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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Value of Space

KCC글라스는 2020년 1월 유리, 홈씨씨, 바닥재, 필름, 인테리어스톤 사업 등의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B2C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
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KCC에서 인적 분할하여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자동차 안전유리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코리아오
QR코드를 확인하시면 KCC글라스 기업 카탈로그를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토글라스를 흡수 합병하여 기업 경쟁력 향상과 핵심역량 결집을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에너지 고효율성 및 친환경 기술 개발
에 기반한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와 더불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ONE AND ONLY’ 제품 개발에 기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CEO’s Message

KCC글라스는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창조'란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의 삶을 연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 유리를 공급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기 위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이상적인
삶의 공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KCC글라스는 질적 성장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의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더하고 고객과 함께 미래를 여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경영을 통해 고객에게 만족과 감동을 선사
하고, 더 나아가 기업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가장 앞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KCC글라스는 혁신적인 유리 제품과 고객 삶의 가치를 더하는
공간 창출을 통해 고객에게 사랑받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자리
매김하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CC글라스 대표이사

CEO’s Message

03

Company
Overview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창조’라는 경영이념 아래, KCC글라스는 고객, 주주, 사회, 기업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가치경영, 창조경영, 신뢰경영, 환경친화적 경영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의 변화와 큰 흐름을 주도하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
개발로 기업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회사명

주식회사 케이씨씨글라스(KCC GLASS Corporation)

설립일

2020년 1월 2일

대표이사

김내환

본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잠원동 27-8)

사업 분야

유리, 인테리어 유통/서비스, 바닥재, 필름, 인테리어스톤, PHC파일 등

BUSINESS AREA

건축용
유리

홈씨씨

바닥재
유리
사업

인테리어
사업
필름

자동차용
유리

인테리어
스톤

PHC파일
사업

HISTORY

1950
1958

• 금강스레트공업㈜ 설립

2021
2021

•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1위
(PVC바닥재 12년 연속,
코팅유리 5년 연속,
데코레이션 필름 2년 연속 수상)

1970
1976

• 금강스레트공업㈜ →
㈜금강 사명 변경

2020
2020

1980
1987

• 여주공장 준공

2010

• KCC글라스 설립

2010

• 홈씨씨 인천점 개점

• 코리아오토글라스 합병

2011

• 고려시리카 →
KCC자원개발㈜ 사명 변경

2015

• KCC자원개발㈜ 흡수 합병
• 이노그라텍 VCM 사업부문 인수

2016

KCC Glass

1990
1990

• ㈜고려시리카 설립

1995

• 영월공장 준공

1996

• 아산공장 준공

2000
2000

• 코리아오토글라스 설립
• ㈜금강, 고려화학㈜ →
㈜금강고려화학 통합

2005

• ㈜금강고려화학 →
㈜KCC 사명 변경

• 홈씨씨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인테리어부문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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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글라스 잠원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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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공장

전의공장
전의공장은 2000년 설립 이후 품질을 최상위의 가치로 삼고 자동차용 안전유리를 생산하고있습니다. 2008년 이후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협력
업체 평가제도인 품질/기술 5스타를 취득해오고 있으며 2015년 이후 7년 연속으로 GM의 Global 시상인 ‘올해의 협력사(Supplier of the Year)’를 수
상했습니다. 최근에는 경량화 유리 생산을 통해 자동차 연비 개선 향상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소음을 차단하는 차음유
리, 유리에 영상을 투영할 수 있는 HUD 유리 등 다양한 기능성 유리를 개발하며 차량 승객의 편의와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여주공장

Plant

여주공장
여주공장은 1987년 자동차 안전유리 생산을 시작으로 유리산업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1988년
판유리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2015년 세계 최대인 일 1,200톤 규모의 7호기 라인 가동, 이후
2018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자동차용 유리 전용 광폭 2호기 라인을 가동하는 등 총 5개 라인
덕소공장

에서 하루 약 3,700톤의 판유리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에너지를 절감해주는
코팅유리는 총 2개 라인에서 연간 약 1,700만 평방미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 세계
최고의 유리 공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폐열을 이용한 발전
설비 및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을 운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약 100여 건의 유리 관련 특허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유리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덕소공장
덕소공장은 건설공사의 기초가 되는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PHC 파일)을 생산하며 국내 건설산업의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파일은 원
기둥 모양의 건설공사 필수 기초자재로 건축물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47년간 콘크리트 파일을 생산, 판매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와 국내 단일공장 최대 생산량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생산 공정과 다양한 특허 및 신기술을 통해
초고강도 파일, 선단 확장형 파일, HD-R 파일, 무용접 이음파일, 대구경 파일 등 고기능성 파일도 지속해서 생산 및 개발하고있습니다.

KCC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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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공장·영월공장
가평공장과 영월공장은 유리의 주원료인 규사, 백운석 및 카스마이트 등을 제조하고 있으며 유리, 미
네랄울, 글라스울, 세라크울, 석고보드 등의 핵심원료를 공급하여 제품의 안정적인 품질구현 및 원
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공장은 특히 자연친화적 복원사업에 힘써 친환경적인 광산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평공장

아산공장

아산공장
아산공장은 1995년부터 PVC바닥재 사업을 시작하여, 층간소음을 해소한 바닥재, Non–Slip 기능
성의 버스용 바닥재, 선박용 난연바닥재 등의 기능성 바닥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1년 합지설비
도입으로 국내 최고의 바닥재 생산업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2003년 라미필름 양산화를 시작
하고, 고선명 인쇄기술을 개발하여 인테리어 산업의 선두업체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전자제품에 적용하는 3D 입체패턴의 VCM필름을 생산하고 있습
니다. 특히 버스용 바닥재에서 Global Top 수준의 기능성으로 2020년 장영실상을 수상하였으며,
경보행 바닥재 전 제품은 친환경 건축자재 최우수등급 인증, 환경표지 인증, KC 인증 등 다수의 공
인 인증을 획득하였고 우수한 품질 및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12년 연
속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KCC Glass

영월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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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Materials
좋은 공간을 만드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좋은 소재로 만든 자재입니다.
고객의
생활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 고객의 건강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KCC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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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리

KCC글라스 유리는 우수한 투명성과 미려한 색감으로 건축물의 아름다운 외관을 연출해주며,
다양한 인테리어에 적용되어 공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투명유리
금속 용융주석(Molten-Tin) 위로 액상의 유리
물을 흘려 판유리를 만드는 최신 플로트(Float) 공법
으로 제조되어 평활도가 뛰어나며 불순물이 없어
채광성이 우수합니다.
용도
주거용

아파트 / 단독주택 외

상업용

업무시설 / 오피스텔 / 지식산업센터 /
숙박시설 외

가전용

전면 커버유리 및 파티션 유리

사양
3mm / 3.2mm / 4mm / 5mm / 6mm / 8mm /
10mm / 12mm

Architectural Glass

칼라유리

디자인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조절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보다 편안하게 볼 수 있으며, 아름

부드러운 느낌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드는 무늬유리는 롤아웃(Roll Out) 공법

다운 색상으로 건축물과 조화되어 건축물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으로 제조된 유리로, 한쪽면에 아름답고 우아한 무늬가 새겨진 반투명 유리
입니다. 다양한 무늬는 직사광선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

용도
주거용

아파트 / 단독주택 외

상업용

업무시설 / 오피스텔 / 지식산업센터 / 숙박시설 외

용도
장식용 및 불투명 채광 효과가 필요한 곳, 실내 인테리어, 주택 현관 출입문,

사양

건축용 유리

하며 외부로부터의 시선을 차단하여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그린유리

4mm / 5mm / 6mm / 8mm / 10mm / 12mm

블루유리

5mm / 6mm

사무실 및 주거용 칸막이

KCC글라스 건축용 유리는 내부 인테리어 뿐만 아닌 건축물 외부에 적용, 가시광선 투과율을 조절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보다 편안하게 볼 수 있으며, 아름다운 색상으로 건축물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KCC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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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유리

뛰어난 단열효과로 에너지 절감에 탁월하며, 태양열 차단 성능을 더하여 사계절 내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색상으로 개성있는 건물 외장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EGIS
일반 소프트 로이에 비해 코팅막이 단단해 세척 및
취급이 수월하며, 습기에 강해 장기간 보관에 용이
합니다. 또한, 복층유리 가공 시 테두리의 금속 코팅
막을 벗기지 않아도 되므로 가공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납니다.
용도
주거용

아파트 / 단독주택 외

상업용

업무시설 / 오피스텔 / 지식산업센터 /
숙박시설 외

색상
투명 / 블루 / 실버 / 그레이

E-GLASS

E-MAX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 - ECT151

광명 GIDC

단열성능 및 결로 예방효과가 뛰어난 고기능성 싱글 로이유리로 사계절 내내

최고의 단열 성능 및 태양열 차폐 효과를 갖춘 복합 기능성 더블 로이유리로

포근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며,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납니다.

고유의 아름다운 색상을 더하여 건축물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용도

용도

주거용

아파트 / 단독주택 외

주거용

아파트 / 단독주택 외

상업용

업무시설 / 오피스텔 / 지식산업센터 / 숙박시설 외

상업용

업무시설 / 오피스텔 / 지식산업센터 / 숙박시설 외

색상

색상

투명 / 블루 / 실버 / 그레이 / 브론즈

투명 / 블루 / 실버 / 그레이

KCC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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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타워
E-MAX제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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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유리

일반 자동차용 유리
접합유리 | 두 장의 판유리 사이에, 인장강도가 뛰
어난 PVB(Polyvinyl-Butyral) 접합 필름을 고온고압
으로 접착한 제품입니다. 충격 흡수력이 높기 때문
에 주로 자동차의 앞유리에 사용합니다.
강화유리 | 판유리를 섭씨 600~700˚C로 가열, 성형
후 급랭시켜 표면에 강한 압축 응력을 형성시킨 제
품입니다. 일반유리보다 3~5배 높은 내충격 강도
확보로, 자동차의 뒷유리 및 옆유리에 사용합니다.
접합유리

고기능성 자동차용 유리
차음유리 | 두 장의 판유리 사이에, 소음 차단 특성을 지닌 특수 필름 PVB
(Polyvinyl-Butyral)를 적용하여 고온고압으로 접착한 제품으로 1,000~
3,000Hz 주파수대의 투과 소음을 저감 시킵니다.
태양열차단유리 | 자외선과 태양열 차단 기능이 우수한 유리로, 자동차의 냉방
부하를 줄여 연료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제품입니다.
차음유리

파노라마유리 | 자동차 Roof 전체를 투광성이 있도록 제작하여, 넓은 개방성
확보와 실내 환기 효과가 뛰어납니다.
프라이버시유리 | 유리 조성을 변화시켜 빛이 투과되지 않도록 유리 색상을 어
둡게 하여, 실내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만든 사생활 보호 유리입니다.
HUD유리 | HUD(Head Up Display) 유리는 특수한 PVB(Polyvinyl-Butyral)
필름을 삽입 후 고온고압으로 접착한 제품으로, 전면유리에 차량의 주행정보
를 표시하여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보조합니다.

프라이버시유리

발열제상유리 | Wire-Heated 발열제상유리는 접합유리 내부에 매우 얇은

Automotive Glass

wire를 삽입하여 유리 전체를 발열시킵니다. 유리에 낀 성에나 얼음, 눈을 제
거하여 안전한 운전을 지원합니다.
발수유리 | 유리 표면에 물이 맺히지 않도록 특수 물질을 코팅한 유리로, 우천
시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히지 않아 선명한 시야 확보를 제공합니다.

자동차용 유리
태양광발전유리 | 태양전지(SolarCell)를 Sun-Roof에 설치하여 태양에너지로
HUD유리

고품질의 자동차용 유리는 쾌적한 운전 환경을 제공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하며 유리 파편으로 인한 2차 사고를 감소시킵니다. 또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한 유리입니다.

한 높은 태양열 차단효과로 자동차의 냉방부하를 줄여 연료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입니다.
KCC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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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C 파일 (A-Type)

PHC 파일 (B-Type)

상압 증기양생방식으로 78.5N/mm2 이상의 강도를 발현시킨 고강도 콘크리트

A-Type과 대비해 휨응력 및 전단력이 보강된 파일입니다.

파일입니다.
용도

도로 및 철도, 교각, 옹벽

아파트, 학교, 공장, 물류센터

사양

PHC Pile

용도

외경

400/450/500/600mm

길이

5~15M

사양
외경

400/450/500/600mm

길이

5~15M

HD-R 파일

초고강도 파일 (SHS)

기존 파일 대비 두께를 20mm이상 증대시켜 지지력을 증가시킨 파일입니다.

기존 파일 대비 축방향 하중에 대한 강도를 30% 이상 증대시킨 고기능성
파일입니다.

용도
주상복합 및 초고층 아파트, 물류센터

용도
초고층 아파트 , 해안가 및 매립지 초고층 건물

사양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직경

600mm

사양

길이

5~15M

지름

400/450/500/600mm

길이

5~15M

KCC글라스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공사의 기초가 되는 최고 품질의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PHC 파일· 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Pile)과 초고강도 파일을 생산하며 고객으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은 원심력을
응용하여 만든 고강도 말뚝으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기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자재입니다.

KCC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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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단순히 예쁜 공간이 아닌 고객이 오래살고 싶은 집을 제안합니다.
공간에 담겨진 경험과 즐거움이 고객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도록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디자인합니다.
KCC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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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CC
홈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홈씨씨는 KCC글라스를 통해 생산되는 건축자재는 물론 다양한 인테리어 상품을 유통하고 시공하는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입니다.
축적된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자재에 대한 기술력과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해드리는
KCC글라스의 토탈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입니다.

홈씨씨는 대형매장을 포함해 전국에 전시장을 두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전문매장으로서 품질이
검증된 다양한 인테리어 제품과 자재를 한자리에서 직접 보고, 상담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매장
홈씨씨 대형매장은 200여 개 브랜드, 30,000여 개의 제품 및 상품 라인업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인테리어 전문 매장입니다. 인테리어 쇼룸과 다양한 건축 인테리어 자재 판매 부스는 물론 각종 편의
시설도 갖추고 있으며 믿을 수 있는 KCC글라스의 제품을 비롯해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을
구매하고 시공연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One-Stop 쇼핑이 가능한 종합 인테리어 쇼핑센터입니다.

전시장
전국에 위치한 홈씨씨 전시장에는 인테리어 패키지 쇼룸과 샘플 전시 공간이 마련돼 있어 전문가와
인테리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홈씨씨 전국 전시장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한 KCC글라스의 기술력
으로 이상적인 삶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홈씨씨몰(homeccmall.com)
홈씨씨몰은 KCC글라스에서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로 창호, 욕실 등 시공상품부터 건축자재와 다양한
인테리어 자재를 포함한 토탈 인테리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입니다.

건축 자재부터 홈데코 상품까지
원스톱 구매

홈씨씨 인천점

일반 소비자와 사업자 회원의
맞춤형 회원관리

시공사례 및 인테리어 자재 구매에 대한
다양한 후기

KCC Glass

22

23

홈씨씨는 인테리어 상담부터 무료 견적, 시공, 사후관리까지 인테리어 토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omeCC WINDOW

공간별 디자인 상품 패키지를 제안하고 KCC글라스가 검증한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파트너와 계약할

홈씨씨 윈도우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씨씨 윈도우는 KCC글라스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인 홈씨씨의 프리미엄 창호입니다. 홈씨씨 윈도우는 세련된 디자인에 고품질 국산 원자재만을
사용해 우수한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가공과 시공, AS에 이르는 전과정을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며 업계 최장인 최대 13년의 품질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만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업계 최장 13년 품질보증
HOMECC INTERIOR SERVICE
디자인 패키지

인테리어 파트너

시공품질 담당자

공간디자인 패키지를 통한 스타일 제안

KCC글라스가 검증, 관리하는 인테리어 파트너 연결

패키지 자재와 시공을 포함한 품질관리

• 모델하우스 조사를 통한 트렌디한 자재 반영

• KCC글라스가 검증하고 판매하는 정품자재 시공

• 표준계약서와 안심계약을 통한 시공 서비스

• 라이프스타일 분석을 통한 인테리어 스타일링

• 정기적인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한 관리 시스템

• A/S관리(무상 1년 보증)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패키지 개발

• KCC글라스 본사가 보증하는 표준계약서 사용

• 공사완료 확인서 접수
(공사완료 확인 후 해피콜 서비스 실시)

홈씨씨 윈도우는 창호에 대한 뛰어난 기슬력과 높은

HOMECC INTERIOR PROCESS

품질을 바탕으로 업계 최장인 13년의 품질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ASY BATH
인테리어
상담요청

인테리어
파트너 상담

디자인 패키지
선정

패키지 견적/현장실측
서비스 제공

이지바스
홈씨씨의 이지바스는 대형 사이즈 패널인 ‘이지패널’과 ‘이지플로어’를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시공이 가능한 신개념의 욕실 시공 패키지입니다.
긴 공사 기간의 불편함과 소음 및 분진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홈씨씨만의 패널 시공 방식인 히든몰딩공법을 통해 넓고 시원한 공간 연출과
곰팡이 없는 깨끗한 욕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피콜

품질보증

표준 시공

고객만족도 체크

공사완료확인서 작성
1년 무상 A/S(1588-9894)

KCC글라스 본사
시공품질관리

단 하루, 빠르고 간편한 본사 직영 시공

표준계약을 통한
안심계약

ONE DAY 시공으로 거주하면서 시공이 가능한 이지바스.
홈씨씨 욕실 직영 시공팀이 직접시공하며 품질관리부터
AS까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계약번호/표준견적

‘히든몰딩공법’으로 곰팡이 없는 깨끗한 욕실
대형 사이즈 패널을 이용한 무몰딩 공법으로 시공해
몰딩이 노출되는 타사 패널 및 일반적인 타일 시공 욕실과
달리 넓고 시원한 공간을 연출하실 수 있으며 틈새가 적어
곰팡이가 잘 생기지 않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UV코팅으로 손쉬운 청소 관리
내오염성이 강한 칼슘보드에 UV코팅을 하여
더욱 관리가 쉽고, 청소가 용이합니다.

안전한 소재의 이지바스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인 KC인증 적용 제품으로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법에서 정한 라돈 기준치에
만족하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KCC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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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ing

주거용 바닥재
주거용 바닥재는 친환경 제품으로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에 가장 적합한 바닥재입니다. 바닥 난방에 따른 제품 변형이 거의 없으며 HB마크,
환경마크 등 각종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여 환경성능을 검증 받았습니다.

바닥재
홈씨씨 바닥재는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는 생활공간에 최적의 기능성과 디자인을 부여하여

주거용 시트

가치 있는 공간을 제공해드립니다.

피톤치드 편백오일을 첨가하여 항균&탈취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바닥재입니다. 바닥재 업계 최초로
아토피 추천제품 마크를 취득하여 아토피 환우가
있는 가정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

주택, 아파트, 기숙사, 요식 및 숙박업소
내실용 바닥재 등

주요제품

숲 그린 1.8, 2.0 / 숲 옥 2.2 /
숲 도담 2.7. 3.2 / 숲 휴가온 4.5, 5.0

마루
자연의 색상과 느낌을 살린 내추럴한 컬러와 모던
한 디자인으로 어떤 인테리어와도 어울리며, 나무
무늬결 그대로의 공간을 연출한 마루바닥재입니다.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오랜 시간 편안하며
아늑한 실내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용도

주거시설, 숙박시설, 소규모 사무실,
음식점 등 주거 및 준 상업용 시설

주요제품

KCC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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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강마루 정 / 네이처 / 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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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바닥재

기능성 바닥재

상업용 바닥재는 업무시설, 병원,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기능성 바닥재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여 특정공간에서 요구되는

정전기 방지, 전기저항 성능을 보유한 기능성 바닥

물성을 만족하며 우수한 내구성으로 장기간 고급스러운 외관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재로 전자 기기가 많이 사용되는 연구소, 전산실
등에 사용됩니다. 이중 바닥재는 건축물의 바닥면
배선공간을 확보, 공조관련 설비를 바닥내부에 매
립하여 배선의 안전 및 유해 전파로부터 보호해 줍
니다.
용도

연구소, 병원, 전산실 등 전자기기
사용이 많은 장소
전선, 공조설비 등을 바닥에 매입하여
유해전파 차단이 필요한 장소

주요제품

기능성 타일 > 전도성 타일
이중 바닥재 > KD FLOOR 스틸계
이중 바닥재, 무기질계 이중 바닥재

PVC 타일(LVT)

디럭스 타일

콘크리트, 카펫, 마블, 우드 등 다양한 디자인 및 사이즈로 고객이 원하는 공간을

제품의 표면에서부터 바닥면까지 균일한 마블칩 구조로 아름다운 무늬와 우아한

구현 할 수 있습니다. 최신 설비 및 정밀한 가공으로 시공 시 정교한 디자인을

색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공간에 범용적으로

연출 할 수 있습니다. 특수 UV도료코팅으로 내스크래치성, 내오염성이 우수

적용 가능하며 특히 장기내구성이 요구되는 장소에 적합합니다.

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용도

숙박시설, 사무실, 음식점, 교육시설 등

주요제품

숲 센스타일, 숲 센스타일 트랜디

용도

숙박시설, 사무실, 음식점, 교육시설 등

주요제품

디럭스, 디럭스킹, 엑설런트

운송용 바닥재
특수 칩 적용으로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리섬유층 적용으로 열과 습기에 의한 제품 변형을 최소화한 바닥재입니다. 다양한 성능 및 인증 보유로 특수
용도(버스, 선박)의 바닥재로 적합하며 특수 컬러칩과 다양한 인쇄 패턴으로 고급스러운 공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카펫 타일

러버 타일

간편한 시공성과 보행성, 흡음성이 뛰어나 이중바닥재 마감 및 오피스, 숙박
업소, 금융시설에 적합합니다.
용도

이중바닥재 마감재, 오피스, 숙박업소, 금융시설

주요제품

카펫 타일

자동차용 바닥재

선박용 바닥재

흡음성과 쿠션성이 뛰어나 안전도를 더욱 강화한 제품으로 업무, 상업, 교육,

PVC칩의 부분 분산 및 SIC(Silicone Carbide)를 적용하여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특수 유리섬유층을 적용하여 열과 습기에 의한 수축을 방지하고 하부 부직포

스포츠, 공공시설 등 인테리어 및 내구성이 요구되는 장소에 쓰이며, 특히

미끄럼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강도 투명층을 적용하여 유지 보수가 쉽고,

(Non-Wooven Layer) 적용으로 시공 후 안착성이 우수합니다. 우수한 난연성

Non Slip 기능이 요구되는 장소에 적합합니다.

표면 UV 코팅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유로 화재 시 화염 확산을 방지하며 다양한 선급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용도

업무, 상업, 교육, 스포츠, 공공시설 등 인테리어 및 내구성이 요구되는 장소,

용도

버스, 상업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 장기내구성이 요구되는 장소

용도

선박, 상업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 난연성 및 장기내구성이 요구되는 장소

특히 Non Slip 기능이 요구되는 장소

주요제품

칩타입 > 센스톤 멀티 / 멀티로얄

주요제품

프린트타입 > 센스롱F DYNA

주요제품

KCC Glass

프린트타입 > 센스톤 하이브리드

러버 타일

28

Interior

29

비센티 인테리어필름

고내후성 시트

트렌디한 디자인과 패턴으로 감각적이고 미려한 공간 디자인을 연출합니다.

강풍, 직사광선, 자외선, 습기, 폭설 등 외부 환경요인 대한 내구성을 강한

후면 접착 가공이 되어 있어 손쉽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외장용 필름입니다. 변색, 변형, 마모 등에 대한 우수한 물성으로 외부 창호,
판넬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용도

주거공간, 상업공간 내부 및 가구
용도

외부 창호, 판넬, 도어

Film
필름
필름은 가구나 몰딩재에 적용하는 표면 마감재로 뛰어난 색상과 패턴을 자랑하며 주거공간과 사무공간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비센티 글라스

광고용 필름(Graphic Film)

UV임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표면경도, 내지 문성이 향상된 유리용 인테리어

우수한 내후성 및 선명한 인쇄품질로 다양한 공간에 적용이 가능한 옥외용 필름

필름 입니다. 생활 가전, 중문, 가구도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UV 접착

으로 고객이 원하는 문구, 이미지를 우수한 퀄리티로 재현해 드립니다.

기술의 접목으로 안정성까지 확보된 제품입니다.
용도
용도

옥외 광고물 및 운송차량 광고물 등

중문, 가구 도어

VCM(Vinyl Coated Material)
고휘도 메탈인쇄와 UV임프린팅의 독보적인 기술
력을 통해 다채롭고 섬세한 패턴을 구현하고 있습
니다.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비센티 데코(PVC/PP)

비센티 퍼니처(G-PET/PP)

디자인적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건축자재 등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시각적 만족을 이끌고

비센티 데코(PVC/PP)는 창호 내외부, 건축 내부의 가구나 몰딩재에 적용하는

비센티 퍼니처(G-PET/PP)는 일반가구 및 주방의 표면 마감재로 건강 친화형

표면 마감재로 실감나는 패턴과 고급스럽고 미려한 색상으로 품격 높은 실내

주택 건설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다양한 컬러와 디테일한 표면

공간을 창출하여 드립니다.

질감으로 완성도 높은 공간을 제안해 드립니다.

용도

용도

도어, 몰딩, 창호 등

KCC Glass

있습니다.
용도

냉장고, 세탁기 등

주방가구, 일반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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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or Stone

엔지니어드 쿼츠
SENSTONE-QUARTZ
천연 석영을 주원료로 하여, 천연석의 자연스러운
질감과 색상을 구현한 석영계 천연 강화석입니다.

인테리어스톤

수분 흡수율이 매우 낮아 위생적이며, 동일 패턴간
디자인 균일성이 확보된 고품격 표면 소재입니다.

컬러부터 소재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홈씨씨 인테리어스톤은 주거 공간에서 상업 공간까지 다양한 공간에 적용 가능합니다.
용도

주방 상판 및 벽체, 가구 상판, 바닥재

엔지니어드 마블
SENSTONE-MARBLE
천연 파쇄석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천연석 무늬가
돋보이는 마블계 천연 강화석입니다. 천연석 대비
절단 가공이 용이하며, 다양한 인테리어 부위에 적용
가능합니다.
용도

가구 상판, 욕실 젠다이, 현관 디딤판 및 걸레받이

아크릴계 인조대리석
SENSTONE-PLUS
실내 외 다양한 공간에 적용 가능하며, 열성형이나
이음새 없는 마감 가공으로 디자인 표현성이 우수
합니다. 높은 위생성과 유지 관리가 용이하며, 일반
장비로도 손쉽게 가공이 가능한 실용성이 우수한
고품격 마감재입니다.

포슬레인 슬라브
용도

SENSTONE-ULTRA

주방 상판, 가구 상판, 욕실 젠다이

천연석의 미려한 외관과 함께, 내열성, 내스크레치성, 내오염성이 우수한 세라믹계 표면 마감재입니다.
인테리어에서 익스테리어까지, 벽체에서 바닥까지 다양한 부위에 적용이 가능하며 일반 세라믹보다 큰
대형 사이즈로 시공 시 이음매가 적고 깔끔하며, 웅장한 느낌을 주는 프리미엄 마감재입니다.
용도

KCC Glass

주방 상판 및 벽체, 가구 상판, 바닥재, 아트월 및 외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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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liates

Business Site

㈜KCC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잠원동)

02-2015-8500

여주공장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541

031-880-3000

전의공장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산단길 134

044-860-5000

아산공장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아산로 658-33

041-539-9000

덕소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244

031-522-3000

가평공장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물안산길 42

031-580-1500

영월공장

강원도 영월군 북면 원동재로 282-54

033-370-1500

수도권영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잠원동)

1811-9375

충청권영업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50(연축동)

1811-6814

호남권영업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70(우산동)

1811-6308

영남권영업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28(부곡동)

1811-6837

인천영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393번길 16(원창동)

1811-9148

울산영업소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28-17(진장동)

1811-9140

홈씨씨인천점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393번길16(원창동)

032-570-7000

홈씨씨울산점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28-17(진장동)

052-289-1700

홈씨씨인테리어 서초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서초동)

02-3480-8777

홈씨씨인테리어 고양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2014(동산동)

02-383-2650

홈씨씨인테리어 분당판교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10(금곡동)

031-728-6840

홈씨씨인테리어 대구중구점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11(태평로3가)

053-431-2425

홈씨씨인테리어 광주광산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70(우산동)

062-942-7411

홈씨씨인테리어 부산금정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28(부곡동)

051-580-5288

경기북부출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2014(동산동 50-28)

1811-9375

성남출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10(금곡동 92-7)

1811-9375

수원출장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72(인계동 1018)

1811-9375

원주출장소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461(우산동 96-2)

1811-9375

음성출장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1길 4 위너스타워 501호(동성리 501)

1811-6814

전주출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곡로 84(팔복동 2가 339-1)

1811-6308

순천출장소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3(조례동 1595-3)

1811-6308

대구출장소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11 (태평로3가 214-25)

1811-6837

포항출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95 2층(상도동 669-6)

1811-6837

창원출장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 더시티세븐 1층(대원동 121)

1811-6837

본사

KCC는 1958년 창사 이래 건축자재,

공장

도료 공급을 통해 한국 건축산업 문화의 발전을
선도해 왔으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실리콘 상업화에 성공,
21세기 신소재 화학분야를 주도하며
글로벌 소재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영업소

홈씨씨매장

출장소

㈜KCC건설

㈜KCC실리콘

㈜금강레저

토목, 건축, 플랜트 등 건설 전 분야에 걸쳐

KCC실리콘은 국내 최초로 실리콘 원료의

국내에서 톨게이트와 가장 인접해 있으며,

설계-시공-감리-시운전에 이르는

국산화를 실현했으며 실리콘 고무를 비롯한

넓고 아늑한 페어웨이와 각 코스마다

전 과정에 필요한 국제수준의 기술을 갖춘

다양한 실리콘 제품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요소를 갖춘 골프장입니다.

종합건설사입니다.

www.kccgla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