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Y-GARD    제품 소개서 
® 



SECURE YOUR CARGO 

PROTECT THE ENVIRONMENT 
불확실한 화물 고박으로 매년 100만톤 이상의 화물이 데미지를 입고 있습니다. 



1 Application – 팔레트 (Pallet) 



1 Application – 드럼 (Drum) 



Step 1 

먼저 TY-GARD 를 붙일 컨

테이너 벽의 이물질 등을 

보루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낸다. 

1 Application – 톤백 



1 Application – IBC탱크 



2 Features & Benefits of TY-GARD® 

작업의 용이성 
 

- 쉽고 빠른 설치 및 해체 

제품의 손상 방지 

- 스틸 밴드 등 미사용 

쇼링 비용 절감 

- 목재 Chocking 대비 

별도의 훈증 절차 필요 없음 

- 물류 비용 절감 

Tensile Strength 

- 5ton / barrier 



TY-GARD® 
 

-  Ty-Gard®는 폴리에스테르제 다중섬유대와 아크릴계 

   강화접착제로 제작된 새로운 충격흡수 시스템입니다. 

 

-  Ty-Gard2000® 1Roll로 21개의 Barrier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드럼, 플렉시블 백, 팔레타이징 제품, 페이퍼 롤 및 기타 

    다양한 제품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Ty-Gard®는 광범위한 온도와 습도 범위에서 탁월한 

   접착력을 유지합니다. 

 

-  컨테이너 벽에서 쉽게 제거되며 벽면에 잔류물이  남지 

    않습니다. 

3 PRODUCTS 



TY-PATCH® 
 

-  Ty-Gard®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Ty-Gard® 밴드를  

   접착하는 데 사용됩니다. 

 

-  Ty-Patch 2000® 1Roll로 50개의 Barrier를 만들 수 있습니다. 

    (1.5m씩 잘라서 사용했을 기준) 

 

-  5피트(1.5m)이상의 길이로  사용하십시오. 

3 PRODUCTS 



TOOL-KIT 
 

TY-Gard® 시공에 필요한 공구 입니다. 

 

구성품 : 

스페너(SPANNER) – 1EA 

롱 렌치(LONG WRENCH)  - 1EA 

본딩 롤러(BONDING ROLLER)  -1EA 

가위 – 1EA 

 

 

DISPENSOR 
 

Ty-Gard® 시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치할 수 있는 이동

형 거치대입니다. 

 

Ty-Gard® 1롤, Ty-Patch® 1롤, TY-TOOL ®을 모두 거치 할 수 

있습니다. 작업시간을 단축해 줍니다. 

3 PRODUCTS 



구분 TY-GARD® TY-PATCH® 

Fibers 

재질 
Polyester / Kevlar hybrid Polyester Hybrid 

Dimension 

규격 
40cm X 150m 40cm X 75m 

Thickness 

두께 
0.23mm (9Mils) 0.23mm (9Mils) 

Tensile 

인장강도 
1,000 lbs / inch Width 1,000 lbs / inch Width 

Elasticity 

탄성 
6% 3% 

Memory 

복원력 
98% 96% 

Temperature resistance 

허용온도 
-40℃ ~ 121℃ -40℃ ~ 121℃ 

4 Specification 



4 Specification 



AAR 인증 (American Accociate Railroads) 

(미국 철도 협회 인증서)  

Lloyds Register 

(로이드 선급 협회 인증서) 

5 Certification 



  Step 1 
   먼저 TY-GARD ® 를 붙일 컨테이너 벽의 

   이물질 등을 보루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낸다. 

Step 1 

먼저 TY-GARD 를 붙일 컨

테이너 벽의 이물질 등을 

보루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낸다. 

  Step 2 
   적입 할 화물의 Size를 바탕으로 

   TY-GARD ®를  시공할 부분을 계산하여 

   미리 표시해 둔다. 

  Step 3 
   미리 표시해 둔 부분에 TY-GARD ® 를 

   롤러를 이용하여 단단히 눌러 붙인다. 

 

6 Installation Procedure 



  Step 4 
   붙이고 남는 부분(전면 커버용)은 

   컨테이너 도어에 임시로 고정해둔다 

 

Step 1 

먼저 TY-GARD 를 붙일 컨

테이너 벽의 이물질 등을 

보루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낸다. 

  Step 5 
   양쪽 컨테이너 벽에 시공한 TY-GARD를 

   중앙에서 겹친 후 WRENCH를 이용 

   적절한 텐션(Tension)으로 당긴다. 

  Step 6 
   5번 과정을 완료한 TY-GARD® 위에 

   TY-PATCH ® 를 덧대어 붙인 후 

   RENCH를 제거한다. 

6 Installation Procedure 



   Step 7 
     WRENCH 제거 후 롤러를 이용하여 

     TY-PATCH ® 를 단단히 눌러 붙인다. 

 

Step 1 

먼저 TY-GARD 를 붙일 컨

테이너 벽의 이물질 등을 

보루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낸다. 

                 Step 8 – Finish    
                 최종점검 후 작업을 완료한다.    

7 Installation Procedure 



8 Questions / Comments? 

TY-GARD KOREA CO., Ltd.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76 대한통운빌딩 1401호 

Tel 

051-403-1035  

E-Mail 

tygard@ty-gardkorea.com 

Website 

www.ty-gardkorea.com 

Fax 

051-403-1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