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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방지패널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업체

(주)신광ENGP

Yes!

Your Plastics
Engineering Plastics
Special Pla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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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
㈜신광ENGP는 대전방지패널·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기업입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및 민감한 생산현장에 쓰이는 무정전아크릴, 무정전PC, 무정전PVC 등을 직접 생산함으
로써,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대전방지패널 전문기업입니다.
또한, 첨단산업용 소재인 PEEK, PEI, UHMWPE, 테프론을 비롯한 고성능제품과 일반산업용소재인 아세탈, MC나
일론, 베크라이트, HDPE, PP, ABS, PC, 아크릴, 오일론, 알루미늄복합판넬, 우레탄, 에폭시, 포맥스, 한지아크릴,
실리콘등 산업현장 및 실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가공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이 필요로 하는 소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적시에 공급하여, 생산현장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제공
하는 ㈜신광ENGP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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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

Acryl

개요
아크릴은 아크릴산이나 메타크릴산 드의 에스테르로부터
의 중합체를 말합니다. 옥외에 노출시켜도 변색하지 않고
내약품성도 전기절연성이 양호합니다.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

개요
아크릴의 약 30배 이상 충격강도를 가진 유연성 및 가공
성이 우수한 투명 소재 입니다.

특성
·압출아크릴 - 순수원료로 압출생산하여 두께가 일정합니다.
·캐스팅아크릴 - 두께나 색상이 다양하고 가공이 용이합니다.

특성
·자연광성 투과율이 약 92%이며 경도가 높고 표면광택이
우수 합니다.
·유리의 16배가 넘는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내충격성은 강화유리보다 강합니다.
·열가소성 수지이며 85℃의 온도에서 변형이 시작됩니다.
·캐톤, 에스테르, 염화탄화수소등에 녹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도

·PC는 광선투과율(85%~91%)이 유리와 비슷하며 맑고 투명합니다.
·PC의 강도는 유리의 250배, 아크릴의 30배 이상 강력한
내충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시공성
비중이 유리의 절반정도 가볍고 유연하여 휨 상태로 시공할
수 있어 구조비용 및 시공비가 절감 됩니다.
·탁월한 내후성
PC는 표면에 자외선 변색방지 처리로 황변화 및 노화현상을
지연시키고, 변형이 없어 항상 깨끗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뛰어난 단열성
PC는 판유리와 비교하여 열관류율이 낮아 높은 열효율로
냉,난방 비용을 절감시켜 줍니다.
·자기소화성 및 내 화학성
자기소화성과 난연성이 우수하여 화재가 번지지 않고, 유독
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며, 산ㆍ알칼리성등 약품에 강합니다.

용도

▶ 가구, 조명, 커버, 각종 간판, 명판, 진열대, 수족관,
옥외구조물 등

▶ 방음벽, 건출물 외벽, 지붕, 연결통로, 차양, 컴퓨터, TV,
보안경, 자판기, 공중전화 부스, 온실, 축사등
www.skp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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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나일론

MC Nylon

개요

Polyoxymethylene

개요

내구성, 내피로성, 유연성을 갖춘 엔지니어링플라스틱의
대표적인 소재 입니다.

특성

우수한 기계적 강도, 내 피로성, 기계가공성 및 낮은 수
분흡수율을 갖춘 소재 입니다.

특성

·뛰어난 기계적 강도
(종래의 나일론 수지에 비해, 기계적 강도, 내구성이 뛰어납
니다. 치수 안전성,열적성질, 소음방지, 내부식성이 우수,내피
로성과 우수한 CREEP 특성)
·내마모성과 자기윤활성이 우수
(뛰어난 미끄러짐 성능,비철계통의 대체 소재로 적합 합니다.)
·내약품 특성
(유기 용제, 유지, 알칼리성 약품에 침범되기 어려운 내약품
성을 가집니다. )
·연속 사용 온도 = 120℃

용도

·연속사용온도 -45℃ ~ 95 ℃
·내약품 특성 - 무기 약품·유류에는 발군의 내구성을 나타납니다.
·내크리프성 - 넓은 온도 범위에서 뛰어난 내크리프성을
나타내, 각종의 기름이나 약품중에서도 거의
변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내피로성 - 반복 충격이나 연속 진동 사용에도 피로하지 않고,
안정된 성능을 계속 유지합니다.
·마찰· 마모성 - 열가소성 수지 중에서 가장 내마찰 마모
성이 뛰어나 한층 더 자기 윤활성이 있기
때문에, 무급유 부품으로서 넓게 사용됩니다.

용도

▶ 차륜, 기어, 롤러, 라이너, 슬라이드, 스타휠,
가이드 절연재, 시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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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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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모플레이트, 인페라, 스크류, 식품기계부품,
정밀 기계부품, GEAR 등

고밀도PE

테프론

UHMWPE

개요
내마모성, 식품 위생성 및 내부식성이 탁월한 경제성을
갖춘 독일산 소재 입니다.

특성
·플라스틱중에서는 최고의 내충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POM · 6N 등의 엔프라 및 스테인레스보다 뛰어난
내마모성을 가집니다.
·마찰계수가 낮고 자기 윤활성이 좋습니다.
·강산을 제외한 부식성 약품에 침범되지 않을만큼 내약품
특성이 좋습니다.
·연속사용온도 = 80℃ / 저온사용온도 = -100℃ 극저온
아래에 있어서도, 높은 내충격성이나 내마모성이 지속됩니다.
·무독성- 식품에 직접 접촉해도 안전 합니다. FDA 공인
플라스틱입니다.

용도

▶가이드레일, 스타휠, 체인가이드, 체인컨베이어, 롤러,
스크류,기계부품, 사일로의 내장재 등

Teflon

개요
내열성, 내한성, 내약품성, 전기적 성질 우수한 소재 입니다.

특성
· -260℃ ~ 200도 까지 사용이 가능 합니다.
·마찰계수가 약 0.2로 낮은 마찰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약품성이 우수하고, 뛰어난 전기적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프론 표면에 물이나 기름이 잘 묻지 않아,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쉽게청소가 가능 합니다.

용도

▶ 반도체 제조 관련 설비
밸브 밸로우즈·베어링·가스켓·튜브·라이닝재·필터,
기계류, 자동차부품, 전기절연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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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맥스

FOMEX

개요

PVC

Poly Vinyl Chloride

개요

아크릴보다 가볍고, 목재의 특성과 유사하여,
DIY 재료로 많이 쓰이는 소재 입니다.

특성

우수한 기계적 강도, 내 피로성, 기계가공성 및 낮은 수
분흡수율을 갖춘 소재 입니다.

특성

·강한내습성: 내습성이 강한 소재로 습한곳에서도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우수한 인쇄성: 실크스크린, 페인트 분체도장(스프레이)
작업이 용이하며 발색효과가 뛰납니다.
·뛰어난 가공성: 절단, 절곡이 자유로워 작업이 용이하며, 어떤
형태로도 활용이 좋습니다.

·산, 알칼리, 유지, 염류등에 내약품성이 우수합니다.
·인장, 굴곡등 기계적 강도가 우수합니다.
·절단, 천공, 가열절곡, 용접등 가공성이 우수합니다.
·전기절연성 및 난연성 우수합니다.
·평활성 및 성형이 우수합니다.

·안전한 위생성: 나무에 생기기 쉬운 세균이나 벌레 걱정 없이
위생적인 측면에서 좋습니다.
·다루기 쉬운 경량성: 비중이 0.7로 아크릴보다 가벼워 작업이
용이합니다.
·저렴한 가격: 내습, 인쇄, 가공, 위생, 방음 등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용도

용도

▶ 산업체의 각종 화학약품탱크, 반도체 세정장비, 공장의
배기닥트 및 바닥재, 각종 공구함 및 작업선반

▶ 광고물, POP, 간판, 진열대, 옥외입체간판, 각종파티션,
사인보드, 안내표지판, 교통표지판 등

6

www.skpc.co.kr

PEEK

Polyetherether Ketone

개요
연속 사용온도 250℃로 뛰어난 방사선 안정성 및 내약품
성으로 항공우주 분야에서 쓰이는 초 고성능 소재 입니다.

특성
·연속사용온도 250℃로 고온에서 연속사용 가능 합니다.
·UL94 V-0 로 내연소성, 저발연성이 뛰어납니다.
·250℃의 가압열수중/수중기중, 3000시간 방치후에도 물성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방사선 안정성 및 전기적특성, 내후성이 뛰어납니다.
·높은 기계적 강도, 응력특성, 내크리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

▶ 계측기기부품, 각종정밀부품, 반도체제조관련걸비 및
도금가공기기관련부품, 원자력관련설비, 금속표면처리
관련설비, 자동차푸품, 항공기부품, 각종제조라인부품,
밸브, 펌프 및 배관등

HDPE

High-density PE

개요
식품위생성 및 경제성을 고루 갖춘 범용 소재 입니다.

특성
·플라스틱중에서 최경량에 속하며, 경제성을 갖춘 소재 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소재 입니다.
·대부분의 산과 알칼리에 내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저 -50℃에서 최고 +9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온특성이 뛰어납니다.)
·완전히 무극성이기때문에 접착제로 접합 가능합니다.

용도

▶ 화학약품 저장조, 호퍼, 각종 슈트라이닝 재료, 사다리차
깔판, 식품공업용 재료, 기어 및 롤러가이드 등

www.skp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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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크라이트

개요

Epoxy

개요

열경화성 수지로서, 전기전자부품에 적합한 우수한 절연
소재 입니다.

특성

기계적, 전기적 성질이 우수. 고압 프레스에 가열, 가압,
성형된 적층 그라스판 입니다.

특성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여 절연체로서 사용이 적합합니다.
·굴곡강도와 내열성이 우수하여 기계 및 전기전자 부품에
적합합니다.
·내습성이 좋아 보관중 휨성이 적고 저온 펀칭 가공성이 좋습니다.
·UL-94 V0 규격이 승인된 난연성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용도

·유리섬유를 기재로, 에폭시 수지 합침을 통해 만들어진 소재
입니다.
금속에 비중이 낮으나, 기계적 강도가 뛰어나 산업용 구조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낮은 흡수율과 높은 표면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절연성
보강재로 좋습니다.
·전기적특성이 좋아 응용범위가 넓습니다.
·열에 강하기 때문에 형태 보존성이 좋습니다.

용도

·성형품 : 전기, 전자, 기계, 선박, 차량부품
·적충품 : 전기절연판, 회로판
·기 타 : 단열재, 연마제, 합판 등의 접착·점착제, 주물공업용
모래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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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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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열재료 부품, 변압기, 후렉시블 PCB 지그용, 배전반
스위치 보드, 회전기 엣지, 전자기판 등

알루미늄복합판넬

우레탄

Aluminium C.P

개요
두장의 알루미늄 코일사이에 저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로
고온 접합 시킨 소재 입니다.

특성
·단열성: 낮은 열전도율과 샌드위치 구조에 의한 높은 열관류
저항으로 단열효과가 뛰어납니다.
·흡음 및 차음효과: 복합구조로 구성된 판재로 외부충격과
흡음 및 차음효과가 뛰어납니다.
·시공성: 일반판제에 비해 1/2의 초경량성과 강성을 지녔고,
알루미늄 판넬 크기에 비해 경량입니다.

Polyurethane

개요
내마모성, 기계적 성질이 우수한 다양한 경도를 가진 소재
입니다.

특성
·성형이 자유롭고, 경도가 연질(저경도) 20도에서 경질
(고경도)98도로 다양합니다.
·고강도임에도 불구하고 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접착성이 우수합니다.
·내마모성, 기계적 성질, 내유성이 우수합니다.

·경량성: 동일 두꼐의 알루미늄 휠이나 철, 동, 스테인레스 등
기타 금속판의 1/2~1/3 중량이므로 건물의 하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용도

▶ 건축창호의 샷시도어 면재, 캐노피천정재, 내장마감재,
외장마감재, 광고인테리어, 반도체장비, 칸막이 도어 등
다양한 분야

용도

▶ 각종 산업기계용 부품, 우레탄 완충제, 흡집 방지용 커버,
토목건설 기계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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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방지패널 Antistatic Panel(무정전아크릴, 무정전PC, 무정전PVC)

대전방지 코팅 (Anti-Static Coating)
플라스틱에서 생성된 정전기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전방지 패널은 패널의 표면 저항을 줄여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합니다.
전기·전자, 광학, 의료 및 첨단소재 생산 등 생산환경이 민감한 환경에서 폭넓게 사용합니다.

■특성
·우수한 대전방지 기능 : 표면이 106~108 ohm/square의 표면저항값을 가지며, 정전기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우수한 표면 경도 : 표면이 하드코팅 처리되어 있어 스크래치로부터 안전합니다.
·우수한 내화학성 : 표면이 하드코팅 처리되어 있어 용제 등 화학물질에 대한 내구성 및 내후성이 우수합니다.
·미려한 표면 : 표면은 광택이 있고 투명하여 아크릴·PC·PVC(투명)가 갖고 있는 고유의 외관을 그대로 간직합니다.

■용도 : 크틴룸, 반도체, 전자제품, 의학제품, LCD·PDP 조립라인, 전자제품의 데코레이션 패널, TV 스크린패널, LCD 보호창

제품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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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특성

적용분야
■반도체 장비 및 파티션 장비
·Clean benches
·Clean Drafts
·Cleaners
·Wafer carrying boxes
·Part Boxes
·Part Boxer
·Desicator
·Cean storage
·Cases
·Covers and Partitions
·Clean ducts

■크린룸
·Windows
·Room Partitions
·Covers
·Louvers
·Galleries

■다양한분야
·Meter covers
·Machine covers
·Displays
·Viewing windows
·Various casings
·Part boxes

적용분야
◎ 아주좋음 , ○ 좋음 , △ 보통
항목

물흡수저항

투명도

충격강도

열저항

스크레치저항

내화학성

밴딩가공성

접착력

무정전PVC

◎

○

○

△

○

◎

◎

○

무정전아크릴

△

◎

◎

○

○

△

△

◎

무정전PC

○

○

○

◎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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