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폴리텍은 熱情을 모아 冷氣를 다룹니다

이화폴리텍은 대형냉장고의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고객이 바라는 차가움, 우리의 열정으로 이뤄내겠습니다. 

*담양 식품회사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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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방열문 출시04월

03월

1 1 월

05월

10월

1 2월

08월남평 본사공장 재건축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획득

냉장·냉동용 우레탄판넬 생산공장 준공

및 생산 시작 (광주광역시 평동공단)

「냉동고용 우레탄판넬」

한국품질인증서 획득(건마크)

호남우레탄 설립(광주광역시) 

우레탄폼단열재 생산

05월

1992

2009

(주) 엘에이치티엠 법인 설립

산업용 냉동기기 생산

03월

2017
03월

04월

06월

신형 방열문 출시(특허출원)

건설업(기계설비업) 등록

화스너타입 우레탄 판넬(125T) 생산

2019

04월

1 1 월

중소기업 창업 승인

신공장 준공 및 이전(전남 남평)

1994

2004 2006

2012
우주베키스탄/러시아 수출 달성

평동공장 제2출하장 준공

화스너타입 우레탄 판넬(100T) 생산

이화폴리텍은

우레탄 관련 토탈 메이커로서

지역을 뛰어넘어 냉동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연혁



냉장·냉동용 우레탄판넬 생산공장 준공

및 생산 시작 (광주광역시 평동공단)

「냉동고용 우레탄판넬」

한국품질인증서 획득(건마크)

이화우레탄 상호 변경03월

1995

06월 (주)이화우레탄 법인 전환

2000

제3공장 준공05월

2014
화스너타입 우레탄 판넬(150T) 생산05월

2016

(주)이화폴리텍 상호 변경06월

2007
05월 방열문 사업부와  판넬 사업부 합병

(광주광역시 평동공단)

2008

신형 방열문 출시(특허출원)

건설업(기계설비업) 등록

화스너타입 우레탄 판넬(125T) 생산

2019
01월

02월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신형 이글루 골판넬 생산

신형 칸막이판넬 생산

03월

04월

KS제품인증 획득

환경표지 인증 / 여성기업 인증

2020
02월

09월

09월

1 1 월

난연 전용 고압 발포기 설치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지정

방열문 전용 고압발포기 설치

판넬 자동화 프레스 설치(연속식)

2021

04월 냉장·냉동용 방열문 생산라인 증설

1998
중소기업 창업 승인

신공장 준공 및 이전(전남 남평)

1994

2006

2012
우주베키스탄/러시아 수출 달성

평동공장 제2출하장 준공

화스너타입 우레탄 판넬(100T) 생산



이화폴리텍은 우레탄 관련 토탈 메이커로서

냉장·냉동용 우레탄 판넬과 방열문 제조 및 단열 시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냉장고와 단열에 대한 고민,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대형냉장고의 모든 것

06*정읍 라벤더 허브농원



07

주요사업

냉동 산업을 이끄는 우레탄 관련 토탈 메이커
제조부터 시공 및 A/S까지, 대형냉장고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 브림 판넬

· 화스너 판넬

· 난연/준불연 판넬

· 이글루 판넬

· 전동·수동

  슬라이딩 도어

· 오버랩 도어

· 판넬 도어

· 서브 도어&특수 도어

· FRP 선박 보강재

· 냉장·냉동용 단열재

· 건축용 단열재

냉장·냉동용
우레탄 판넬

냉장·냉동용
방열문

우레탄 폼
단열재

· 저온저장고 설치

· 냉장·냉동창고 설치

· 방열문 설치

· 냉동기계 설치

(기계설비업: 광주광산 2019-10-02호)

· 우레판 스프레이 뿜칠

· 갈바륨 마감 시공

대형냉장고
시공

우레탄
스프레이 발포

시공제조



*이화폴리텍 자동화설비 라인

고객이 기대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이화폴리텍은 꾸준하게 생산라인을 확장하고 개선합니다.

최고의 제품, 정직한 품질, 안정적인 납품을 약속합니다.

고객만족을 위해 투자합니다

04



*2021년 기준설비현황

05

설비소개

고객만족을 생각하는 생산라인
업계를 선도하는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고객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난연 전용
고압 발포기

2ea

Flame-retardant panel
high pressure
foaming machine

저압 발포기

2ea

Low pressure
foaming machine

고압 발포기

5ea

High pressure
foaming machine

1ea

자동화 프레스
(연속라인)

Automated press

6ea

다단식 프레스
(단속라인)

Multi-stage press

최신식 자동화 생산라인
품질 대폭 향상과 균일화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라인
신속하고 안정적인 납품

난연판넬 전용 설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적합한 난연판넬 생산



냉장·냉동용 판넬과 건축용 판넬은 다르다
건축용 샌드위치 판넬냉장·냉동용 판넬

*이화폴리텍 화스너 판넬

고강도 PVC 마감으로 오염과 변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마감
뛰어난 단열성

브림 · 화스너 방식으로 기밀하고 견고하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결합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신속 · 편리한 시공



사업소개 | 냉장·냉동용 우레탄 판넬

대형냉장고를 만들 때는

냉장·냉동용 판넬로
건축용 판넬과 비교할 수 없는 단열성과 편리함을 선사합니다

냉장·냉동용 판넬의 장점

기밀한 결합과 뛰어난 단열성
브림방식 혹은 화스너방식으로 판넬을 강력하게 결속시켜 냉기가 세어나갈 틈을 최소화 합니다.

신속·편리한 시공
간편한 결합구조로 쉽고 빠르게 판넬을 조립할 수 있어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고객맞춤 주문생산
고객의 요구대로 판넬의 폭과 길이를 자유자재로 생산할 수 있어 현장에서 자르거나 가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폭 900mm, 최대길이 10m)

4면 PVC샤시 마감
꼼꼼한 샤시마감으로 판넬의 오염과 변형을 예방하여 재사용이 가능하고, 외부충격에 보다 

강합니다.

간편한 이설·증설
판넬 훼손없이 간편하게 해체가 가능하여 손쉽게 이설·증설할 수 있습니다.

냉장·냉동용 판넬과 건축용 판넬은 다르다
건축용 샌드위치 판넬

고강도 PVC 마감으로 오염과 변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마감



*이화폴리텍 제품 숙성실

이화폴리텍 냉장·냉동용 우레탄 판넬은 엄격한 품질관리 하에 제조됩니다.

공장을 나가는 제품은 이화폴리텍의 얼굴이며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독보적이며 정직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화폴리텍은 진심으로 만듭니다

10



   사업소개 | 냉장·냉동용 우레탄 판넬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이화폴리텍 냉장·냉동용 판넬
엄격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제조된 제품만을 납품합니다

1 1

이화폴리텍 냉장·냉동용 판넬의 장점

없는게 없는 제품 라인
고객의 폭넓은 선택을 위해 모든 유형의 제품을 완비해놓았습니다.

〉 원료(비난연·난연·준불연), 강판(일반·이글루), 결합(브림·화스너)

〉 모든 규격 완비 (50T, 75T, 100T, 125T, 150T)

〉 다양한 판넬 컬러 옵션 제공
골드플라워실버스타코 아이보리아이보리스타코 스테인리스

정직한 난연 효과
난연판넬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정직한 품질의 난연판넬을 생산합니다.

〉 난연판넬 전용 발포기(2대 보유)로 원료 혼합을 방지하여 난연 효과 극대화

〉 준불연(난연2급)·난연(난연3급) 판넬 생산 중

엄격한 품질관리
까다로운 품질 인증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 업계 유일 KS제품인증 & 환경표지(친환경)인증 획득

ISO9001(품질경영체제)인증:KEFCR-2671Q/ISO14001(환경경영체제)인증:KEFCR-2324E

KS제품인증:제KTR-20-0042호/KSM3809(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1종·2종)

환경표지인증:제21863호/EL243, 보온·단열재(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1종·2종)/자원순환성향상

일반시험성적서(열전도율 등)판넬강도시험성적서준불연시험성적서난연시험성적서



*목포 식품회사 물류창고 1 2

기존 냉장·냉동용 판넬에 요철(굴곡)을 더해

단열성과 냉기흐름성을 개선하여 에너지효율이 향상됩니다.

이화폴리텍은 고객의 냉기가 더 오래 지속되기만을 바랍니다.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글루 골판넬'입니다



냉기순환

   사업소개 | 냉장·냉동용 우레탄 판넬

요철로 강력해진 단열성 업계 유일의 이글루 골판넬
기존 냉장·냉동용 판넬에서 ‘요철’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1 3

특허 제 10-2165673 호

특허 제 10-2165674 호

❶ 냉동·냉장 능력 극대화
기존 판넬에 일정한 굴곡을 적용함으로써

대형냉장고 내부의 냉기 순환성을 향상시킵니다.

* 2021년 방재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

❷ 단열성·강도 업그레이드
일반 판넬보다 10T 두꺼운 판넬로서

* 20~30% 향상된 단열성과 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에너지 효율 및 강도

20~30% 향상*



HACCP 기준 100% 충족

HACCP 기준에 맞춰 스테인리스·알루미늄·PVC사출물로 제작되어 저장물의 

청결함을 유지합니다.

최신식 자재 사용
신형 벨트식 자동도어로 기존 체인 방식의 단점(부식 등)을 보완했습니다. 

또, BLDC모터를 적용하여 반영구적인 수명, 획기적인 저소음, 강력한 파워를 

자랑합니다.

이화폴리텍 냉장·냉동용 방열문 장점  

실용적인 기능이 집약된

냉장·냉동 방열문
완벽한 차가움을 향한 진화, HACCP 기준을 충족한 방열문

사업소개 | 방열문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도어에 고급스러운 칼라무늬 강판을 적용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 칼라강판·스테인리스 中 선택가능



방열문 제품 종류

*전동 슬라이딩 양개도어

냉기 보안 방열문

냉기가 당신을 뒤따라가지 않게

전동·수동 슬라이딩 양개도어 전동·수동 슬라이딩 편개도어

오버랩 양개도어 오버랩 편개도어

판넬 도어 환기창 및 서브도어



판넬 설치가 어려운 현장에 우레탄 원액을 스프레이 형태로 

분사합니다

우레탄 스프레이 발포가 불가한 현장의 바닥 단열 용도로 

사용됩니다

사업소개 | 우레탄 스프레이 발포 / 냉장·냉동용 우레탄 보드

강력한 접착력으로 빈틈없이 표면을 채워주기 때문에 우수한 단열 

효과와 방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가벼운 보드형태로 제공되기에 직접 설치가 용이합니다.

· 소량 발주가 가능해 소형 저온창고의 단열 공사에 적합합니다.

냉장·냉동용 우레탄 보드우레탄 스프레이 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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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 FRP 선박 보강용 우레탄

1 71 7

고객이 원하는 규격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FRP 선박용 단열재(2종)

1종(종이없음) 규격(W×H) 900 × 900mm 두께 20~520T

2종(종이있음) 규격(W×H) 1000 × 1000mm 두께 20, 25, 30, 40, 50T

FRP 선박 보강용 우레탄
목재보다 가볍고 저렴하며 가공이 수월합니다



정부지원 저온저장고 현장사진

정부지원 등록 농기계(농산물 저온저장고) 목록

이화폴리텍은 정부지원 농기계 등록업체입니다
정부지원으로 부담 없이 이화폴리텍의 정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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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냉각식각 2HP3평4.0 X 2.5 X 2.4(10.0)LHR-030-S
(냉장·냉동분리형)

2100039065785

직접냉각식2HP3평4.0 X 2.5 X 2.4(10.0)LHR-0322100040663185

직접냉각식3HP3평4.0 X 2.5 X 2.5(10.0)LHR-03021000385225664

직접냉각식2HP2평3.0 X 2.3 X 2.5(6.9)LHR-0202100035225633

상품코드 형식명 평형 냉동기기 비고
규격

L X W X H(바닥면적㎡ )

대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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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및 특허현황

독보적인 기술과 품질로 업계를 선도합니다
이화폴리텍의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국가가 인증합니다



앞선 기술과 오랜 노하우로

100% 고객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납품·시공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주요실적 및 시공사례

20

납 품 일 지 역 현 장 명

2021.11 김 제 진봉농협

2021.10 전 주 북전주농협

2021.09 군 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21.08 제 주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2021.08 구 미 대상(주) 구미공장

2021.08 밀 양 스마트팜 혁신밸리

2021.07 군 산 꼬꼬마 양배추

2021.07 무 주 동부권임산물물류터미널

2021.07 정 읍 투썸플레이스 정읍공장

2021.07 제 주 제주도립노인요양원

2021.06 익 산 (주)유푸드

2021.06 광 주 광주농업기술센터

2021.06 광 주 다담식자재마트

2021.05 부 안 로컬푸드 직매장

2021.04 포 항 해병대 1사단

2021.04 보 령 가축분뇨처리시설

2021.04 곡 성 곡성군청 유해야생동물 사체보관창고

2021.04 인 천 수산자원연구소

2021.04 나 주 수협중앙회 호남권 소비지분산물류센터

2021.03 세 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 물류센터

2021.01 신 안 농업기술센터

2021.01 광 주 동구 다목적 체육관

2020.08 전 주 듬뿍 식자재마트

2020.08 서 귀 포 우정영농조합

2020.08 무 주 안성농협

2020.08 전 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납 품 일 지 역 현 장 명

2021.01 해 남 해남고구마식품(주)

2020.12 전 주 전북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2020.12 진 도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

2020.12 완 도 완도전복(주)

2020.12 김 제 총체보리한우 유통센터

2020.12 광 주 한국야쿠르트

2020.12 완 주 사계절하우스

2020.11 나 주 친환경과학영농센터

2020.11 부 산 IMPC 신축공사

2020.11 익 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20.11 김 제 장계농협

2020.11 김 제 원협

2020.10 임 실 치즈테마파크

2020.10 정 읍 마이코인터내셔널

2020.10 완 주 화산농협

2020.10 목 포 신세계F&B

2020.10 군 산 우리학교급식센터

2020.09 김 제 오병이어 물류센터



실버스타코 판넬 및 전동 슬라이딩 방열문 [목포 식품회사 저온창고] 실버스타코 판넬 및 전동 슬라이딩 방열문 [세종 물류센터 저온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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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리 판넬 및 전동 슬라이딩 방열문 [담양 식품회사 저온창고] 전동 슬라이딩 방열문 [무주 농협 저온창고]

골드플라워 판넬 및 전동 슬라이딩 방열문 [정읍 보조사업 저온창고] 실버스타코 판넬 및 수동 슬라이딩 방열문 [서산 보조사업 저온창고] 전동 슬라이딩 방열문 [해남 식품회사 저온창고]

수동 슬라이딩 방열문 [서산 보조사업 미곡창고]

실버스타코 이글루 판넬 [광주 식품회사 저온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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