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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기능성 펄프천장재 ‘휴텍스’

숲의 정기가 숨쉬는 공간 창조 !

보온성 , 통기성 , 흡음성 및 습기 조절 이 우수하고 따뜻함 과 윤택함 으로
격조 높은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며 , 특히 시각 및 질감적인 측면에서 탁월한 소재



나눔휴텍은 글로벌시대 'ESG경영'을 21세기 기업경영의 키워드로 설정하여
환경보호, 사회적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변화와 혁신에 발맞추자 합니다.

오늘날 전인류는 ‘ESG경영’으로 환경보호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바 
저희 나눔휴텍은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발맞추어 전북 남원산업단지에 
친환경 기능성 펄프천장재인 ‘휴텍스’공장을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공급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석유화학제품으로 부터 지구를 보호하기위한 건축자재, 
포장용기, 가전 및 자동차 소재, 농수산 자재, 등 다양한 분야의 친환경 제품을 
개발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나눔휴텍 

대표이사   안            석
연구원장   임    창     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한 자원,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눔휴텍 입니다.



   나눔휴텍의 친환경 펄프천장재

   ‘휴텍스’의 특장점

■탁월한 흡음 기능
■층간 소음 완화
■실내 울림 해소

■친환경 인증
■유해물질 무방출
■새집 증후군 해소

■단열효과로 연료비 절감

■고품격 인테리어 효과

■방염성능
■준 불연재료 성능
■화재시 유독가스 무방출

■항 공팡이
■실내 습도조절



   나눔휴텍의 친환경 펄프천장재

   휴텍스 제조과정 

1 2 3 4

100% 천연펄프 펄프 섬유화 기능성 소재 융합 펄프천장재 ‘휴텍스’

제조기술 특허 등록 친환경 기능성 펄프천장재

친환경 바인더 개발

펄프섬유 다공질 구조재순환이 가능한
비고갈 자원

피톤치드, 규조토
황토, 참숯 등 



   나눔휴텍의 친환경 펄프천장재

   기대효과 및 기술개발(R&D)

■실내마감재 사용 기준에 적합한 [펄프천장 ]

   ▶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고시 제 2015-995 호 )
   ▶ 수도권 지자체의 친환경 , 기능성 자재 사용 의무 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 61 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다중이용시설 실내장식물]

■적용 범위

   ▶ 오피스빌딩 / 다중복합시설 / 신축 및 재건축아파트
   ▶ 관급공사 (교육부 , 국방부 – 석면교체 / 조달청 우수제품)
   ▶ 해외시장 수출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및 재창업

   ▶ 천연펄프 다공질 구조의 조성물 제조기술 특허 등록
   ▶ 한국건축산업대전 참가 및 우수자재추천서
   ▶ 중소기업청 우수기업 중국 해외 연수

■재창업기업 아이디어 신제품 개발사업 (R&D)

   ▶ 과제명 : 천연펄프를 이용한 친환경 , 기능성
   ▶ 건축실내마감재 생산기술 개발 (R&D)
   ▶ 2018 년 02 월 08 일 최종평가 성공 판정
   ▶ 재도전성공패키지 후속지원 ( 마케팅 )
   ▶ 벤처인증기업 인증

■연구개발(R&D) 및 시제품 생산

   ▶ 펄프섬유의 다공질 구조를 형성하는 배합기술
   ▶ 펄프천장재 생산기술 개발 및 시제품 생산
   ▶ 준불연재 성능을 갖는 복합난연제 개발



   나눔휴텍의 친환경 펄프천장재

   영업 및 매출계획

지 역 구 분 구매처
연매출액

(억원)
예상규모 비 고

국내

학교석면교체 교육부 127

-학교시설환경개선5개년계획(2019~2023년) - 석면함유건축자재중 천장재가

-학교석면제거총예산:1조4,135억  대부분임.(98.2%)

-교체천장재재료비(15%)–424억/년 -유치원,어린이집 전수조사예정

*펄프텍스점유율30%예상->127억/년

군부대석면교체 국방부 44

-군부대건축물16,397개동석면사용 -2018년191억/259개동 석면제거

-전체석면제거소요예산:9,846억

-교체천장재재료비(15%)–147억/년

*펄프텍스점유율30%예상->44억/년

상업용빌딩 건설회사 306

-2017년신축연면적:24,518천m -2017년연면적:785,933천m

-천장텍스(석고,미네럴):1,020억/년 -2016년연면적:761,415천m

*펄프텍스점유율30%예상->306억/년

해외 시장진출 수출 -

-미국시장:현지업체의 제품호평으로시장진입 높다.

-중국시장:건축자재백화점과 제품협의지 대한 관심표명함

-글로벌시장:펄프를소재로한 천장재는 아직 없으므로 신제품으로 유망함

합    계 477



   나눔휴텍의 친환경 펄프천장재

   사업화 추진

구분 내용 ~ 2021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1 법인설립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일반산업단지

2 공장확보 부지:5,964평/건물:4,000평                                            1차     2차

3
기술개발

(R&D)
2022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중국),자유응모과제

4 시제품생산

1)연구 및 시제품공장 (약100평)
2)보유제조설비이전(5톤x5대)
3)생산설비2-Line구축
4)시제품생산

5 양산설비-A
1)제조설비2-Line증설
2)중국수출및내수시장진입

6 제품판매
1)규격:12Tx300x600,600x600(18ea/Box)
2)생산:60,000Box/월x@29,700
3)매출:23.7억/월,285억/년

7 양산설비-B
1)제조설비4-Line 구축  (   총  8-Line)
2)내수시장확대및해외수출



   나눔휴텍의 친환경 펄프천장재

   관련기사

스치로폼, 우레탄, 
샌드위치판넬 등 
화재시 유독가스로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고 발생!

<쿠팡화재현장> <평택 냉동창고 화재기사>

‘휴텍스’는 난연소재로 화재시 유해가스 저감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합니다.

2008.12.05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_40명 사망
2020.04.27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_38명 사망
2021.06.27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_소방관 1명 순직
2022.01.06 평택 냉동창고 화재_소방관 3명 순직



의정부대리점

서북대리점

아산대리점

당진대리점

서산대리점

홍성대리점

태안대리점

예산대리점

동남대리점

1. 서울특별시 (총판 : 4, 대리점 : 25)
  1) 중부 총판 (관리 대리점 : 7)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2) 북부 총판 (관리 대리점 : 7) -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 서부 총판 (관리 대리점 : 7)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4) 남부 총판 (관리 대리점 : 4)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 부산광역시 (총판 : 2, 대리점 : 11)
  1) 동부 총판 (관리 대리점 : 6) - 북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금정구, 해운대구, 기장군
  2) 남부 총판 (관리 대리점 : 5) - 남구, 부산진구, (강서구 사상구),(서구 동구 중구 영도구), 사하구 

3. 대구광역시 (총판 : 2, 대리점 : 6)
  1) 동부 총판 (관리 대리점 : 3) - 동구, 북구, 수성구
  2) 서부 총판 (관리 대리점 : 3) - 달서구, [서구 중구 남구], 달성군

4. 인천광역시 (총판 : 2, 대리점 : 9)
  1) 동부 총판 (관리 대리점 : 4)  - 남동구, 부평구2, 계양구
  2) 서부 총판 (관리 대리점 : 5) - 서구2, 연수구,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미추홀구

5. 광주광역시 (총판 : 1, 대리점 : 4) - 북구, (남구 동구), 서구, 광산구

6. 대전광역시 (총판 : 1, 대리점 : 5)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7. 울산광역시 (총판 : 1, 대리점 : 5) -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8. 경기도 (총판 : 7, 대리점 : 40)
  1) 북부 총판 (관리 대리점 : 11) -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구리시,하남시, 남양주시, 가평군
  2) 서부 총판 (관리 대리점 : 11) -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3) 동부 총판 (관리 대리점 : 5) - 양평시,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4) 고양 총판 (관리 대리점 : 3) - 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5) 성남 총판 (관리 대리점 : 3) -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
  6) 수원 총판 (관리 대리점 : 4) -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7) 용인 총판 (관리 대리점 : 3) - 수지구, 처인구, 기흥구

9. 세종특별자치시 ( 대리점 : 1)

  
      

10. 강원도 (총판 : 1, 대리점 : 7)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태백시,삼척시),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인제군)

11. 충청북도 (총판 : 1, 대리점 : 7)
     - 충주시, 청주시2, (제천시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12. 충청남도 (총판 : 1, 대리점 : 13)
     - 천안시2,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논산시,계룡시,금산군), 당진시,  
       부여(부여군,서천군), 예산(청양군,예산군), 홍성군, 태안군

13. 전라북도 (총판 : 1, 대리점 : 10)
     - 전주시2,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남원시,순창군,임실군), 김제시, 완주군, 
       무진장(진안군,무주군,장수군), (고창군,부안군)

14. 전라남도 (총판 : 1, 대리점 : 12)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정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5. 경상북도 (총판 : 2.  대리점 : 14)
  1) 동부 총판 (관리 대리점 : 8) -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덕군)
                                         안동시,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영양군,울진군,울릉군)
  2) 남부 총판 (관리 대리점 : 6) - 포항시(북구, 남구), 영천시, (경산시,청도군), 경주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16. 경상남도 (총판 : 2, 대리점 : 14)
  1) 서부 총판 (관리 대리점 : 6) - 진주시,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산청군,하동군,남해군) 
                                                      (사천시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2) 남부 총판 (관리 대리점 : 8) - 창원시(의창,성산), 마산시(회원,합포), 김해시, 양산시,
                                                      (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밀양시

17. 제주도 (총판 : 1, 대리점 : 3) - 제주시_1_2, 서귀포시
   

  
      

휴텍스 전국 유통 조직현황   * (총판 : 31 / 대리점 : 186)



당사는 친환경,기능성 펄프천장 마감재인 ‘휴텍스’ 출시에 앞서 (주)나눔휴텍과 함께할 
업계의 역량있는 전국총판 및 대리점주를 예약모집 합니다.

■ 모집요건
  - 인테리어 공사업체 및 건설사 현장영업 가능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설계사 및 시행사 SPEC_IN 영업 경험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기존에 건축자재 판매유통망이 있으면서 마루, 타일등 직접 시공팀운영 가능한 법인 및 개인
  - 10평미만 전시장으로 소매 업영 가능한 법인 및 개인

 ■ 모집지역 
    전국(지역별 협의가능)

 ■모집기간
    2021.11~    

■예약신청 및 문의
    (주)나눔휴텍
  - 본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용산2길 6(금암동) 
  - 공장 : 전북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1119(남원일반산업단지)
  - 판매법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0 동아빌딩 707호
     문의 / 1533-2502

   친환경,기능성 천정마감재 - 휴텍스

   전국 총판 및 대리점 모집(예약) 



- 본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용산2길 6(금암동) 
- 공장 : 전북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1119 (남원일반산업단지)
- 판매법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0 동아빌딩 707호
   T. 1533-0502 E_mail : nanumhute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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