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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d2w 기술의 장점

• 1%만 추가하면 됩니다.

• 기존의 순수한 생 플라스틱 또는 재활용 플라스틱에
도 적용 가능합니다.

• PE와 PP제품에도적용가능합니다.

• 제조 과정에 별도의 추가 변화 과정 없이 기존 과정
그대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 사용 기간 동안 제품의 기존 성질은 사라지는 것
없이 그대로 보존 됩니다.

• 고객분들은 심포니 사의 기술&마케팅 팀의 전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플라스틱을 유효기간의 마지막 기간에 (산소가 있다는 조건 하에) 다른
분자 구조를 가진 물질로 바꿔줍니다. 진행 과정의 마지막 기간에서는 더이상 플
라스틱이 아닌 물질이 되며, 자연 환경에서 생분해가 가능한 물질로 바꿔집니다

d2w 기술을 응용한 생분해과정 단계 :

21.d w 마스터 배치가 제조과정에 추가 됩니다.

2. d w를 포함한 필름은 압출 되어 봉지 또는 포장 형
태의 제품으로 바뀝니다.

3. 정해진 유통 기한 동안 제품은 일반 플라스틱 제품과 같
은 성질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4.유통 기한이 지나고 나면, 봉지나 포장형태의 본 제품은
사용자에 의해 폐기되면서 자연 환경에 노출 됩니다.

5. d2w 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제품은 산소가 있는 환
경에서 분해를 시작합니다.

6. 분해가 시작되면서 그에 이어 생분해가 시작되고,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없이, 멈출 수 없이 진행 되며, 그 결과, 이산화탄소,
물, 바이오매스만 남기게 됩니다.

기준들– 다음의기준은d2w를 포함하고 있
는 테스트 제품에 적용되는기준입니다

• British Standard 8472

• American ASTM D6954

• United Arab Emirates Standard 5009:2009

• French Accord T51-808

• Saudi Standard SASO 2879

산화 생분해성플라스틱을사용
하여 환경 보호에참여 하세요

주의: 상위의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응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기술 팀에 의뢰를 부탁 드립니다.
d2w의 공급은 관련 국가 또는 관심이 있는 국가의 목적에 의
거하여 규제 승인에 따라 조건적으로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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