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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절전 흑연 발열체  

건축 난방  결빙도로  각종히터 
건조기계  건강의료기  농수산  

발열체원천기술 

세계1위 

기술력 확보 

응용제품개발 

기능성 발열 섬유 

구조체 보급 

응용제품생산 

전략적 제휴 +DH R&D연구소 

Global  

Marketing 

전략적 

 Network 구축 

비 전 

㈜ DH. 
energy 



고객중심 
 

고객지향을  통해 
고객이  지불하는 
가치 이상을 제공 

품질중심 
 

품질이 검증되고  
효능이 입증된 

 제품 생산 

투명경영 
 

경영의 투명성을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 

“Golden Life with Carbon Electronics New Technology ”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추구 제품의 차별화 

경영이념 

㈜DH. energy 



 

 

 

 

  

 

친환경 : 원적외선 복사열 과 음이온 방출  

무소음/냄새 없음/눈부심 없음 

절    전: 초전도 초고온 발열    

                             

  

 

 

과학적 소재를 이용한 고효율의 열에너지 소재를 

보급하여 삶의 질 (QOL) 을 향상 

흑연탄소섬유 발열체의  세계화 

 새로운 기능성 소재 및 물질의 탐색 강화 

 신소재(NET) 신제품(NEP)의 다원화 

 폭 넓은 판매 채널을 이용한 수익의 극대화 

세계 최초 흑연탄소섬유 발열체 개발의 선두 주자 

㈜DH에너지 

㈜DH. energy 

경영목표 



     <기존 탄소 페인트 소재> 
 
1. 접 착  제   :   배합  
2. 순      도   :   50%미만, 페인트 
3. 소      재   :   카본블랙  기성품   
4. 분 산  성   :   원료의 쏠림 현상 
                                   
5. 백악현상   :   분산 제와 접착제에 백  
                       악 현상 발생                          
6. 전  도  성  :   전기 통전의 방해로  
                       전도성 저하.           
7.안정성 내구성에 문제를 안고 있다. 
 
8. 발열범위   :   100도 미만 

 

         <본사 나노 산화흑연소재> 
 
1.   접 착 제  :  없 음 
2. 순     도  :  99.7% 
3. 미세입자 :  300나노   산소도포 13% 
4. 분  산  성:  분산제 없이 100%자동분산 
                      원료의 쏠림 현상 없음. 
5. 백악현상 :  접착제를 사용 하지 않으므로          
                       백악현상 없음. 
6. 전  도  성 : 통전 방해 물질이 없는고순도 
                       나노흑연으로   전도성 우수 
7. 안전성, 내구성이 우수함 

 
8.    발열범위 : 20~3,000도 까지 호환범위 
     

Nano 탄소섬유 발열 원료 비교분석 

㈜DH. energy 



 
   

 “콜로이드 나노 산화흑연”을 발열원으로 하는 전기라디에터 

 
 
▶  입자(300나노)의 고순도(99.7%) 천연흑연 그래핀의 일종 
  
▶  첨가제 없이 도금형태로 물체표면 흡착 
     
▶  탄소 중에서 전도성이 가장 우수한 전극을 형성할 수 있는  
 
     6각형의 정열된 흑연소재임 
 
▶  러시아 원천기술 사업화 성공 
     
▶  DH.은 발열원을 자체개발 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흑연 
 
    탄소섬유 발열체(전기라디에터) 개발  
      
 

나노, “산화흑연,”이 발열원인 전기라디에터 원천기술개요  

㈜DH. energy 



  

직물에 흑연을 코팅하거나 실에 흑연을 코팅한 후 직조하여 전류를 인가함으로써, 탄소 

저항에 의해 열을 발생시키는 직물 
   

구분영역 저온 고온 

적용온도 100℃ 미만 100℃~400℃ 

제품 기존 발열체 

생활용품 및 산
업용으로 

적합한 제품이 
없었음 

 

 

 본 기술의 개발 목표 

건강에 유익한 원적외선 발열체로서 20℃~1400℃ 온도
에 적합한 발열직물발열체 및 석영유리판 발열체를 발열원
으로 하는 발열제품의 개발 

탄소발열 직물의 원리 

㈜DH. energy 



카본블랙  면상발열체 

☞ 특징 
 
원적외선 방사특성은 우수함 

 
양단의 동 박판전극 완전접착 불가능(습기에 산화) 

 
카본블랙 분말에 바인더를 혼합한 페인트 

 
 장기간 사용시 바인더 휘발, 후막 발열체에 균열 
   발생, 전기저항 급격히 증가, 발열특성 저하 
      (내구성 문제) 

기존 발열체의 문제점 

㈜DH. energy 

☞ 특징 
  단일선 전류통전의 직렬구조   
    - 어느 한 부분이 단선되면 전체 발열선에 전기가  
       통하지 않으므로 작동불능  
  금속 발열선의 발열체(인체에 유해함)    
    - 단락 시 그 부분의 전기저항이 크게 감소하여 
       고온 발열되므로 화재위험성 
     
    

금속선상 발열체 
   



현무암섬유에 콜로이드 나노흑연을 코팅 
  

(1)현무암섬유(Basalt 섬유)에 흑연을 코팅한 탄소섬유로 제직한 직물발열체  

 - 현무암섬유는 현무암원석으로부터 필라멘트 형태로 제조 

 - 현무암섬유는 900℃에서도 견디는 내열성 불연 소재임 

 - 현무암섬유에 흑연을 코팅하여 20~900℃고온에서도 정온발열가능 

핵심 요소기술(바잘트  섬유사) 

㈜DH. energy 



200℃ 온도에서 원적외선 방사 율 및 방사에너지 측정시험 가능 (음이온 측정 가능) 

핵심요소기술 (고온정온발열) 

㈜DH. energy 



 (2) 접착제와 분산 제 등 무 첨가 고순도  나노 산화흑연 코팅 
  

   3000도 고온소성과 산화를 통해 나노 스케일(300nm)의 입도와 99% 이상의 순도를 갖는 

  

 - 고순도  나노 산화흑연  페이스트 는  별도의 분산제 와 접착제가 불필요함 

  

 - 고순도 나노 산화흑연을 증류수에 희석하여 섬유표면에 코팅 

  

 - 2000㎡/g의 넓은 비표면적으로 열교환 효율이 우수 

  

 -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방출 탄소특유의 복사열 

 

 -  전기 접속부위 보강, 내구성 우수  

 

 

 

 

 

 

  

핵심요소기술  첨가제 없는  고순도 나노  산화 흑연  코팅 발열원 

㈜DH. energy 



탄소섬유 응용분야 

㈜DH. energy 



국내 탄소 섬유 인프라 

㈜DH. energy 



산업별 활용 비율 및 예상 수요량 

㈜DH. energy 

각 산업별 활용 비율 

연도별 수요량 예상 



탄소 섬유의 활용 

㈜DH. energy 

탄소섬유의 활용분야 



[탄소 섬유주문형 매트] 

[벽걸이 액자 난로] 

[건축벽체 내장형 발열] [천정형 적용 난로] 

[데스크난로] [파티션난로] 
2016 , 7 ,  10 

㈜DH. energy 

일반 공산품 적용 



난로. 온수기. 열풍기. 보일러 적용사례 

㈜DH. energy 



[

91] 
[

88] 

[90] 
[50] 

[이동식 옷장 건조기] [저열 온장고] 

[습기 방지용 가구] 

[전기온풍기] 

㈜DH. energy 

기 타 



㈜DH. energy 

토목, 건설, 레저 스포츠,등, 제빙,제설,시장는 무궁하다. 



빙판길 가열  천막 형 히터 매설 

보 빈을 풀어  시공현장 목적에 맞게 재단하여 사용 
2016 , 7 ,  10 

방수 방폭제품 응용 구조도 

㈜DH. energy 



제단 하여  크기에 따라 매설 할 수 있는 제품 

규격 품 영구적으로 관리 하여 온도 보상을 적용하는 제품  

건설용 제품 구조도 

㈜DH. energy 



 

     비닐하우스 난방 (매설용  발열띠 형 탄소섬유 라디에터)  

        -  25 ~ 50cm  매설로 식물작황증대 및 난방비절감 

       -  원적외선 발열로 식물의 발육 병충해 방지 효과   

 

      농 수산물 원적외선 건조용 매트   

   -  통기성으로 인해 건조가 빠르고 원적외선 건조로 상품의 질이 우수하고  

       건조 할 때 제품이 바닥에  밀착 되지 않아 환기 성이 우수함 

 

 

㈜DH. energy 

(덴마크 등 선진 농업 시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요 처 무궁) 

농사용 하우스 용도, 매설용, 가온 용 의 제품 필수 



 
 
 

     공  정  명   평    수                          비       고 

          발열 원 공정 
      (나노산화흑연) 

 

     
    600㎡ 

 
고온소성-미세분쇄-화학공정 

탄소코팅 공정 
(발열 원 코팅) 

 

   2,000㎡   탄소발열원 함침코팅 
 

탄소사 함침코팅 

(전극 코팅) 

 
전극탄소접착 

(절연코팅) 

 
PU,PE 코팅 

제직공정 

(전극용 금속사 합사) 
     600㎡  

합 사 기 

응용제품  공정 
   3,000㎡   

 
매트종류,  인테리어 난로 

(봉재 재단 미싱) 
(열프레스  합포) 

(철공, 목재 조립) 

 

 
비닐하우스용 

 
라디에터 

창고    3,000㎡   반제품 소재, 매트 반제품,완제품 

공장규모 및 시설 

㈜DH. energy 



 
시설내용 

 
1단계시설 (초기년도) 

  
2단계시설 (매출300억 확충 시) 

공장  
1,500~3,000평 규모 

 
약 5,000~10,000평 

설비(2014/2015)  
약 50억 

 
3차년도 200억 설비증설 완료 

생산규모  
매트류,난방류(300억) 

 
의료기기등 500억  건설, 산업용 500억 

원재료  
흑연,Basalt섬유,기타 

 
흑연 광물질섬유, 기타 

연료  
전기(800kw) 

 
500Kw증설 

기타 

시 설 

㈜DH. energy 



 
 자체 마케팅 
 

㈜ DH에너지 

개    발 

생    산 

마 케 팅 

소비자 의견 청취 및 반영 

자체 이용 

전국 대리점 

해외지사설립 

발열 구조체 소재 
및 응용제품  
연구    개발 

소재 판매 

소재 원료 자체 
개발  

제품 개발 

제품 생산 

마 케 팅 

업무 흐름도 

㈜T M. energy ㈜DH. energy 



중점 추진전략 2 – 소비자 부문 
세계 섬유 형 난로 열에너지 소재 기업의 대표 브
랜드로 육성 

1. 집중화 마케팅 

- 세분화된 시장을 집중적으로 마케팅 목표로 설정() 

- 조직이 큰 대형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유리 

2. Pull형 전략 

-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및 차별화된 품질로 소비자 유도 

- 수요 처 만족도를 직접 청취하여 판매전략으로 연계 

3. 기존의 농자재상,철물점 ,건제상,할인매장 전시 판매 

- 시장점유율 보다 고객 내 점유율 향상에 중점 

- 양질의 수요 처 확보 및 확대 지향 

- 고객만족도의 유지 및 향상에 주안 

대규모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이
미지   제고 
 
모든제품의 출
시전 Pretest 
로 소비자반응 
조사(SAMPLE) 

Marketing  계획-1 

㈜DH. energy 



준비기 

 

도약기 

 

성장기 성숙기 

2차년 3차년 4차년 

사업기반 확립 매출 증대 수출의 활성화 안정된 시장 확보 

- 제품 컨셉의 완성 

- 기본 제품 개발  
- 해외 바이어 구축 
- 홈쇼핑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진출 
-  각종전시회  
 
 
-<3천만불매출> 

- 적극적인 홍보 
-보일러 순간온수기  
 각종히터 발열체 매출  
-생활용품  건강의료 
-완성품  중점판매 
- 주요국 유통망 구축 
- 핵심제품 출시  
 
<1억불매출> 

-중국 러시아 유럽 미국 
  중동시장 선점 
-상장등록 추진 
-해외생산기지구축 
 
 

   
 
    <5억불매출> 

1차년 

-상장으로 자금확보 
-다양한 해외 거래처 
   확보를 통한 기업 
   가치 상승 
-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 
 
 
   <10억불매출> 

사업전개계획 

㈜DH. energy 



제품의 개요 

㈜DH. energy 



) 

탄소절연공정 

㈜DH. energy 



생산 공정도 

㈜DH. energy 

포천공장 가동기계 



1차 매출 3천만불 

1차                     2차                3차                4차                  5차 

2차 매출1억불 

3차 설비확충(3천만불)   매출2억불 

    4차 설비확충(5천만불)    매출5억불 

       5차    1조~10조 매출예상 

사
업
계
획
초
기
연
도 

연도별 매출계획 

㈜DH. energy 



  

온열작용 

 

건습작용 

 

중화작용 

 

숙성작용 

 

자정작용 

 

공명작용 

체온을 적정체온으로 유지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과잉 염분을 감소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함 

적정 수분을 유지-  냄새 및 악취 중화 

   성장을 촉진시킴 

혈액순환을 촉진- 영양공급의 균형 

세포를 미세 진동시켜 부패 균을 막고 세포조직 활성화 

※: 음이온 발생 유산소 활성화 기능 

식품을  내부 에서 부 터 건조 시킴 건조 시 탈색방지와 자연상태유지 

기능성 발열 원단의  특성 원적외선 6대 작용 

㈜ DH. 
energy 



예상 생산계획 

NO   품      목 1차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비  고 

 
1 

배덮개       (12V) 
 
배덮개      (7.4V) 

100 200 300 - - 

50 100 200 - - 

2 무릎온열기(7.4V) 50 100 200 - - 

3 좌욕 온열기(12V) 50 100 200 - - 

 
4 

매트 1인용 
 
매트1인용 

150 300 400 500 600 

200 300 400 500 600 

5 한증 싸우나  5 10 20 30 40 

6 농업용 온 열기 m 250 500 1,000 2,000 3,000 

6 라디에터  ea 100 200 300 400 500 

㈜DH. energy 

단위 1,000개 



NO   품       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비     고 

 
1 
 

배덮개 (12V) 
 
배덥개(24V) 

2,900 5,800 8,700 - - 

1,600 3,200 6,400 - - 

2 무릎온열기(7.4V) 2,800 5,600 11,200 - - 

좌욕 온열기(12V) 1,250 2,500 5,000 - - 

4 매트  1인용 
 
매트 2인용 

5,700 11,400 15,200 19,000 22,8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5 한증 싸우나 1,400 2,800 5,600 8,400 11,200 

6 농업용 온열기m 10,000 20,000 40,000 80,000 12,000 

7 라디에터 ea 14,000 28,000 42,000 56,000 70,000 

       총      계 49,650 89,260 154,100 138,000 146,000 

예상 매출계획 

㈜DH. energy 

단위 :백만 원 



구 분   항     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년도 비  고 

수 입 총 매출액 49,650 89,260 154,100 138,000 146,000 

 
 
 
 
지 출 

1.제조원가 24,825 44,630 77,050 69,000 73,000 

2.영업비 4,965 8,926 15,410 13,800 14,600 

3.관리비 2,483 4,463 7,705 6,900 7,300 

제세공과금 1,923 19,637 33,092 30,360 32,120 

     순 이 익 6,455 11,604 20,038 17,940 18,910 

예상손익계산 

단위:,백만 원 

㈜ DH. 
energy 



Thank you! 

  

 

 

 

㈜ DH. 
ener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