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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성형기용 세정제【사출】

가늘어서 압도적인 표면적 비율을 가지는 유연한 Glass wool 
단섬유가 GF에 비해 성형기 내 긁힘을 억제하면서, 구석구석까지
세정을 합니다。

Mail : info@ecomaru.world
製品専用:http://ecomaru.world

무상 샘플을드립니다

중형~ 대형 성형기
10년 이상 분해 청소 못해、
불량으로 고민하면서
・・・뭔가 하고는 있는데･･･

흑점 제거
안료・염료
칼라변경불만

분해청소
ecomaru로

◇파란 안료 ◇빨간 염료
Master Batch로성형한 후의
칼라 변경이 나쁘다

◇ 흑점으로 불량률이 높아 고민
◇ 장시간 정지 후seal을가열하면
흑점의 원인이 됩니다. (수축박리현상)

Glass wool은 섬유길이가 짧고 섬유경이 가늘고 부드럽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면적 비율로 고세정을 실현합니다。

많은 Glass 모서리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불필요한 오염물을 떼어냅니다。

고세정원리 종래【GF】

신소재로 가늘고 유연한 Glass Wool 단섬유개발

고객상담사례

작업장내 환경 대응
냄새와 연기를 억제한 환경개선

작업시간단축 사용량 삭감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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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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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都荒川区西日暮里2-22-3アネックスウエスト4階
03-6806-8501 http://nanodax.jp

최전선에서, 문자 그대로「Made in Korea」의 고품질 제품을 만들고 있는 모든 분들이, 
성형기의 세정 관련 문제 또는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은,  발전된 오늘날에 와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Nanodax는 생각합니다。「최전선의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
세상에 이미 많은 세정제가 있으나,  후발주자인 우리들이 가능한 것이 무언인지 계속 생각하며 도전하겠습니다。

세계최초!

종래 Glass  Fiber

신소재 Glass Wool

평균길이 0.8㎜ 정도
섬유직경 11㎛ 정도

긴 섬유길이
굵은 섬유직경

평균길이 0.06㎜ 정도
섬유직경 4～6㎛ 정도

짧은 섬유길이
가는 섬유직경



【검증조건】
◇ Grade:GWS ◇ 성형기용량:100톤
◇ 온도:270℃                  ◇ 평가내용:수지변경・칼라변경
◇ 수지종류:ABS(black) ➡ PC-ABS(natural)

KEYWORD

◉ 검사담당자
지금까지 흑점이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불량이 되었습니다.  
Ecomaru로퍼지를 하고 나서는, 흑점 불량이 극적으로 낮아져서
품질 개선이 가능해졌습니다. 

◉ 성형담당자
Ecomaru의세정력에 놀랐습니다. 
Ecomaru 영업담당자로부터 사전에, ecomaru를처음 이용하면, 
“지금까지 안나오던 오래된 이물질이 나오는 현상” 이있으니
놀라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현상은「지금까지는
세정이 되지 않았던 이물질이 ecomaru에의해 세정이 되는것으로
、사용권장량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정후、흑점불량이 낮아짐

불량률 검사수량

세정전 9.96% 1024
세정후 2.80% 1570

불량율 삭감

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타사 계면활성 타입의 세정제로 퍼지 실시
바로 NATURAL색으로 바뀌어 퍼지를 종료

② 그 후, ecomaru로 바꾸어 퍼지를 다시 하자, 회색과 흑점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총 3kg를 사용하여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퍼지 실시

세정상황

사용자 평가

삭감효과【불량률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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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례 ecomaru【 플라스틱 성형기용 세정제 】

자동차부품성형

가전제품성형

KEYWORD

◉ 기존에사용하고있던타사 GF함유
세정제는세정 후、GF를제거하기위해
별도의전용세정제로 2회퍼지를하고
있었습니다. 
Ecomaru는별도 전용세정제 퍼지없이
다음수지로바로 전환이가능하여
대폭적인비용 절감 실현이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GF함유세정제는 Glass섬유잔류가
걱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ecomaru도같은
걱정을하였으나전혀 다른결과에많이
놀랐습니다. 

◉ 대형사출기는연기가많이발생하여 화재
경보음발생을걱정하며작업을했습니다. 
Ecomaru는연기가매우적어좋았습니다. 
또한, 냄새도거의없었습니다. 

사용자평가
삭감효과【세정비용삭감】비용 삭감 환경 개선

세정 비용 삭감

【종래】 ￥5,135/회
⇩

【ecomaru】￥2,959/회
삭감효과 ￥2,176/회
삭감률 42.4％

before after
A社 ecomaru

세정제단가 ¥850/㎏ ¥800/㎏
세정제사용량 3.5㎏ 3㎏

세정제 사용 비용 ¥2,975 ¥2,400
GF제거세정제단가 ¥600/㎏ ¥600/㎏
GF제거세정제사용량 2㎏ 0㎏

GF제거 세정제 사용 비용 ¥1,200 ¥0
shot 횟수 18shot 10shot
초/shot 30秒 30秒
세정시간(합계) 540秒 300秒

세정시간인건비환산 ¥225 ¥125
단가 ¥400/㎏ ¥400/㎏
사용량 1㎏ 0.6㎏

신규수지전환재료비 ¥400 ¥240
shot횟수 6 4
초/shot 30秒 30秒
신규수지전환시간(합계) 180秒 120秒

신규수지전환인건비 ¥75 ¥50
단가 ¥40/㎏ ¥40/㎏
사용량 6.5㎏ 3.6㎏

폐기물처리비 ¥260 ¥144

세정 비용 합계 ¥5,135 ¥2,959

ecomaru로 변경에 의한 삭감금액 ¥2,176

삭감률 42.38%

세정제

【검증조건】
◇ Grade :GWS ◇ 성형기용량:350톤
◇ 온도 :240℃ ◇ 수지종류:ABS
◇ 평가내용:칼라변경 『녹색 ➡ 백색』

PP・PE

스틸렌계「ABS・AS・HIPS」

POM・PA6/66・PBT

PC・PC-ABS

GWS

적용 수지 Grade

GPC

적용온도

200～320℃ 80ton 0.2～0.4
125ton 0.4～0.6
550ton 1.5～2.5
800ton 4.0～6.0
1250ton 6.0～8.0
3000ton 15～20

성형기용량

（형체력）
사용량（㎏）

GWP 180～280℃

◉ Glass 배출이 잘 되는 설계입니다. 
◉ Glass 잔류가 걱정인 고객을 위해, Glass배출에 적합한

Grade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문의 바랍니다. 

ecom
aru

Grade

24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