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뉴텍글로벌    뉴텍아이엔씨(주)    (주)아노텍코리아

Global  Leading Corporation
in Bonding-Laminating Specialties

Innovation NEWTEC

BL분야 글로벌 선두기업



뉴텍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고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EO 인사말

저희는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Bonding-Laminationg(BL) 산업분야에서

자동차부품을 포함, BL 산업분야 종합적인 Total System을 완비한 

국내 최대 기업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창조적, 독창적 경영을 통하여 

고객 여러분의 다양한  Needs에 적극적으로 보답하고 

고객 여러분께서 최대의 만족과 깊은 신뢰를 보내시는 기업으로, 

BL분야 Global Leading 기업으로 겸손하게 BL분야 Global Leading 기업으로 겸손하게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는 격려와 조언을 바랍니다.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고객 여러분의 질책에 

항상 겸허한 자세로 귀 기울이겠습니다.

대표이사 임영환 드림



회사개요

우리회사는 18년 이상 자동차 내장재용 소재, 부품을 국내 및 해외 자동차 생산기지에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오랜기간 축적된 자사의 독보적인 기술력, 높은 품질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동 업계 국내 최대기업입니다.

부산 녹산산단에 위치한 (주)뉴텍글로벌에서는 한국GM용 자동차시트 내장재용 소재, 부품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아자동차 및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 웅상공단에 위치한 뉴텍아이엔씨(주)는 울산 현대자동차용 시트 내장재용 소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연간 200만대 이상의 자동차 내장재용 소재,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내생산 자동차 대수의 약 2/5 이상을 

점유하고 있읍니다. 동종업계 국내 1위 업체일 뿐만아니라 세계 최고, No.1을 목표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적인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1. 자동차 내장재용 부품

    : Seat, Door trim, Sun Visor

      Head Lining, Head Rest etc.

2. 자동차 Seat Covering 용 Cutting 부품

주생산품

주요 고객사

기타산업용

수출용 Lounge Cover용 소재

특수용도 및 산업자재용 Material

Heavy-duty용 Comp

osite 소재

레저.스포츠용 Multiple-layer Material

기타 BL분야 Multiple-layer 소재기타 BL분야 Multiple-layer 소재

회사소개

회사명

주  소

TEL

FAX

사업분야

                       (주)뉴텍글로벌                                                 뉴텍 아이엔씨(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553-3 (녹산산단내)                   경남 양산시 소주동 4-7 (웅상공단내)

 신주소: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261로 13번길 49 (송정동)        신주소 : 경남 양산시 소주공단 3길 16 (소주동)

                           051-831-3171                                                         055-364-0710

                           051-831-3175                                                         055-364-0713

                                                  접착 . 합포 (Bonding-Laminating) 관련 전 분야



연혁

2013. 01 홈페이지 전면 리모델링

2012. 04 국내 최초 FBL 2개 Line 투입 system 3단 입체형으로 전면 remodeling 실현 

2011. 09 국내 최초, 최장 자동.연속 Calendar Melting-Fusing Lamination(CMFL) 1개 Line 신설

2011. 02 자동차 Seat Covering 소재 생산용 CAD/CAM System 및 Auto Grading & 

                 Marking System 1개 Line 신설(Gerber, USA) 

2009. 11 국내 최장 자동.연속 FBL Range 1개 Line 증설(FBL Line 3호), 국내 최대 FBL 생산거점 실현

2008. 07 기아자동차 자동차 내장재용 FBL제품 공급 개시2008. 07 기아자동차 자동차 내장재용 FBL제품 공급 개시

2008. 01 ISO 9001 (2000) 및 ISO 14001 (2004) 인증

2007. 12 홈페이지 전면 리모델링

2006. 11 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by CQC 인증

2006. 08 Central Show Room 준공

2006. 05 자동차 Seat Heating System용 부품 공급 개시

2005. 04 SONY 전자제품 Case용 소재 공급

                 (주)대우인터내셔널/ISM 의류산자사업부 가구용 제품 공급                 (주)대우인터내셔널/ISM 의류산자사업부 가구용 제품 공급

2005. 03 (주)뉴텍글로벌 녹산공장 완공 

2004. 10 (주)뉴텍글로벌 녹산공장 착공

2004. 08 주식회사 뉴텍글로벌 (Newtec Global Inc) 창업

2004 ~



연혁

2003. 12 GM대우, 쌍용자동차 Sun Visor용 초음파 접착 합포제품 공급

2002. 09 공장증축(제3차) 및 자동.연속 Roller Bonding-Laminating(RBL) Line 준공

2002. 01 상호변경, 주식회사 모벡을 뉴텍 아이엔씨(NEWTEC Inc.)로 변경

2001. 11 동업계 국내 최초 국제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인증 획득(독일 RWTUV)

2001. 08 Long John Group과 한국내 합포관련 배타적 독점 사업 협약

2001. 04 KIA 자동차㈜ 자동차 Sun Visor용 접착.합포 제품공급

2001. 03 의류용 및 산업자재용 SBL 제품 양산 개시2001. 03 의류용 및 산업자재용 SBL 제품 양산 개시

2001. 02 자동 연속 Spray Bonding-Laminating(SBL) Line 준공

2000. 10 동 업계 국내최초 국제품질경영시스템 QS-9000 인증 획득(독일 RWTUV)

                 옥.내외 분진(연기) 배출 Zero의 무분진, 친환경 Clean Factory실현

2000. 08 환경보전용 전자동 배기정화시스템 2Lines 구축: 동 업계 국내 최초

1999. 12 동업계 국내최초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 획득(독일 RWTUV)

1998. 01 삼성자동차㈜ 자동차 내장재용 FBL 제품 공급

1997. 10 Suzuki 자동차㈜ 자동차 내장재용 FBL 제품 수출 개시1997. 10 Suzuki 자동차㈜ 자동차 내장재용 FBL 제품 수출 개시

1996. 02 Bridgestone/ELC㈜와 상호기술 협력 및 정기적 교환방문 협약

1995. 05 현 사옥. 공장동 준공 및 설비 증설 (FBL 2 Lines)

1994. 08 현대자동차㈜ 자동차 내장재용 FBL 제품 공급

1994. 08 대우자동차㈜ 전차종 자동차 내장재용 FBL 제품 공급

1994. 08 자동 연속 Flame Bonding-Laminating(FBL) 1 Line 가동

1994. 05 주식회사 모벡(MOVEC Corporation) 창업

~ 2003



경영이념, 경영철학 및 경영방침

• 건전한 이론을 존중하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

•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잊지 않으며 시간의 활용을 극대화 한다.

• 일을 사랑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밝게 한다.

• 사회적 윤리적 규범과 가치를 존중한다.

경영이념

경영철학

우리들은 세계적 시야에 서서 세계 중의 고객만족을 위해
최고의 효율을 지닌 상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헌하는데 전력을 다한다. 

VISION

우리회사는 모든 구성원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창조적 자아실현을 통해
BL 분야  세계 최고 No. 1 기업을 실현한다.

경영방침

• 항상 꿈과 젊음을 保持한다..



품질방침, 환경방침 및 대외인증  

품질방침

우리들은 세계적 시야에 서서 세계중의 고객만족을 위해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지닌 상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헌하는데 전력을 다한다.

환경방침

대외인증

환경영향의 사전평가를 실시한다.

기술개발을 통한 자체 선도적 환경관리 수준을 설정한다.

최적 방지시설을 운영한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완수한다.



Lamination 사업부

• 국내 최초 Face 소재 자동·연속 Tension Control System 실현 

• 국내 최초, 유일의 Core 소재 Loop 방식 자동·연속 Tension Control System 실현 

• 국내 최초 옥내·외 무분진, 친환경 System 실현(악취, 분진 배출 Zero의 최적 환경 실현 

최첨단 Lamination설비 5개 Line 보유-BL 산업분야 국내 최대 생산거점 실현

소재구성

제품이미지

Face    각종 섬유원단, 부직포, 인조 및 인공피혁, 
           PVC Leather, PU Leather 등  

Core    각종 폴리우레탄 폼(Polyether & Polyester-base Polyurethane 
          Foams), 열가소성(Thermoplastic Adhesive . Hot Melt성) 필름 등 
 
Back   각종 섬유원단, 부직포, 폴리우레탄 폼, 각종 필름, 
          열가소성 필름 또는 기능성 멤블레인(Memb          열가소성 필름 또는 기능성 멤블레인(Membrane) 필름 등  

  



Lamination 사업부

제품특징

높고 균일한 접착력 

뛰어난 통기성 

풍부한 Volume감 

탁월한 반발 탄성 

우수한 원상 회복력 및 안착감 

우수한 내세탁성 (물세탁 가능) 

적용분야



CAD/CAM 재단 사업부

최고의 기술과 성능을 자랑하는 미국 GERBER 사의 AccuMark System 을 비롯하여, 

Digitizing System, Infinity Inkjet Plotter, Auto Lift, Auto Spreader 및 대형 원단 재단이 

가능한 Multiply Auto Cutter 등 최첨단 CAD / CAM 시스템 장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CAD/CAM 설비 보유

최고의 품질 정상의 서비스 제공

패턴 디자인에서부터 그레이딩, 마킹 제작, 자동연단 및 대량 자동생산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최첨단 시스템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대의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라미네이션에서부터 재단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기술력과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갖추고 품질혁신, 물류비 절감을 통하여 고객의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라미네이션에서 재단까지 One Stop Servie



Process

CAD/CAM 사업부 공정개요

라미네이션 사업부 공정개요



Technology & Consulting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NT Technology 보유

Technical Consulting



보유설비

제조 설비

Universal Testing 
Machine (UTM)

Fogging Tester Flammability Tester
(Horizontal Type)

Flammability Tester
(Vertical Type)

Conditioning
Oven

Cloth Wearing 
Tester

Foam Compression 
Tester

Cloth Stretch 
Tester

Digital Balance Digital Vernier
Calipers

R&D 설비



Innovation NEWTEC

NEWTEC is Your Best Partner
We are just near to you 

THANK YOU

(주)뉴텍글로벌 :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261로 13번길 49 (송정동) / 전화번호 : 051-831-3171 / 팩스 : 051-831-3175
뉴텍 아이엔씨(주) : 경남 양산시 소주공단 3길 16 (소주동) / 전화번호 : 055 -364-0710 / 팩스 : 055-364 -0713
(주)아노텍 코리아 :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261로 13번길 49 (송정동) / 전화번호 : 051-831-3171 / 팩스 : 051-831-3175
NEWTEC GLOBAL INC / NEWTEC INC / ANOTEC KOREA LTD Copyright 2013.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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