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 Your Best Goods and Quality
ECO-Friendly company Youngil Film Co., Ltd.

That gives satisfaction to customers with the 

ECO-friendly Vacuum Contraction Film.

Non-stretchabel Nylon Vacuum Film & Bag

Anti-Static Film & Bag

ECO-Friendly Companies

영일테크

(주)영일테크

고객과 함께하는 영원한 파트너

VISION MISSION VALUE
최고의 품질과 친환경 제품 생산자

믿음과 신뢰를 통한 고객 만족

고객의 소리 경청

안정적인 생산/공급

끊임없는 연구/개발

(주)영일테크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덕로 267-54

T. 043-543-7170     F. 070-4009-717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20가길 40 준타워602호

T. 02-981-7170     F. 02-981-7180

본사/공장 서울사무소

www.youngil-tech.com



2019 07 항균 및 생분해성 필름 생산 성공

2016 07 대전방지필름 시험 생산 성공 

06 대통령 프랑스 경제사절단 참여

     - 성과 1백만불 수출업무협약

    중소기업청 주관 기술공정개발사업자 선정

05 2016년 제품 무해성 인증시험 통과 

     2016년 서울 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

     KOTRA 주최 수출종합대전 참가

04 대통령 멕시코 경제사절단 참가

     - 성과 6만불 수출업무협약

2012 05 다층 공압출 필름 전문생산업체 

     ㈜BESFIL 인수, 영일필름 설립

     삼방필름 가공기 도입/가동

2013 05 중소기업청 클린 사업장 인증업체 선정

     대전방지필름 연구/개발 착수

2014 07 신규 공장 부지 구입

2015 10 공압출 설비 추가 증설 

09 (사)벤처기업협회 정회원 가입  

07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 선정

03 생산공장 확장 이전(충북 보은)저희 (주)영일테크를 방문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육가공, 수산물, 농산물 등을 진공포장할 수 있는 식품 진

공포장필름과 대전방지필름 전문 생산 업체로서, 국내외 독보적인 생산공정기술로 제품의 퀄리티를 확보하여 고객 여러분께 공

급하고 있습니다. 식품 진공포장필름의 경우 고객의 건강과 밀접하여 위생과 유해 물질 검출 방지에 최우선 하여, 200℃ 고온

에서도 유해 잔류 용제가 검출되지 않도록 연구/개발, 생산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제품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산공법은 

“무연신 수냉식 다층 압출 방식”으로 국내외 타 업체의 생산공정과 달리 저희 회사만의 독자적인 생산기술을 확보하여, 필름의 

투명도를 30% 이상 개선하고, 필름의 유연성을 높여 내용물의 미세한 부분까지 압착하여 진공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대전방지필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품질과 가성비를 확보한 제품을 고객 여러분께 제공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으로 생산기술을 발전시키고,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와 사랑을 

받는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영원한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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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이 생산하는 제품은 사용 

후 폐기 시 유해 물질이 발생

하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3층 구조의 진공 필름으로 생산과정에서 내면이 외부 공기와 차단(독자 생산기술 보유) 되므로 

매우 위생적이며 식품위생에 엄격한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무연신 진공 필 

름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위생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연신 합지 필름 보다 부드럽고 불량률이 

월등히 적고 원단 인쇄 시 더욱 고급스럽습니다. 

●	 	음식물	밀봉된	상태에서	직접	전자레인지나	전기오븐,	끓는	물에	넣고		

요리를	해도	유해물이	검출되지	않으며,	밀봉된	상태에서	요리가	되므로	

음식물의	향이	공기	중에	방출되지	않아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	 	필름(포장지)의	유연성이	뛰어나	내용물의	뼈	등과	같이	날카로운	부위에도	

찢어지지	않는	강점이	있습니다.

●	 	진공상태로	장기간(냉장상태에서	30일~40일)	유지할	수	있어	내용물의	

신선도를	타사	제품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인쇄가	용이하고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	 	외피에	인쇄되어	인쇄로	인한	유해	물질	시품에	영향을	주지	않아	안전합

니다.	(합지	필름의	경우	내용물이	들어		있는	내피에	인쇄를	하고	코팅을	

하여	고온	시	인쇄	잉크	등	화학물질이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		분 타		사 	(주)영일테크 강		점

생산방식 3면 실링 3면	실링

- 표면의 유연성이 좋고

- 내용물의 질감을 느낄 수 있음

- 접착성(Heat Seal)이 우수

- 수축성분을 지녀 흡착율 강함

- 열수축 필름 대용으로 사용

- 열살균시 200°C에서 진공상태 유지

- 냉동보관시 -80°C에서 깨짐 현상 없음

연신	상태 연신 무연신

투명도 보통 30%	이상	개선

유연성 딱딱함 부드러움

흡착성 보통 강함

수축성 보통 수축성	우수

형태 평판형 평판형	/	튜브형

타사 제품과 
비교

영일필름산업의
무연신 하향수냉식 
다층 공압출 필름

(주)영일테크는 무연신 하향수냉식 다층 공압출공법을 
통한 식품 공포장 필름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영일테크의 "무연신 하향수냉식 다층 공압출 공법"은 상향 

공냉식과 캐스팅 공압출 공법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 

한 공법으로 일본, 북미에서 사용되는 선진 제조방식으로 뛰

어난 투명도와 부드러운 필름의 특성을 구현하였습니다.

㈜영일테크는 이러한 강점을 갖춘 생산 노하우(knowhow) 와 

기술력(technical skills)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		분 합지	진공필름 무연신	다층	공압출	진공필름

생산방식
연신 NYLON 필름과 LLDPE 필름을 

고열 압축 접착하는 방법으로 제조합니다.

연신 NYLON 필름과 LLDPE 필름을 고열 압축 접착하

는 방법으로 제조합니다.

유해물질	검출
고온에서 70~80℃이하 조리시 접착부분의 

본드 성분이 유출될 우려가 큽니다.

용융수지(melt resin)를 동시에 압출(extrusion)하여 

고온에서도 유해물질 검출되지 않습니다.

가공	봉투	입구 입구 안쪽으로 말려있어 작업시 불편합니다.
평평하거나 입구 바깥쪽으로 말려 있어 내용물을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나일론층	두께 대부분 12, 15㎛입니다. 두께에 따라 15~30㎛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냉동
열로 압축 접착하여 생산하므로 표면이 딱딱하며 

냉동시나 겨울철에는 조그만 충격에도 잘 찢어집니다.

무연신 공법으로 표면이 부드럽고 특히 냉장, 

냉동 상태에서도 찢겨짐이 없습니다.

진공작업

표면이 딱딱한 필름이라서 육류의 뼈 등과 

같이 굴곡이 있는 식품을 진공할 경우 터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신축성이 뛰어나 굴곡 있는 식품이라도 식품의 

표면에 필름이 흡착되어 진공이 매우 우수합니다.

2차	살균

수지를 열로 압축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필름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고 봉투 뒤틀림과 

박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융시켜 적층 시키는 공압출이라 필름 분리 및 

뒤틀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염도
생산과정에서 합지 할 때와 가공할 때 

오염 가능성이 큽니다.
용융시켜 생산하므로 오염 가능성이 없습니다.

찢어짐	정도
연신방식의 필름이라 날카로운 것에 

쉽게 찢어 집니다.

무연신이라서 질김 정도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합지필름이란? 접착제는 용제형 접착제, 무용제형 접착제로 구분되며 접착제만으로 합지한 것을 1액형, 접착강도를 높이기 위해 경화제를 첨가한 것

을 2액형이라 합니다. 용제형은 유해할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저급 필름이지만 동남아, 중국, 국내에서는 저렴한 단가 때

문에 대부분의 생산업체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식품포장필름의 품질척도인 투명성이 공압출 진공필름에 비해 현격히 떨어집니다.

진공포장 필름

㈜영일테크, 무연신 다층 공압출 필름(공법)의 장점

영일의 무연신 진공 필름은 

전자렌지, 전기오븐, 뜨거운 물 등 

고열에서도 잔류 용제가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며 투명도가 국내외 

경쟁사 대비 30% 이상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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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 & water barrier(차단성)이 뛰어납니다.

●  필름이 부드러워 끊어짐과 깨짐성에 강합니다.

●  열 접착성(Sealing)이 좋아 접착력이 좋습니다.

●  투명도가 뛰어납니다.

●  물리적 성질이 개선되었다. (인장강도, 내화학성, 내한성 등)

●  일반 필름은 공기 중의 습도가 높을 경우 대전방지 효과가 높으나, 역으로 건조할 경우  

대전방지 효과 급격히 저하

●  영일 필름의 대전방지 소재는 Polymer Matrix Composites로 결정체화로 건조한  

날씨와 관계없이 대전방지 효과가 유지된다.

●  여러 공정을 거쳐야 하는 일반 생산 방식과 달리 재료 투입 후 One step 생산

●  Nylon 재질 특성상 우수한 가스 차단성(Superior gas barrier properties)과 필름의  

 유연성(flexibility)으로 진공 포장 시 흡착성 좋고, 재질 감촉 좋음

●  무연신 하향 수냉식  공압출 방식으로 생산되어 필름의 투명도가 높음

3대 경쟁력

일반 단층 필름과 차별화

영구 대전방지기능

품질/성능의 경쟁력 우위

국내외 타사의 경우

다층 공압출 공정으로 생산

단층 필름에 대전방재액을

코팅하여 생산

다층 생산방식 

필름고유기능 극대화

"필름 Barrier성 한계"

01
영구 대전방지 기능 신소재

공기중 습도에 따라

대전방지기능 영향 大

고분자 결정체

영구방지 신소재 사용

"방지수명 2~3개월"

02
품질/성능 우위

PET, OPP, CPP 단층

필름에 코팅

나이론(PA)

Gas Barrier 극대화

(주)영일테크는 나노소재 기반 자연분해가 용이한
고강도 필름 제조 기술 개발

"코팅 훼손시 방지기능 소멸"

03

내층 (mLLDPE + 대전방지소개)

※ mLLDPE (metallocene 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

외층 (Nylon + 대전방지소개)

→ Polymer化

중층 (Tie, 내한성 강화)

01

02

03

(주)영일테크

100년 쓰레기 
"비닐봉지"

연간 제작, 사용되는 
비닐봉지

"190억 장"
국민 1인당, 420개

핀란드의 100배

아일랜드 20배

독일 6배
(한국 기준, 출처 : 자원순환시민 연대)

환경 오염 주범

비닐봉지 평균 사용시간 

"25분"

쓰레기로 남아있는 시간

"20년 ~ 100년"

폐비닐 매립, 소각 과정

"환경호르몬 배출"

규제 강화

최근 경제성장과 소비자의 건

강 및 환경에 대한 인식 확대

로 폐기물 처리나 지구환경 보

호를 위해 무공해/저공해 플

라스틱을 이용한 고기능성 필

름재의 필요성이 높이 대두

서울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원 과태료 부과＂

케냐 : 판매, 사용 전면 금지

미국 :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제한

호주 :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주)영일테크는 무연신 하향 수냉식 다층 공압출 
공법의 진공포장필름 생산기술을 대전방지필름에 
적용하여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주)영일테크는 환경부 주도하에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추진. 이에 따른 제조 및 
생산에 있어서 혁신적인 개선으로 시장에서 친환경 
생분해성 필름 개발, 양산에 주력할 것입니다. 

대전방지 필름 생분해성 필름

●  기존의 필름 소재를 생분해가 용이한 소재 개발

●  친환경 나노 소재를 기반으로 다층 필름을 제조 공정에 적용

●  범용, 동등 수준 이상의 성능 확보뿐 아니라, 사용 후 매립 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

+생분해성 필름 
소재 개발

제조
공정 기술

●  생분해성	레진과	친환경	나노소재를	공압출	공정에	적용

●  이종	생분해성	소재를	컴파운딩	하여	제조	공정에	적합하게	복합화

●  roll-to-roll	공정의	양산	제품	설비를	타사	공압출	공정	대비	

1,000mm로	확대	구현

범용 플라스틱 (PP, PE)에서 

CNF를 복합화하여 필름 소재에 

적용 유경험과 생분해성 

다층 필름 제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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