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번의 거래보다 당신과의 신뢰를 우선합니다. 

소중한 관계를 위해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늘 귀 기울입니다. 

주영산업에는 당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영산업㈜ 호진페인트는 1999년 창업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 미래지향적 설비 투자 및 안정화된 생산체제 구축을 통해 

선박 중방식 도료, 친환경 도료, 공업용 도료, 건축용 도료, 일반/특수 기능성 도료 및 

합성 수지 등의 상품화에 성공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선박도료 회사 HEMPEL 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영산업㈜ 호진페인트는 고객의 요구를 실현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세계 속으로 발돋움하는 종합 도료 메이커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주영산업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1999 
주영상사 창업

2003 
HEMPEL과 제조협력 계약
KSA / ISO 9001 취득

2000 
주영산업㈜ 상호 변경

History
회사연혁

Average Sales growth ratio
평균 매출 성장률

2

Annual Production volume
년간 생산량

Factory
공장

Product type
제품종류

Color type
색상종류

55%

20M Liter

2

300+

4000+



The Present Status of Sales
매출현황

2008 
실리콘 폴리에스테르 수지 FDA 승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증
기술 혁신형 INNOBIZ 인증, 벤처기업 인증

2009 
DNV PSPC 공장 인증
ISO 14000 인증 획득

2014 
KS M 6010 수성페인트 인증

201 1 
노면표지용 도료 KS 인증 획득
KR 방오도료 형식 승인 획득

2012 
양산시 우수 중소기업인상 수상

2015 
특허출원 : 크롬도금 코팅용 도료 조성물 및 

도장방법 
경남 중소기업청장 우수 중소기업인 수상

2007 
KS 인증 업체 등록
Shopprimer DNV 승인 획득

2017

2012

2009

2006

2003

2000 5억원

500억원

Target

< 연도별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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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원

149억원

304억원

479억원

2013 
경상남도 우수 중소기업인상 수상



호진페인트 건축용 도료는 건축소재의 단순 보호 기능을 벗어나 다양한 색채 및 기능(방음, 방화, 향균)을 
만족시키며 고객의 친환경 요구에 적합한 각종 수용성, 무용제형 도료를 제공합니다.

| 적용 분야|

건물 내/외부용, 철구조물, 식수탱크, 물탱크, 수영장, 바닥재, 방수재, 자전거 전용 도로용, 방청프라이머, 내화/방염도료 
단열도료, 체육시설, KS 규격 도료, 수용성 도료, 무용제형 도료, 하이 솔리드형 도료, 미끄럼 방지, 도막형 방수재

Product List
제품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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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 ECO-Coating
건축용친환경도료

JINPOXY C/P 017
JINPOXY PRIMER 019W
JINTHANE PRIMER 130
JINTHANE FLEX 238
JINECO P 240
ACONTIGHT 241 
JINPOXY E.S.F 510
JINPOXY EMBO 515
JINPOXY FLOOR S/L 515
JINPOXY MORTAR 516
JINFLOOR WF 533
JINTHANE 537
JINUREA 570
JINPOXY FLOOR 717
JINTHANE TOP 736
JINPOXY EMI 811
JINPOMENT 818W
JINPOXY PUTTY 819
JINSTOP-ROAD 841
JINSTOP-HIROAD 842
JINBIKE-8431
JINBIKE-8432
JINBIKE-STENCILE 8433
JINFIRE WOOD 849
JINECO 900
JINECO AG 903
JINECO AD 904
JINECO AM 905
JINTEX 933 
JINTEX PUTTY 937
JUPROOF SPRAY 2020
MEM 6000

콘크리트 및 목재 등의 부착용 하도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용 하도
콘크리트용 습기경화형 우레탄
경기장, 테니스장 등의 경질층 바닥재
건축물 내부 벽면용 수성 친환경 도료
노면 표지용 하도 (KSM6080 1종)
콘크리트, 물탱크, 파이프 라이닝용 무용제 에폭시
주차장, 병원, 공장 바닥면 소음감소 및 방진용 
공장, 주차장, 주유소 등 바닥용 무용제 에폭시
몰탈, 바닥 수평화 작업, 및 기계부품 보강용
도막 방수재
옥상 및 외부노출 부위용 방수재
콘크리트 구조물용 초속경화 방수바닥재
공장, 주차장, 주유소 등 콘크리트 바닥용 상도
우레탄 방수 및 바닥재용 상도
전기, 전자부품 제조소의 대전방지용
콘크리트 면 바탕조정 및 기공 메꿈용
콘크리트 및 철재면 눈메꿈용
어린이 보호구역 미끄럼 방지 포장재
경사지,굴곡지,사고위험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재
자전거 도로용 바닥재
자전거 도로용 바닥재
자전거 도로용 바닥재
건축물 내부 목재 및 합판 방염 처리용
건축 내부 마감용 친환경 도료
벽면 낙서 및 오염방지용 친환경 도료
결로 및 곰팡이 방지용 친환경 도료
병원, 식당, 화장실 등 친환경 향균 도료 
건축 외부용 수성도료 (KSM6010 1종1급)
실내 마감재 눈메꿈용  (KSM6010 3종)
굴뚝 및 연돌 등 구조물 보호용 하도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보수용 그라우트제

제품명 용도



호진페인트 산업용 도료는 각종 기계, 중차량, 설비, 제품 등의 여러 가지 소재에 적용이 가능한 
최상의 보호 및 기능성 도장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적용 분야|

일반 공업용 도료, 플라스틱 도료, 비철 금속용 도료, 도금 표면용 도료, 기능성/무늬용 도료, 초내후성 도료

Product List
제품리스트

JINPOXY HT 012
JINTHANE PRIMER 0301
JINLAC 071
JINTHANE U/P 235
JINPOXY ES 261
JUPOTAR HB 414
JINMEL HT 523
JINTHANE P 534
JINTHANE P 535
JINTHANE P 536
JINTHANE SF 539
JINCRYL P 541
JINCRYL P 542
JINCRYL EMI 543
JINMEL M 551
JINCRYL HT 552
JINCRYL A 553
JINMEL Q/D 720
JINTHERM 788
CERAMOND 804
CERAMOND 805
JINPOXY HT 812
JINPOXY FIRE 816
JINMEL HAM 823
JINFLUON HT 833
JINTHANE FIRE 834
JINTHANE HAM 835
JINTHANE FIRE 836
JINPOXY LT 858
JINTER COMPOUND 861
JINTHERM 888
CERAMOND HT 989

드럼 내부코팅용 도료
자동차 크롬도금용 내칩핑성 하도
목재, 철재 등 범용으로 사용하는 보수용 락카
차량, 중장비, 공작기계 및 컨테이너용 하도
차량 부품용 제품 방청용 및 기타 철재용 방청도료
가스관 덮개 방청용 및 철재 방청용 소부 하도
용기, 농기계, 버스, 트럭, 철재 가구, 가전기기용 도료
ABS, PPO 등의 자동차 플라스틱용 하도
차량, 가전기기, ABS, PC 및 플라스틱 외장용
자동차 범퍼 및 기능성 플라스틱용 상도
플라스틱, 알루미늄, 전자제품의 부드러운 마감용
PS, ABS 및 가전 제품, 자동차 내장재용
PP 및 가전 제품, 자동차 내장재용 도료
전자제품 전자파 차폐용(ABS, PS, PC, FRP 등)
용기, 농기계, 버스, 트럭, 철재 가구, 가전기기용 도료
엘리베이터, 가전기기용 하도
냉장고, 세탁기, 가전기기, 일반 금속제품용 소부도료
철재, 목재, 기계 및 공업용 시설물의 속건 상도
가스버너 및 알루미늄 소재의 내열(800도) 보호용
알미늄 판넬 도장용 세라믹 상.하도
스토브,열교환기, 보일러, 용융로용 고내열성 도료
변압기, 방열기 및 일반 철재, 철골용 하도
아연도금, 알루미늄, 동판, 스테인레스, FRP용 난연 하도
철재 및 경공업제품 함마톤 무늬 도장용
내후성이 요구되는 건축 내외장재용 소부 상/하도
아연도금, 알루미늄, 동판, 스테인레스, FRP용 난연 하도
철재 기구 및 경공업제품 함마톤 무늬 마감 도장용
아연도금, 알루미늄, 동판, 스테인레스, FRP용 난연 하도
철재 및 비철 금속소재용 방청 하도
각종 와이어 로프 고정용
비철금속, 가전부품 및 아이스 메이커용 난스틱 도료
후라이팬, 주방용기 및 내열기재용 난스틱 세라믹 도료

제품명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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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Coating
공업용도료



호진페인트의 차세대 선박도료는 내후성, 방청성 및 내구성 증대를 통해 기능화하였고 
수용화, 무용제화 개발을 통한 제품의 친환경성을 높였습니다. 
30년 이상의 연구경험을 가진 당사의 기술연구진들이 고객의 사용 편의까지 생각한 경제성 높은 다양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 적용 분야|

선저부, 발라스트탱크, 화물창고, 상부구조물, 외현부/갑판

Product List
제품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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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Coating
선박용도료

JINPOXY PRIMER 118
JUPOTAR 213
JINPOCHEM 217
JINVILAC PRIMER 249
JINPOXY HB 311
JINPOXY HB 315
JINPOXY TIECOAT 318
JINRUB A/C 343
JINSLIP TIECOAT 381
JINSLIP SEALER 385
JUPOMASTIC 417
JINPOXY NONSKID 418 
JINPOXY E.S.F 505
JINPOXY AR 517
JINNET A/F 6402
JINNET A/F 6411
JINVILAC A/F 646
JINPRO A/F 6501
JINPRO SPC A/F 6610
JINPOXY TOP 712
JINMEL TOP 728
JINTHANE HB 735
ACONTIGHT TOP 741
JINTHERM 783
JINTHERM 786
CERAMOND 800
JINPOCHEM 813
JINPOXY HD 814
JINOIL 845
JINSLIP 881
JINSIL 882
JINPOXY W 913

다양한 상도 적용 가능 - 철구조물용 방청 하도
저장 탱크 방청 하도
화학용품 저장 탱크 내면 도장용 하도
철재, 선박 보호용 비닐계 하도 도료
철구조물 및 콘크리트면 방청 방식 하도
철구조물 및 콘크리트면 방청 방식 하도
방청도료와 방오도료의 층간 부착용 중도
철재 보호용 자연건조형 중,하도
실리콘 방오도료용 타이코트
A/C 와 실리콘 타이코트간 부착증진용 실러
철구조물, 침수부위용 고고형분 방청하도
갑판용 미끄럼 방지 도료 (MIL-D-23003)
발라스트 탱크, 수문용 무용제 에폭시 도료
쇄빙선 및 빙해상선용 고내마모성 도료
연근해에 양식용 어망의 방오 도료
연근해에 양식용 어망의 방오 도료
신조 및 수리선의 선저 방오용
신조 및 수리선의 선저 방오용
장기간 항해하는 선박의 선저 방오용
각종 철 구조물 및 콘크리트용 상도
엔진룸, 갑판 및 상부 구조물용 상도
철구조물 내후성 하이빌드형 상도
철구조물의 내화학성, 내습성 상도
철재의 내열성(300도) 상,하도
철재의 고내열성(600도) 상,하도
철재의 고내열성(800도) 상,하도
내화학성이 요구되는 철재 보호용
도막 제거가 쉬운 일시방청용 홀딩 도료
윤활유 탱크, 연료유 탱크 보호용 오일
신조, 수리선용 실리콘계 방오도료
갑판 및 공업, 해안지대 철재 외부 마감용
선박 거주구 및 엔진룸용 1액형 수성 도료

제품명 용도



Product List
제품리스트

호진페인트는 최상의 보호 도장 시스템을 제공하여 다양한 부식환경에 놓여 있는 각종 구조물의 보호를 통한 
고객의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합니다.

| 적용 분야|

발전소, 교량, 상하수도 처리시설, 화학물질 제조시설, 사회기반시설, 저장시설 및 콘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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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 Duty Coating
중방식도료

JINWELD Z/R SPRAY 015
JINWELD S/P 18
JINPOXY PRIMER Q/D 111
JUPOZINC PRIMER 116
JINMEL ROOF 123
JINMEL Q/D PRIMER 125
JINMEL HB 126
JINPOXY PRIMER 215
JINTHANE ROOF 239
JUNOZINC N 288
JINPOXY MIO 304
JINCERA HB 386
JINTHERM ZINC 400
ACONTIGHT HB 443
JINPOXY U/W 500
JINTIGHT A/F 613
JINFLUON 700
JINSILVER 701
JINEML 722 
JINTHANE U/T 733
JINPOXY W SEALER 912
JINQUAMEL 924
JINQUA 930
JUPOTIGHT HB 9720

철재 방청 및 보수도장
철재의 일시방청용
철재 및 철구조물 방청용 속경화 하도
철재 장기보호용 징크리치 하도
지붕제에 적용되는 알키드 하도
철 구조물 및 기계류 방청 속건 하도
일반 철재 방청용 후막형 하도 
철 구조물용 일반 방청 하도
지붕용 우레탄 하도
원자력 발전소 Q-CLASS : 무기징크 하도
철구조물, 및 해양설비 MIO 방청 하도
강교 및 철구조물의 고고형분 방청도료
구조물의 내열(최대 400도) 방청 하도
컨테이너 및 아연도금용 마감용 도료
교량, 댐, 수중 구조물용 수중 경화형 도료
발전소 해수 냉각수 관로 방오 도장용
철 구조물 및 강교 등 초내후성 불소도료
철 구조물의 내,외부 방청마감용
철재의 방청 상도 (KSM6020 2종2급)
차량, 공작기기, 콘크리트, 목재, 철재 마감용 상도
콘크리트 메꿈용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H, C형강, 및 철재용 수용성 방청 하도
철구조물의 조립, 용접부위 부분 보수용 하도
저장탱크, 선저부 및 해수 및 폐수관로 방청용

제품명 용도



주영산업주식회사
본 사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 11길 36 TEL 055.386.1901~2  | FAX 055.386.1864

제2공장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 북 4길 3

www.hojin.kr

기
획
·
제
작
 | 디

자
인
부
산

T. 051-636-1215
w

w
w

.ggad.co.kr    제
작
일
 | 2016. 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