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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an its business

In the midst of tough competitions in the global 
market. we did our best to gain world-class com-
petitiy eness through continuous inverstment.

본사 / 부설연구소  
5179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팔의사로 495 
T. (055) 221-9604, (055) 242-6196, (055) 271-9604  F. (055) 245-3123 
 
제 2공장 / 연구소 
5178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산단1길 5
T. (055) 714-8066,  F. (055)714-8067 
 
평택지사 / 경기R&D센터 
17921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 83번길 38-34 
T. (031) 691-9603,  F. (031) 691-6975

www.kinno.co.kr



LG화학 협력회사 등록

삼성SDI 협력회사 등록

삼성SDI S-Partner 인증

중국 BYD 협력회사 등록

중국 역신전지 협력회사 등록

SBL 협력회사 등록

(삼성 SDI 자동차 전지 사업부)

USA A123 SYSTEMS 협력회사 등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트너 기업 선정

LG이노텍 협력업체 등록

GS이엠 협력업체 등록

회사개요
Location & Capability

Partners 

회사명 

설립일 

대표이사

사업부문

홈페이지 

종업원수 

고객사

주요 고객사

㈜고려이노테크

1982.07.01

허 영 식

2차전지 부품(Washer, Label, Tab 등) 및 전자재료

www.kinno.co.kr

116명

국내 (삼성SDI, LG화학), 국외 (TSDI, SDIM, 남경LG , BYD, Lishen, A123 Systems)

1998

1999

2005

2006

2007

2009

2009

2011

2011

2013

본사 / 제 1공장 지사 / 기술연구소제2공장

About us
회사소개

평택 지사

위치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172-15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팔의사로 495

시설현황
면적 : 대지 - 4,489m2 (1358평)  
건물 - 1,796m2 (543평)

공장 / 기술연구소
2차 전지 관련제품 생산 및 연구 설비
1) I/F : 6,760 m/D (132,200 m / M)
2) I/W : 1,140,000 EA/D (22,800,000 EA / M)
3) Safty-kit : 106,000 EA/D (3,000,000 EA / M)
4) R&D 센터(본사) : 기능성 나노 실리카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산단1길 5

시설현황
면적 : 대지 - 5,373m2 (1625평)  
건물 - 1,802m2 (545평)

공장 / 기술연구소
2차 전지 관련제품 생산 및 AFC
1) Tad : 384,000 m/D (7,680,000 m/M)
2) LABEL : 330,000 EA/D (6,600,000 EA/M)
3) AFC, HPF 등
4) R&D 센터 : 전자재료 (기능성코팅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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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파트

1982. 07 
1998. 02 
1998
1999
2001. 05 
2002. 03 
2003. 11
2005. 04
2005. 10 
2005. 12
2008. 09
2009. 02
2009. 03
2011. 02
2011. 05
2011. 12
2013. 07
2014. 06
2014. 06

고려특수인쇄 설립

Li-ion battery 用 Insulating Washer 개발

LG화학 협력업체 등록 
삼성SDI 협력업체 등록

Battery 用 절연부제 자동공급장치 실용신안 등록
휴대폰 및 컴퓨터 用 Battery 절연시트 제조공정 특허 출원
Single PPM 획득
㈜고려이노테크 법인 설립

ISO9001, 14001 인증 획득
삼성SDI S-Partner 획득
마산공장 이전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획득
부품소재전문기업 획득

ISO/TS 16949 인증 획득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획득
수출유망중소기업 인증 획득
경기 R&D 센터 개소
제 2공장 준공

ATC(우수제기술연구센터) 선정

CEO

VICE PRESIDENT

R&D

경영지원팀

총무 파트

회계 파트

FCM 기능성 코팅소재

생산관리팀

생산관리파트

자재 파트

FNS 기능성 나노실리카

구매자재팀

구매파트

해외 파트

영업팀

국내 파트

생산1파트
(LABEL)

품질경영팀

생산1팀

생산3파트
(WASHER)

생산2파트
(TAB)

생산팀

생산2팀 생산3팀

생산5파트
(Safety-KIT)

생산4파트
(Insulating FILM)

ES파트

기업부설 연구소

경기 R&D센터

창원 R&D센터

전자재료 사업부

FNC-PROJECT

History

연혁

조직도
Organization

Partners Long-term vision 

중장기 비전

전기자동차 用 소재

차세대 모바일 및 디스플레이 用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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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기술
정밀 코팅 및 인쇄,

압출가공

정밀 슬리팅 기술

기능성소재 유무기 

소재 설계,

합성UV수지기술 , 

나노기술

+=

미래
기능성 전기전자
소재부품사업

현재
2차전지 

소재부품 사업

2014 2020 2025

1982 1998 2005 2009

LG화학
협력회사

삼성 SDI 인증

SBL 협력회사

Tab 
절연필름
절연 washer
Lab 인쇄필름

모바일 전자재료

디스플레이 전자재료

에너지 환경 전자재료



경영전략
Vision

Best Solution
Provider

Technology

OMS PI

전지, 모바일, 디스플레이 
소재관련 핵심기술 확보

(수지 합성, 나노분산, 광학설계,필름코팅 기술)

품질, 혁신업무
(Quality Engineering) 

일류시스템 확보

(삼성SDI, LG화학, BYD 등
대기업 1차 밴드에 요구되는 품질 System 보유)

제조기술, 공정개선업무
(Process Engineering)

일류시스템 확보

(삼성SDI, LG화학, BYD등
대기업 1차 밴드에 요구되는 제조 System 보유)

Li-ion battery 用 insulating washer 개발

battery 用 절연부제 자동공급장치 실용신안 등록

후대폰 및 컴퓨터 用 battery 절연시트 제조 공정 특허 출원

스크린 인쇄 장치 특허 등록

Cu전극판과 AI전극판의 자동 접합 장치

합성가스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 미디어 특허 등록

바이오연료 제조 장치 특허 출원

리튬이온전지의 양극/음극 리드선 Sealing film 성형 특허 등록

금속 나노 와이어를 이용한 투명 전극 기판 특허 출원

고용량 및 고강도 리튬이차 전지용 음극 제조방법 특허 출원

튜브, 벽내에 합금 입자가 포첩된 실리카 나노튜브 및 제조방법 

특허등록

실리카 나노튜브를 포함한 투명 기재용 고분자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플라스틱 박막 복합 시트 특허 출원

1998. 02

2001. 05

2002. 03

2008. 06

2008. 12

2009. 07

2010. 05

2013. 10

2013. 10

2014. 02

2014. 02

2014. 04

2010. 06

2010. 09

2012. 03

2013. 11

2014. 05

2014. 06

2000. 05

2003. 11

2005. 10

2009. 02

2009. 03

2010. 12

2011. 02

2011. 05

2011. 12

2013. 06

2014. 01

2014. 01

2014. 06

2014. 07

2014. 07

우수 벤처 기업 획득

Single PPM 획득

ISO 9001, 14001 인증획득

벤처 기업 획득

부품 소재 전문기업 인증

생기원-파트너 기업 지정

TS 14949 인증 획득

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획득

수출유망중소기업 인증 획득

일하기 좋은 으뜸 기업 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최)

강소기업 인증 획득 (고용노동부 주최)

창원시 투자협약 체결 (제 2공장 투자 지원)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지정

여성 친화 우수 기업 선정

고용우수 기업 선정 (경상남도 주최)

Bio-energy 개발 기업 선정 by 정부지원 4억 5천만원

신기술 개발 진행 - Lead Ass’y production (사출방식)

국가선정 2차 전지 개발 2개 과제 선정 (지원금 : 21억)

거창심동 소수력발전사업 지원 by 거창군청

IP-STAR 기업 선정 (해외 특허출원 시 지원)

14년 우수기술연구센터 (ATC) 신규과제 선정 (지원금 : 20억)

Certificates

특허권

Challenges

특허권 인증서 및 현황

기능성 전자 재료
글로벌 강소기업

신규사업
(모바일, 디스플소재)+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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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
(전지 소재)



Prevention of short circuit

Insulation Washer

Yupo,PET,Nomex,PE-Peom
두께 : 0.2mm ~ 0.25mm
형태 및 size 다양함

Battery의 상,하부에 부착되어 전류의 쇼트 현상을 방지하고, 낙하 시 

충격을 방지하는 절연제품

요청에 따라 완제품 커팅 형식으로 

Insulation and absorption of shockElectrode of Li-ion battery

Safety from nail

Insulation FilmTAB

Safety KIT

Polypropylene (난연/비난연)

  두께 : 0.1mm ~ 0.7mm
  폭  : 20mm ~ 75mm

소재 : Aluminum, Nickel, copper
두께 : 0.03T~ 0.127T
폭 : 1.5mm~10mm or more

Cu, PET Film, PP Film

  두께 : 0.06mm, 0.08mm, 0.12mm 형태 및 size 다양함

battery 상/하부에 부착되어 절연 및 충격 흡수 작용을 하는 절연체로 

Insulation Washer의 원단됨.
Li-ion battery내에서 전극으로 사용되며 Al-Tab은 양극으로, Ni, Cu-tab은 음

극으로 사용됨.

외부로 부터 Nail 등의 침투 시 내부 단락 및 발열 분산을 유도하여 cell을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 시키기 위하여 배터리 내부에 적용

사업분야

전지소재 사업부

Busines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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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

3D HPFHPF

FHFHPS

High Performance 
hard Coating
(super hardness)

(super anti-scratch)
(good slip)

(AF)

Wet AF coating 
(process, coating,

solution)

3D High 
performance hard 

coating film

High performance
hard coating film

High performance
Hard Coating

PC / PMMA sheet
Flexible hard
coating film

기능성 하드코팅 시트

기능성 하드코팅 필름

SNT(실리카나노튜브)

RS(중공형나노실리카)

SNW(실리카나노와이어)

당사보유 핵심기술

차세대 융합제품

기능성 하드코팅소재

고기능 UV수지 설계/배합

고기능 UV수지 코팅 기술

고기능 시트 제조기술

기능성 나노소재

나노실리카 합성 기술

나노실리카 분산 기술

나노실리카 코팅액 제조기술

고기능성 유 - 무기 하이브리드 코팅 필름 소재

사업분야사업분야

전자재료-기능성 나노소재전자재료-기능성 하드코팅 

Business field  Busines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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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사업

고기능 SNT / RS / SNW 복합소재 기대효과

SNT / RS / SNW 응용분야

나노튜브의 분산기능이 우수하고, 표면유기 기능화로 굴절률을 
고분자화합물과 유사하게 하여 투명도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고투명

Stiffness를 가지고 있는 1차원 선형구조의 실리카 나노튜브 복합소
재의 수지와의 상충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

고강도

표면에 드러나는 aspect ratio가 큰 실리카 나노튜브의 효과를 
통해 표면경도를 향상

고경도

1D 나노구조체와 세공이 가지는 효과 (고투과도를 나타내면서
Haze값을 나타내는 특징) → AG, AR 특성

눈부심방지

나노세공 air층을 가진 실리카 나노 복합소재의 시너지 효과
(단열효과, 방염효과, 유리전이온도 상승효과)

내열성

Geoko Effect
Lotus Effect

Tire

Implant DDS

AR, AG3D filament

Reinforced Optical    
              Composite Membrane

Transparent 
Addit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