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our Customers, Responsible Management with Quality Guarantee

We produce Excellent Masterbatch
To strengthen “Your Brand Value”
고객사의 품질 및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는 R&D 활동수행
㈜디비켐 & 동방화학 개발, 제조 마스터배치 및 컴파운드 제품은 품질의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선도 대기업 및 중소기업 고객사와 독일, 일본, 미국 선진시장에 성공적으로 판매 및 직수출 되고
있습니다. ㈜디비켐 & 동방화학 마스터배치는 美國 UL Mark, US FDA, 유럽연합 REACH Cert. 및 EU NO.
10/2011 로 상징되는 유럽, 미주지역 국제안전 규정과 검사기준 및 국제품질 규정을 충족함으로써
고객사의 품질과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Since 1972 website : http://www.dongbangcolor.com/
■ (주) 디비켐 경남 양산시 마스터배치 1공장 Phone : 055)388-1500
■ 동 방 화 학 경기 광주시 마스터배치 2공장 Phone : 031)766-9947
■ 동방화학유한공사 중국 광동성 마스터배치 3공장 Phone : +86-760-8731-4703

정성 精誠

Over 45 Years
with Masterbatch
& Chemical Industry

『기술혁신형기업 선정』 2013 중소기업청
『수출유망기업 선정』 2017 중소기업청

대한민국 마스터배치 최초 전문 생산기업
마스터배치 대한민국 최대 R&D 제조기업

㈜디비켐 & 동방화학 Since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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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사정보

CONTENTS
■
■
■
■
■

■ 컬러 마스터배치

ⅰ

■ 블랙 & 화이트 마스터배치

■ 기능성 마스터배치

Color Masterbatch
Black & White Masterbatch
Polymer Processing Masterbatch
Additive Masterbatches
Industry Compound

■ 공정향상 마스터배치

■ 산업용 특수 컴파운드

1. 대한민국 마스터배치 R&D 선도 수행기업, 최대 전문 제조기업
2. 국제품질 관리규정에 따른 공정관리
유럽 REACH Certification, INNOBIZ, ISO 9001
미국 UL (US Underwriter Laboratory)

3. 국제 안전규격 및 검사기준 R&D 업무수행
European Union (EU) No. 10/2011, RoHS, SVHC Test, FDA (NSF standards)

4. 국내 및 해외사업장 현황
Korea / ㈜디비켐 경남 양산시 마스터배치 제 1공장 (전: Swiss CLARIANT Masterbatch Korea Co., Ltd.)

『공장대지 7,325㎡ 공장면적 9,125㎡』
Korea / 동방화학 경기도 광주시 마스터배치 제 2공장

『공장대지 10,342㎡ 공장면적 3,870㎡』
China / 중국 광동성 중산시 마스터배치 제 3공장
Germany /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 현지 사무소

ⅱ

1. 생산제품
컬러, 블랙, 화이트 마스터배치, 공정향상, 기능성 마스터배치, 산업용 특수 컴파운드

2. 인증서, 특허증
UL, ISO 9001, INNOBIZ (2013 중기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REACH Certification” issued by European Union Law
European Union (EU) No. 10/2011, Laboratory Accreditation, FDA, SVHC Test
특허번호: 제 10-1548048호, 등록일자: 2015년 8월 21일,
특허명: “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열가소성엘라스토머 등의 성분을 포함하는 합성수지 조성물 제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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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Chem Co., Ltd. & Dongbang Chemical

Ⅱ. 회사약력
Company Identification

『고객의 성공과 함께 하는“Smart 마스터배치”』

㈜디비켐 약력 & 동방화학 약력
Since 1972
1972

㈜상호화성 서울 중구 회현동에서 고부가 플라스틱 착색제품
제조 전문기업으로 창립
■ 대한민국 최초 마스터배치 R&D 전문화 생산기업

1980

㈜상호화성 양산시 플라스틱 착색 기업부설연구소 빌딩 준공
대한민국 마스터배치 생산 및 R&D 수행 선도기간

1997

2003

1987

㈜상호화성 Tokyo Ink Co. 와 미국내 현지 합자회사 설립

■ 동방화학 플라스틱 및 합성원사용 마스터배치 제조 전문회사로
창립, 동방화학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공장 준공
(동방화학 현 대표 이정교 설립)

2000

중국 광동성 중산시 진후산 공업단지내 동방유한공사 설립
(중국현지 투자법인인 현재 마스터배치 제 3공장 설립)

2006

동방화학 경기도 광주시 현재 제 2공장 신축준공 이전

■ “Swiss CLARIANT INTERNATIONAL”의 ㈜상호화성 인수
㈜상호화성의 사명 “CLARIANT Masterbatch Korea Ltd.”
로 변경. (미국인 Thomas Maloney 대표이사 취임)

2009

CLARIANT Masterbatch Korea 주식지분 100% 동방화학에
양도. 동방화학과 상호 관계회사로 재편

2009

2010

■ “Swiss CLARIANT Masterbatch Korea Ltd.” 의 회사명을
현재의 순수 대한민국 제조기업 ㈜디비켐으로 변경
동방화학 대표 이정교 ㈜디비켐 대표이사 취임

■ 동방화학 “CLARIANT Masterbatch Korea Ltd.” 공장
부동산, 생산설비 일체 및 R&D 인력 일괄 인수
고객서비스, 제조 R&D 경쟁력 강화

2010

동방화학 대표 이정교 ㈜디비켐 대표이사 겸임

2012

㈜디비켐, 동방화학 양사 합계 매출액 대한민국 마스터배치산업 최선도 매출기업으로 성장

2013

㈜디비켐, 동방화학 특허출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등 합성수지 조성물의 제조방법”
■ 중소기업청 2013“기술혁신형 중소기업”선정

2014

■ 유럽 COMPOUND 시장 맞춤형 Black Masterbatch 3종 연구개발, 제조 및 2014, 8월 독일시장 직수출 개시

2015

■ Samsung Digital Appliances 용도 및 미국 수출용 Hyundai Automobile 용도 컬러, 블랙 & 화이트 마스터배치 개발 완성 및 납품

2016

■ 미국 Texas University IC²이노베이션센타 주관 “기술혁신 & Global 기술 상용화 추진사업”참여기업 선정

2017

■ 『수출유망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디비켐 대표이사 / 이정교, 이종휘

동방화학 대표 / 이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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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품안내

04

■ 컬러 마스터배치

■ 블랙 마스터배치

■ 공정향상 기능성
마스터배치

■ 화이트 마스터배치

■ 산업용 컴파운드

■ 기능성 마스터배치

DB Chem Co., Ltd. & Dongbang Chemical

High performance Industry Compound
산업용 맞춤형 컴파운드

Olefin &
Engineering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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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Bang Chemical & DB Chem’ Co., Ltd.’s Diagram applied
to develop excellent Masterbatch and copolymer Compound
consisted of high performance Pigments, Reinforcement,
Additives and Process aid.

동방화학, ㈜디비켐의 화학 전문가들은 보다 우수한 폴리머 물성 강화제와 기능성 첨가물질 및 분산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은 고객사가 원하는 일반 상업용 플라스틱 제품과 극한 물리, 화학적 환경에서도 MPa, GPa 등과 같은 첨단 폴리머 고유의 강한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용 특수 플라스틱 용도 컴파운드 개발에 실질적으로 적용 및 상품화 되고 있습니다.
최종 플라스틱 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우수한 공정성과 물리 화학적 기능성을 지닌 안정된 컴파운드 제조를 위하여, 당사의 화학 전문가들은
UV 안정제와 난연제 및 산화방지제 등의 필요 기능성 화학 첨가제와 우수한 분산성과 동시에 고열에 견딜 수 있는 국내외 첨단 안료들을 선도도입
및 실용화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객의 특정 생산공정에 최적합한 컴파운드 제조을 위하여 폴리올레핀과 다양한 형태의 첨단 엔지니어링
폴리머들을 생산공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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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Masterbatch

컬러 마스터배치

㈜디비켐, 동방화학 제조 컬러 마스터배치는 고객이 사용하는 폴리머 원료조직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매우 안정적이고 선명한
컬러를 플라스틱과 화이버 제품에 부여하기 위하여 정교하게 배합 제조 됩니다. 고객사 제품에 표현되는 이러한 뛰어난
색상들은 매우 강한 온도와 화학물질 및 혹독한 작업환경에서 퇴색되지 않는 동시에 고객의 최종 플라스틱 제품의 기계적
물성이나 미려함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매우 광범위한 종류의 유기 및 무기 안료들에 대한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
동방화학 ㈜디비켐 제조 컬러 마스터배치는 고객사가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상업 및 엔지니어링 폴리머들과 완벽한 조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수하게 개발 배합된 컬러 마스터배치는 수분과 각종 분산제 및 여러 공정별 단계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부작용이
유발시키는 폴리머 물성저하를 최소화 시키면서 고객의 최종 플라스틱 제품에 선명한 컬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972년
이래 동방화학 ㈜디비켐은 최적 규모의 생산체제를 바탕으로 고객의 마스터배치 구매단가를 낮추는 동시에 품질 제고를
위하여 양질의 원료를 가장 신뢰성을 있는 제조사로부터 대량 직구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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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Chem Co., Ltd. & Dongbang Chemical

Black & White Masterbatch

블랙 마스터배치

화이트 마스터배치

㈜디비켐, 동방화학 보유 최첨단 분산 기술력이 가장 신뢰성 있는 원료 제조사에서 생산된 무기금속 및 카본블랙에 적용되어
구현되는, 완전 불투명성 완벽한 순백의 컬러 및 순수한 흑색 컬러를 고객분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동방화학 ㈜디비켐 제조
블랙 및 화이트 마스터배치는 신뢰성 있고 내구력이 강한 컬러 뿐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추가적인
뛰어난 물적 안정성을 플라스틱 제품에 또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특정한 시장수요에 따라, 동방화학 ㈜디비켐의 화학 전문가들은 신뢰성 있는 국내와 해외에 소재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원료제조사의 R&D 센터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최고 또는 다양한 수준의 농축비율로
생산되는 동방화학 ㈜디비켐의 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순수한 블랙 및 화이트 마스터배치는 최종 소비자가 원하는 최고
수준의 고품질 기준과 매우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매우 정교하게 개발 및 제조 됩니다. 동방화학 ㈜디비켐
제조 블랙 및 화이트 마스터배치는 또한 고객사의 단계별 생산공정과 제품 사용중에 발생되는 원치 않는 물성 저하로부터
최종 플라스틱 제품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제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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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ve Masterbatch

블록방지 기능성 마스터배치
공정향상 기능성 마스터배치
압출기 내부 표면의 컬러 퇴적물들은 고객사의 생산공정을 상당

필름, 특히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을 원료로 제조된 필름

지연시키게 됩니다. 공정향상 마스터배치는 상기 컬러 잔여물질

간의 점착 성향은 고객사의 최종 필름 완제품의 시장성을 떨어

들을 현저하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방화학 ㈜디비켐 제조

뜨리는 블로킹 현상을 유발시킵니다. 블로킹 예방제 첨가 마스터

공정향상 마스터배치는 고객의 압출 시스템 내 스크랩과 다이-빌

배치는 필름의 표면이 직접 접하는 표면부 면적을 줄여줌으로써

드업 발생현상과 폴리머의 산화작용 또는 표면 마찰열에 의한

점착 현상을 예방합니다. 블로킹 예방제는 필름 표면부에 육안

초로 용융현상에 의한 젤의 형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으로 식별할 수 없는 매우 미세한 요철표면 구조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용융 폴리머 자체의 높은 점도로 인한 용융 폴리머와 사출기
본체 그리고 다이 및 스크루 내부 표면 사이의 마찰은 고객의

폴리머 내부 분자조직으로부터 필름 표면부로 확산 되는 블로킹

생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원치 않는 역압을 발생시키게

예방 화학 첨가물질들은 필름의 점착 현상을 사전에 예방 시킵니다.

됩니다. 가장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료로 제조된 동방화학

동방화학 ㈜디비켐의 화학 전문가들은 고객의 필름이 사용되는

㈜디비켐의 공정향상 마스터배치는 내열성이 강하고 마찰을

특정 용도에 최적합한 유기 및 무기화학 원소 그리고 금속 파생

줄여주는 첨가제를 물리 화학적으로 배합함으로써 용융 폴리머의

원소로 이루어진 우수한 블로킹 예방 화학물질들을 연구 개발하고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합니다.

있습니다.

Polymer Grinder
& Henschel Mixer
Resin feed
Hopper

Screw

DB CHEM CO., LTD.
& Dongbang Chemical

Polymer Solution

Spin Block
Spinning
& Metering Pump

Spinning Extruder
Bobbin
Winder

Co
W olin
as g
hi &
ng
Ai
r

Package

Solidified Fibres
First
Drum
Roll

08

Second D
rum Roll

Filter

Blow &
Cooling Box

Spinneret
Stretching &
Take up Roll

DB Chem Co., Ltd. & Dongbang Chemical

슬립 기능성 마스터배치

난연 기능성 마스터배치

폴리올레핀과 폴리스타이렌 및 부타디엔 함량이 상대적으로

열가소성 플라스틱과 인접된 가열된 열기는 폴리머 분자조직을

높은 ABS 수지는 인접 분자간 상호역학 작용으로 인한 일정

매우 불안정적인 활성입자들로 분해시키는 “열분해” Thermal

수준의 끈적이는 본연의 물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슬립

Decomposition 과정을 초래하여 폴리머의 물리적 특성을 저하

첨가제는 마찰계수를 줄여줌으로써 필름의 한 면을 접촉되는

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은 활동성이 강하고 반응성이 매우 큰

다른 필름 또는 기타 물질의 표면위로 원활하게 미끄러지도록

활성 입자들은 짝이 없는 하나의 전자들로 존재하므로 결과적으로

작용됩니다.

매우 불안정하며 대기중의 산소와 강하게 반응합니다.

마찰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전문화된 실증적

이와 같은 반응성이 매우 큰 입자들 간의 극한 수준의 원소 반응이

분석을 통하여, 동방화학 ㈜디비켐은 기술적으로 앞선 슬립제

발생시키는 고열은 불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객의 특정 시장

첨가 마스터배치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객사가 사용하는

수요에 맞추어 동방화학, ㈜디비켐의 화학 전문가들은 보다 우수한

특정 폴리머 원료의 분자조직과 필름의 규격 및 생산공정에 가장

할로겐 및 비-할로겐 계열의 난연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슬립제를 선별하고 있으며, 보다 우수한 슬립 기능성

상기 난연 마스터배치는 용융점과 같은 적용 폴리머 고유의 특성과

확보를 위하여 엄선된 슬립제와 고객의 폴리머에 함유된 기타

완제품 플라스틱의 최종 사용용도 및 사출, 압출, 블로잉에 걸친

화학첨가 물질들 간의 상호 역학작용이 본연의 슬립 기능성 및

고객의 특정 생산공정을 감안하여 개발 및 제조되고 있습니다.

완제품의 최종 품질을 저하 시키지 않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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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ve Masterbatch

자외선 안정 기능성 마스터배치

항균 기능성 마스터배치

태양빛에 포함된 자외선은 폴리머가 자외선 빛을 흡수하면서

은 (실버) 입자는 미생물 조직을 지탱하는 주성분이 황과 수소인

폴리머구조에“광산화 과정 Photo Oxidation Process”을 촉발

설파이드럴 세포질에 강하게 응집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킵니다. 자외선이 유발 시키는 폴리머 내부 조직에서의 갑작

이러한 은 (Ag) 입자들은 황 (S)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는 것을

스러운 전자활동의 변화는 폴리머 분자를 불안정한 상태로

결과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박테리아세포벽을 와해시키게 됩니다.

만들게 됩니다. 광산화 작용은 폴리머의 분자량을 감소시키며

동방화학, ㈜디비켐의 선도적 기술자들은 고객의 최종 플라

결과적으로 폴리머가 균열 되도록 유도합니다.

스틱과 화이버 제품에 뛰어난 지속적 항균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버 입자의 소결현상 (Sintering) 을 최소화 함으로써

적용 폴리머와 첨가 안료의 종류 및 요구되는 제품수명 기간에

보다 효과적인 실버계열의 항균 마스터배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 (태양)빛과 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폴리머들은 최종
플라스틱 제품의 내구성과 시각적 미려함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한 플라스틱 제품의 생물학적 오염과

보호될 수 있도록 불안정한 분자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적합한

얼룩 및 상품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의 연구진들은

자외선 안정제로 사전공정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객분에 적합한 실버계열 및 영구적 효과를 지닌 폴리메릭

㈜디비켐, 동방화학 제조 UV 안정제 마스터배치는 장기간에

계열의 항균물질 개발을 위하여 제품개발 단계로부터 고객의

걸친 품질의 안정성을 입증 받아 국내외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입장과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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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배치의 환경 산업적 효과
원료 제조회사에서 생산된 안료와 화학 첨가제들은 대부분 분말의
상태로 산업용수와 고객의 작업장 내 공기를 쉽게 오염 시키는 반면,
마스터배치는 수지와 안료 및 첨가제가 배합된 팰렛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수지와 유무기 안료 및 특수한 화학 첨가제로 구성된 마스터배치는
플라스틱 및 합성원사 제조설비에서 발생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동시에 플라스틱 및 합성원사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팰렛

정전기방지 기능성 마스터배치

형태의 마스터배치를 사용함으로써 고비용의 컬러 기술자나 오염물질
처리장치 및 조색설비가 필요치 않아 중장기적 시각에서 상당한
생산비용 절감이 가능 합니다.

대다수 금속물질 (원소) 들과 달리 폴리머는 자체의 전자들을
매우 강하게 붙들고 있어, 결과적으로 정전기를 발생시킵니다.
플라스틱 제품 표면부에 발생하는 정전기는 필름 표면부에 집진
현상을 초래하거나 전자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게됩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컬러링 기술관리와 오염물질 처리장치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엄격한 규제에 대한 특별한 부담 없이, 마스터배치를

정전방지제는 플라스틱 표면부에 전자가 일정부분 흐를 수 있도록

구매 사용하는 플라스틱 및 합성원사 제조회사는 최소한의 제조관리

함으로써 플라스틱 표면부의 정전기를 방지합니다.

비용으로 청정한 작업 환경에서 본연의 생산업무에 전념함으로써

우수한 정전기 방지물질은 폴리머 표면부에 전도성 경로가 형성될

관리와 제조업무 생산성을 확연하게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수 있도록 폴리머 표면부로 이동 (확산) 합니다. 정전기 방지
친수성 화학물질과 대기 중 수분과의 반응은 플라스틱 표면부의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전도성 경로를 생성시킵니다.
동방화학, ㈜디비켐의 화학 전문가들은 또한 비-폴리메릭 계열의
영구대전 방지제와 아미노 및 페놀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대전
방지물질 및 상대습도 “Relative humidity”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폴리메릭계열의 영구대전 방지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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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

Ⅰ. 고객수요, 기술상용화 중심 R&D 활동 수행
Ⅱ. 국제안전 규정 및 검사기준에 따른 제품개발
Ⅲ. 국제품질 규정에 따른 공정관리

We help Your Plastics & Fibers Win new “Market Opportunities”
고객회사 매출증대를 위한 R&D 활동수행
㈜디비켐 & 동방화학 『기업부설연구소』 화학전문가들은 고객사와의 지속적 동반성장 및 적정 사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변화하는
첨단기술 및 시장수요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사와 함께 하는 기술개발과 고객사 신제품 상용화 생산 및
시장기회 창출에 기여하는 R&D 활동을 기획 및 수행하고 있습니다.

We produce Excellent Masterbatch To strengthen “Your Brand Value”
고객사의 품질 및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는 R&D 활동수행
㈜디비켐 & 동방화학 개발, 제조 마스터배치 및 컴파운드 제품은 품질의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선도 대기업 및 독일,
일본, 미국 선진시장에 성공적으로 판매 및 직수출 되고 있습니다. ㈜디비켐 & 동방화학 마스터배치는 美國 UL, FDA, 유럽연합 REACH,
EU (No) 10/2011로 상징되는 유럽, 미주지역 국제안전 규정과 검사기준 및 국제품질 규정을 충족함으로써 고객사의 품질과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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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외 사업장 & 해외 연구지원기관
Facility Locations
● ㈜디비켐 마스터배치 1공장
경남 양산시 새목 1길 15 『공장대지 7,325㎡ 공장건물면적 9,125㎡』
『구 : ㈜스위스 클라리언트 마스터배치 코리아』
● 동방화학 마스터배치 2공장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622번길 16『공장대지 10,342㎡ 공장건물면적 3,870㎡』

● 동방마스터배치 유한공사 중국 광동성 3공장
광동성 중산시 사계 진후산 공업서구 B-3『해외직접투자 인증 현지법인』

● The University of Texas IC²Institute
『Technology & Global Commercialization Group』
㈜디비켐, 동방화학 마케팅&기술자문 지원기관

● ㈜디비켐 & 동방화학 유럽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Ludwig-Erhard-Str. 30-34, D-65760 Eschborn, Germany

● Yangsan 1 Factory

(previously Swiss Clariant Korea's Masterbatch Factory)15, Saemok 1-gil, Yangsan-si,
Gyeongsangnam-do, South Korea
Tel. +82-55-370-7500 www.dbchem.co.kr

● Gwangju 2 Factory 16, Sansu-ro 622 Beon-gil, Chowol-eup, Gwangju-si, Gyeonggi-do, South Korea
Tel. +82-31-766-9947~8
www.dongbangcolor.com
● China 3 Factory

B 3 Houshan Industrial Zone, Shaxi Town, Zhongshan G.D, China
Tel. +86-760-8731-4703

● Frankfurt Office

Ludwig Erhard St. 30-34, D-65760 Eschborn, Germany
Tel. +49-06196-9698070
13

Ⅵ. 인증서 & 특허증

1981
- UL (US Underwriter Laboratory) 인증

2001
- ISO 9002

2010
- ISO 9001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2013
- 『기술혁신형 기업』 선정 INNOBIZ (중기청)

2014
- 유럽연합 REACH 인증서 취득
- EU Food contact with Plastics (EU)No. 10/2011 시험 인증

2015
- 특허취득, 등록번호: 10-1548048 (특허청)
- 특허명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등 합성수지 조성물의 제조방법』
- 미국 FDA, 유럽 SVHC 시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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