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BIC 지속 가능성 HIGH-END 
솔루션 강화 
PCR 원료를 사용한 LEXAN™  EFR 필름



LEXAN™ EFR 필름 포트폴리오에 추가된 최신 기능 소개;

LEXAN™ EFR535 & EFR565 필름, PCR (Post Consumer Recycle) 지속가능성 하이-엔드 솔루션을 

위한 LEXAN™ EFR535 및 EFR565, 2개의 PCR(재활용 원료를 사용한)필름.

SABIC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플라스틱이 우리의 환경, 쓰
레기 매립지 또는 바다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 세상을 희망
합니다. SABIC의 과학자들은 글로벌 환경 탄소를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리메이크하
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
니다.

SABIC Functional Forms 사업부에서 출시한 LEXAN 
EFR 필름 제품은 글로벌 재활용 과제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개발된 LEXAN EFR535 및 EFR565로 업데이트되었
습니다.

이신제품들은 SABIC의 순환경제에 기여를 보여주는
TRUCIRCLE™ 포트폴리오의 일부입니다. LEXAN EFR 필
름의 설계에 사용된 PCR(재활용된 소재) 수지는 LEXAN
EFR 필름과 동등한 성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또한, 브롬 및 염소계 난연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난연 기술을 제공합니다.

SABIC LEXAN EFR 필름의 진화

EFR65 EFR85 EFR735

친환경, 경량, 난연성, 지속 가능성

EFR95 EFR95X EFR33 PCR EFR 535,565



응용 가능한 분야:
•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용 배터리 팩 및 어댑터

• 열/전압 차폐 및 절연물

• 다이컷 절연체 및 스페이서

• 라벨 및 오버레이(예: 가전제품)

새로운 LEXAN™ EFR 필름 포트폴리오는 글로벌 전기 및 전자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제
품에 포함된 할로겐화 첨가제를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친환경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우수한 에코 솔루션입니다.

장점:

전기 및 기계적 특성이 우수

높은 내화학성 및 내가수분해성

UL-94 인증, VTM-0 TO V-0

접착제와 호환

높은 온도에서 최적의 치수 안
정성을 제공

친환경 난연성

뛰어난 내구성

비브롬계, 비염소계 준수

“ LEXAN™ EFR535 & EFR565 및 EFR565 
필름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친환경
재료에 대한 기준을 계속 높이고 있는
SABIC의 또다른 본보기입니다 

Ravi Menon 
SABIC’s Functional Forms 

사업부 Product 매니저



제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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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IC
Functional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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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f .info@sabic.com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SABIC FF사업부 세일즈 담당에 문의하십시오.

면책 사항:  SABIC의 재료, 제품 및 서비스 또는 해당 자회사 또는 계열사(" 판매자" )는 요청 시 제공되는 판매자의 표준 판매 조건에 따
라 판매됩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 및 권장 사항은 선의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셀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현, 보증 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i) 이 문서에 설명된 모든 결과는 최종 사용 조건에서 얻어집니다. 또는 (ii) 판매자의 재료, 제품, 서비스 또는 권장사항
을 포함하는 모든 설계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효과 또는 안전성에 대해, 판매자의 표준 판매 조건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판매자는 해
당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각 사용자는 적절한 최종 사용 및 기타 테스트 및 분석을 통해 
셀러의 재료, 제품, 서비스 또는 사용자 특정 용도에 대한 권장사항의 적합성을 스스로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문서나 구두 진술
의 그 어떤 것도 판매자가 서명한 서면에서 특별히 동의하지 않는 한 판매자의 판매 표준 조건 또는 본 면책 조항 중 어떤 조항도 변경
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재료, 제품, 서비스 또는 설계의 사용 가능성에 관한 판매자의 진술은 판매자의 특허권 또
는 기타 지적 재산권에 의거하거나 특허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재료, 제품, 서비스 또는 설계의 사용에 대한 권고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SABIC 및 ™로 표시된 브랜드는 SABIC 또는 자회사 또는 자회사의 상표입니다.
© 2022 SABIC. 무단 전재 금지

www.SABIC.com/ff 

LEXAN™

Polycarbonate Film

Tough
Virtually
Unbreakable

LEXAN is a trademark of SAB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