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U (Thermo Plastic Polyurethane) : 열가소성 폴리 우레탄
1.폴리우레탄 원료

-폴리우레탄 구조

1)Cain Extender
2)Polymeric Glycol
3)Polyisocyanate

2.열가소성 폴리우레탄의 특징
1)인장강도, 신율등이 타 고분자에 비해 매우 우수함
2)내약품성, 내용제성이 우수함
3)내마모성이 우수함
4)가소제 사용없이 Softness가 우수함
5)친환경적인 제품으로 PVC 대체용으로 널리 사용됨
6)경도의 선택이 넓어 타 제품에 비해 가공성이 우수함
7)내열성이 우수함
8)열가소성의 특징으로 인해 재활용이 가능함
9)마스터 배치를 사용하여 색상등의 작업이 용이함
10)인쇄및 착색 작업이 용이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됨

3.열가소성 폴리우레탄의 테스트 용어
1)인장강도 : 외부에서 당기는 힘에 대한 저항력
2)신율 : 파단시까지 늘어나는 길이
3)인열강도 : 찟어짐에 대한 저항력
4)UV 저항성 : 자외선에 대한 저항성
5)내마모성 : 숫돌등의 회전시 마모되는 정도
6)연화점 : 가열시 연해지는 시점의 온도
7)경도 : 단단한 정도 (share A)

4.진흥공업 TPU의 주요 사용방법 및 제품
1)일반 제품
제품명

사용처

사용방법

JTC1003

의류 ,완구류, 스피커엣지,앞치 -고주파 및 열을 가하여 성형후 제작
마, 의료기기 , 인조가죽용 등 -원단과 합지후 제품 가공

JTC1015

의류 , 테이프용 등

-원단합지후 의류등으로 가공

JTC1028

난연용 의류 및 외장재 , 자동
차 방음제

-원단 합지 및 건축외장용으로 가공

JTC1056

신발마크 , 상표 등

-나염처리후 고주파 및 프레스 가공

JTC1057

가방, 인조가죽용 등

-원단과 합지및 고주파 처리후 제품 가공

2)기능성 제품
제품명
JCA2002

사용처
투습방수용(아웃도어 의류 및

사용방법
-원단 합지후 의류 및 장갑 내부로 가공

JCA2002

투습방수용(아웃도어 의류 및
장갑 등)

-원단 합지후 의류 및 장갑 내부로 가공

JEA3001

신발마크 , 상표 등

-나염 및 고주파 처리후 가공

JEX4001

신발 상표 , 의류용

-나염처리후 고주파 가공 및 원단합지후 의
류 내부용으로 가공

JEX9001, A
JEX9002

키패드 (핸드폰 , 리모컨 , 전화
-제품에 인쇄 및 열가공후 키패드 외장 가공
용 등)

JAX10001

보호용 및 반사지 등

-제품에 인쇄 및 접착처리후 제품 가공

1)일반 제품
①JTC1003

가방 등 외장재

각종 상표

스피커 엣지

②JTC1015

의류 내부용

③JTC1028

자동차 내장용

④JTC1056

테이프류

아웃도어류

인조피혁

신발 상표 및 바닥재

2)기능성 제품
①JCA2002

아웃도어 의류 내부

장갑내부

등산화내부

③JEX 9001 , JEX 9002

키패드용 내장재

③JAX 10001

보호용 필름

4.TPU의 제조방법
1)T-Die
호퍼통에 이송된 원재료는 고온의 열풍을 이용하여 습기를 제거한다.
제습된 원재료는 실린더 내부의 스크류로 이송되며 이때 수지(액상)로
바뀌게 된다.
실린더를 지나 T-다이를 거쳐 1차 냉각롤을 지나면서 다시 필름형태로
변하면서 롤러의 종류에 따라 투명, 무광등의 제품표면을 만든뒤 숙성롤러
를 거쳐 완전한 필름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때 양 SIDE 부분은 두께가 맞지않아 칼날등을 이용하여 스레팅 시킨후
마지막 와인더 롤에 와인딩을 시킨다.

마지막 와인더 롤에 와인딩을 시킨다.

2)Blown
블로운 형태도 T-다이와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1.T-다이와는 다르게 공기를 이용하여 냉각을 시킨다 - 제품의 표면을 인
위적으로 만들수 없음
2.T-다이의 경우 제품이 한면이 제조되는 반면 블로운은 양면 즉, 2개의
제품을 만들수 있음.
3.공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두꺼운 제품의 경우 제조하기 어렵다 (0.1T이상
의 제품 제조 어려움 발생)
4.블로운의 경우 2-LAYER가 아닌이상 TPU 고유의 성질인 TACKY성으로
인해 100% TPU 제조가 어려워 TACKY성을 없애주는 첨가제를 혼합하여
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