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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업리스트

잠재파트너

기능성 코팅·필름
•썬시스템즈(주)는 산불 진화제, 의학용 필름코팅제를 개발했고, 의료패치용 점착제, 정제/캅셀용
‘pre-mix 필름’ 코팅시스템 구축
•(주)쎄코는 진공증착용 담체 기술 및 고품질 표면코팅제 제조기술을 확보한 진공증착 코팅 전문 업체
- 기능성 초발수 나노코팅제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터치스크린패널, 광학용 렌즈, 차량용 유리 등
수요산업에 코팅제 공급
•엔아이씨(주) 다목적 전기전자용 필름, 액정보호 필름 개발
- 유리 대체용 고경도 강화필름, 고기능 방탄필름 등 산업용 필름 출시
- 전기전자소재용 박막필름, 클린룸, 롤투롤(roll-to-roll) 시스템, 광접착필름 제조라인 보유
•(주)아이피아이테크는 내열성 폴리이미드소재 필름 국산화에 성공하고 비열가소성 폴리이미드
바니시를 이용한 특수 필름코팅 기술력 확보
- 국내 스마트폰과 반도체 및 화학분야 대기업에 폴리이미드 소재 납품
•(주)에버켐택은 전자재료, 신소재 전문기업으로 인라인 공정에 적용 가능한 코팅제 및 연성회로기판용
전자파 차폐, 도전성 접착 필름을 중국에 수출
-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내 대기업에 공급하며, 전도성 고분자를 활용한 대전방지 코팅제를 주력제품,
그래핀 소재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연구 중
•(주)인테코는 고기능성 필름 제조업체로 OLED 관련 제품 국산화에 성공
- (주)인테코는 인텍나노소재(주)의 가족회사이며, 인텍나노소재가 연구개발, 인테코는 필름,
인텍CND는 소재생산에 집중하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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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팅 및 필름 주요 기업
구분

기업명

강남화성

원소재

구분
주요품목

페놀수지, 폴리우레탄수지

웹사이트

위치

www.kangnamchem.com

•본사: 서울시 서초구
•기술연구소: 안산
•공장: 평택, 안산

www.kukdo.com

동일폴리머

수성아크릴에멀젼

www.dongcryl.co.kr

•본사: 경기도 파주

중앙폴리텍

코팅, 도료용 원료 및 Latex

japt.koreasme.com

•본사: 경남 양산

PDLC film용 광경화 수지,
고성능 테이프용 점착제(반도체 www.sooyangchem.com
공정용), 고경도 PC 코팅제

•본사·공장: 충남 예산군

아바코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생산공정용 장비

•본사: 대구 달서구
•공장: 대구, 경기도
파주, 경북 구미

유니벡

Optical coating(anti-reflecting,
IR cut off filter, polarization,
www.univac.co.kr
anti-finger print, reflector),
decoration coating 제품

•본사: 경남 김해

동우HTS

PaCVD, DLC Coating

www.dwhst.co.kr

•본사: 경기도 시흥
•공장: 대구, 광주

인포비온

진공장비/부품

www.infovion.com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삼원진공

진공장비/부품(고진공증착장비),
www.samwonvacuum.co.kr •본사: 인천 서구
코팅제품 및 제조장비

신한진공

PVD코팅, 초경피막

성문전자

Film capacitor용 증착필름,
금속증착필름

수양켐텍

www.avaco.co.kr

필름

썬시스템즈(주)

(주)쎄코

www.smec-korea.com

기업명

기업명

스마트 광학용 필름, 고기능성
테이프

미래나노텍

광학필름, 윈도우필름, 반사필름,
www.mntech.co.kr
터치패널

•본사·기술연구소:
충북 청주

상보화학

윈도우 필름, 페인트 프로텍션
필름, 프리즘 필름, 스크린 데코
www.sangbogroup.com
필름, AgNW TCFs, PEDOT TCF,
QD 필름 등

•본사: 경기도 김포

(주)코이즈

광학필름(프리즘 필름, 광확산용
코딩, 대전방지제), LGP,
www.koyj.co.kr
OLED장비, 전기차 전장 부품 등

•본사: 충북 충주
•지사: 경기도 양주

탑나노시스

정전기방지코팅, 공기투과형필름 www.topnanosys.com

•본사: 충남 천안

아이컴포넌트

기체투과방지막 코팅필름,
광학용 필름(PMMA, PC, PES)

www.i-components.co.kr

•본사: 경기도 평택

엔아이씨(주)

다목적 전기전자용 필름,
액정보호 필름

www.e-nic.kr

•본사: 충남 천안

(주)아이피
아이테크

내열성 폴리이미드소재,
비가소성 폴리이미드 바니시

www.ipitechnology.com

•본사: 대전 유성

(주)에버켐텍

연성회로기판용 차폐, 도전성
접착 필름

www.everchemtech.com

•본사: 경기도 화성

OLED용 필름

www.intech-nm.com

•본사: 대전 유성

코팅제

www.shpic.co.kr

기업명

신화인터텍

•본사: 서울 금천구
•사업소: 부산 강서구,
전북 익산, 경기 시흥

에폭시, 경화제, 폴리올,
폴리우레탄 등

국도화학

기업명

(주)인데코

www.shinwha.com

•본사: 충남 천안

이차전지

•본사: 경기 부천

•본사: 경기 평택

기업명

주요품목

웹사이트

위치

LG화학

리튬이온배터리 완성품 생산

www.lgchem.com

충북 청주

의약용 필름코팅제, 정제 캅셀용
www.sunsystems.co.kr
코팅 시스템

•본사: 서울시 서초
•공장: 경기 화성

삼성SDI

리튬이온배터리 완성품 생산

www.samsungsdi.co.kr

울산광역시

기능성 초발수 나노코팅제

•본사: 경기도 성남

SK이노베이션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 및 완성품 생산

www.skinnovation.com

충북 증평

www.cek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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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탄소소재

관련 협회

기업명

주요품목

웹사이트

위치

LG화학

탄소나노튜브

www.lgchem.com

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탄소나노튜브

www.kkpc.com

아산공장

제이오

탄소나노튜브

www.jeiocnt.com

안산

테라온

나노탄소발열소재

-

성남

피코팩

탄소나노튜브 X-ray tube 부품

www.picopack.co.kr

대전

나노캠텍

CNT 대전방지 코팅액

www.nanosbiz.com

용인

기능성 코팅·필름
단체명

상보

CNT 대전방지 코팅액, 그래핀 필름

www.sangbogroup.com

김포

엑사이엔씨

CNT 발열체, 그래핀

www.exaenc.com

서울

국일그래핀

그래핀 파우더, 박막

www.kukilgraphene.com

대전

(사)한국접착코팅협회

웹사이트
www.kacapotal.org

주요 역할
•접착 및 코팅제품 및 업체 홍보
•산업 통계 분석 및 정보 공유
•주요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수집 및 매칭 지원

이차전지
기업명

웹사이트

한국전지산업협회

www.k-bia.or.kr

주요 역할
이차전지산업 현황 및 동향 정보 제공

나노탄소소재
협회·단체명

웹사이트

주요 역할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www.nnpc.re.kr

국가나노기술 정책, 전략수립, 연구개발 기획 지원 및
국내외 협력 추진

나노기술연구협의회

www.kontrs.or.kr

나노기술개발관련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연구 주체
간 정보·인적교류 및 협동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진행

나노융합2020사업단

www.nanotech2020.org

나노원천기술의 정부 R&D 성과를 기반으로
나노기술 보유기관과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수요기업을 연계한 R&BD사업 추진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www.nanokorea.net

나노융합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나노융합기업 사업화 지원,
나노코리아 개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업명

주요품목

웹사이트

위치

코오롱플라스틱

POM, PA6, PA66, PBT, PPS, PET

www.kolonplastics.com

과천, 김천, 구미

LG화학

엔지니어링플라스틱

www.lgchem.com

익산공장

삼양사

PC, PBT, TPE, M-PET 등의
EP 컴파운드

www.samyangcorp.com/
Chemistry/plastic01_01

전주공장

현대EP

EP 컴파운드

www.hdc-hyundaiep.com

당진, 진천
김천, 울산

나노융합산업협력기구

www.nanoin.org

www.kepital.com

울산공장
평택공장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www.safenano.re.kr

나노물질 안전성 대응 체계 구축과 국제 인증체계
확립을 위한 나노 안전성 기술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www.kion.or.kr

국내 나노인프라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 산업화의 효율적 지원 및
나노 인프라 활성화 도모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PA6, PA66, PBT등

나노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 촉진, 나노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활동 지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업명

웹사이트

주요 역할

한국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www.kfpic.or.kr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산업 현황 및 동향 정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