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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VEN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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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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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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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VEN 기술소개



FILTER 실사진

FILTER 내부구조

FILTER 작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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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

토피도

하우징

노즐

2-1. GAVEN 기술소개 – FILTER 구조



2-1. GAVEN 기술소개 - 사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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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VENT NANO FILTER 



사용 30일 후사용 전

PLASTIC 원료

2-1. GAVEN 기술소개 - FILTER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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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출용 GAVEN FILTER SYSTEM 구조 및 원리
GAVEN 실사진 (3 TON/HR)

GAVEN FILTER SYSTEM 기술 및 원리(압출)
§ GAVEN FILTER SYSTEM이란 PLASTIC 수지 압출과정에서 발생하는 GAS, 수분 및 저분자

화합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는 Mechanical Engineering 및 Polymer Processing Science
Technology를 융합한 특수금속나소필터기술로서 “GRAPHENE 과 각종폴리머 (PA, PET, PC,
PBT, ABS, POM, SURLYN, 기타 플라스틱수지)등” 이종·다종 간의 물질을 물리적, 기계적으로
분산, 융합 및 결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특수금속나노필터 기술을 말함



§ GRAPHENE-POLYMER 복합 신소재란 “GRAPHENE 과 각종 폴리머 (PA, PET, PC, PBT, ABS, POM, 기타 플
라스틱수지)등” 이종·다종 간의 물질들을 GAVEN (GAS VENT NANO SYSTEM) 라는 “특수금속나소필터기
술”을 통해 물리적, 기계적으로 분산, 융합 및 결합함은 물론 PLASTIC 수지 압출 및 사출 과정에서 발생하
는 GAS, 수분 및 저분자 화합물질 등을 제거 및 고분자화하여 만든 새로운 형태의 복합 신소재를 말함.

§ GRAPHENE-POLYMER 복합 신소재의 종류 (예)

• GRP/PA 소재

• GRP/PET 소재

• GRP/PC 소재

• GRP/PBT 소재

• GRP/ABS 소재

• GRP/POM 소재

압출 그래핀폴리머(GRAPHENE-POLYMER) 복합 신소재 란?

GAVEN FILTER

복합소재(RESIN)폴리머

(PA)

(PET)

(PC)

(PBT)

(ABS)

(POM)



§ GRAPHENE-POLYMER 복합 신소재의 특징

• 친환경 소재
• 우수한 내마모성 / 충격강도 / 인장강도 / 탄성율 / 기계적 특성
• 정전기방지 /  UV차단 / 원적외선 방출 / 높은 열전도성 / 낮은 재료 소모량
• 일반적인 고분자 플라스틱 원료는 압출 성형 등 용융과정에서 가수분해된 기체(수분), 가소화된

가스 및 유해 저분자 화학물질을 제거하지 못하는데 반해,
• GRAPHENE 과 PET, PA, PC, PPS, PBT등 폴리머수지를 당사의 GAVEN-FILTER SYSTEM을 통하여

분산, 융합 및 결합하여 고분자 화합물질을 만들더라도 인체에 STEARIC ACID, OLIGOMER, 
TRIGOMER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제거된 GRAPHENE-POLYMER 신소재를 만들 수 있음

• 특히, MEPPS 기술을 통해 GRAPHENE을 POLYMER에 분산, 확산 및 융합시키는 기술을 통해 각
종 GRAPHENE-ENHNANCED 복합섬유, 고강도, 신축성, 방탄 등 기능성 섬유, 각종 POLYMER 부
품, 완제품 등으로 적용분야를 확대 할 수 있음

압출 GAVEN SYSTEM 적용 그래핀폴리머 복합 신소재 란?

GAVEN 다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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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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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테스트 리포트 >

1. GAVEN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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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테스트 리포트 >

1. GAVEN 개요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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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GAVEN 기술소개 - 사출 품질테스트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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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 TEST 결과 1 / PA6 / 드레스단추 > 품질 변화

After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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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TEST 결과 2 / PET / 헤어드라이기> 품질 변화

After

2-1. GAVEN 기술소개 - 사출 품질테스트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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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TEST 결과 3 / PC, ABS > 품질 변화

After

2-1. GAVEN 기술소개 - 사출 품질테스트



Before

18

< 자체 TEST 결과 4 / PE > 제품 내부 밀도 변화

After

2-1. GAVEN 기술소개 - 사출 품질테스트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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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BIC TEST 결과 4 / PE / 렌즈 > 제품 내부 밀도 변화

After

2-1. GAVEN 기술소개 - 사출 품질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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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GAVEN 기술소개 - 사출 품질테스트



1-1 사출기 GAVEN SYSTEM 과 일반(OPEN NOZZLE)비교



1-2 사출기 GAVEN SYSTEM 과 일반(OPEN NOZZLE)비교



1-1 GAVEN SYSTEM 평과 GAS 탄화발생 상태 (PPS-G/F 30%)



1-2 GAVEN SYSTEM 평과 GAS 탄화발생 상태 (PPS-G/F 30%)

■ 일반 노즐은 약 30SHOT에서 금형의 VENT LINE 막힘에 따라 GAS 탄화가 발생
하는 것에 반하여, GAVEN을 사용함에 따라 약 10배(300SHOT) 길어 짐.



Original nozzle GAVEN SYSTEM

10shots

20,000shots

30,000shots N/A

2
5

1.5 Prolong Maintenanc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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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Oct Nov Dec(1-22)
Other scrap 10675 62977 2975 6350
Weld Line 35008 40335 12468 9416
Hair Line 13490 13281 1413 4738
Air bubble 17551 47927 30674 20678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Sorting PPM distribution

The data from production and sorting record, with the development of mold and process, the main 
defect - weld line , hair line and other defect has been reduced to lower level after Oct. But the air 
bubble PPM is also take over 50% on total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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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Gaven Nozzle, we tracked the sorting PPM data after 23th-Dec. The data as below,

Sep Oct Nov Dec(1-22) Dec(23-31) Jan
Other scrap 10675 62977 2975 6350 2214 1640
Weld Line 35008 40335 12468 9416 8487 5438
Hair Line 13490 13281 1413 4738 4387 9495
Air bubble 17551 47927 30674 20678 984 395
Total PPM 76725 164520 47530 41182 16072 16967

76725 

164520 

47530 
41182 

16072 16967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Sorting PPM distribution

1.3 Higher Product Quality 

After G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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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VEN 기술소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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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제습기 대체시 Energy saving 효과 >

§ 기존제품은 제습기 및 호퍼 드라이어 등의 건조장치 설치 필요 / 가벤은 제습,건조 없이 바로 사출가능

2-1. GAVEN 기술소개 - 사출 품질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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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PPERWARE 테스트 결과 >

§ 불량률 감소, 청소시간 감소로 인해 시간 단위당 생산량 2배 가까운 증가

Description
Normal
(STD)

Vacmeltor Gaven

Reduction(%)

(Normal-
Vacmeltor)

(Normal-
Gaven)

Test hours 8hrs 8hrs 8hrs - -

Total scrap rate(%) 14.4% 11.5% 4.3%
-2.9% 

(20.1%)
-10.1% 
(70.1%)

scrap rate(%)
(only gas / silver 

mark)
9.5% 7.6% 2.4%

-1.9%
(20.0%)

-7.1 %
(73.7%)

Mold cleaning times 14times 5times 1time
-9times 
(64.3%)

-13times 
(92.9%)

Loss time
(for mold cleaning)

14*15min 
= 210min

5*15min 
= 75min

1*15min 
= 15min

-135min 
(64.3%)

-195min 
(92.9%)

Unit / 8hours 544 840 1048

- Resin : PET ULTEM 

2-1. GAVEN 기술소개 - 사출 품질테스트



2-1. GAVEN 기술소개 – 외부기관 평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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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일반 사출 Gas Filter 결과

가스 & 수분
불량 발생률

10%~30%
불량률 1% 이하

(수요기업 품질기준 대비)
§ 불량률 감소로 원가절감

기존 제품은 수지
겉표면 수분만 제거

Gas Filt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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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GAVEN 외부기관 평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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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표면처리 응용기술(3DD/3DL) – 기술 개요

• Plastic 제품의 사출 후 진행되는 여러 단계의 후가공 공정(도장, 코팅, 

진공증착, 점착)을 GAVEN을 적용함으로써 하나로 동기화하여 기존

공정의 불합리점, 시간/공간의 낭비 등을 획기적으로 제거하였고, 3D 

표면처리를 가능케 한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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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 공정

기존 GAVEN 차이점

사출 -> 간이포장 -> 이동 -> 
도장 -> 코팅 -> 완성

사출 -> 완성

1) 혁신적인 공정 축소

2) 도장/코팅 공정이 필름으로 대체, 획기적인 품질 향상

3) 제품 불량률 최소화 (40% ->5% 이하)

u 기존 사출 공정과 GAVEN의 3DL/3DD의 차이점

u GBRAND의 3DL/3DD 기술

§ 사출에서 완성까지의 여러 공정을 하나로 동기화 함으로써 생산성 ,품질 ,원가



2-2. 표면처리 응용기술(3DD/3DL) –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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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광 질감과 무광 질감을 동시에 표현
• 금형 상에서 구현 할 수밖에 없는 이

중사출 질감 표현

• 안테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금속

소재의 색상과 질감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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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m상에서 기존방식으론
불가능한 고무질감 표현

• 제품 표면의 페턴을 FILM상에서 구현
• 나무에서 느껴질수 있는 따뜻하고

거친 질감을 FILM상에서 구현

2-2. 표면처리 응용기술(3DD/3DL) –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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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미러

휠 커버 도어 헨들 헤드 램프

라디에이터 그릴

핸들 기어

우드 그레인

- 금속, 나무 소재의 느낌을 유지하되 차제 경량화를 위해 자동차 내/외관을 3DD/3DL필름으로 구현

2-2. 표면처리 응용기술(3DD/3DL) – 적용 범위



- 백색가전 : 중대형 제품인 냉장고, 세탁기 등의 곡면 부위 패턴 이미지를 Film으로 구현
36

패널

도어 핸들

패널

도어 핸들

전면 데코

패널

2-2. 표면처리 응용기술(3DD/3DL) – 적용 범위



2-3. 압출시스템

국내 ‘S’사 적용사례

- 필름제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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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압출시스템

국내 ‘S’사 적용사례 - 필름제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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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압출시스템

국내 ‘S’사 적용사례 - 필름제조장비

- 필름 내 올리고머 제거 확인!

ㅓGas Vent SystemㅓRoutine

39



2-5. 3D-MiD Technology

40

플라스틱 사출물

박막 금속물

§ 플라스틱 표면을 가공하여 금속을 입히고 바로 칩을 취부하는 기술로써, 현재의 PCB를 대체하여 박
막 제품생산의 한계를 극복할 차세대 기술입니다. 

§ 가벤을 이용 사출할 경우, 더욱 정밀한 플라스틱 표면 가공이 가능하며 스위스에 위치한 독일계 회
사 HARTING사와 기술 교류 중.

§ GAVEN System을 이용하여 순수 고분자 플라스틱을 얻을 수 있기에 가능



2-5. 3D-MiD Technology

41

< 3D-MID Technology> < 3D-MID Technology Process>



2-5. 3D-Mi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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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1. PCB 면적 최소화

2. 제품 설계 시 두께 및 크기 축소 가능

3. 납/수은 등의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축소

4. 3차원 형태의 PCB 설계 가능

[적용 분야]

1. 휴대폰/스마트폰 등의 통신기기의 회로 및 안테나

2. 디지털 제품의 회로 장치

3. 생활 가전 및 Household 제품의 회로

4. 자동차 /선박/항공/우주 분야의 회로 부품



2-7. 신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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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86%

마그네슘 + 플라스틱 철

가격 1/6무게 1/5

플라스틱 수지 + 이종물질 = 신소재 개발

: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볍고 가격도 저렴

: 기존 이종물질 혼합 시 가스발생으로 제품화 어려웠음.

§ 기존 신소재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가스발생을 GAVEN 기술을 통해 해결



2-7. 신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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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1%를 줄이면 연비 1%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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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1. 풍부한 매장량

2. 금속 경량화

3. 충격 방지 및 진동 흡수

4. 친환경 제품 제조

[적용 분야]

1. 자동차 프레임 및 내장재

2. 전기/전자 제품의 전자파 차단 외관 케이스

3. 항공/우주 산업 소재

4. 건설 자재

5. 금속으로 이루어진 경/중장비

2-7. 신소재 개발



2-8. 산업군별 적용사업

Gas Vent Technology 적용가능 9개 사업 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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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 야 내 용 비고

1 자동차 - 표면 품질 향상, 다이캐스팅 제품의 플라스틱화, 휘발성 물질
제거한 부품 생산

사출
/

코팅

2 전자 - 전자제품, 도금/도색대체, 유리대체 고투과율 아크릴 제품 생산

3 생활/유아 - 장난감 제조 분야, 유아 제품 활용 등 안전한 제품 생산

4 광학(렌즈) - 휴대폰렌즈, 컨텍트렌즈, 자동차 전조등 수율 및 품질 향상

5 식품/의료 - 아세트알데히드 가스 저감 PET병, 유해가스 저감 의료기 생산

6 군납 - 인장강도 향상으로 내구성 강화, 군용 제품 경량화 가능

7 필름 - 고광택 필름 생산 : 올리고머 / 비점비물을 줄인 필름 양산 압출

8 원유방재/
가스시추

-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 : 순수 바닷물 공급
- 원유유출 사고시, 원유/가스 시추시 활용 가능한 기술

필터

9 건설/건축 - H빔을 대체할 건설 원자재 사업 분야 , 상 하수도 배관 압출



3-1. 국내외 특허출원 진행현황

▷ 국내 특허 현황

- 국내등록 : 4건

- 심사진행 : 4건

Total : 8건

▷ 해외 특허 현황

- 등록국가 : 21개국

: 미국,일본,중국,호주,싱가포르, 캐나다

말레이시아,캐나다, EP 1개국,필리핀

인도

- 신규 PCT 출원 2건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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