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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성형 (Extrusion molding)

필름가공 (Film process)

①압출성형:열가소성 수지를 실린더에 넣고 가열 용융시켜 스크류(screw) 이용,
연속적으로 다이(die)로부터압출, 성형 방법

② 압출성형용도:파이프(Pipe), 시트(Sheet), 필름(Film), 전선피복, 이형품, 
펠렛(Pellet) 등이 압출기에 의해 생산

1) 압출성형이란?

2) 압출성형공정

①다양한압출성형공정

• T 다이 압출 (시트, 필름用)
•인플레이션 압출 (시트, 필름, 튜브用)
•파이프, 튜브, 이형품 압출
•둥근 봉 압출
•모노 필라멘트 압출
•전선 피복 압출
•연신성형법
•압출코팅
•발포성형 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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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성형 (Extrusion molding)

필름가공 (Film process)

3) 필름생산용압출성형공정

① T 다이압출

•방법: 시트(sheet) 또는 필름의 성형 위해 옆으로 긴 직선상 다이 통해
압출하는 필름 제조공정
•특징: T자형(字形) 다이 모양을 갖고 있고, 용융된 폴리머는 T자의 다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다이로 내려져 다이 안에서 좌우로 확산되어 T자 위의
횡부분에서 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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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성형 (Extrusion molding)

필름가공 (Film process)

3) 필름생산용압출성형공정

②인플레이션압출

•방법: 가열, 용융된 원료를 원형고리 모양의 다이로부터 원통 형태로
압출되고 부드럽게 용융되어 긴 원통형의 형물내에 공기를 넣어 팽창 및
냉각시켜 필름 제작
•특징: 용융체를 여러 방향으로 배출가능하고, 수냉식과 공랭식 냉각법이
있음. 수냉시 냉각속도에 의해 결정 구조가 변화되므로 투명성와 강도,
인장력이 향상됨.

필름 인플레이션 다층필름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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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성형 (Extrusion molding)

필름가공 (Film process)

4) 압출성형공정

https://www.youtube.com/watch?v=RY--RP0kEjU



카렌다성형 (Calendaring molding)

필름가공 (Film process)

①카렌다성형: PVC, ABS 등의 수지를 열롤에서
일정 두께로 연속 압연(壓延)

②카렌다성형용도:필름, 시트, 벽지, 인공피혁 (레자), 바닥재 등 제작

1) 카렌다성형이란?

2) 카렌다성형공정

①다양한카렌다성형특징

• 2~4개의열롤을 조합해 생산.
롤배열 형식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음. 

• 역 L형과 Z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캘린더 롤은 4개뿐 아니라 많은 롤의
다양한 배치가능. 

②카렌다성형공정방식

• 압연에 의해 성형중인 시트에
천압착 통해 인공피혁 제작

• 시트 표면에 모양 삽입시, 미리 파놓은
엠보싱롤을 시트면에 눌러 붙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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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렌다성형 (Calendaring molding)

필름가공 (Film process)

3) 카렌다성형공정

https://www.youtube.com/watch?v=0E5L_SsPx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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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파운딩 (Compounding)

기타가공 (Other process)

1) 컴파운딩이란?

①컴파운딩:사용목적에 따라 여러 첨가제, 충진제, 보강제 등을 섞어주는 공정
②컴파운딩의목적: 주어진 처방에 따라 각종 첨가물을 균일분포, 형상으로 혼합

2) 컴파운딩공정

• 처방 (Formulation technology)이 확립된 제품의 생산 기술
• 필요 공정: 원료 혼합/분산 공정 (Mixing & Dispersion), 강화공정 (Reinforcing)

원료수지 혼합 공정 (Alloying/Blending), 휘발성분 제거 (Degassing)     
펠릿 제조 공정 (Pelletizing), 반응형 컴파운딩

①컴파운딩공정기술 (compounding technology)

②혼합

• Dispersive mixing: Agglomerate나 gel 등을 분쇄해 matrix내 분산 혼합
• Distributive mixing: 혼합 대상 물질의 점도가 matrix의 점도와 비슷하거나

domain 크기의 감소 없이 단순 위치변경으로 균일 분포



①열성형:열가소성 고분자판, 시트 또는 필름을 Tg 이상으로 가열/연화후,
진공이나 압력을 가해 틀 모양으로 2차 성형하는 방법

②열성형용도: 일회용 식기 등

- 가공 형상에 따라 다양한 열성형
굽힘가공, 자유취입성형, 진공성형, 압공성형, 프레스성형

열성형 (Thermoforming)

기타가공 (Other process)

1) 열성형이란?

2) 열성형공정

①다양한열성형

• Step 1: 수지를 틀에 고정후 가열/연화
• Step 2: 진공/압력을 가한 후, 성형품 만든 후 냉각/고화
• Step 3: 성형 후 마무리 손질해 제품 완성

②열성형공정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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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공 (Other process)

①진공성형:열성형법의 일종. 판재를 금형위에 클램프한 채 가열/연화 후, 
진공으로 판재를 다이에 밀착, 진공상태를 만들어 성형, 냉각

②진공성형방법: 스트레이트법, 드레이프성형, 에어슬립법, 플러그 보조성형

1) 진공성형이란?

진공성형 (Vacuum forming)

2) 진공성형공정

①진공성형의특징

•금형비용 낮고, 작업이 간단하고, 금형 한쪽 만으로 성형가능해 소량생산에 적합
•작은 용기, 욕조, 냉장고 내장품, 간판 등의 대형 성형품에 적용

②진공성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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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성형 (Vacuum forming)

기타가공 (Other process)

3) 진공성형공정

https://www.youtube.com/watch?v=bsdNZFMplyM



기타가공 (Other process)

연신성형방법 (Stretching Molding)

①연신: 필름이나 시트, 단섬유(모노필라멘트)등을배향시키는 것
한 방향으로 (1축 연신) 또는 가로·세로 양 방향으로 늘리는 것 (2축 연신)

②연신공정
•연신 공정: 필름이나 시트를 연신온도(80-140℃)까지 가열 후 양 끝을 텐더의
클립으로 집어 가로방향으로늘리면서 동시에 일정 핏치로 클립간격을 확대해서
세로 방향으로 늘리고 열처리 후에 와인딩 하는 방법

1) 연신성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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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성형방법 (Stretching Molding)

기타가공 (Other process)

3) 연신성형공정

https://www.youtube.com/watch?v=8XE8SG1CYRc



기타가공 (Other process)

압출코팅 (Lamination)

1) 압출코팅이란?

①압출코팅:그라프트지, 알루미늄박, 플라스틱 필름 등에 T다이에서 압출된
또 다른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 증착시켜 제작

②압출코팅방법:서멀라미네이트 (종이, 접착필름, 부직포 가열롤에서 압착), 
핫멜트 라미네이션 (핫멜트 타입 접착제), 드라이 라미네이션
(기재 표면에 용제로 녹인 접착제 도포, 건조후 접착), 
웨트 라미네이트 (수용성 접착제), 논솔벤트 라미네이션 (무용제
반응형 접착제 도포후 가열로 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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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플라스틱용접: 1차 가공 필름, 슬라브, 파이프, 로드 등 접합 및 조립가공
플라스틱이 녹을 정도 온도로 가열해 눌러 붙이면서 접합, 
열가소성 플라스틱에만해당

②플라스틱용접의종류
• 열풍용접:열풍기로 플라스틱을 녹여서 용접
• 열기구용접:인두와 같은 열기구 이용
• 마찰용접:맞댄 플라스틱을 마찰열로 녹임
• 고주파용접:높은 주파수의 전기장을 이용
• 초음파용접:초음파에 의한 국부 마찰력 이용

기타가공 (Other process)

1) 플라스틱용접이란?

플라스틱의용접 (Plastic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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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첨가제의분류와기능

분류 기능

기계적물성개선제 (Mechanical property modifiers)
Plasticizers Increase flexibility 

Impact modifiers Improve impact strength 

Reinforcing fillers Increase strength properties 

Nucleating agents Modify crystalline morphology 

표면물성개선제 (Surface property modifiers) 
Slip and antiblocking agents Prevent film and sheet sticking 

Lubricants Prevent sticking to machinery 

Wetting agents Stabilize dispersions of filler 

Antifogging agents Disperse moisture droplets on films 

화학적물성개선제 (Chemical property modifiers) 
Flame retardants Reduce flammability 

Ultraviolet stabilizer Improve light stability 

Antioxidants Prevent oxidative degradation 

Biocides Prevent mildew 

미학적물성개선제 (Aesthetic property modifiers)

Dye and pigments Impart color 

Odorants Add fragrance 

Nucleating agents Improve light transmission 

가공물성개선제 (Processing property modifiers)
Plasticizers Reduce melt viscosity 

Slip agents and lubricants Prevent sticking to processing machinery 

Thickening agents Increase viscoity of polymer solution or dispersions 

Heating stabilizers Prevent degrdation during processing 

Defoaming agents Reduce foaming 

Blowing agents Manufacture stable foams 

Emulsifiers Stabilize polymer emulsions 

Crosslinking (curing) agents Crosslink polymer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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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성형가공
- 사출성형, 중공성형, 압축성형, 주형

2) 필름가공
- 압출성형, 카렌다성형

3) 기타가공
- 열성형, 진공성형, 연신성형, 압출코팅, 플라스틱용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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