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기업 리스트

국제코팅접착필름산업전
No. 부스번호 기업명 카테고리 품목

1 D11 K&S컴퍼니  코팅 > 코팅제 호모믹서외 4종

2 A12 가나  필름/시트 > 검사/측정 접착제 샘플, UV 경화기

3 D26 그래핀코어  케미칼원료 > 기타 원료 구리융합항균제. 구리융합항균 아크릴 에멀젼. 기능성PET

4 A07 나노에코웨이  필름/시트 > 고기능필름 AR필름/ LR필름 / 초고투명 광학필름

5 E19 넥센서  코팅 공정 시설/장비 > 공정 설비 광계측센서모듈

6 A15 대화테크  코팅 > 코팅제 3롤밀, 페이스트 믹서, 폴라나타리 믹서, 니더

7 C21 린온테크  코팅 > 코팅제 분산안정성분석기, 레오미터, 건조/경화속도분석기, 유동점도

8 D20 마텍무역  코팅 > 코팅제 접촉각측정기, 파우더분말흐름성 분석기

9 J03 바이텍테크놀로지  필름/시트 > 고기능필름 디지털 컬러 라벨프린터 any-002

10 D23 밥코리아  코팅 공정 시설/장비 > 공정 설비 정도계, 레오미터, 탈포믹서, 고압균질기 외

11 A01 배가  코팅 공정 시설/장비 > 실험/측정/분석장비 디스펜서

12 B19 브루커코리아  나노 > 나노소재 물성 및 마찰마모윤활 시험기, 3D 광학현미경, 원자현미경, 적외선 분광분석기, 휴대용 라만 분광기

13 I28, J12 뿌리산업 일자리센터  나노 > 나노소재 현장 채용상담회 등

14 D27 삼성엔에코  필름/시트 > 검사/측정 필름시료절단기

15 E25 삼정산업  접착/점착 > 접착제 핫멜트 점, 접찹제

16 D02 선재하이테크  코팅 > 코팅제 라이칼코트, 코로나처리기, 이물세정기, 이온아이저, 파워서플라이

17 B13 세기에어시스템  코팅 > 코팅제 기화식냉풍기 ,산업용환풍기

18 J06 세영씨코프  케미칼원료 > 기타 원료 아크릴 비드, 스타이렌 비드, 실리콘 비드

19 D01 수양켐텍  코팅 > 코팅제 전도성고분자, 대전방지제, 불소-실리콘

20 B25 스탠다드케미칼  코팅 > 코팅제 나노코팅제,불소코팅제,세라믹코팅제,그래핀코팅제,폴리실라잔코팅제,안티포그코팅제,초발수코팅제

21 E30 신발산업진흥센터, 아셈스  접착/점착 > 접착제 핫멜트 필름접착제

22 C05 실버스타케미칼  접착/점착 > 접착제  

23 B29 썸텍비젼  코팅 > 코팅제 비디오현미경시스템

24 F24 씨엔지유니티  코팅 > 코팅제 고압분산기

25 D08 아이제이아이엔씨  코팅 > 코팅제 내후성시험기, 도막두께측정기

26 A04 암스텍산업  코팅 > 코팅제 로테이트밀,리버스스크래핑믹서,플레네터리믹서

27 E01 애경케미칼  코팅 > 코팅원료 친환경 코팅용 수지 및 원료

28 B08 앰트  필름/시트 > 고기능필름 기능성 필름, 기능성 코팅소재, 기능성 나노소재

29 B30 앰플  코팅 공정 시설/장비 > 공정 설비 UV LED Application System

30 E11 에스아이펠리즈  접착/점착 > 점착제 실리콘점착제 및 의료용실리콘 등

31 B27 에스이오  코팅 공정 시설/장비 > 실험/측정/분석장비 접촉각측정기, 열전도도측정기

32 F25 에스제이유아  코팅 > 페인트/잉크  

33 D14 에이비넥소  코팅 > 코팅제 내후성장비,오렌지필측정기, 색차계, 광택계 등등

34 C26 에이오엠  코팅 > 코팅제 기능성 코팅제 및 원료

35 C01 에이이티피  코팅 공정 시설/장비 > 공정 설비 플라즈마 표면처리 장비

36 B01 에이피아이  코팅 > 코팅제 대기압플라즈마장비

37 D07 엔엑스티  필름/시트 > 검사/측정 인라인 실시간 비접촉·비파괴 고속 박막 두께 측정기

38 D28 엘림글로벌  필름/시트 > 고기능필름 광학현미경,3D optical profiler, 휴대용 XRF , 호모게나이저

39 D25 엘시시  코팅 > 코팅제 특수코팅/특수점.접착제/난연제

40 B24 엠이케이  코팅 > 코팅제 온라인 두께 측정기(필름/시트 코팅 두께 측정용)

41 A10 영일화성  코팅 > 코팅제 무기질바인더, 실리카코팅제, 유무기하이브리드수지, 콜로이달실리카, 실리케이트

42 E20 영진코퍼레이션  코팅 공정 시설/장비 > 공정 설비 나노 분산 유화기, 마이크로 분산 유화기, 일반 분산 유화기, 분산 안정성 분석기, 접착력 분석기

43 E29 영풍지케이  코팅 공정 시설/장비 > 실험/측정/분석장비 반사율측정기 / 색차계 / 분광측색계 / 분광방사휘도계 / 대면휘도측정기 / 휘도색차계 / 휘도계 / 조도계

44 E26 오마  접착/점착 > 접착제 글라스버블, 보론나이트라이드, 계면활성제, 가공조제, 대전제

45 D13 오쿠노한국주식회사  코팅 > 코팅제 표면처리용 약품 (일반도금, 양극산화, 전자부품, 무기재료 등)

46 C13 울트라텍코리아  코팅 > 코팅제 울트라에버드라이, 젠투, 에버쉴드, 울트라아쿠아백

47 C08 위드랩  필름/시트 > 검사/측정 만능재료시험기, 시편절단기, 제전바, 이물제거시스템, 경도계

48 B05 위즈옵틱스  코팅 공정 시설/장비 > 실험/측정/분석장비 두께측정기, 투과/반사율 측정기

49 C25 유완테크  코팅 > 코팅원료 hielscher초음파분산기, 레조다인 어쿠스틱믹서, 고압분산기(대용량초음파분산기), 고온고압인라인믹서

50 D24 이공교역  코팅 > 코팅제 분광광도계, 크로마토크래즈, 원심분려기, 열분석기,전자현미경 등

51 A14 이그젝트 티알엠  코팅 > 코팅제 3롤밀, 페이스트 믹서

52 A06 이카코리아  코팅 공정 시설/장비 > 실험/측정/분석장비 공정장비, 점도계, 오버헤드 교반기, 분쇄기, 분산기

53 B28 이플렉스  코팅 공정 시설/장비 > 실험/측정/분석장비 스프레이코터, 슬롯다이코터, 스핀코터, 딥코터

54 E24 인켐  필름/시트 > 검사/측정 전도성 소재, 전기전도성 고분자

55 B23 인텍시스템  코팅 > 코팅제 쓰리롤밀, 볼밀

56 B16 제논디에프  테이프 > 산업용 테이프 1.순간접착제,본드, UV 접착제 제거제 및 점착 제거제 2.타발유,유분 제거제 3.녹 제거및 방지제제

57 B07 제이씨씨코리아  접착/점착 > 접착제 핫멜트 접착제, PUR접착제, 웹형 접착제, 열가소성 접착제, 열경화성 접착제, 필름형 접착제

58 A02 종로계기산업  코팅 > 코팅제 점도계, 전자저울, 믹서, 디스퍼 등

59 B21 지씨씨  필름/시트 > 고기능필름 불소계 필름

60 E07 진우무역  코팅 > 페인트/잉크 안료, 수지, 첨가제

61 J05 진주상사  코팅 > 페인트/잉크 광촉매

62 C11 칼라런트코리아  케미칼원료 > 기타 원료 안료

63 B22 캘리  코팅 공정 시설/장비 > 공정 설비 수성(수계)화학제픔

64 C23 케이엠텍  코팅 > 코팅제 쓰리롤밀, 인터믹서, 페이스트믹서

65 J04 코영 / TOR Minerals  코팅 공정 시설/장비 > 공정 설비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66 E09 태창화학  코팅 > 코팅제 아노다이징염료, 안료

67 C07 티큐씨코리아  코팅 > 코팅제 표면처리 품질 검사 장비

68 E23 파라곤제이앤디 / PROCEQ  코팅 > 코팅제 광택기, 실험기기

69 E13 펨토사이언스  코팅 > 코팅제 플라즈마 시스템, 플라즈마 피펫, 파릴렌 코팅 시스템

70 E22 프론티어케믹스  케미칼원료 > 기타 원료 무황변경화제,카프로락톤폴리올,폴리카보네이트폴리올

71 C20, D19 한국 에이.엔.디  코팅 공정 시설/장비 > 실험/측정/분석장비 수분계, 점도계, 인장압축시험기, 두께측정기, 색차계

72 C28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코팅 > 코팅제 -

73 B26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나노 > 나노소재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74 D29 한국화학연구원  코팅 공정 시설/장비 > 공정 설비 코팅 공정 설비 브로셔

75 C3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필름/시트 > 검사/측정 브로셔



76 C16 한미르  코팅 > 코팅제 불연코팅제

77 A08 한벤 하이테크  코팅 > 코팅제 나노코팅액

78 E28 한일  코팅 > 코팅제 세라믹 안료

79 C29 한일글로벌테크  코팅 공정 시설/장비 > 공정 설비 행성식 고속 교반기

80 D22 한테크(대전)  코팅 > 코팅제 Multi Spray Coater,Auto Blade Bar Coater,Auto Bar Coater

81 E21 한테크(경기)  코팅 > 코팅제 프라즈마시스템,파우더믹서,로터리퍼니스

82 G07 헬무트피셔코리아  코팅 > 코팅제 도막두께측정기

83 B15 효광  코팅 공정 시설/장비 > 공정 설비 코팅 노즐

84 B06 희망테크프론 디스플레이  코팅 > 코팅제 Anti-Glare 코팅

85 F11 경성산업  도장 > 도료 준불연 단열도료,

국제첨단표면처리·도장산업전
No. 부스번호 기업명 카테고리 품목

86 H07 글로벌탑 레이저·CNC  열처리/표면경화/연마 > 열처리/표면경화/연마 공장자동화에 필요한 레이저컷팅/용접/마킹/CNC머신

87 G19 나오테크  도장 > 도료 특수도료

88 F20 노드슨코리아  도장 > 도장 솔루션/장비 액체, 분체, 도장기

89 G06 대영엔지니어링  도장 > 도료 표면처리 제품

90 G01 도장통  도장 > 도료 도장 샘플, 도장 기능품 및 소모품 (필터류, 멤브레인, 격막 등)

91 E27 디케이화인케미칼  표면처리 > 표면처리 약품 셀롤루스(HPMC,MHEC,HEC,HPS)

92 G23 마이크로컴퍼지트  표면처리 > 표면처리 솔루션/장비 전도성 카본 페이스트, Ag 나노와이어 투명 전도성 페이스트, 대전방지 내마모 이형 윤활 코팅액

93 F07 보성초음파  표면처리 > 표면처리 솔루션/장비 초음파 세척기, 초음파 소독기

94 G15 삼풍트라이텍  도장 > 도장 솔루션/장비 스프레이건, 벨컵, 에어펌프, 전기펌프, 배관피팅

95 F26 세라코트 코리아  도장 > 도료 세라믹 코팅제( H시리즈,C시리즈,E시리즈, V시리즈,퍼포먼스 클리어,스페셜 코팅제)

96 G24 쓰리텍  열처리/표면경화/연마 > 열처리/표면경화/연마 고성능 복사파 산업용 건조기

97 G21 에스알테크놀로지  표면처리 > 표면처리 솔루션/장비 정류기

98 H29 에스티아이  도금 > 도금 솔루션/장비 바렐 도금 장비 & 펌프

99 F01 엔알텍  도장 > 도장 솔루션/장비 고성능 복사파 원적외선 건조설비

100 H13 엔케이산기  ICT/설비 > 기타 무세제 세척기, 알칼리이온수 생성기 NK-EW30

101 F19 유로 사이언스  ICT/설비 > 자동화 설비 금속 성분분석기, 자동화 장치

102 G22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표면처리 > 표면처리 솔루션/장비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소개자료

103 G20 코셈  도금 > 도금 솔루션/장비 이온밀링시스템

104 F13 탑테크이십일  표면처리 > 표면처리 솔루션/장비 티타늄 코팅, 지르코늄 코팅

105 G26 티아이텍  ICT/설비 > 기타 설비/기자재 티타늄 소재 및 가공품

106 F21 티타늄티티아이  표면처리 > 표면처리 솔루션/장비 티타늄 가공품 , 티타늄 칼라링 제품 등

107 G13 필립하이스텍  ICT/설비 > 기타 설비/기자재 플라스틱 압출용접기, 열풍기, 에어히터 등

108 F23 필스톤  도장 > 도료 나노 세라믹 코팅제

109 I25 한국부식방식학회  도장 > 도장 솔루션/장비 학회 홍보

110 H0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표면처리 > 표면처리 솔루션/장비 표면처리 선도기술 전시

111 G08 한국생산성본부  ICT/설비 > 기타 ESG관련

112 E08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도금 > 도금 소재 2022뿌리기술경기대회 제30회 한국표면처리기술경기대회

국제화학·바이오장비&분석기기전
No. 부스번호 기업명 카테고리 품목

113 F15 JPMA(일본도료공업회)  기타 > 기타  

114 H23 나노기술  화학물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금속나노분말, 페이스츠믹서

115 C15 나노정밀코리아  제약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정밀기기,광학기기,측정기기 외

116 J01 대덕이미지  바이오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고해상도외관검사장비

117 I07 드림  바이오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입도분석기, 잉크젯추적분석시스템

118 G11 명신물산  제약 실험/생산/분석 > 생산설비 랩핑로봇

119 H25 비엔비상사 / OPTO  화학물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UV 큐어링, 펄스제논램프 측정 장비, X-Cite

120 C27 수림교역 your Vacuum Brand  제약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내산성 다이아프램 진공펌프, 자동진공조절 펌프, 내화학성 로터리벤 펌프(오일펌프), 내화학성 오일프리 스크류 펌프

121 B11 시마즈사이언티픽코리아  화학물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만능재료시험기

122 H16 씨아이알에스그룹코리아  안전 솔루션/장비 > 연구실/현장 안전 솔루션 제품안전 및 환경규제 대응 컨설팅

123 J02 아이에스피  화학물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유해물질 분석기, 도금두께 측정기, 인라인 도금두께측정기, 주사전자현미경

124 J09 아이에프엠일렉트로닉  바이오 실험/생산/분석 > 생산설비 센서 및 시스템

125 H19 안세  바이오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METONE3400+, HIAC9703+, PAT700, Multisizer4e, Vi-CELL BLU, LS13320XR

126 I15 알파글로벌  화학물 실험/생산/분석 > 생산설비 PCB & Package 세정장비, 이온 오염도측정장비, Laser 마킹 커팅장비,폐솔벤트재생장비

127 I27, H28 에스엠이교역  화학물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드릴 엔드밀 연마기,방수용 콘넥트,절단기

128 I13 영인에스티  바이오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펩타이드 합성 시스, 실험실 기초장비

129 C19 영인에이티  화학물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온도프로파일링 시스템

130 I24 영인크로매스  바이오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초순수 제조장치

131 H11 오성마이더스  화학물 실험/생산/분석 > 생산설비 안전사다리

132 I12 이메인텍  안전 솔루션/장비 > 연구실/현장 안전 솔루션 클라우드형 설비관리시스템

133 I23 이지테크(영상현미경&내시경)  바이오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134 H27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바이오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135 H26 인천지방국세청  바이오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136 J10 전테크  (연구/실험실) 환경 설비 > 폐수처리/환경 보호 설비 감압형 증발농축기

137 H15 제니컴  화학물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자외선 센서 및 자외선 측정 제품

138 G25 지아이에프코리아  안전 솔루션/장비 > 연구실/현장 안전 솔루션 유해화학물질 감지 테이프

139 I01 지티사이언  안전 솔루션/장비 > 연구실/현장 안전 솔루션 IoT기반 환경보건안전(EHS) 통합 솔루션, 유해가스 정화 장치

140 I19 케이엔에프뉴베르거  화학물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다이아프램 진공 펌프, 진공 시스템, 액체 정량펌프, 미니펌프

141 H24 태신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글러브, 파이펫,현미경,쿨링블럭,핸드타올 등

142 I20 프로팜텍  제약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건조기, 항온항습기

143 I08 플라스틱 사이언스  바이오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월간 플라스틱 사이언스

144 H22 하이돌프코리아  화학물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회전증발농축기, 자력교반기, 볼텍서, 세포배양플레이트

145 I29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안전 솔루션/장비 > 연구실/현장 안전 솔루션 화학업계 지원사업 소개

146 H30 한국화학안전협회  안전 솔루션/장비 > 연구실/현장 안전 솔루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147 H20 한성계기  바이오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전자저울,분동

148 J07 화인시스텍  제약 실험/생산/분석 > 실험/측정/분석장비 클린룸, 환경모니터링, 장비 및 실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