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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현황

상호명 ㈜피엔티(People & Technology) 설립일자 2003年 12月 30日

대표이사 김 준 섭 직원수 국내 278名, 해외(中) 215名

국
내

제1공장 경북 구미시 1공단로 86-69, 730-030

제2공장 경북 칠곡군 북삼읍 경호천서길 138, 718-844

제3공장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 산 21-2

수원사무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29 유타워빌딩 1210호

중
국

상해사무소 상해시 민행구 오중로 7089호 2층 221실 闵行区 (근무인원 : 5명))

중국공장 시안개발구 녹지세기성 SOHO 동맹 A동 1912실(근무인원 : 210명)

전화번호 +82-54-979-7930 팩스 +82-54-979-7929

홈페이지 www.epnt.co.kr 이메일주소 pnt@epnt.co.kr

2017년 매출액 1,498억 2018년 매출액 2,567억

주요상품 Coater, Press, Slitter, Vacuum Chamber, Reel Winder, Notching&Dryer , 자동화설비(自动化设备)등



1. 회사 연혁

09년. 02.  산업은행 투자 유치 (신사업, 반도체 부문)

07.  Roll Coating 장치 특허 등록

11.  제 46회 무역의 날 백 만불 수출의 탑 수상

10년. 04.  경북지식재산센터 스타 기업 선정

10.  벤처기업대상 수상

11.  제 47회 무역의 날 천 만불 수출의 탑 수상

12년. 03. 2차전지 녹색기술인증 획득

07. 코스닥 기업 상장

14년 1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표창(고용노동부)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특허청장)

15년 11. 벤처활성화 국무총리 표창

16년 10. 전지산업발전 표창

12.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

17년 04. 월드클래스 300 선정

19년 11. 세계 일류상품 인증(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능한국인(고용노동부장관)

대한민국 엔지니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03년. 12.  주식회사 피엔티 설립

(PEOPLE & TECHNOLOGY INC.)

05년. 01.  Prism Sheet & 광학필름 COATING 설비 개발

(세계2번째)

12.  CLEAN 사업장 선정

06년. 10.  기업부설연구소인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2.  ‘제2공장’ 신축

07년. 01.  CE획득 / Model : PLS – 1700, PPS-1900

05.  NEW PRECISION SLITTER 개발

특수박 관련 기술 국산화 성공

0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07.  특수박도금기기술 국산화 성공(표면처리기)

12.  벤처기업 선정 /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선정

08년.  03.  ROLL COATING 특허 획득 (제 10-0812313호)

06.  FCCL 설비 국산화 성공

08.  ISO 9001, ISO 14001 획득

12. ‘08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

부품ㆍ소재 전문기업



1. Organisation (조직도)

Total Employees : 510

- In Korea : 278

- Overseas : 215

CEO

(대표)

Planning

(전략기획)

R&D

(연구소)

Sales & 

Marketing

(영업팀)

Design

(설계팀)

Assembly

(조립팀)

Electric unit 

Design

(제어팀)

Support

(지원팀)

23 employees

(including

7 English Spekers)

75 employees 80 employees 75 employees 18 employees

5 employees3 employees

More than 80% of employees are engineers.

Office
in Shanghai
(상해 사무소) 

Plant
in Xi'an

(시안 공장)

Assembly

(조립팀)

3employees

210 employees



2. 공장 소개

사무1동(办公楼1栋),생산 2동(生产车间 2栋)1공장(工厂)



2공장(工厂) 사무1동(办公楼1栋), 생산 3동(生产车间3栋), 클린1동(洁净房1栋), 연구1동(研究楼1栋)

2. 공장 소개



3공장(工厂) 사무1동(办公楼1栋) , 생산 9동(生产车间9栋)

2. 공장 소개



1. 토지(土地) : 150무 (亩)

2. 완공 (竣工) : 2016年 6月

3. 인원(人员) : 210名（2019年 현재/现在)

4. 주요생산 : 동박관련 설비(제박기, 후처리기, 도금기, 재단기, Slitting Machine)主要生产：铜箔相关设备（制箔机，后处理机，裁断机，分切机）

2. 해외 법인 _ 서안공장



Korea

Poland

Austrlia

China
India

Philippines

Thailand

Japan

South America

Africa

North  America

U.S.A

Europe

Indonesia
Taiwan

Greece

▣수출국가
중국, 미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등.

3. 고객사 현황



년도
(年份)

2011年 2012年 2013年 2014年 2015年 2016年 2017年 2018年

매출액
(销售额)

763亿 546亿 827亿 1,060亿 1,000亿 1,085亿 1,498亿 2,567亿

억

200 억

400 억

600 억

800 억

1,000 억

1,200 억

1,400 억

1,600 억

1,800 억

2,000 억

2,200 억

2,400 억

2,600 억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 PNT매출추세(최근 3년 평균 54.6%)

< 10/28 >



11/10

Coater

Slitter

Laminator

Etc.

22 %

21 %

9 %

10 %

5 %
15 %

18 %

■ 각 설비 별 매출 비중(各设备群销售占比)

4. PNT매출추세(PNT销售业绩趋势)



4. 설비 개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200mm
광폭 코터/

광폭 프레스 개발

프레스/슬리터
자동 In-Line 化

자동 투입/취출
프레스/슬리터

개발 설치

다단
프레스/슬리터

In-Line化
开发双辊压辊压/分

切一体机

고압연
프레스 개발(PHP)

고속 코팅/프레스
개발 (80m/m) 고속/고압연

다단 프레스 개발

노칭 & Dryer
In-Line설비 개발

▲ 2차 전지 TREND 변화에 대한 신기술 보유 및 선도



5. Man Power

※ 풍부한 설비 제작 경험에 따른 설비 제작 기술력 우위

=> 동종업계 업체들에 비해 제작 경험 우위.(광학 코터, 2차 전지 코터)

※ 넓은 제작공간 및 높은 공장 활용성 우수

=> 타사 대비 설비 제작 공간 우위

=> 사무동 : 2동, 조립동(20M X 100M) : 6동, 연구동 : 1동

※ 중국 서안법인 공장 가동 진행 中.(향후 AS를 가장 빠른 시간내에 처리 가능) 

1. 설계 팀(4개그룹 71명)

▶ 자체 제작 경험 풍부(制作经验丰富) :  

- 다수의 Slot Die Coater 및 Dryer 설계 및 제작.

- LCD관련 프리즘 Coater설계 및 제작.

- Slot Dip, Micro Gravure, Gravure, Comma 등

Coating Head설계 및 제작.

Slot Dip, Micro Gravure, Gravure, Comma等

- 다양한 Lami M/C 설계/제작(기판, 편광 필름등)

- Turret Winder 및 Accumulator 설계.

- Knife(Razor, Shear, Gang Block, Wave, Score Knife)

▶ 각 설비 별 담당 인원의 전문화

2. 제어 팀(전기설계 및 Program) 

(2개그룹 70명)

▶ 자체 제어팀 보유로, 최상의 설비 Design.

▶ 설비 제작 시 혹은 설치 후 문제 발생시

전기/제어적 해결 및 효과적 대응 가능.

▶ Metal Foil / Film / Non-Woven / 신축성 소재

등의 정밀 Tension control 가능.

3. 조립 팀(2개그룹 74명)

▶ 자체 설비기술팀 보유로 인해,

기구부 문제 발생시 자체보완 가능.

▶ A/S시 어떤 Trouble이 발생하더라도

현장 조치 및 당일 조치 가능.



Webpage : http://www.epnt.co.kr

Tel : 82-54-979-7913

Fax : 82-54-979-7929

E-mail : pnt@epnt.co.kr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