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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 인사말

변함없는 성원과 신뢰로 KCC를
아껴주시는 고객 및 주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KCC는 초정밀화학기업으로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이룩했습니다. 건축자재
공급을 통해 한국 건축 산업 문화 발전을 선도해왔으며, 신소재 화학 분야를
주도해 신소재 크리에이터(Creator)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CC는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 창조’라는 경영 이념 아래 사회, 고객, 주주, 기업
구성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가치 경영, 신뢰 경영, 환경친화적 경영을 추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혁신’을 글로벌 시대 기업 경영의 키워드로 삼고 기술
혁신, 가치 혁신, 경영 혁신 등 기업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KCC는 초정밀화학 분야의 창조적인 리더로서 세
계 시장의 변화와 큰 흐름을 주도하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 개발로 기업 비전
을 실현할 것입니다. KCC는 내일을 여는 미래 기술 개발과 더 좋은 삶을 위한 신소
재 개발에 앞장서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CC 회장

정몽진

CEO 인사말

KCC는 1958년 창립한 이래 내적으로는 선진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외적으로는
건축자재 유통 및 실리콘 사업에 진출해 사업 구조를 다각화했습니다. 또 해외 생산 기지
확충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 글로벌 비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존

KCC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와 더불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 개발에 기업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품질 일류화와 글로벌 수준의 생산성을 추구해 고객이 원하는 가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KCC는 고객이 기업 가치의 원천이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고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고객과 미래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발전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KCC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창조적 발상과 혁신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신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준비할 것입니다. 기술 리더십에
기초한 변화와 혁신으로 기업 경쟁력의 질적 도약을 이뤄 ‘초정밀화학기업’의 비전을 실현
하는 KCC를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KCC 사장

정몽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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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s Message

최첨단 기술력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세상.
초정 밀화학기업 KC C 에서 만들어갑니다.

회사 소개

Introduction
우리의 일상 속에서 KCC는 진보된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KCC는 단순히 자재를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건축자재 전문 기업
에서 출발한 KCC는 도료와 소재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으며, 오늘
날 반도체용 유기소재와 실리콘 등 신소재 정밀화학 분야의 독보적
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삼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KCC는 사람과 사회, 나아가 자연이 하나 되는 사회를 꿈꿉니다. 천연
자원을 사용해 삶에 유익한 제품을 만들고 자연을 해치지 않는 에너
지 기술을 연구합니다. 환경과 에너지 보호를 위한 KCC의 적극적인
노력은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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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경영 철학

Company
Philosophy

Global Vision 글로벌 경영
KCC는 1958년 불모지와도 같은 국내 건자재 시장에 ‘금강스레트공업’이라는 이름으
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출발한 KCC는 생산 기지를 탄탄히 하며

우리 삶을 완성하는 KCC의 가치는 글로벌 성장, 환경친화적 경영,
미래를 향한 복융합기술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제는 첨단 기술로 생산한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5억불 수출의 탑’을, 다음 해에는 ‘7억불 수출의 탑’
을 수상할 정도로 꾸준히 수출 실적이 신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확장에도 적
극적입니다. 이미 법인 네 곳을 갖춘 중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 터키 등
해외 생산 기지와 영업망을 확충, 해외 시장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KCC는 진취적
인 도전 정신으로 글로벌 1등 기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Eco-Friendly Management 친환경 경영
친환경인증 최다 보유 기업인 KCC는 돌과 모래를 비롯한 자연으로부터 제품을 생산
합니다. 또 생산 공장의 이산화탄소 저감 설비 확보, 가스 배출량과 연료 소모량이 낮
은 연소 시스템 도입 등 환경 보호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KCC의 친환
경 경영은 우리 삶의 환경과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고효율 창호와 단열재를 넘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제로하우스’ 구현에 앞장서는 등 KCC의 친환경 철학과
기술은 고객이 실제로 활용하는 제품과 더 나은 환경으로 구체화됩니다. 고객과 함께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 KCC가 거쳐온 길이자 앞으로도 걸어갈 길입니다.

Convergence Technology 복융합기술
KCC는 제품 연구 개발에 집중하며 동종 업계의 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기술 개발의 산실인 ‘KCC 중앙연구소’는 첨단 연구실과 파일
럿 설비,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이곳을 기반으로 무기기술과 유기기술
을 결합한 복융합기술을 발전시키고 초정밀화학기술을 확보했으며, 중국 기술연구센
터를 설립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도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작 환경의
혁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KCC의 생산 시설은 제품 생산, 검사, 보완까지 모든 공정
을 자동화한 최첨단 공장으로 발전하며 미래를 앞당기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KCC에게 기술 혁신은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원동력입니다.

08 | 09

Company Philosophy

연구 개발

Research &
Development

중앙연구소 Central Research Institute
반세기 이상 산업용 및 건축용 화학 제품 분야에서 다져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삼는
KCC 중앙연구소는 세계 유수 기업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컬러&디자인연구는
글로벌 소비자·디자인 트렌드 연구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대외적으로는 트렌드 정보 공유로
고객사와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을 확보, 보다 높은 수준의

컬러&디자인연구 Color&Design Research
다양한 산업 분야의 최신 컬러와 디자인 트렌드를 분석해 핵심 가치를 발견하는 KCC 컬러&디자인연구는 미래의 디자인
방향성을 탐구하고 혁신적인 소재와 창의적인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협업을 유도합니다.
KCC는 기술 혁신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약속합니다.
고객의 니즈와 시장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끊임없이
연구와 개발에 집중하기에 KCC는 고품질·고기능성 제품,
창의적인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중앙연구소는 유기 연구와 무기 연구, 유무기 복합 연구까지 정밀화학 전 분야를 연구하는 종합화학 연구소로서 건

KCC 컬러&디자인연구는 유기적인 조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트렌드 연구를 통해 각종 산업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선

축자재, 전기·전자·반도체용 유기소재, 실리콘 등 신소재 정밀화학 연구를 통해 차세대 성장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또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과 디자인의 유기적인 조직 구성과 트렌드 인사이트를 통한 다양한 접근으로, 의미 있는 소비자

한, 과감한 투자와 고급 연구 인력 유치로 나노 소재, 세라믹 복합 소재, 대체 에너지 등 미래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

경험을 창조하기 위한 커스터마이징 연구와 협업, 개발을 진행합니다. 고객, 기술, 디자인의 복융합 솔루션으로 미래 성

고 있습니다. 차세대 친환경 미래주택 연구 개발을 위해 2010년 건축자재연구동과 구조시험동을 증축, 2018년에는

장 동력을 발굴하는 컬러&디자인연구는 포근하고 따뜻한 주거 공간과 도시를 완성하는 건축 및 자동차, 가전 등에 아름

7천여 평 규모의 차세대 R&D 신축 연구동을 완공했습니다. 이로써 8만여 평의 부지에 4만여 평의 건축물을 기반으

다운 Color, Material, Finishing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로 한 글로벌 종합화학 연구소로 발돋움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술 혁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앙연구소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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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 Development

기업 연혁

Company
History

1950~60’s
1958.08
1965.02

KCC는 선진 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업의

금강스레트공업(주) 설립
금강스레트 K.S. 표시허가 획득

1969.08 금강스레트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오직 한길만 걸어왔습니다.

수원공장 준공

(영등포공장과 부산공장 통합)

1970~80’s
1973.06
1974.07
1975.12

금강스레트 기업 공개

고려페인트 K.S. 표시허가 획득
금강스레트공업(주) → (주)금강 사명 변경

노하우와 세대를 앞서는 첨단 기술력을 갖추고,

1979.02

서울 잠원 사옥 준공(現 신사동)

미래 산업을 책임지는 초정밀화학기업으로

1979.12

금강-고려화학 중앙연구소 설립

1981.04

금강 언양공장 준공

1983.08

고려화학 울산공장 이전 준공

1985.06

금강 여천공장 준공

1985.10

고려화학 기업 공개

1987.12

금강 여주공장 준공

1989.01

금강종합건설(주) 설립(現 KCC건설)

1989.08

(주)금강레저 설립

도약하고 있습니다.

1958.08

Event

1974.07

KCC는 1958년 정상영 명예회장이 설립한

(주)고려시리카 설립

2000.04 (주)금강,

(舊 KCC 자원개발)
1991.08
1992.05

인력개발원 개원

2010’s
고려화학(주) →

(주)금강고려화학 사명 변경
2000.06

금강고려화학 중국 곤산법인 KCK 설립,

2010.06

홈씨씨인테리어 인천점 개점

2010.06

인도네시아법인 KCID 설립

2011.04 영국

중국 최초 법인

고려화학 싱가포르법인 KCS 설립,

실리콘 제품 생산 회사

‘바실돈(Basildon)’ 인수 합병

해외 최초 법인

2000.08 코리아오토글라스(주)

1994.04

금강 전주1공장 준공

2001.11

금강고려화학 이지스 남자 프로농구단 창단

1994.05

본사 사옥 이전

2003.02

금강고려화학 중국 북경법인 KCB 설립

2012.07

김천공장 준공

1995.10

고려화학 전주2공장 준공

2003.12

금강고려화학 전주3공장 준공

2012.08

울산신공장 준공

1996.11

고려화학 아산공장 준공

2004.02

금강고려화학 대죽1공장 준공

2014.10

베트남 하노이법인 KCH 설립

1997.02

금강 문막공장 준공

2005.02 (주)금강고려화학

2015.08

안성공장 준공

1997.06

고려화학 말레이시아법인 KCM 설립

2005.08

중국 광주법인 KCG 설립

2015.08

구미 컬러센터 오픈

1998.02

금강 소정공장 준공

2006.09

터키법인 KCT 설립

2015.09

중국 중경법인 KCQ 설립

(現 세종공장)

2006.09

인도법인 KCI 설립

2015.11

KCC 자원개발(주) 흡수 합병

2007.05

대죽2공장 준공

2016.02 남자

2007.06

베트남 호치민법인 KCV 설립

1992.07

1974년 설립한 고려화학은 선박도료 생산을 시작으로

2000’s

Event

설립(KAC)

→ (주)KCC 사명 변경

2000.06

1992년 금강은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며 해외

Event

2011.04 남자

프로농구단 2010-2011 시즌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우승

프로농구단 2015-2016 시즌

프로농구 정규리그 우승
2016.06

홈씨씨인테리어 울산점 개점

2017.03

김천공장 글라스울 1호기 신설

2010.06

새로운 시대를 맞으며 금강과 고려화학은

Event

지상 2층, 약 9,917m2 규모로 완공한 홈씨씨인테리어

금강스레트공업을 시작으로 국내 건자재 및 도료 시장에

자동차도료뿐만 아니라, 철재, 목재,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를 위한

생산 기지 투자에 박차를 가했고, 고려화학은 단일 품목으로는 흔치

(주)금강고려화학이라는 사명으로 합병, 중국을 기점으로 다양한

인천점은 국내 최대 건축 인테리어 전문 매장으로, 품질이 우수한 KCC

진입했습니다. 이후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여러 품종의 도료를 개발했습니다.

않은 1억 달러 고지를 정복하며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를

제품과 국내외 협력업체의 인테리어 자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다졌습니다.

있습니다.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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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1990.12

고려화학(주) 설립

1976.03

오랜 시간 발전을 거듭한 KCC는 그동안 쌓은

1990’s

Company History

수상 실적

Awards

1992.11

고려화학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1996.03

금강 조세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상

2010.11

‘5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11.09

‘7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14.02

친환경 주택 건설 기술 신자재 개발 유공 ‘산업 포장’ 수상

2015.10

2015 세계 표준의 날 ‘KS 인증 대상’ 수상

2016.01

자동차 헤드램프용 도료 ‘장영실상’ 수상

2016.11

국내 최고 준법경영 기업 ‘ALB Korea Law Awards 2016’ 수상

2017.06

2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기업’ 선정

2017.10

2017 대한민국 나눔 국민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2017.12

선박용 방청도료 등 ‘세계일류상품’ 9년 연속 선정

KCC는 품질 혁신과 표준화 활동으로 제품의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해왔습니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탄생한
제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상을 통해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KCC는 글로벌 톱 수준의 제품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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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Products
Things that enrich our lives

KCC in Key Industries

page 22 : Automobile

자동차
자동차용 제품은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KCC는 전자, 건축, 자동차 시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제품 품질 향상과 기술 발달을

노출되는 자동차 외관의 품격을 결정하는 데

이어왔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으로 완성한 KCC의 제품이 있어 우리의 삶은 더욱

주요 역할을 합니다. KCC의 다양한 제품은

풍요로워집니다.

자동차 부품 곳곳에 적용되어 기능성을 높이며,
차량 내외부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page 18 : Electronics & Home Appliances
page 26 : Marine & Offshore Plant

전자·가전·전기

선박·해양플랜트

일상생활 속,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에서
KCC의 기술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쉽게 긁히지 않는

산업용 특수 환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혹독한 환경에

냉장고 표면, 진동에도 변함없는 세탁기 부속품,

노출되는 선박·해양구조물을 보호합니다. 녹이

TV, 컴퓨터 등 다양한 전자 기기 내부 소재가 KCC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방청도료와 해수 및 마찰

제품으로 구성됩니다.

저항을 낮춰 연료비를 절감하는 방오도료,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보온단열재까지 KCC 제품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page 34 : Other Industries

산업 기타
산업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KCC의 제품은
기계 설비에 적용하는 도료에서부터 소재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또 우리 일상 속 손길이
닿는 다양한 생활용품에서도 KCC 실리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page 30 : Construction

page 28 : Plant

건축

플랜트

KCC는 친환경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플랜트 설비에는 강한 물성을 갖춘 제품이

건축자재를 생산합니다. 특히 내구성이

필요합니다. KCC 도료는 강교, 발전, 석유·화학

뛰어난 내외장재는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며,

산업의 수많은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성능 향상을

우수한 단열 성능을 갖춘 보온단열재, 창호,

위한 필수 자재입니다. 보온단열재는 고온 및

유리 등 고기능성 제품은 건축물의 에너지

화염, 화학 약품에 노출되는 산업 설비의 안전한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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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in Key Industries
Electronics & Home Appliances

미래 산업의 좌표가 되는 기술력으로
전자·가전·전기제품의 품격을 높입니다.

전자·가전·전기
KCC는 최첨단 제품의 기능과 수명을 책임집니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성능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성 요소를 개발하고 가전제품의 세련된 외관을 위해
트렌드를 세심하게 연구합니다. KCC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자·가전·전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맞춤형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01. Metalized Ceramics

05. 유리장섬유

KCC 세라믹 튜브를 적용한 VI(Vacuum

금속을 대체하는 플라스틱에 보강재로 사용하는

Interrupter)용 세라믹은 접합 성능, 조직 치밀성,

유리 섬유입니다. 우수한 전기 절연성과 내구성을

진공 기밀성이 우수하며 송배전용과 수배전용

갖췄으며, 디스플레이 모니터와 컴퓨터, 세탁기

등에 적용합니다. 그 외 Power Tube, Brazed

등 부품 속 플라스틱의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Ceramic 제품도 양산, 공급 중입니다.

합니다.

02. DCB (Direct Copper Bonding)

06. EMC (Epoxy Molding Compound)

다양한 세라믹 기판에 구리를 직접 접합한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사용하는 반도체의

제품입니다. DCB의 구리는 전기 회로로,

봉지재입니다. 반도체 부품 Silicon Chip,

세라믹은 전기 절연체로서 기능하며 파워 모듈

Gold Wire, Lead Frame을 외부로부터

작동 중에 발생하는 열 방출 기능을 갖추고

보호하기 위해 밀봉하는 에폭시 수지 기반의

있습니다.

복합 재료입니다.

03. RTV (Room Temperature Vulcanizing)

07. LSR (Liquid Silicone Rubber)

전자 기기 속 다양한 센서와 부품에 프라이머

액상 실리콘으로 LIM(Liquid Injection Molding)

없이 접착하는 상온 경화형 실리콘으로 반영구

성형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산업 재료를

제품입니다. 사용 방식에 따라 RTV 일액형,

코팅할 수 있습니다. 전기 절연물 및 스마트폰

이액형으로 나뉘며 PCB, IC 칩 코팅, 백색

부품, OA 기기 등에 사용됩니다.

가전 보호 실링용, 태양광 모듈 프레임 실링용,
디스플레이용 투명 Potting재, 고방열 접착제
등에 사용합니다.
04. HTV (High Temperature Vulcanizing)

접착제
소재
접착제
- Film (DAF)

- Film (VCM)

도료

우수한 전기 절연성과 난연성, 화학적 안정성을

- 유기소재

- 일반공업도료

- 무기소재

- PCM도료

- 유리장섬유

- 분체도료

열 위험이 있는 곳의 전기 배선용 등으로

- 플라스틱도료

사용합니다.

- LEB

04

넓은 범위의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갖춘 고온 경화형 실리콘입니다. 전기 절연체와

03

05
01

실리콘

02

06

- HTV

07

유리

- LSR
- R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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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로 개발된 KCC 유기·무기소재 제품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됩니다.

08. DAF (Die Attach Film)

10. PSA (Pressure Sensitive Adhesive)

12. 일반공업도료

반도체 칩을 기판에 접착하는 필름 형태

저온에서는 유연성과 점착 성능을 유지하며

전기·전자 장비와 생활 가전에 적용하는

접착제입니다. KCC의 우수한 수지 합성 기술을

고온에서는 녹아내리지 않는 고기능 실리콘

친환경 도료입니다. 제품의 미려한 외관을

통해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공정에 최적화된

감압 점착제입니다. 내열성이 필요한

완성할 뿐만 아니라 품질을 강화해 장기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용 테이프, 산업용 절연 테이프,

내구성을 확보합니다.

액정 보호 마스킹 필름 등에 쓰입니다.
09. VCM (Vinyl Coated Metal)

13. PCM (Pre-Coated Metal)도료

PET 필름에 ‘UV Imprinting’ 방식으로

11. LEB (Liquid Epoxy Bond)

도료 금속판을 가공 전에 미리 도장하기 위해

섬세하고 입체적인 무늬를 표현한 표면 마감재로

에폭시 수지 기반의 반도체용 접착제로

사용하는 도료입니다. 복잡한 형상의 피도물을

TV, 냉장고, 세탁기 등에 적용합니다.

반도체의 칩을 기판에 부착하는 액상형

도장하는 경우보다 도장 방법이 친환경적이며

접착제입니다.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내

생산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부품에 사용합니다.
14. 분체도료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도료입니다.
생활 가전제품의 세련된 외관과 장기적 내구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했으며, 도장하지 않은 도료를
재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갖췄습니다.

08

09

13

12
10

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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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in Key Industries
Automobile

자동차 부품 곳곳에 적용되는 KCC 제품은
차량의 기능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자동차
KCC는 자동차의 매력을 한층 향상시킵니다. 차량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제품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디자인 콘셉트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차량 내외부에 감각적인 요소를 더합니다.

01. LSR (Liquid Silicone Rubber)

05. 유리장섬유

Connector Seal, O-ring, Gasket 등

금속을 대체하는 플라스틱에 보강재로 사용되는

차량 부품에 적용되는 액상 실리콘입니다.

유리 섬유입니다. 차량 내외장재 보강용

Oil Bleeding LSR로 제작된 부품은 시간 경과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기존 금속 소재 대체를

따라 실리콘 오일을 배출, 전자 장비의 소켓과

통한 경량화, 치수 안정성, 절연성 등 자동차

플러그 사이에 수밀 및 기밀성을 부여합니다.

부품에 요구되는 다양한 물성을 제공합니다.

02. RTV (Room Temperature Vulcanizing)

06. 버스용 바닥재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비롯한 HV, EV 자동차

PVC 버스용 바닥재는 많은 보행량을 견딜

내 전장용 부품의 회로 보호, 절연, 방열 등

수 있는 뛰어난 내구성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목적으로 쓰입니다. 자동차 조명용 렌즈재,

우수한 논슬립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터리팩 실링용, ECU 외 PCB 코팅 및 방열

칩 산포형 제품과 프린트형 제품으로 구분되며,

등에 쓰입니다.

고품질 인쇄를 통해 다양한 패턴의 사실적이고
풍부한 컬러감 구현이 가능합니다.

특히 우수한 도막 성능과 효율성을 지닌 KCC 자동차도료는 국내외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에

03. HTV (High Temperature Vulcanizing)

적용 가능한 제품군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넓은 범위의 온도에서 사용 가능한 고온 경화형
실리콘으로 우수한 내열성, 내유성, 내UV성을
갖춰 Turbo Charger Hose, Spark Plug Boots,
Muffler Hanger, Wire Harness Connector 등
엔진과 관련한 자동차 주요 부위에 사용됩니다.
04. DCB (Direct Copper Bonding)
다양한 세라믹 기판에 구리를 직접 접합한

도료
- 자동차도료

제품입니다. DCB의 구리는 전기 회로로,

접착제

세라믹은 전기 절연체로서 기능하며, 파워 모듈

- DGU

- 리피니쉬도료

작동 중에 발생하는 열 방출 기능을 갖추고

- 분체도료

있습니다. 전기를 출력하고 교류, 직류를

- 플라스틱도료
소재
- 무기소재

변환하는 파워부에 적용됩니다.

유리
- 자동차유리

- 유리장섬유

03

02

05
04

01

실리콘

06

- Emulsion
- HTV

바닥재

- LSR

- 버스용 바닥재

- R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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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한 색상과 우수한 품질의 KCC 자동차도료는
차량의 세련된 외관을 완성합니다.

07. 자동차 부품용 분체도료

09. 리피니쉬도료

10. 자동차유리

차량 내외부에 적용되는 제품입니다.

자동차 보수용 도료인 리피니쉬도료는 손상된

접합유리는 외부 장애로부터 운전자의 시야를

휠용 도료의 분체·액상 시스템을

차량의 단순한 색상 복원을 넘어 신차 이상의

확보하고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며, 강화유리는

모두 개발해 소비자 요구에 맞춘 대응이

도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KCC는 당사 자체

탁월한 내충격성으로 인해, 파손 시 유리

가능하며, 모터용 절연도료는 난연성 및

기술로 국내 최초 수용성 현장 조색 시스템인

파편으로 인한 2차 사고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내열성 국제인증시험에 합격해 안정성을

SUMIX를 출시해 정확한 컬러 매칭, 건조성,

확인받았습니다.

우수한 외관을 보이고 있으며, 고기능성 및

11. DGU (Direct Glazing Urethane)

친환경 도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습기 경화형 우레탄계 자동차유리 고착용
실란트입니다. 직접 실링하는 제품으로 영구적

08. 자동차도료
미려한 외관을 구현하고 자동차의 Body를

탄성과 강력한 접착력을 갖춰 차량의 안전도를

구성하는 강판의 방청성을 확보하는 도료입니다.

높입니다.

태양광의 자외선, 산성비, 염분, 기름, 화학 약품
등의 외부 환경에 대한 내구성을 갖췄습니다.
전착, 중도, 상도, 클리어의 다층 구조를 통해
도막의 물성 향상 및 고품질을 구현해 자동차의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10

11

09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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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in Key Industries
Marine & Offshore Plant

산업용 특수 환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바다 위 해양 산업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01. 세라크울

04. 유리장섬유

실리카(모래), 알루미나를 용융해

금속을 대체하는 플라스틱에 보강재로

섬유화한 초고온 내화단열재입니다.

사용하는 유리 섬유입니다. 고강도, 내화학성,

KCC 세라크울 New-Bio는 우수한

내수성, 내부식성 등 우수한 특징을 자랑하며,
FRP 선박의 선체를 비롯한 각종 경량화 소재로

생체 분해성과 고온 안정성을 갖췄습니다.

쓰입니다.

선박·해양플랜트

02. 글라스울
단열 및 흡음성이 뛰어난 무기질의 인조

05. 선박도료

광물 섬유 단열재입니다. KCC 글라스울

선박도료는 운항 중인 선박에 녹이 발생하는

네이처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천연 바인더를

것을 억제하며, 해양 생물의 부착을 방지해

적용, 인체 안전성을 갖췄습니다.

연료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내화도료는

03. 미네랄울

및 유독 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인명 피해를

무기질 광석을 고온에서 용융한 후

방지합니다.

해양구조물에 도장되어 화재 시 건물의 붕괴

KCC는 혹독한 해양 환경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합니다. 마찰 저항을 낮춰 연료비를 절감하는
방오도료부터 선박용 보온단열재까지 선박 및 해양구조물이 언제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기능성 제품을 선보입니다. KCC는 세계 시장에 부합하는 친환경 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을 통해

고속 회전 원심 공법으로 섬유화한 인조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에너지 자원 보존에도 앞장섭니다.

광물 섬유 단열재입니다. 보온 단열 및

06. 선박용 바닥재

내열성이 뛰어나고, 시공성과 경제성이

국내외 선급 인증을 획득한 선박용 바닥재입니다.

우수해 선박의 방화 및 내화 구조 등에

특수 칩을 적용해 다양한 패턴을 구현할 수 있고

쓰입니다.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유리 섬유층을 적용해 제품
변형을 최소화했으며, 난연성 제품으로 화재
확산을 방지합니다.

04

도료
- 선박도료

소재

보온단열재

- 유리장섬유

03

- 글라스울
- 미네랄울
- 세라크울
02

05

01

바닥재
06

-선박용 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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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in Key Industries
Plant

강한 물성을 갖춘 제품은 플랜트 설비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필수 자재입니다.

플랜트

03. 분체도료

01. 세라크울
실리카(모래), 알루미나를 용융해 섬유화한

KCC는 플랜트용 분체도료를 자체 기술로

초고온 내화 단열재입니다. KCC 세라크울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FBE

New-Bio는 우수한 생체 분해성과 고온

분체도료는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회

안정성을 갖춰 발전, 제철·제강, 석유·화학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파이프, 철근 등 부식

플랜트 초고온 부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방지를 위해 적용합니다.

적용합니다.
04. 플랜트도료
산업 설비 현장 대부분에서 시공하는

02. 미네랄울

KCC는 플랜트 설비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플랜트 설비는 바람, 고온, 염분, 화학 약품 등

무기질 광석을 고온에서 용융한 뒤

플랜트용 중방식도료입니다. 강교, 철 구조물

고속 회전 원심 공법으로 섬유화한 인조

외 수많은 시설물의 부식 방지, 유지 관리와

광물 섬유 단열재입니다. 발전소 및

성능 향상을 위한 필수 자재입니다.

석유·화학 플랜트의 배관과 각종 기기

극한 부식 환경에 노출되는 시설물로, KCC 도료는 강교, 발전, 석유·화학 산업 등에 적용하는

장치 등에 적용합니다.

다양한 시설물의 부식을 방지하며 화재로부터 철골 구조물을 보호합니다. KCC는 독자적인 기술력과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 제품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합니다.

도료
- 플랜트도료
- 분체도료

보온단열재
- 미네랄울
- 세라크울

02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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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KCC in Key Industries
Construction

환경친화적인 고품질·고기능성 건축자재가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건축

01. 일반공업도료

05. PVC창호

KCC는 가열 건조형 불소 도료 KOFLUX와 자연

우수한 단열 성능과 편리한 시공성 및 내구성을

건조형 불소 도료 KOFLON을 개발, 보급합니다.

갖춘 제품입니다. KCC 창호는 국내에서

열악한 외부 환경에 대비해 내후성이 우수한 안료를

유일하게 창틀, 유리, 실란트를 직접 생산하며

사용했으며, 구조물의 긴 수명을 보장합니다.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를 돕습니다.

02. 분체도료

06. 건축 외부용 도료

환경 조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제품별

건축물의 다양한 용도와 특성에 맞게 개발한

라인업을 구축한 도료입니다. 대표적으로 장기

도료입니다. 소지 보호력과 색상 구현력, 내후성

내후성을 갖춘 하이라이즈-R 시리즈가 있으며

등이 우수해 건축물의 수명 연장과 미적 효과를

난간대, 신호등, 펜스 등에 사용합니다.

최적화한 제품군입니다.

03. 건축 외부용 실란트

07. 데코시트/인테리어필름

KCC는 몸과 마음이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거주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창호와 유리, 천장재, 도료 등 건축물 곳곳에 필요한
제품의 기능성을 높여 더욱 효율적인 공간을 완성합니다. 건축물의 필수 자재를 공급하는
KCC는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보다 거주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품을 선보입니다.

우수한 접착력과 내구성을 갖춰 외부

KCC만의 전사 인쇄 공법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환경으로부터 건축물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창호 내외부, 건축 내부의 가구나 몰딩재에

제품입니다. KCC는 국내 유일 종합 실란트

적용하는 표면 마감재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생산업체로서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연출합니다.

통합 솔루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04. 유리
우수한 디자인 효과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실내 온도 유지를 돕는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건축물 외장은 물론 거울, 쇼윈도,
도료
- 건축도료

유리

내외장재

- 유리

- 석고보드

- 일반공업도료

- 석고텍스

- PCM도료

- 마이톤/마이텍스

- 분체도료

- 화장실용 칸막이

샤워 부스 등 인테리어용으로도 광범위하게
보온단열재

사용됩니다.

- 글라스울
- 미네랄울

창호

03

- PVC창호

실리콘

- 커튼월

04

- Emulsion

05

- HTV

접착제
- 건축용 실란트
- 데코시트/인테리어필름
- 석고본드
01

02

06

07
홈씨씨인테리어
page 36

바닥재

소재
- 유리장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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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접착성과 탄성을 갖춘 KCC 실란트는
건축물의 내구성을 강화시킵니다.

12. 석고보드

08. 바닥재

10. 건축 내부용 도료

11. 석고텍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우수한 내구성 및

유해 물질 함유량과 방출량을 최소화한

석고보드 원판을 가공해 도장한 무석면

배연 탈황 석고를 주원료로 한 건축 내장용

기능성을 갖춘 제품입니다. 적용하는 공간에

친환경 제품입니다. 곰팡이 및 결로 억제,

불연 천장판입니다. HB 마크 최우수 등급을

판재입니다. 기능에 따라 일반·방수·방균

따라 친환경 제품인 주거용과 다양한 기능을

오염 물질이 쉽게 지워지는 Easy-Clean 등

받은 친환경 제품으로, 시공성과 경제성을

등으로 나뉘며, 불연·단열·차음(遮音) 성능이

갖춘 상업용 바닥재로 나뉩니다.

다양한 성능을 보유해 내부 인테리어와

갖춰 학교와 병원 등에 적합합니다.

우수합니다. 절단과 취급이 용이하고,
경제적인 제품으로 현대 건축물의 조립화와

기능성 구현의 두 가지 효과를 만족합니다.

경량화 추세에 적합합니다.

09. 건축 내부용 실란트
자재를 고정해 건축물의 내구성을 증진하는
제품입니다. 다양한 자재와의 부착성이

13. 마이톤

우수하며 각종 환경 규제를 만족하는 제품으로,

순수 자연 광석으로 만드는 미네랄울을
주원료로 한 불연·흡음 천장재입니다. 기존의

특히 욕실과 부엌에서 장기간 항균 성능을
11

유지합니다.

시멘트판보다 무게가 1/3에 지나지 않으며
공간에 따라 다양한 시공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14. 석고본드
석고보드를 콘크리트 벽·블록, 시멘트 벽돌
등에 부착할 때 사용하는 분말형 접착제입니다.
다양한 마감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시공성이
우수해 기존의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15. 글라스울
단열과 흡음성이 뛰어난 무기질의 인조 광물
섬유 단열재입니다. KCC 글라스울 네이처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천연 바인더를 적용,
인체 안전성을 갖춘 제품으로 불에 타지 않으며,
포름알데히드와 각종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함유하지 않아 새집 증후군에도 안전합니다.

09
12

10

08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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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in Key Industries
Other Industries

신재생에너지 KCC 실리콘은 생활영역부터
산업전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업 기타
KCC는 일상 속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농업, 의료, 생활용품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만나는

01. RTV (Room Temperature Vulcanizing)

06. PRC (Paper Release Coating)

우수한 기계적 물성 및 작업성을 기반으로

우수한 박리성과 발수성, 화학적 안정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실리콘입니다.

피착 재질에 의한 강한 잔류 접착성을 갖춘

산업용 케이블 내 피복용 코팅, Textile 보호용

종이 이형제입니다. 박리지 제조뿐만 아니라

코팅, 주얼리 몰드 제작용 재료, 산업용 필터 등에

필름이나 합성 고무 등에 박리 성능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여하는 코팅 재료로 폭넓게 사용합니다.

02. 일반공업도료

07. PSA (Pressure Sensitive Adhesive)

철재의 부식 방지와 함께 디자인적 기능을 지닌

넓은 온도 범위에서 사용 가능한 고기능

도료입니다. 내열성, 경도성, 내마모성이 우수해

실리콘 감압 점착제입니다. 우수한 내열성이

건설 장비, 철도 차량, 주방 기구, 내열 기자재 등

필요한 PCB 마스킹 테이프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합니다.

전자 기기 디스플레이 보호용 필름 점착제로
쓰입니다.

KCC 제품은 기계 설비에 적용하는 도료에서부터 여러 기능성을 갖춘 소재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03. Silane/Fluid

인체에 무해하고 물성이 우수한 KCC 실리콘 제품은 내구성을 중요시하는 각종 산업에
필수 재료로 쓰이며,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줍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실리콘 오일입니다.

08. LSR (Liquid Silicone Rubber)

용도에 따라 점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낮은 표면

내열성이 우수한 액상 실리콘 고무는

장력과 우수한 전기 절연성, 생리적 비활성, 온도에

부산물이 생기지 않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대한 점도 변화가 적은 제품입니다.

유아용품과 같은 실생활과 산업 전반에
쓰이며, 인체에 무해하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의류용 섬유 코팅에도 적용합니다.

04. Emulsion
실리콘 오일을 물에 분산한 타입의 제품입니다.

실리콘

낮은 표면 장력으로 피부나 모발에서 확산이

09. HTV (High Temperature Vulcanizing)

용이하며, 발수성과 기체 투과성이 우수해 수성

넓은 범위의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 화장품에 폭넓게 사용합니다.

고온 경화형 실리콘으로, 우수한 전기
절연성과 난연성, 화학적 안정성을 갖춘

- Emulsion
- HTV

05. 분체도료

제품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으로

- LSR

산업 분야에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도료입니다.

생활·산업·의료용으로 폭넓게 사용합니다.

- RTV

KCC는 저온 경화형, 대전 방지용, 난연성 등

- PSA/PRC

기능성을 갖춘 분체도료와 특수 무늬 분체도료

- Silane/Fluid

등을 개발해 공급 중이며, 공작 기계, 사무용
가구, 농기계, 의료 기기 등에 활용합니다.
03

02

06

07

05

소재
- 유리장섬유

01

도료

04

- 일반공업도료
- 분체도료
실리콘
- Emulsion
- HTV
- LSR
- RTV
- PSA/PRC
- Silane/Fluid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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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털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인테리어
홈씨씨인테리어 전문가가 체계적인 트렌드 분석으로 제안하는 인테리어
스타일을 고객이 쇼핑하듯 손쉽게 선택하고, 홈씨씨인테리어 전시장을 통해
인테리어 스타일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입니다.
인테리어 전문가의 라이프스타일 연구 결과를 반영한 홈씨씨인테리어

홈씨씨인테리어 프로세스
홈씨씨인테리어는 국내외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을 스타일별로 선보이며,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공간별 상품 패키지를 통해 한 차원 높은 품질과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 품질 담당자를 통해 홈씨씨인테리어 파트너와
믿고 계약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패키지는 이상적인 삶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STEP 1
인테리어 상담 요청

홈씨씨인테리어 <사업 영역>

STEP 2
전문 파트너 상담

STEP 3
디자인 패키지 선정

STEP 4
패키지 견적·현장
실측 서비스 제공

STEP 5
표준 계약서를 통한
안심 계약

STEP 6
표준 시공
(KCC 본사 시공
품질 관리)

STEP 7
품질 보증
(공사 완료 확인서
작성, 1년 무상 A/S)

STEP 8
해피콜
고객만족도 체크

홈씨씨인테리어 <인테리어 패키지>

홈씨씨인테리어 매장·전시장

홈씨씨인테리어 파트너

국내 최대의 건축·인테리어 전문 매장으로, KCC의 우수한 제품과 품질이

홈씨씨인테리어 파트너는 소비자에게 KCC에서 제공한

검증된 국내외 협력업체의 인테리어 상품을 한자리에서 직접 보고, 상담을 통해

디자인 패키지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투명 견적 및 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러프한 소재를 사용한 자연적인 공간 연출

차분한 배색으로 더욱 넓어 보이는 공간 연출

감각적인 디자인에 실용성을 더한 공간 연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문 파트너입니다. 견적, 실측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우수한 홈씨씨인테리어

오가닉은 라이트 브라운을 주요 컬러로

소프트는 밝고 화사한 컬러 매치로 러블리한

모던한 스타일이 주를 이루는 트렌디는

파트너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밝은 공간을 추구합니다. 자연에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모던하지만 곳곳에

더욱 편안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가까운 톤과 패턴, 최소한의 가공으로 자연

장식적인 요소가 더해져 아기자기하면서

시크하면서도 따뜻함을 품고 있는 공간으로

- 기존의 유통 단계를 간소화해 합리적인 가격 제공

ORGANIC
오가닉

SOFT
소프트

TRENDY
트렌디

- 공간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쇼룸 운영

- 홈씨씨인테리어 표준 계약서를 통한 인테리어 공사

소재를 부각시킨 마감재와 가구를 사용합니다.

사랑스러운 공간으로 다가옵니다. 밝고

차가운 도시 속에서 피어나는 온기를 느낄 수

- 3만여 개 상품에 대한 원스톱(One-Stop) 쇼핑 서비스 제공

- 고객 맞춤형 1:1 상담 서비스(전화·방문)

공간을 젊게 변화시켜 모든 연령대의 고객이

따사로운 햇살이 드리우듯 우리의 마음을

있습니다. 밝고 따뜻한 모노톤의 조화로 감성이

- 고객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 시설 운영

- 최신 정보와 고객 맞춤형 인테리어 스타일 제안

만족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포근하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깃든 세련된 스타일입니다.

- 상품 선택 시 인테리어 전문가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 설계부터 시공, A/S까지 종합 인테리어 서비스 제공

- 대형 매장 2곳, 전시 판매장 12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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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KCC의 제품들은

KCC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다년 연속 품질만족지수에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KCC는 도료와 유리, 건축 내외장재,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톱 클래스 수준의 제품을 선보이는 KCC는 선박용

바닥 장식재, PVC창호, 보온단열재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료와 진공 차단기용 세라믹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기술을 인정받았으며, 첨단

다양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소재 분야에서는 보유 기업이 극히 적은 특수 분야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도료

소재

실리콘

접착제

보온단열재

내외장재

창호·유리

바닥재

건축도료

유기소재

Emulsion

건축용 실란트

글라스울

석고보드

PVC창호

바닥재

중방식도료

무기소재

HTV

DGU

미네랄울

석고텍스

커튼월

인테리어
자동차도료

유리장섬유

LSR

Film(데코시트/인테리어필름, VCM, DAF)

공업도료

RTV

PSA/PRC

LEB

Silane/Fluid

석고본드

분체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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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크울

마이톤/마이텍스

유리

화장실용 칸막이

KCC Product Index

홈씨씨인테리어

GT 타워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GT 타워는 태양열 차단과
에너지 절약이 뛰어난 KCC 고성능 로이 코팅유리
‘e-MAX’로 시공했습니다.

서울 국제금융센터 (IFC Seoul)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IFC는 우수한 품질의
KCC 커튼월 ‘유니트 시스템’과 단열, 차폐
성능이 뛰어난 고성능 로이 코팅유리 ‘e-MAX’로
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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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전·전기
반도체에 적용되는 EMC, RTV, LEB, DAF
등 KCC의 다양한 소재들은 우수한 품질을
검증받았으며, 최첨단 제품의 기능과 수명을
책임집니다.

플랜트
플랜트 시장에는 시설물의 부식 방지와
유지 관리 및 성능 향상을 위한 필수 자재인
KCC 도료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내화도료는
화재로부터 철골 구조물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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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해양플랜트
선박·해양플랜트에 적용되는 KCC의 친환경
제품들은 혹독한 해양 환경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합니다.

자동차
국내외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에 적용되는 KCC
제품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내외부에
감각적인 요소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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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Portfolio

Business Site

KCC는 김천, 대죽, 문막, 세종, 아산, 안성, 여주, 여천, 울산, 전주, 가평, 영월 등에
국내 사업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영국, 인도네시아 등에
해외 생산 공장을 두고 세계 여러 나라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 및 주요 생산 제품

해외 법인 및 주요 생산 제품

1 김천공장

2 대죽1공장

3 대죽2공장

4 문막공장

1 중국 곤산법인

2 중국 북경법인

3 중국 광주법인

4 중국 중경법인

글라스울, 미네랄울, 세라크울, 마이톤

석고보드, 석고텍스, 석고본드

실리콘

글라스울

컨테이너도료, 선박도료, 플랜트도료, 자동차도료,

건축도료, 컨테이너도료, 플랜트도료, 자동차도료,

컨테이너도료, 선박도료, 일반공업도료, PCM도료,

플랜트도료, 자동차도료, 일반공업도료, PCM도료

일반공업도료, PCM도료

일반공업도료, PCM도료

플라스틱도료, 실리콘

5 세종공장

6 아산공장

7 안성공장

8 여주공장

5 인도법인

6 말레이시아법인

7 싱가포르법인

8 터키법인

유리장섬유, 커튼월

바닥재, 데코시트/인테리어필름, VCM

건축도료, 플랜트도료, 리피니쉬도료,

유리

건축도료, 자동차도료, 일반공업도료, PCM도료

건축도료, 플랜트도료

선박도료, PCM도료

선박도료, 자동차도료, PCM도료, 분체도료

일반공업도료, 플라스틱도료

9 여천공장

10 울산공장

11 전주1공장

12 전주2공장

9 베트남 호치민법인

10 베트남 하노이법인

11 바실돈법인

석고보드

선박도료, 플랜트도료, 자동차도료, 일반공업도료,

PVC창호, Metalized Ceramics, DCB

건축도료, 자동차도료, 분체도료, EMC

건축도료, 선박도료, 플랜트도료, 자동차도료,

자동차도료, 플라스틱도료

실리콘

PCM도료

리피니쉬도료, 일반공업도료, PCM도료

13 전주3공장

14 가평공장

15 영월공장

실리콘, 실란트

규사

백운석, 카스마이트

46 | 47

16 중앙연구소

KCC Business Site

Global Network

Overseas Corporations and Branches

Dalian Branch Office of KCC (Beijing) Co., Ltd.

1 Kunshan, China

Road, Dalian Development Area, Dalian City,

No.1388 Huangpujiang South Road, Qiandeng

LiaoNing Province, China

Town, Kunshan City, Jiangsu, China

Chongqing, China

UK

(Zip code : 116600)

(Zip code : 215341)
Tel

(86) 512.5746.9000

Fax

(86) 512.5746.9009

e-mail

6

Room 905, Grand Central IFC, No.128 Jinma

KCC (Kunshan) Co., Ltd. (Plants 1)

Beijing, China

Domestic Corporations and Branches

kcckunshan@kccworld.co.kr

Tel

(86) 411.8853.1785

Fax

(86) 411.8870.8795

e-mail

kccdalian@kccworld.co.kr

Indonesia

9

본사·연구소·공장

Malaysia

PT. KCC INDONESIA

KCC Paints Sdn. Bhd.

Belleza Permata Hijau Office Tower,

Lot13 / No.1, Jalan Anggerik Mokara

Lantai 17 Unit 9 Jl Letjen Soepeno 34,

31/54~55, Seksyen 31, Kota Kemuning,

Permata Hijau, Jakarta, Indonesia

Shah Alam,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Zip code : 12210)

(Zip code : 40460)

Tel

Tel

Fax

(62) 21.3002.7185~6
(62) 21.3002.7187

11

Germany

12

3

13

2

10

Kunshan, China

15
4

(86) 512.5017.2006

Fax

(86) 512.5795.0803

e-mail

kcckunshan@kccworld.co.kr

Shanghai Branch Office of KCC
11F, Shanghai HNA Building, No.898 Puming

중앙연구소

Fax

(603) 5122.1800/19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e-mail

kcc@kccpaint.com.my

240번길 17-3

(Zip code : 200120)

Guangzhou, China

7

Tel

(86) 21.6235.1540

Fax

(86) 21.6278.6338

e-mail

kccshanghai@kccworld.co.kr

8

Vietnam
9

7

India

KCC (Guangzhou) Co., Ltd.

KCC Paint (INDIA) PRIVATE LIMITED

No.9 Doutang Street, Yonghe Economic Zone,

Plot No.K-20 Sipcot Industrial Park,Phase II,

Guangzhou, China

Mambakkam Sriperumbudur Tamil Nadu,

(Zip code : 511356)

India

Tel

(86) 20.3222.1111

(Zip code : 602106)

Fax

(86) 20.3222.2021

Tel

(91) 44.2714.2000

e-mail

kccguangzhou@kccworld.co.kr

Fax

(91) 44.2714.2020

e-mail

sales@kccindia.in

Qingdao Branch Office of KCC (Kunshan) Co., Ltd.

Indonesia
UAE

(Zip code : 266100)
Tel

(86) 532.5569.0655

Fax

(86) 532.5569.0658

e-mail

kccqingdao@kccworld.co.kr

Singapore

대죽공장

영월공장

아산공장

여주공장
안성공장

김천공장

인천점(매장)

성남

KCT KCC Boya Sanayi Ve Ticaret Ltd. Sti.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산업단지로 39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393번길 2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10

Gebze Organize Sanayi Bolgesi

Tel 054.420.1700

Tel 032.570.7000

Tel 031.728.6800

Gebze/Kocaeli, Turkey

대죽1공장

울산점(매장)

경기북부

(Zip code : 41400)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2로 1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28-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94-1

Tel 041.660.7000

Tel 052.289.1700

Tel 031.841.0208

대죽2공장

서초본점

수원

10 Turkey

(Tembelova mevki) 3100 Cad. No.3107,

Tel

(90) 262.645.0200

Fax

(90) 262.645.0209

e-mail

turkey@kccworld.co.kr

Plot No.C-22 MIDC Industrial Area Phase-I,

(Zip code : 510613)

Mahalunge Chakan Tal-Khed, Dist-Pune,

KCC Basildon Chemical Company Ltd.

Tel

(86) 20.3831.9780

Maharashtra, India

7 Kimber Road, Abingdon, Oxfordshir, England

문막공장

Fax

(86) 20.3831.9789

(Zip code : 410501)

(Post code : OX14 1RZ)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106

e-mail

kccguangzhou@kccworld.co.kr

Tel

(91) 22.3069.8254~5

Tel

(44) 1235.205003

Tel 033.749.4500

e-mail

sales@kccindia.in

Fax

(44) 1235.524334

e-mail

hukim@kccworld.co.kr

11 UK

KCC (Chongqing) Co.,Ltd.

Tel 044.550.5600

8	Vietnam

(Zip code : 401220)

Vietnam

Yancheng Branch Office of KCC

Tel

(86) 23.4076.6611

(Zip code : 815300)

(Kunshan) Co., Ltd.

Fax

(86) 23.4076.6708

Tel

(84) 251.351.4678

Room 1207, 2 Building, Huabang

e-mail

kccchongqing@kccworld.co.kr

Fax

(84) 251.351.4684

e-mail

mbw1916@kccworld.co.kr

(Zip code : 224000)

Chongqing Branch Office of KCC

Tel

(86) 515.8990.9768

(Chongqing) Co., Ltd.

Fax

(86) 515.8988.8068

Room 1106, Block C, Dongli International

e-mail

kccyancheng@kccworld.co.kr

Building, No.62 East Taishan Road, Northern

Hefei Branch Office of KCC (Kunshan) Co., Ltd.

Tel

(86) 23.6701.9021

Room 1307, 11 Building, Paramount Famous

Fax

(86) 23.6785.3414

Square, No.588 Lianhua Road, Economic

e-mail

kccchongqing@kccworld.co.kr

전주공장

여천공장

울산공장
김천공장

KCC (HA NOI) Co., Ltd.

KCC Europe GmbH

아산공장

Hansaring 61, 50670 Köln/Cologne, Germany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아산로 658-33

(Zip code : 50670)

Tel 041.539.9000

Tel

(49) 221.6694270

Fax

(49) 221.1612100

e-mail

hukim@kccworld.co.kr

Tel 031.670.7777

(Chongqing) Co., Ltd.

e-mail

kcchefei@kccworld.co.kr

No.15 Xiu Yuan East Road, Chenghua District,
Chengdu City, Sichuan Province, China
(Zip code : 610000)
Tel

(86) 155.2806.5199

e-mail

kccchengdu@kccworld.co.kr

(Zip code : 101300)

여주공장

(Zip code : 221400)

1-7-1, Yurakucho, Chiyodaku, Tokyo, Japan

Tel

(84) 222.3699.383

(Zip code : 100-0006)

Fax

(84) 222.3699.389/390

Tel

(81) 3.6895.9361~3

여천공장

e-mail

crekim@kccworld.co.kr

Fax

(81) 3.6895.9364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830-7

e-mail

tokyo@kccworld.co.kr

Tel 061.680.7800

Phu Str., Ward 25, Binh Thanh Dist., HCMC,
Vietnam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541
Tel 031.880.3000

울산공장
14	UAE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30

KCC Dubai Office.

Tel 052.280.1717

(Zip code : 717066)

Unit No.501, Indigo Icon Tower, Cluster F,

Tel

(84) 28.6269.0305

Jumeirah Lakes Towers, Dubai, UAE

Fax

(84) 28.6269.0316

(P.O. Box 184453)

전주1공장

e-mail

cjh9871@kccworld.co.kr

Tel

(971) 4453.4115~6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4로 19

Fax

(971) 4453.4117

Tel 063.260.8800

e-mail

dubai@kccworld.co.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10
Tel 031.728.6840~1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32
Tel 032.472.4371~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92
메이퀸오피스텔 206호
Tel 031.487.753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71
삼성디지털프라자 강서본점 1F

인천

Tel 02.3665.7742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393번길 26
Tel 032. 582. 3567

광주광산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70

원주

Tel 062.942.7411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461
Tel 033.744.6821

Fax

(86) 10.8949.8144

1 Tuas Avenue 2, Singapore

e-mail

kccbeijing@kccworld.co.kr

(Zip code : 639441)

Fax

(84) 24.3787.8646

Tel

(65) 6862.0100

e-mail

crekim@kccworld.co.kr

Fax

(65) 6863.0679

e-mail

ssong@kccpaint.com.sg

울산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28-17
Tel 052.287.0811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563
Tel 055.265.3211
제주(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40
Tel 064.726.8870

강릉(출)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135

계열사

Tel 042.525.8550

Tel 033.662.1705

KCC건설

창원시티세븐점

대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50

더시티세븐 1F

Tel 042.635.432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
Tel 02.513.5500
코리아 오토글라스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산단길 134

Tel 055.600.5440~1
청주

Tel 044.860.5000

부산금정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28

스타로미안 7F

금강레저

Tel 051.580.5288

Tel 043.262.4200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541

부산서면점

천안

Tel 031.880.6000

당진

Tel 063.260.7000
대구달서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서해로 6719

Vali-E-Asr Steet, Tehran, 19677-13869, Iran

전주3공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 259

Tel 041.363.4266

Tel

(98) 21.2202.8947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01

삼성디지털프라자 서대구본점 1F

e-mail

hanchangye@kccworld.co.kr

Tel 063.260.1700

Tel 053.656.9480

Unit 42, 4th Floor, No.88, Sayeh Street,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95

삼성디지털프라자 대전오류점 2F

Me Tri-Tu Liem -HA NOI (10 floor), Vietnam

KCC Iran Office.

포항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679

Tel 044.550.5601

(84) 24.3787.8647

Tel 054.453.4530

대전중구점

Tel 051.819.8422

Tel

첨단기업7로 103

Tel 051.580.5200
안산(출)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764

15 IRAN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28

Vinaconex 9 Tower At Pham Hung Road,
(Zip code : 125000)

구미(출)

부산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소정구길 40

KCC (Singapore) Pte. Ltd.

Tel 053.252.4321

Tel 031.366.6339

삼성디지털프라자 부산본점 1F

(86) 10.8949.8181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1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18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22

Tel

대구

Tel 054.275.7601

인천남동점

강서점

Tel 061.722.7722

화성(출)

전주2공장

KCC (Hanoi) Hanoi Office.
5	Singapore

13 Japan
Yurakucho Denki Building, South wing 12F,

Room 4, 12th Floor, Pearl Plaza, 561 Dien Bien

(86) 551.6261.7260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제4산단로 100

KCC Japan Co., Ltd.

KCV Hochimin Office.

Fax

안성공장

Yen Phong Dist, Bac Ninh Province, Vietnam

(Zip code : 230000)

분당판교점

12 Germany

Yen Phong Industrial Zone, Dong Phong Ward,

Development District, Hefei City Anhui, China
Chengdu Branch Office of KCC

세종공장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소정구길 40

Chongqing, China

No.51 West of Shuntong Road, Renhe Town,

세종공장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3

West Road, Guangzhou, China

Long Thanh District, Dong Nai Province,

Shunyi District, Beijing, China

순천

Tel 031.235.5001

City, China

KCC Chemical (Beijing) Co., Ltd.

Tel 054.275.760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72

Road 1, Long Thanh Industrial Zone,

2 Beijing, China

Tel 061.280.5930

Tel 033.370.1500

Tel 02.3480.8777~8

(Zip code : 401122)

문막공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95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

New District, Chongqing City,China

중앙연구소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2

강원도 영월군 북면 원동재로 282-54

목포

Tel 041.660.8700

Development, Changshou District, Chongqing

(86) 551.6261.8116

포항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2로 35

KCC (Vietnam) Co., Ltd.

Tel

영월공장

영업소·출장소

Yancheng City, Jiangsu, China

가평공장

Tel 062.943.8211

PRIVATE LIMITED

International East Mansion, Tinghu District,

서울본사

Tel 053.431.2425~7

Pune Branch Office of KCC Paint (INDIA)

No.26 Huanan Road, Yanjia Economic

Malaysia
India

4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70

Tel 031.580.1500

B-3703&3707, Center Plaza, No.161 Linhe

Room 1506, Ban Dao International
Qingdao, China

6

광주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11

KCC (Guangzhou) Co., Ltd.

Building, No.182-8, Haier Road, Laoshan District,

5

대구중구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물안산길 42

홈씨씨인테리어

Guangzhou Branch Office of

Road, Shanghai, China

3

Iran

Guangzhou, China

(Kunshan) Co., Ltd.

1

14

Turkey

(Zip code : 215341)
Tel

Tel 02.3480.5000

Tel 031.288.3000

Kunshan City, Jiangsu, China

Japan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

(603) 5122.2900

KCC (Kunshan) Co., Ltd. (Plants 2)
No.198 Shanpu East Road, Qiandeng Town,

본사

가평공장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곡로 84
Tel 063.211.5300
20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