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지니어링 순간접착제 시장으로 확대되는 보스틱 

 

아케마는 시아노아크릴레이트(cyanoacrylates)로도 알려진 순간접착제를 전문으로 하는 스페인 

기업 Afinitica 사를 인수 발표하고 엔지니어링 접착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게 되었다. 

중점을 두고 추진한 이번 소규모 인수를 통해 보스틱은 전자 제품 및 의료 장비를 비롯한 내구재 

제조 애플리케이션등에 사용되는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에서 견고한 입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Afinitica 사는 엔지니어링 순간접착제의 조합에 사용되는 시아노아크릴레이트 모노머의 혁신적인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시아노아크릴레이트 보다 더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다. 

Afinitica 사가 제조하는 새로운 접착제는 모든 형태의 표면 및 재질(금속, 목재, 세라믹, 플라스틱 등) 

에 사용 할 수 있으며, 냄새와 자극이 없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이점을 가진다. 

 

순간 접착제는 특히 자동차, 통신, 광학 및 의료 기기 시장과 같은 다양한 전자제품시장의 

고부가가치 틈새 애플리케이션에 사용 된다. 또한 일상 생활 곳곳에서의 전자 제품 사용 급증으로 

인한 강력한 성장을 누리고 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보스틱은 기존의 부품 접착제 범위를 확장 하는 한편 내구재 시장을 위한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접착제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는 아케마의 장기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하나의 큰 요인이며, 이번 

인수로 인해 아케마의 의지를 공고히 하였다. 



보스틱은 아케마 기업입니다. 

 

보스틱은 산업, 건설, 소비재 분야에서 접착제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전문 기업입니다. 보스틱은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 가능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접착제 

솔루션을 개발해왔습니다. 보스틱 접착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집이나 회사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스틱은 6,000 여명의 직원이 50 개가 넘는 국가에서 일하고 있으며, 연간 20 억 

유로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보스틱 홈페이지 www.bostik.com 를 

방문해주십시오. 

 

 

㈜아케마 

 

아케마는 화학소재로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 고객사의 성장을 돕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케마의 사업포트폴리오는 고성능 소재에서 산업용, 코팅 솔루션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사 제품은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17 년 연 

매출 83 억 유로를 기록한 아케마에는 약 2 만명의 직원이 약 55 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케마는 우리의 주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미, 프랑스, 아시아에 있는 아케마 

연구소는 바이오 기반 제품, 신 에너지, 수자원관리, 전자 솔루션, 경량 소재 및 디자인, 주택 

효율성 및 단열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http://www.bosti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