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영 산 업 주 식 회 사  |  호 진 페 인 트 



한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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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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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05월 주영상사 창업

2000     
05월 주영산업㈜ 상호 변경

2003    
04월  HEMPEL과 제조협력 계약 

12월 KSA / ISO 9001 취득

2004     
09월 기업은행 유망기업 선정

2005    
09월 본사 이전 (유산공장)

 부산은행 선정 모범기업               

12월 양산시 선정 모범기업 

 Clean 사업장 지정

2006     
06월 부경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와 가족회사 결연

2007     
01월 KS 인증 업체 등록

07월 Shopprimer DNV 승인 획득

2008      
01월 실리콘 폴리에스테르 수지 FDA 승인

04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증

11월 기술 혁신형 INNOBIZ 인증 Venture 기업 인증

2009   
01월 DNV PSPC 공장 인증

11월 ISO 14000 인증 획득

2010    
10월  ABS, KR PSPC 공장 인증

12월 RINA PSPC 공장 인증

2011
05월 도로표지용 도료 KS 인증 획득

11월 해양대학교 기계소재공학과 가족회사 결연

12월 KR 방오도료 형식 승인 획득

매출현황

회사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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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진페인트의 차세대 선박도료는 내후성, 방청성 및 내구성 증대를 통해 고기능화 하였고 수용화, 

무용제화 개발을 통한 제품의 친환경성을 높였습니다. 30년 이상의 연구경험을 가진 당사의 

기술연구진들이 고객의 사용편의까지 생각한 경제성 높은 다양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선박용 도료 주요 적용 부위

선저부 

(Underwater 
area)

발라스트 탱크 

(Ballast Tank)
화물 창고

(Cargo holds)
상부 구조물 

(Deck house)
외현부 / 갑판 

(Topside and 
deck)

호진페인트는 최상의 보호 도장 시스템을 제공하여 다양한 부식환경에 놓여 있는 각종 구조물의 

보호를 통한 고객의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합니다.

중방식 도료 주요 적용처

발전소

(Power Generation)
교량

(Bridge)
상하수도 처리 시설 

(Water/waste 
treatment facility)

화학물질 제조 시설

(Chemical Plant)
사회 기반 시설

(Infrastructure)
저장 시설 및 콘테이너

(Tank/Container)

사업분야

Marine coating

선박용 도료

중방식 도료
Heavy duty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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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진페인트 산업용 도료는 각종 기계, 중차량, 설비, 제품 등의 여러 가지 소재에 적용이 가능한 

최상의 보호 및 기능성 도장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산업용 도료 주요 적용 분야

일반 공업용 도료 플라스틱용 도료 비철 금속용 도료

도금 표면용 도료 기능성 / 무늬용 도료 초내후성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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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용/친환경 도료 주요 적용 분야

건물 내/외부용 철구조물 식수탱크,

물탱크, 수영장

바닥재 방수재

자전거 전용

도로용

방청프라이머 내화 및 방염도료 단열도료 체육 시설

KS 규격 도료 수용성 도료 무용제형 도료 하이 솔리드형 

도료

Industrial coating

산업용 도료 

건축용/친환경 도료
Architecture & Eco-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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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폭시 (JINPOXY)   
극심한 부식환경에서 탁월한 방청효과와 다양한 소재에 우수한 부착

성을 가지는 상, 중, 하도용 에폭시 도료

2. 진탄 (JINTHANE)   
외부 폭로 부위에 뛰어난 내구성을 가지는 고 내후성 우레탄 도료

3. 진프로 (JINPRO SPC AF)   
뛰어난 방오성능을 가지는 Tin-free SPC 방오도료

4. 진비락 (JINVILAC )   
우수한 내구성과 유연성을 가지는 비닐계 수지도료

5. 진네트 (JINNET AF)   
어망용 방오도료

6. 진러브 (JINRUB)   
우수한 방청성과 내후성을 가지는 염화고무계 도료

7. 주포탈 (JUPOTAR)   
뛰어난 방청성 및 내염수, 내수성을 가지는 탈 에폭시계 도료

8. 진포켐 (JINPOCHEM)    
다양한 화학물질에 견디는 내화학성 페놀/에폭시계 도료

9. 주노징크 (JUNOZINC)   
우수한 방청성의 무기질 아연말 도료

10. 진멜 (JINMEL)   
우수한 작업성 및 경제성이 좋은 자연건조형 알키드계 도료

11. 진썸 (JINTHERM)   
200, 300, 400, 500, 600, 700, 800℃ 고온에 견디는 실리콘계 내열도료

12. 진웰드 (JINWELD SP)   
고속용접용 무기질 아연말계 숍프라이머 도료

13. 세라몬드 (CERAMOND)   
뛰어난 방청성 및 친환경적인 세라믹계 도료

14. 진폭시 난스키드 (JINPOXY NON-SKID)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가지는 에폭시 도료

15. 웰존프라이머 (WELZONE PRIMER)    
속건성 1액형 아연말계 방청도료

16. 주포징크 (JUPOZINC)    
방청력이 매우 우수한 징크리치 타입의 에폭시 도료

17. 진투멘 (JINTUMEN)    
내수성, 내염수성 및 방청력이 우수한 역청질계 도료

18. 진세라 (JINCERA)    
우수한 방청성, 난연성, 고 내후성의 세라믹 도료

19. 주포마스틱 (JUPOMASTIC)    
도막이 매우 단단하고 내수, 내염수성 및 방청성이 우수한 에폭시계 

마스틱 도료

제품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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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아콘타이트 (ACONTIGHT)    
컨테이너용 상, 중, 하도에 적용되는 열가소성 아크릴계 내후성 도료

21. 진폭시 이에스에프 (JINPOXY ESF)    
무용제형 에폭시 도료

22. 진폭시 바닥재 (JINPOXY FLOOR)    
용제형 / 무용제형 에폭시 바닥재

23. 진레인 (JINRANE)    
내구성이 뛰어난 자전거 전용 도로용 속건 도료

24. 진플루온 (JINFLUON)   
초 내후성의 불소 수지 도료

25. 진실버 (JINSILVER)    
은분 색상의 우수한 방청 도료

26. 세라쿨 (CERACOOL)    
세라믹계 차열/단열 도료

27. 진쿠아 (JINQUA)    
친환경 수용성 자연건조형 도료

28. 진쿠아멜 (JINQUAMEL)    
방청성이 뛰어난 친환경성 수용성 변성 아크릴 수지 도료

29. KS도료    
도로표지용, 유성도료 등의 각종 KS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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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산업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70-7  |  TEL 055 386 1901~2  |  FAX 055 386 1864

www.hoji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