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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VEN, 가스 
 ̊수분 완벽 제거로 불량률 최소화

세계 최초 노즐 통한 가스·수분 제거 기술 개발로 사출성형 문제 해결

(주)한텍코리아 김 상 인 대표
플라스틱 사출 성형에서 오래도록 풀리지 않던 문제 중의 하나가 가스와 수분으로 인한 불랑이다.

GAVEN은  해답지처럼 효과적인 가스 ·수분 제거로 불랑률을 낮출 수 있는 기술이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낸 김상인 대표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GAVEN (GAS VENT NANO

TECHNOLOGY)’
 
이 란 한도철강(주

)

의 자회사인 (주)한텍코리아가 2008년

에 출시한 제품으로, 완전히 용융된 플

라스틱 원료가 사출기 금형에 사출되기

직전에 노즐에서 가스 및 수분을 분리

배 출하는 장치 다.

GA'/EN을  완성하기까지 자금의 압
박, 테스트 설비의 미흡함, 무수한 시행

착오, 더딘 성과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한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할 수 있

었던 것은 목표를 향한 뚜렷한 절실함과

열정 때문일 것이다. 즉 플라스틱 성형

에 있어 쉽게 개선되지 않았던 가스·수

분 제거에 관한 업계 전반의 기대와 당

면한 과제를 철저하게 해결하고자 했던

개발 의지가 어우러져 GA'玘N이 탄생

한 것이다.

한텍코리아의 김상인 대표이사는 “많

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기

에 세계 최초의 가스와 수분을 완벽히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다”고 밝

히고, “GNEN을 기반으로 성장을 도

모해 기술 개발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덧 붙였 다.

■ (주 ) 한텍코리아

세계 최초 가스 ·수분 완벅 제거

사출기에는 용융된 수지를 금형 내로

분사하기 위한 노즐이 장착된다. 사출기

노즐은 용융된 수지를 스크류 실린더를

이용하여 사출 금형으로 공급한다. 기존

의 사출기 노즐은 용융된 수지가 사출

포페트의 외주면을 지나갈 때 가스가 배

출되도록 하고 있으나, 용융된 수지로부

터 가스를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구성 은 없다.

따라서, 사출구를 통해 분사되는 용융

수지에는 다량의 가스 성분들이 포함되

어 불량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종래의

벤트링이 가스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

하지 못하므로, 용융된 수지에 포함된

가스 성분들을 건조시키기 위해 별도의

건조기가 필요했다. 따라서 설비가 복잡

하고 제작비용이 과대해지는 문제점 이

있었다.

더불어 제거된 가스에는 다량의 유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제거하지 않고

배출하게 되면 대기를 오염시킬 수도 있

었다. 저가 사출물은 열풍 건조만으로

제품의 사출이 가능하지만, 고강도 ·정

밀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일수록 제습 과

놔:::::: ::::::::::::::::::f::쁑 熙푸프빽팩뿌구웍퍅뼉彛똑蠻零찍뿍:-:::

정이 필요하다. 고가의 제습 장비를 쓰

더라도, 수분과 가스 제거가 완전하지

못해 불량률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었다. GAVEN은  수지가 용융

된 상태에서 가스를 효과적으로 추출하

는 세계 최초의 기술인 것이다.

G爪/EN을 사용할 경우 수분과 가스

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때문에 불량률을

낮출 수 있다. 특히 휴대폰 케이스나 자

동차 내 ·외장재의 경우 불량품이 나올

경우 폐기할 수밖에 없는데 GA'/EN을

통해 제조원가를 비롯해 생산품의 운반

시간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제조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타르 등을 걸러내기 때문에 청소

횟수가 감소하고, 청소주기가 길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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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노무비의 절감은 물론, 금형 수

명을 연장할 수도 있다. G爪/EN을 통

해 만들어진 제품의 스크랩과 불량품에

서 생기는 재활용품은 재활용 원료로서

재생 가능해 원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

다. 사출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정화해

깨끗한 공기로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오

염도 막을 수 있다. 동급 제습기 사용과

대비해 볼 때 전력사용량도 감소해 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

국내 ·외 시장 적극 공략

한텍코리아는 다년간의 노력으로 이

룩한 기술을 국내외 시장에 널리 알리

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시장

의 경우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많아져 문의가 늘고 있지만, 영세한 업

체가 많아서 가격에 부담을 느

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

상인 대표이사는 “국내에서는

GAVEN을 일반 노즐과 동일

시하여 ‘무슨 노즐이 이렇게

비싸냐 ·’
 

며 가격을 문제 삼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말하며

아쉬 움을 나타냈고, “G瓜/EN

은 단순한 Nozzle’
 
이 아니라

제습 및 가스 제거를 위한 필

수 요소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또한 “가격 정책은 해외 대

비 80,ι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격이 높

은 이유는 정밀도가 높고, 해외 출원 비

용과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체

OEM이 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다.

해외 시장의 경우, 일본 전시회에 꾸

준히 참가하는 등 일본 시장의 문을 1

극 두드리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1 I

상인 대표이사는 “일본은 세계 2, ::二

를 다투는 거대한 규모의 사출성형

장이고, 고밀도 ·고품질의 제품을 많˛

생산하고 있어 가격에 대한 저항이 읕=

다”고 말하고, “일본 업체들은 GA'I:

을 단순히 가스 제거 기계로 생각하=

않고, 넓은 안목에서 GAλ7EN이 금형 
으: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필수 설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GAVEN에 대한 픈

심 이 높다”
 

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기술 복제도 설

할 뿐만 아니라 높은 정밀도를 요하지 않

는 제품 생산이 많아서 중국 시장 진출c:˙

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σ'

뉴질랜드나 동남아 등 습도가 높은 지∈

에서도 G瓜厄N의 제습 능력을 높이 畏
˙

가해 문의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미국ㅛ

싱가폴 등에 지사를 두어 해외 판매를 도

모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국내든 국외든 많은 업체가 관심을 갗

는 것은 G瓜/EN의 탁윌한 성능을 입증

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제습 기능이 좋

아선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또한

비가 많이 올 때 더욱 문의가 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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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한텍코리아

고 말하던 김상인 대표 이사의 말 속에

서 어느 흘러간 유행가의 한 구절을 떠

올릴 수 있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GAλrEN' 이 라고.

고객의 요구에 부합 노력

한텍코리아는 2008년  제품 출시 이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을 아

끼지 않고 있다. 사용자의 조작 편의를

위해 기존에 사출기와 분리되어 있던 작

동 방식을 사출기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노즐을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했고, 경량화와 더불어 설치에

필요한 공간도 줄였다. 또한 주로 PC,

아크릴, PET 등의 범용 플라스틱 수지

의 사출성형 에 쓰이던 제품의 활용 범위

를 LED, 콘넥타, 자동차 부품 등에 활

용되는 수지의 사출성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넓 혔다.

GA、rEN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수
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만 LED 전용의 경우 노즐을 최대한 짧

게 하는 것처럼 각각의 수지 특성을 고

려해 맞춤형으—로 기계를 제작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한텍코리아는 지속적 
으로 GAλrEN의

보완할 점을 체크하여 더욱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김

상인 대표이사는 “아직 1

천t 이상의 사출성 형 기 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지 못하

고 있다”고 하면서 “제품이

커질수록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줄여야 하고, 단

위시간당 수지 배출량도 빨

라야하고, 내구성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철저한 연구가 필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

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객

의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생

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고 전했다.

지속적 개발로 성장 꾀할 것

GA'rEN은 세계적인 원료 화학 회사

인 Sdbay ExxonMobⅡ , Sabic 등에서

실시한 여러 테스트를 통해 효과가 검증

되먹서 국내를 비롯한 세계 굼지의 글로

벌 기업들이 관심을 보여 구매협상을 진

행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주목하고 있

다. 또한 산업 전반에 걸친 친환경·경

ㅏ
幻 EI ●

GA/ㅑ˜

ㅣ

제품 : Lower Case / 원료 :PRA

제픕 : 퍼지 2 / 원료 : PBT

사용 전 사용 후

량화 추세에 따라 생산되는 사출성형 제

품들인 LED leade1·

'alne, 
자동차 부

품, 렌즈 등이 고정밀·고밀도를 요구하

고 있어 GAλΞN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전 망이 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김상인 대표이사

는 “올해의 매출 실적을 66억 원, 향후

5년 내에 5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전ㅎㅏ고, “향후에는 ,''출 썽형뿐민 어

니라 압출 성형 분야에서도 기술을 개발

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

다”
 

고 비전을 밝혔다.

GAλ/EN은 종착점 이 아니라 도약을

위한 과정 이다. G瓜ΞN 기술을 기반으

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른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향상된 기술개발이

이어질 것이다. 이는 서두르지 않고, 꼼

꼼히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주)한텍코

리 아의 성장과 궤를 같이할 것이다.

(주
) 한텍코리아

TEL : 031 귁33-6825˜ 6

www. gaven.co. kr

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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