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코팅 공정을 이용한 다기능성 광학필름 제조

■ ㈜케이엔더블유의 다년간 축적된 기능성 필름 개발, 코팅 공정,

■ ㈜케이엔더블유는 디스플레이산업용 첨단소재 및 자동차산업용 부품소재 제조 전문기업입니다.

기존 반사방지 필름 제작 방식

배합기술과 글로벌 기업 솔베이의 불소치홖 및 특수화학 분야

동종업계 최고수준의 점착코팅기술력과 디스플레이 인쇄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제품

선도기술을 이용하여, 내오염성, 내스크래치성, 반사방지, 대

생산에서 엄격핚 품질관리, 정확핚 납기준수에 이르기까지 고객만족을 위핚 최상의 제품서비스

전방지 등의 다기능성을 갖는 새로운 바인더를 개발하여 고부

공급을 목표로 끊임없는 제품 연구개발과 변화를 추구하는 강소기업입니다.

가가치가 있는 다기능성 반사방지필름 개발하여 상품화 하고
다중코팅

자 핚다.

■ 대표자/설립일 : 오원석 / 1999년

무기입자 코팅

다공성 입자 코팅

라미네이션, 다중코팅에 의한 기능성 부여

■ 사업기간 : 2016. 05. 01 ~ 2019. 04. 30 (총 36개월)

■ 주소/홈페이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3로 51 문산첨단산업단지 5-1 B/L

Moth eye

■ 총 사업비 : 3,030,700천원

/ http://www.knwkorea.com

(정부출연금 : 1,516,700천원, 민간부담금 : 1,130,700천원)

■ 주력 제품군 : 디스플레이 소재산업 : 광학용 필름, 보호필름, 특수 기능성 필름

내오염

대전방지

내스크래치

반사방지

안티포그

■ 총괄 책임자 : 송정섭 연구소장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 : 자동차 부자재(테이프/라미스폰지)
단일 코팅액을 사용한 단일공정

다기능성 광학필름 제조

기관별 목표

비젼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세계시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단일 공정으로 다기능성
(반사 및 정전기 방지, 내오염, 내스크래치, 김서림 방지) 코팅 필름 생산

1단계

㈜케이엔더블유

• R&D Roll to Roll 공정조건 확보

수행
과제

기관별 목표

• 파일럿 샘플 제작

2단계
기술적 효과

㈜케이엔더블유

정량적 성능 목표치

• 최적화 된 PSA 물성 확보

• 양산라인 최적화
• 다기능성 반사방지필름 제작
(상품화 2종 이상)
• 신뢰성 및 물성 평가
(시험기관, 자체, 고객사)

• 독자적 지적 재산권 확보
• 다기능성 반사 방지 필름 기술 선점
• 다기능성 반사 방지 필름 표준화 선점

• 3개 이상의 다기능성

세부
추진
전략

(내오염성, 내스크래치성, 대전방지)
을 갖는 바인더 합성 및 조성물 개발
솔베이 코리아

㈜케이엔더블유

㈜케이엔더블유
솔베이 코리아

중소기업 활성화 및 신사업 발굴 제품 개발

(주)케이엔더블유
총괄책임자 : 송 정 섭

1차년도
접촉각

100° 이상

2차년도

2단계

접촉각

115° 이상

연필경도

2H 이상

투과율

95%이상

95%이상

표면저항

108~9 Ω/㎠

108~9 Ω/㎠

반사율

1% 미만

100° 이상

(내오염성, 내스크래치성, 대전방지,
연필경도

2H 이상

2H 이상

저반사)을 갖는 바인더 합성 및 조성물
개발

투과율
표면저항

90% 이상

3차년도

솔베이 코리아
• 4개 이상의 다기능성

환경적 효과
• 유해화학물질 배출 규제 대응(VOC등)
• 친환경 제품 생산기술 확보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3로 51 문산첨단산업단지 5-1 B/L
전화 : 031-950-0207

• 관련소재 산업 경쟁력 제고
• 신소재 수출 활성화
• 수입개선

정량적 성능 목표치

1단계

솔베이 코리아

경제적, 산업적 효과

E-mail : jssong@knwkorea.com

일자리 창출 효과
• 신규 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
• 관련 소재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규 인력 고용 창출
• 산업기술 융복합화를 통한 新시장
개척 및 고용 창출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