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chnical Service Memorandum 315 

K-Resin의 재사용 
 

스티렌(Styrene)과 부타디엔(butadiene)의 공중합체인 K-Resin 그레이드 

중 두 종류 KR-01과 KR-03은 작은 제품에서부터 큰제품까지 다양하게 사

용되어 왔습니다. 

소개 
두 그레이드 모두 가공능력에 있어서 뛰어난 것은 검증되어 있으나, 만일 큰 응력아래에서

높은 온도로 오랜동안 가공되면 수지는 열화(劣化 변질, 맛이 감)되기 쉽습니다. 이 리포트

는 KR-01과 KR-03수지를 분쇄하여 재가공하는 리사이클링 과정을 7번 실행한 후 그에 

따라 변하는 가공 상태와 물리적 특성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지름 6인치, 무게 30그램의 그릇을 사출 성형하여, 이것을 표준품으로 삼아

서 분쇄와 재가공을 한 후, 그것을 테스트 시편과 나선흐름도 테스트 샘플

로 삼았습니다. 그릇은 250톤 짜리 토글 클램프 타입의 신시내티 밀라크론(Cincinnati 

Milacron) 사출성형기로 사출하였습니다.  사출품은 분쇄한 후 리사이클링하였는데 분쇄품

을 100% 사용하였습니다. 수지가 온도와 응력을 받는 회수를 높이기 위하여 전부 7회에 

걸쳐 분쇄, 재가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절차 

 

위 절차에 의해 여러번 성형된 샘플의 재성형성(再成型性), 즉 다시 성형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번 다시 성형하여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논의 
표1은, KR01과 KR03의 나선흐름성분석(Spiral Flow Analysis)과 표준 흐름도분석은 서로  

관계가 있고, 두 레진 모두 상대적으로 많는 회수로 재분쇄하여도 안정성을 가지는 것을 보

여 줍니다.(그림1). 

테스트 결과, 수지의 점도저하를 나타내는 흐름특성(Flow Property)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흐림도(Haze)는 눈에 뛸만큼 흐려지지 않았고, 또한 용융지수의 감소도 나타나지 않

았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수지의 가교현상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수지의 온도에 대한 안정성은 250도에서 30분간 노출하여 노출전과 노출후의 용융흐름도

(Melt Flow)를 비교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이 비교는 수지의 열화경향을 시사합니다. 이 테

스트 결과는 수차례의 재가공 단계를 거치면 수지는 열화(劣化)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

는 것을 나타냅니다.(표2). 

사출 성형품 시편을 테스트한 결과(표2)는 물리적 특성이 어느정도 변한다는것을 보여줍니

다.  재가공함에 따라 황색이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그림2), 또한 흐림도가 약간 증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동시에 광투과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그림3) 

KR01 및 KR03 둘다, 여러번 분쇄하여 재사용하여도 물성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 단지 색

깔과 안정성의 저하가 있을 따름입니다. 만약 가혹한 온도나 응력만 피한다면, 두 그레이드 

모두 분쇄하여 재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좋은 물성을 발현할 것입니다. 

 

표1     

나선 흐름도(spiral flow)  

재분쇄횟수 흐름 길이(in) 시편 무게(그램) 

 KR 01 KR 03 KR 01 KR 03 

신제품 25.7 27.2 8.6 9.1 

3회 26.1 28.0 8.7 9.4 

7회 26.5 29.2 8.9 9.8 

 

 

 

 

 

 

 

 

 

 

 

 

 

 

 

 



 

 

 

 

 

 

 

 

 



표 2.       

Physical and Optical Properties 

 KR 01 KR 03

Property 

(물성) 
신제품 3회차  7회차 신제품 3회차 7회차 

Flow Rate, g/10 min 

(용융지수) 
7.5 8.7 9.2 7.9 8.7 10.2 

Hunter Blue Color(-b) 

(헌터 블루 칼라) 
-3.0 -3.4 -3.2 -5.3 -4.9 -4.8 

Haze, % 

(흐림도) 
3.5 3.4 3.8 4.5 4.9 5.2 

Light Transmission, % 

(광투과율) 
90.4 90.1 89.8 89.9 89.5 88.7 

Hunter Yellow Color(b) 

(헌터 황색 칼라) 
3.0 3.6 4.2 3.5 4.4 5.4 

Vicat Softening Point, ℉ 

(비스캇 연화점) 
198 196 197 184 183 182 

Heat Deflection 

 Temperature, 264 psi, ℉ 

(열변형 온도) 

166 163 163 163 165 163 

Notched izod impact, 

1/8”,ft-lbf/in 

(아이조드 충격 강도) 

0.27 0.25 0.22 NB NB NB 

Tensile Yield Strength, Psi 

(인장 항복 강도) 
4200 4150 4150 3300 3200 3200 

Elongation, % 

(신율) 
13 14 14 130 148 137 

Flexural Modulus, psi 

(굴곡 탄성율) 
213,050 207,100 212,200 209,600 208,850 211,350 

Flexural Yield Strength, 

psi(굴곡 항복 강도) 
6200 6000 6000 4100 4000 4250 

Shore D Hardness 

(경도) 
70 70 70 65 65 65 

Melt Flow Stability, 

   % change 30 minutes 

(흐름도 안정성) 

-16.4 -96 gelled +3.1 -37.8 -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