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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ITEMS

난연성 페인트 및 코팅용 특수 소재

여러 난연 전문 제조사과 함께 원가절감, 제품 업그레이드를 위한 여러 아이템으로 

고객 제품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켜 드립니다. 

List CAS NO. 용도

APP (암모늄폴리포스페이트) 68333-79-9 범용적인 인계난연제

ADP (Aluminum diethyl hypophosphite)  225789-38-8 고내열성 인계난연제

AHP (Aluminium Hypophosphite) 7784-22-7 고기능성 인계난연제

기타 인계 난연제 37640-57-6 외 　 MCA 를 비롯한 다양한 인계난연제 취급

펜타에리트리톨 115-77-5 레진(알키드, 폴리우레탄 등), 내화/난연제

디펜타에리트리톨 126-58-9 레진(알키드, 폴리우레탄 등), 내화/난연제

멜라민 108-78-1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에틸렌용 난연 첨가제

난연 가소제  68937-40-6 외 PC, PC, PU, Epoxy, PVC 등 난연가소제

난연 경화제 (에폭시용) 68911-35-3 내화도료 경화제

섬유

각종 난연 섬유를 취급합니다. 특히 이에프켐의 chopped carbon fibers는 에폭시 사이징 되어 있고, 

정밀한 커팅 기술과 연속 공정을 통해 다양한 길이로 제작 가능합니다. 

List CAS NO. 용도

탄소섬유 (Chopped) 7440-44-0 보강용 충진재, 기능성 첨가제

아라미드 펄프 26125-61-1 보강용 충진재, 점증제

보강용 메쉬

전적으로 단일 공급처의 수입산에만 의존하던 국내 PFP 보강재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성능이 검증되어, 인증 받은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국내에 공급함으로써 고객사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료/접착제 원료

고객사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등 품질 이상& 새로운 도료/접착제 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발 및 영업 활동을 통해 새로운 제품들을 고객사에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List CAS NO. 용도

안료

Tio2 (KRONOS, CHINA 제품) 13463-67-7 백색 안료

Red color 2786-76-7 적색 안료 (C.I. No. 12475)

충진제

Talc (내열성) 1318-59-8 고내열성 도료 및 유니버셜 도료용 충진제

Gypsum powder 14798-04-0 플라스틱, 고무, 도료, 아스팔트 등의 충진제

수지

PVB resin 63148-65-2 코팅 바인더 및 접착제

Hydrocarbon Resin 64742-16-1 도료 수지 (C5, C9)

오일

Soya Lecithin 8002-43-5 수지 및 알키드 제조용

대두유지방산 (SOFA) 61788-66-7 수지 및 알키드 제조용

UV 첨가제 Light Stabilizer 41566-26-7 외 자외선 흡수제

특수 첨가제 Sodium p-Styrenesulfonate 2695-37-6 응성 유화제, 염료 개질제, 유화첨가제

UV 경화

UV 경화수지/UV 모노머
18934-00-4

298695-60-0
양이온성 UV 경화의 활성 희석제

양이온 광개시제 344562-80-7 양이온성 광개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