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astics

The benchmark in plastics  
processing. 
Our wear-reduction solutions for greater productivity 

The benchmark in plastics
processing.
Our wear-reduction solutions for greater productivity
and efficiency in injection molding and extrusion.



Injection molding and extrusion at its best.  
With BALINIT by Oerlikon Balzers. 

The mold surface plays a crucial role in injection molding and 
extrusion: The better its quality, the greater th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You can reliably 
attain this objective with innovative BALINIT® wear protection 

solutions by Oerlikon Balzers – a technology leader in hard 
coatings. BALINIT® coatings push your molds to peak 
performance and offer you numerous advantages in plastics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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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모성 우수

금형의 변색 방지

올리콘발저스의 BALINIT® 코팅으로

최상의 사출 및 압출 작업을 경험하십시오.

금형의 표면은 사출 및 압출 작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품질이 좋을수록 생산 공정에서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증대됩니다. 

경질 코팅 기술의 선두주자인 올리콘발저스가 제공하는 혁신적인 

BALINIT® 코팅의 내마모 솔루션을 통해 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BALINIT® 코팅은 고객 여러분의 금형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플라스틱 가공시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수지의 소착 방지

작동 파트의 마모 발생 개선

비활성 표면기술에 의한 
소착 감소

높은 코팅 경도

수명 향상과 스크랩 및 

사이클 타임 감소에 따른 

공구 비용 절감

장비 다운타임 감소 및 부품 품질 

향상을 통한 생산 비용 절감

플라스틱 사출 및 압출 작업을 위한 BALINIT® 코팅: 
생산성, 비용 효율성 및 공정 신뢰성의 향상

정비 및 세척 주기의 감소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절감

세라믹 물질 – 낮은 마찰계수 탁월한 표면 품질

충진률 및 이형성 개선

소착물에 대한 표면 보호 
기능 개선

비정질 탄소 코팅의 
우수한 내식성

Injection molding and extrusion at its best.  
With BALINIT by Oerlikon Balzers. 

The mold surface plays a crucial role in injection molding and 
extrusion: The better its quality, the greater th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You can reliably 
attain this objective with innovative BALINIT® wear protection 

solutions by Oerlikon Balzers – a technology leader in hard 
coatings. BALINIT® coatings push your molds to peak 
performance and offer you numerous advantages in plastics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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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성능 - 사출

에어벤트용 코어,
BALINIT® D코팅
(자동차 산업)

자동차 계기판 사출,
BALITHERM® PRIMEFORM 
(자동차 산업)

공구 수명
향상

생산성
향상

금형: 4 캐비티 
금형소재: 1.2343 ESU 
수지: PA6 I/X 
문제점: 
경면부의 스크래치 발생, 경면부의 세척의 어려움

금형: 캐비티 
금형소재: 1.2738 HH 
수지: PA66 + GF30% 
문제점: 
난연재를 포함한 유리강화섬유에 의한 금형 마모, 
스크래치, 플래시, 부식 

출처: fischerwerke GmbH & Co. KG, Germany 

솔루션: BALINIT® D

- 이형성 개선 
- 생산 효율성 및 신뢰성 증대 
- 경면 폴리싱 표면에 대한 내스크래치성 탁월 
- 금형의 세척 용이

솔루션: BALINIT® D

현저히 개선된 이형성, 최적화 된 가공성, 부품 품질 향상
- 생산 효율성 및 신뢰성 증대   
- 스크랩 비용 감소   
- 유지보수 비용 감소   
- 파팅면의 플래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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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성능 - 압출

PVC 창틀 압출, 
BALINIT® CROMA PLUS

플라스틱 필름 압출, 
BALINIT® CROMA PLUS

수지 흐름성
향상

세척을 위한 
다운타임 감소 

금형: 진공 캘리브레이션 유닛 
수지: PVC
문제점: 
코팅 미적용 시 유리섬유와 TiO2 가 평면구간 및 진공 홈 
부위에 마모를 유발하여 측면 스크래치와 스틱슬립현상의 
원인이 됨 

금형: 나선형 맨드렐다이 
수지: HDPE 
문제점: 
공정 1년 후부터 마모 스크래치를 유발할 수 있는 
유지보수 및 수지의 부분적 소착으로 인한 필름의 
표면 품질 저하

솔루션: BALINIT® CROMA PLUS

- 마모 및 스크래치 방지 
- 공구 수명 향상 (최대 9,600km까지 작업 가능) 
- 산화물층에 의한 수지 흐름성 30% 개선 
- 소착 감소
- 생산성 및 신뢰성 증대

솔루션: BALINIT® CROMA PLUS

탁월한 생산 효율성 및 신뢰성
- 소착의 현저한 감소 
- 내스크래치성 우수 
- 화학적 안전성 탁월 
- 코팅층 변화 없음



Carbon-based coatings:

BALINIT® DYLYN BALINIT® TRITON BALINIT® C
BALINIT® 

HARD CARBON

Thermoplastics

PE, PP, PB

PS, SB, SAN, ABS, ASA

PVC

PTFE, SPTFE, PVDF

POM

PA

PC, PBT (B), PET (P)

PPE, PEEK, PAEK / PPS, PSU, PES

PI

CA, CP, CAP

PMMA

TPU

Thermosets

PF

EP

UP

MF, UF, MP

Elastomere

PUR

NBR, EPDM, Si

Multipolymer TPE, FPM

*STAR버전은 높은 하중이 작용하는 적용 분야에 적합합니다.

*코팅 가능 소재: 고속도강, 플라스틱 금형강, 냉/열간 금형강, 스테인리스강, 열처리강, 초경 합금, 구리 베릴륨 합금 등

작동 코어류

(슬라이더/이젝터) 

/ 건식 작동

작동 코어류

(슬라이더/이젝터) 

/ 건식 작동

작동 코어류

(슬라이더/이젝터) 

/ 건식 작동

작동 코어류

(슬라이더/이젝터) 

/ 건식 작동

+ = 조건부 적합

+ +  = 적합

+ + +  = 매우 적합

모든 BALINIT® FDA 승인을 획득하였으므로 식품 산업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는 참조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모든 데이터들은 금형의 소재, 형상 및 표면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천 적용 분야

코팅 특성표 - 사출

Carbon-based coatings:

BALINIT® DYLYN BALINIT® TRITON BALINIT® C
BALINIT® 

HARD CARBON

코팅 물질 a-C:H:Si a-C:H Me-C:H ta-C

미세 경도 (HV 0.05) 2,500 2,500 1,500 5,000

강에 대한 마찰 계수 0.1 – 0.2 0.1 – 0.2 0.1 – 0.2 0.1 – 0.2

코팅 두께 (μm) 1 – 3 1 – 3 1 – 4 1 – 2

잔류 응력 (Gpa) -1.0

최대 적용 온도 (°C) 300 300 300 500

코팅 온도 (°C) 180 – 220 180 – 250 180 – 250 <150

코팅 색상 Black Black Charcoal Black

코팅 구조 Multilayer Monolayer Lamellar Monolayer

마멸 마모 ++ ++ + +++

응착 마모 ++ +++ +++ +

부식 마모 +++ ++ + ++

이형성

충진률

BALINIT® ARCTIC 
저온 코팅으로 사용 가능 (최대 200°C)

STAR 버전 적용 가능* x (Ti) x (CrN) x (CrN)

BALINIT® DUPLEX Series에서 사용 가능** x x x

BALINIT® ADVANCED Series에서 사용 가능***



Carbon-based coatings:

BALINIT® D BALINIT® CROVEGA BALINIT® CROMA BALINIT® CROMA PLUS BALINIT® A BALINIT® ALCRONA PRO BALINIT® LUMENA BALINIT® DYLYN PLUS BALINIT® DYLYN PRO

코팅 물질 CrN CrN CrN CrN+OX TiN AlCrN TiAlN a-C:H:Si a-C:H:Si

미세 경도 (HV 0.05) 1,750 1,750 2,500 2,500 2,300 3,200 3,400 2,200 2,100

강에 대한 마찰 계수 0.5 0.5 0.3 – 0.5 0.3 – 0.5 0.4 0.35 0.3 – 0.35 0.05 – 0.1 0.05 – 0.1

코팅 두께 (μm) 2 – 4 2 – 4 4 – 10 4 – 10 2 – 4 2 – 4 8 – 12 1 – 3 1 – 3

잔류 응력 (Gpa) -1.5/-2.0 -1.5/-2.0 -1.5/-2.0 -1.5/-2.0 -2.5 -3.0 -1.1

최대 적용 온도 (°C) 700 700 700 700 600 1100 900 350 350

코팅 온도 (°C) 200 – 450 250 250 – 450 250 – 450 200 – 450 470 450 180 – 220 180 – 220

코팅 색상 Silver grey Silver grey Silver grey Rainbow Gold-yellow Blue-grey Violet-grey Black Black

코팅 구조 Monolayer Monolayer Multilayer Multilayer Monolayer Monolayer Nanostrucktured Multilayer Multilayer

마멸 마모 ++ ++ ++ ++ ++ +++ +++ ++ ++

응착 마모 ++ ++ ++ +++ + + + +++ +++

부식 마모 + ++ ++ ++ + ++ ++ +++ +++

이형성 ++ ++ ++ ++ + ++ + ++ +++

충진률 + + + + + + +++ +++ +++

BALINIT® ARCTIC 
저온 코팅으로 사용 가능 (최대 200°C)

x x

STAR 버전 적용 가능* x (Ti) x (Ti)

BALINIT® DUPLEX Series에서 사용 가능**
(질화 + 코팅)

x x x x x x

BALINIT® ADVANCED Series에서 사용 가능***
(공구 표면의 향상된 지지 효과)

x x

Carbon-based coatings:

BALINIT® D BALINIT® CROVEGA BALINIT® CROMA BALINIT® CROMA PLUS BALINIT® A BALINIT® ALCRONA PRO BALINIT® LUMENA BALINIT® DYLYN PLUS BALINIT® DYLYN PRO

Thermoplastics

PE, PP, PB ++ ++ ++ +++ + +++ +++ +++ +++

PS, SB, SAN, ABS, ASA ++ ++ ++ +++ +++ ++ +++ ++ ++

PVC ++ ++ ++ +++ ++ ++ ++

PTFE, SPTFE, PVDF ++ ++ ++ ++ ++ ++ ++

POM ++ ++ ++ +++ + +++ ++ ++

PA ++ ++ ++ +++ +++ +++ +++ + +

PC, PBT (B), PET (P) ++ ++ ++ +++ +++ +++ +++ ++ ++

PPE, PEEK, PAEK / PPS, PSU, PES ++ ++ ++ +++ + +++ +++ ++ ++

PI +++

CA, CP, CAP +++

PMMA +++ +++ ++ ++

TPU + + + +++ ++

Thermosets

PF ++ ++ ++ +++ + +++

EP ++ ++ ++ +++ + +

UP + + + + +

MF, UF, MP ++ ++ ++ +++ ++ +++

Elastomere

PUR + + + +++

NBR, EPDM, Si ++ ++ ++ ++ +

Multipolymer TPE, FPM ++ ++ ++ +++ +

플라스틱 압출용에 

특화됨!

*STAR버전은 높은 하중이 작용하는 적용 분야에 적합합니다.

*코팅 가능 소재: 고속도강, 플라스틱 금형강, 냉/열간 금형강, 스테인리스강, 열처리강, 초경 합금, 구리 베릴륨 합금 등

코팅 특성표

추천 적용 분야

+ = 조건부 적합

+ +  = 적합

+ + +  = 매우 적합

모든 BALINIT® FDA 승인을 획득하였으므로 식품 산업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는 참조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모든 데이터들은 금형의 소재, 형상 및 표면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Carbon-based coatings:

BALINIT® D BALINIT® CROVEGA BALINIT® CROMA BALINIT® CROMA PLUS BALINIT® A BALINIT® ALCRONA PRO BALINIT® LUMENA BALINIT® DYLYN PLUS BALINIT® DYLYN PRO

코팅 물질 CrN CrN CrN CrN+OX TiN AlCrN TiAlN a-C:H:Si a-C:H:Si

미세 경도 (HV 0.05) 1,750 1,750 2,500 2,500 2,300 3,200 3,400 2,200 2,100

강에 대한 마찰 계수 0.5 0.5 0.3 – 0.5 0.3 – 0.5 0.4 0.35 0.3 – 0.35 0.05 – 0.1 0.05 – 0.1

코팅 두께 (μm) 2 – 4 2 – 4 4 – 10 4 – 10 2 – 4 2 – 4 8 – 12 1 – 3 1 – 3

잔류 응력 (Gpa) -1.5/-2.0 -1.5/-2.0 -1.5/-2.0 -1.5/-2.0 -2.5 -3.0 -1.1

최대 적용 온도 (°C) 700 700 700 700 600 1100 900 350 350

코팅 온도 (°C) 200 – 450 250 250 – 450 250 – 450 200 – 450 470 450 180 – 220 180 – 220

코팅 색상 Silver grey Silver grey Silver grey Rainbow Gold-yellow Blue-grey Violet-grey Black Black

코팅 구조 Monolayer Monolayer Multilayer Multilayer Monolayer Monolayer Nanostrucktured Multilayer Multilayer

마멸 마모 ++ ++ ++ ++ ++ +++ +++ ++ ++

응착 마모 ++ ++ ++ +++ + + + +++ +++

부식 마모 + ++ ++ ++ + ++ ++ +++ +++

이형성 ++ ++ ++ ++ + ++ + ++ +++

충진률 + + + + + + +++ +++ +++

BALINIT® ARCTIC 
저온 코팅으로 사용 가능 (최대 200°C)

x x

STAR 버전 적용 가능* x (Ti) x (Ti)

BALINIT® DUPLEX Series에서 사용 가능**
(질화 + 코팅)

x x x x x x

BALINIT® ADVANCED Series에서 사용 가능***
(공구 표면의 향상된 지지 효과)

x x

Carbon-based coatings:

BALINIT® D BALINIT® CROVEGA BALINIT® CROMA BALINIT® CROMA PLUS BALINIT® A BALINIT® ALCRONA PRO BALINIT® LUMENA BALINIT® DYLYN PLUS BALINIT® DYLYN PRO

Thermoplastics

PE, PP, PB ++ ++ ++ +++ + +++ +++ +++ +++

PS, SB, SAN, ABS, ASA ++ ++ ++ +++ +++ ++ +++ ++ ++

PVC ++ ++ ++ +++ ++ ++ ++

PTFE, SPTFE, PVDF ++ ++ ++ ++ ++ ++ ++

POM ++ ++ ++ +++ + +++ ++ ++

PA ++ ++ ++ +++ +++ +++ +++ + +

PC, PBT (B), PET (P) ++ ++ ++ +++ +++ +++ +++ ++ ++

PPE, PEEK, PAEK / PPS, PSU, PES ++ ++ ++ +++ + +++ +++ ++ ++

PI +++

CA, CP, CAP +++

PMMA +++ +++ ++ ++

TPU + + + +++ ++

Thermosets

PF ++ ++ ++ +++ + +++

EP ++ ++ ++ +++ + +

UP + + + + +

MF, UF, MP ++ ++ ++ +++ ++ +++

Elastomere

PUR + + + +++

NBR, EPDM, Si ++ ++ ++ ++ +

Multipolymer TPE, FPM ++ ++ ++ +++ +

BALITHERM® PRIMEFORM

up to 1,400

0

400

380/480

++

+

++

+

+

BALITHERM® PRIMEFORM

+++

+++

++

++

+++

+++

+

+++

++

++

++

*코팅 가능 소재: 고속도강, 플라스틱 금형강, 냉/열간 금형강, 스테인리스강, 열처리강, 초경 합금, 구리 베릴륨 합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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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 from high-end wear protection solutions for your
plastics processing applications. Contact us now!

평택센터 (본사)

17792,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한산길 49 
T 031 680 9900 
F 031 683 9905

군산센터

54001,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무역2길 
15, 3동 (오식도동 표준공장)  
T 063 460 9900
F 063 460 9905

광주센터

622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3번로 41-8, 가동 C호 
T 062 956 9902 
F 062 956 9906

경산센터

38469,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125-13
T 053 854 9900 
F 053 854 9905

부산센터

46742,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66 
T 051 974 9900 
F 051 974 9905

Headquarter
Oerlikon Balzers Coating AG
Balzers Technology and  
Service Centre
Iramali 18
LI-9496 Balzers
Liechtenstein
T +423 388 7500
www.oerlikon.com/balzers

올리콘발저스코팅코리아(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