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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 Chinaplas 2013에서 다양한 제품군에 주요 추가 사항 공개 

 

2013 년 4 월 25 일, 한국, 울산 –세계 2 위 폴리머 안정제 제조 업체이자 폴리머 첨가제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인 송원산업그룹㈜(www.songwon.com)은 국제 플라스틱 박람회 Chinaplas 2013 에 

참여한다고 발표하였다. 송원 부스 : Hall 10.2, Booth A51. 

 

최근 2012 년 연간 보고서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 송원은 OPS(One Pack Systems) 

생산 능력 뿐만 아니라 폴리머 산업에 필요한 두 가지 중요 첨가제를 추가하여 제품군을 더욱 

다양화함으로써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송원은 글로벌 폴리머 산업계에서 선호기업이 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이미 주요 첨가제 제조업체가 

되었다. 2012 년 7 월 1 일에는 Tangshan Baifu Chemical 과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Songwon Baifu 

Chemicals (Tangshan) Co., Ltd.이 성공적으로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완벽히 수직 계열화되어 

연간 8’000 톤의 황계 산화방지제를 생산함으로써, 송원은 황계 산화방지제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었다. 

 

송원은 또한 Sabo SpA 와 장기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Sabo 의 아민계 광안정제 (Hindered Amine 

Light Stabilizers)제품군을 전세계에 유통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탈리아 Levate 에 위치한 Sabo 

SpA 는 아민계 광안정제의 모노머 및 폴리머 선두제조업체로서 높은 품질의 제품 및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급업체로 그 명성이 높다. 

 

송원산업그룹㈜ 최고 경영자이자 경영위원회 의장인 박종호 회장은 “Chinaplas 에 다시 한번 

참가하여 우리 제품군에 두 가지 중요 첨가제를 추가하여, 이를 전 세계 고객들에게 공급하게 

됨으로서 가일층 성장한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Songwon Baifu 는 이미 주요 

글로벌 폴리머 제조 업체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개량된 성상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황계 

산화방지제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시킬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계적인 

아민계 광안정제의 주요 공급업체가 되기 위해 노력중이며 수준높은 광안정성이 요구되는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민계 광안정제가 핵심 성분으로 작용하는 제품군에 대한 투자도 확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 수요의 증가로 우리는 OPS 제품군의 입지를 더욱 더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 그라이츠의 생산 시설이 이미 14’000 톤으로 두 배 증가하였고, 미국 휴스턴에서도 

연간 7’000 톤의 생산시설을 갖춘 OPS 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2014 년에는 아부다비 

키자드에서 연간 7’000 톤을 생산하는 또 하나의 공장이 가동될 예정입니다.”고 언급했다. 

 

http://www.songwon.com/ko/
http://www.pressreleasefinder.com/item.asp?id=16034
http://www.pressreleasefinder.com/item.asp?id=15827
http://www.pressreleasefinder.com/item.asp?id=15827
http://www.pressreleasefinder.com/item.asp?id=15587
http://www.pressreleasefinder.com/item.asp?id=15587
http://www.pressreleasefinder.com/item.asp?id=15524
http://www.pressreleasefinder.com/item.asp?id=1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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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plas 2013 에서 송원의 부스는 Hall 10.2, Booth A51 이며, 이 곳에서 송원의 대표 참가자들과 

송원의 제품 및 기술에 대한 다양한 협의가 가능하다. 

 

송원산업㈜ 

송원산업㈜는 플라스틱업계에서 사용하는 Songnox® 산화방지제 및 OPS, Sabostab®, 아민계 

광안정제, Songsorb® 자외선흡수제, Songstab™ 부식방지제, Songstab™ PVC 안정제, Songcat™ 

유기석중간체, Songcizer™ 가소제뿐 아니라, 활제, 표면처리제, 폴리우레탄, 알킬페놀, 바이페놀, 

응집제 및 기타 다른 화학제품등을 생산하는 정밀화학 선도 제조 및 판매기업이다. 송원그룹은 

송원산업, Songwon Holdings AG, Songwon International AG, Songwon International – Japan K.K., 

Songwon China Ltd., Songwon Industrial Co. Ltd. Representative Office Bahrain, Songwon Additive 

Technologies AG, Songwon Additive Technologies-Americas Inc., Songwon ATG GmbH, Songwon 

International – Americas Inc., Songwon International – India Pvt. Ltd., Songwon Trading Co. Ltd., 

Songwon Chemicals Co. Ltd. 및 Songwon Baifu Chemicals (Tangshan) Co., Ltd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Songnox®및 Songsorb®는 송원산업의 등록상표이다. 

Songcat, Songcizer 및 Songstab은 송원산업의 상표이다 

Sabostab은 Sabo S.p.A.의 상표로 등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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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aption

 

황계 산화방지제를 생산하는 Songwon Baifu Chemicals (Tangshan) Co., Ltd.는 완벽히 수직 

계열화되어 연간 8’000톤의 황계 산화방지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황계 산화방지제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었다. (Photo: Songwon Industrial Co., Ltd.) 

 

 

This press release and relevant photography can be downloaded from 

www.PressReleaseFinder.com 

Alternatively for very high resolution pictures please contact Kevin Noels 

(knoels@marketingsolutions.be, +31 164 317 011)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For editorial inquiries and clippings,  

please contact

Songwon Industrial Group 

Doris Peters 

Global Director Marketing and Business Analysis  

Breitenstrasse 16 

CH-8501 Frauenfeld 

Switzerland 

Tel: +41 52 635 0000 

Fax: +41 52 635 00 01 

E-mail: DPeters@songwonind.biz 

Marketing Solutions 

Kevin Noels 

P.O. Box 58 

4600 AB Bergen op Zoom 

The Netherlands 

Tel: +31 164 317 011 

E-mail: knoels@marketingsolutions.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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