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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PRODUCT > COLORANTS > PLASTIC > PET

CLEAN, EASY AND PAINLESS:
• Color concentrate는 새로운 개념의 PET용 Pigment(염료) 입니다
• Solid, Liquid, Wax 형태의 PET 염료 사용에 기인한 공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산성 및 율적인 원가관리를 위해 개발된 제품 입니다.
• FDA, EU Food contact 기준 인증제품
• 적용 Application:
Blow molding bottles
Thermoformed Containers
Extruded film
Trays
Variety of other packing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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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COLOR CONCENTRATE :
• Very Accurate dosing through uniform pellets
사이즈가 균일한 Pellet형태로써 정량 투입이 용이하고, Streak 또는 Swirl 현상이나,
색상 불 균일 (Color Strength / Opacity variation)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Pellet형태의 Pennacle PET 제품은, 매우 적은 0.05%의 투입량 에서도 정확한 발색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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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COLOR CONCENTRATE :
• Maximum Intrinsic Viscosity retention
일반적으로 PET Colorants의 투입은 PET Polymer자체의 점도를 매우 빠르게 감소
시켜 (PET Polymer 또는 분자의 질량을 감소시켜) PET 제품의 물성을 감소 시킵니다.
P
Pennacle
l PET는 이러한 점도의 변화없이 최대한 PET원 물성에 가까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Pennacle PET는 Initial IV에서 97% 이상의 수준을 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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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COLOR CONCENTRATE :
• High pigment loading
매우 적은 Pellet의 투입으로도 충분한 발색이 가능하도록 Pigment는 Wax, Liquid, Solid
형태의 PET용 염료보다 Color concentrate가 High loading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적은 양의 Pellet으로 Opaque(불투명) 까지 매우 적은 양의 Pigment를 사용하여
발색이 가능하도록 도와 드리며, 적은 양의 Pigment가 들어가는 만큼, Process 공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LDR (Let down ratio)
• Opaque Bottle : 2% ~ 4%
• Transparent Application : 0.5% ~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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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COLOR CONCENTRATE :
• Direct dispense
Pennacle PET제품은 Drum(Packing)에서 어떠한 부가적인 작업 없이 바로
Color feeder로 투입하시어 제품을 생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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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COLOR CONCENTRATE :
• No delamination
• No processing problems
Pennacle
l PET의
의 Resin Package형태는
형태는 모든 PET & PETG
G base
b
Resin과
과 호환 가능
합니다.
Screw slippage, 흡습 문제 및 설비와 관련되어 생산 시 대부분의 Colorant 사용시
발생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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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COLOR CONCENTRATE :
• SCORE?

작업 편리성

완제품의
물성변화

보관성

제품 균일도

작업특성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
공개, 배포
배포,, 복사 또는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금지됩니다.
Any unauthorized dissemination, distribution, copying or us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s strictly proh
prohibited.
ibi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