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산업용 고기능 솔루션

Driving High-Performance 
Automotive Solutions 

Together



     빅트렉스는 신뢰성 향상, 불량으로 인한 리콜 위험 감소, 보증 기간 연장 등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을 지원합니다.

   빅트렉스는 고객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부품 단순화를 구현해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설계를 돕습니다. 

   빅트렉스의 독보적인 전문성은 안전 및 
주행 편의성을 강화하여 보다 스마트한 
제품과 부품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빅트렉스는 지난 35년 동안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객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빅트렉스는 PAEK 솔루션에 
대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시장 동향을 관찰하고 업계 리더들과 열린 대화를 통해 
고객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합니다

고기능 엔지니어링 폴리머 VICTREX™ PEEK에 기반한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빅트렉스가 제공하는 혜택



안전·주행 편의성

전 세계 2억명 이상 운전자들이 
빅트렉스 PEEK 부품이 적용된
ABS/ESC 브레이크 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억명+
운전자

빅트렉스 PEEK 기어는 
소음 진동을 기존 대비 

50% (3dB)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50%
소음 저감

연비 효율
부품 단순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설계를 지원합니다.

새롭게 개발된 빅트렉스 WG 폴리머를
적용한 미세구조 씰링과 스러스트 워셔로 
토크 손실을 160W에서 90W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44%
최대 

마찰 감소

빅트렉스 PEEK는 진공 펌프와 
오일 펌프의 기능을 결합해

연비를 2% 정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연비 향상

빅트렉스 PEEK는 운전 경험 최적화를 위해 기존 기술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안전·주행 편의성 비용 효과

빅트렉스 PEEK는 밸브콘 
생산 공정을 단순화하여 

기존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대비 
제품 비용을 80%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80%
비용
절감

신뢰성 향상
내마모성이 뛰어난 빅트렉스 PEEK를 적용한 부품 설계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폴리아미드 대비 10배 이상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베어링 내구성 시험에서 폴리아미드는 1,000시간을 
넘기지 못하는 반면, 빅트렉스 PEEK로 제작한 베어링은 
10,000시간 이상 사용에도 물성 저하가 없습니다 

빅트렉스 PEEK를 적용한 씰링, 가이드링, 베어링은 
PTFE 재질 대비 부품 사용 수명이 

4배 정도 향상됩니다

10x
PA 대비

이상의
내구성

4x  
사용 수명 향상

빅트렉스는 신뢰성 향상, 불량으로 인한 리콜 위험 감소, 보증 기간 연장 등 비용 대비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을 지원합니다.

는 밸브콘 
생산 공정을 단순화하여 

기존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대비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빅트렉스는 지난 35년 이상 고기능 열가소성 플라스틱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혁신적인 자동차 회사들과 협업해 왔습니다. 또한 고객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성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고객의 니즈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안전과 편의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객들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자동차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만도도 동일한 목표를 추구합니다. 만도는 빅트렉스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ABS/ESC 등 안전 시스템을 한층 강화한 최첨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만도 소재 연구개발 김성수 전무

빅트렉스는 미래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고 

솔루션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혁신적인 파트너입니다. “

“

보쉬 구매 담당 
피터 루프 (Peter Lu� )  이사

독보적인 전문성으로 신뢰를 쌓아갑니다

“
메탈다인 엔지니어링 담당 

스티브 슈발리에 (Steve Chevalier) 이사

메탈다인과 빅트렉스는 지난 9년 동안 긴밀한 협력을 통해 3기통 및 4기통식 
내연 엔진의 밸런스 샤프트와 밸런스 샤프트 모듈에 필요한 기어를 설계 

및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량, 관성 모멘트, 생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NVH도 개선하여, 밸런스 샤프트 및 밸런스 샤프트 모듈 
애플리케이션에서 기존 금속 재질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빅트렉스의 지원은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빅트렉스는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빅트렉스는 자동차, 항공, 에너지, 전자 전기, 의료 등 주요 업계에 대한 고기능 폴리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40개 이상의 지역에서 700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런던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빅트렉스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위해 고객들과 긴밀하게 협업합니다. 빅트렉스의 PAEK 
기반 솔루션은 차세대 모바일 기기, 원유 시추용 공구, 고효율 자동차 및 항공기, 체내 삽입형 의료 기기 

등 업계 내 선도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빅트렉스는 고객이 다양한 기술과 제품의 가능성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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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은 
빅트렉스 자동차 담당이나 

이메일(automotive@victrex.com)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빅트렉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inkedin.com/victrex
twitter.com/VictrexAuto

vimeo.com/victrex

제공된 성능 관련 정보는 빅트렉스에 개별적으로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