 효과

유해가스
제거

제거 장치 없음
95% 이상 제거

(FILTER Unit 설치 시)
 근로조건 향상 / 환경개선

 GAVEN 외부기관 평가 종합

 불량률 감소, 제습/건조시간 감소, 소모전력 감소등 GAVEN 사용시 여러 가지 이득 발생



4. 신소재사업 – 자동차적용 사례

중량 1%를 줄이면 연비 1%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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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소재사업 - 자동차적용분야

중량 1%를 줄이면 연비 1% 향상!!
- 자동차 대체부품 1



4. 신소재사업 - 자동차적용분야

중량 1%를 줄이면 연비 1%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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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체부품 2



4. 신소재사업 - 자동차적용분야

중량 1%를 줄이면 연비 1%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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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대체부품 3



5. 표면처리 응용기술 – 기술 개요

Gas Vent System 사출물의 불순물 제거기술

Film Foaming 및 인쇄 기술을 적용

C

D

생산성 100%, 
전 공정 불량률 ‘Zero’화

생산 공정의 낭비 제거. 
30~40% Cost Down

생산 Lead time 단축.
기종 금형 교환시간 Single화. 

Q

정밀제품에 대한 표면처리 기술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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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면처리 응용기술 –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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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면처리 응용기술 – 적용 범위

- 자동차 : 자동차 내/외장을 금속, 나무 등의 패턴과 질감을 살린 Film으로 마감하는 기술

- 백색가전 : 중대형 제품인 냉장고, 세탁기 등의 곡면 부위 패턴 이미지를 Film으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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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AVEN 설치 고객사 테스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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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테스트 리포트 / 2008 >



6. GAVEN 설치 고객사 테스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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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테스트 리포트 / 2011>

 검토 종합 의견

1)수지의 제습 건조 없이 노즐에서 Gas를 제거하는 방식은 획기적인 system이고 양산 사출 적용상 충분한 Merit 
있음.
2)자사 양산 제품인 고광택 사출과 Back Cover ( No Spray)에 적용 시 외관 품질 향상 기대됨.
3)대량 양산 안정성 및 성능 검증을 위해 현 개발 확인된 중,소형 사출기에 우선 도입해서 검증하고 대형 사출기로
확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됨.
->650톤 사출기에 도입해 Stand Base의 고광택 사출 성형을 통한 GAVEN System의 양산 안정성 및 성능 검증



6. GAVEN 설치 고객사 테스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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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EX 테스트 리포트 / 2013~2014>



6. GAVEN 설치 고객사 테스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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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EX 테스트 리포트 / 2013~2014 >



6. GAVEN 설치 고객사 테스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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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사 테스트 리포트 / 2014 >



6. GAVEN 설치 고객사 테스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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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사 테스트 리포트 / 2014 >



7.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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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개선 : 가스 제거 효과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 생산

- 원가 절감 : 불량률 감소 효과로 획기적 원가 절감

- 회사 가치 상승 효과 : 품질 개선과 원가 절감에 따른 회사 가치 상승

-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원천 기술 : 플라스틱 부품으로의 교체를 통해 자동차 경량화 달성

 GAVEN 사용 효과 정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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