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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WON, 두 번째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생산 라인 운영 개시 
 

 글로벌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연간 생산 능력을 7,000 톤에서 12,000 톤까지 

확대합니다. 

 와이어 및 케이블, 필름 및 시트 응용 제품을 위한 최첨단 TPU 압출 등급 범위도 

확장합니다. 

 입증된 전문성과 신뢰도를 기반으로 제품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 울산 – 2017 년 10 월 09 일 – SONGWON 은 글로벌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의 두 번째 생산 라인을 운영할 예정으로, 2017 년 4 분기 중에 가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수원시에 위치한 이 공장의 연간 TPU 생산 능력은 

7,000 톤에서 12,000 톤까지 확대됩니다.  

 

TPU 소재, 잉크 바인더 및 연포장 라미네이팅 접착제 전문 기업인 SONGWON 은 35 년의 

우레탄 영역에서 얻은 사업 및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유럽 및 북미에 지사를 설립했으며 더 넓은 시장에 최첨단 맞춤형 우레탄 

제품에 대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규 생산 라인으로 와이어 및 케이블, 필름 및 시트 응용 제품을 위한 최첨단 TPU 압출 

등급 범위 확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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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폴리머 사업부 이규열 상무는 “SONGWON 은 지속적인 혁신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새롭고 획기적인 TPU 소재를 개발 및 생산하기 위해 폭넓은 R&D 역량, 

산업 관련 지식과 생산 경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두 번째 생산 라인은 

이러한 제품의 수요를 충족하고, 전 세계에 있는 당사의 고객이 최종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K Show 에서 TPU 솔루션을 선보였던 SONGWON 은, 추가 개발 작업을 통해 최근 

점착 방지 기능이 뛰어난 TPU 수지인 SONGSTOMER™ P-8185AI 를 출시했습니다. 

SONGSTOMER™ P-8185 AI 를 사용해 생산하는 인플레이션 필름은 기름, 연료, 솔벤트 및 

마모와 고온에 견디는 탁월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자동차 카시트 

시스템과 같은 까다로운 응용제품에도 적합합니다.  

 

TPU 부문은 SONGWON 의 가장 중요한 사업 부문중의 하나이며, 지속적으로 제품 및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원산업  

송원산업은 1965년 설립되었으며 대한민국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정밀 화학물질 및 

첨가물의 개발, 생산 및 유통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폴리머 안정제 분야의 

선도기업인 송원산업그룹은 세계 각지에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관된 글로벌 

생산체제와 공급망을 갖추어 언제 어디서라도 전 세계 고객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 기술진이 고객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맞춤형 솔루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songwon.com. 

 

  

http://www.song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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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aption 

 

  

 

  

SONGWON, 두 번째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생산 라인 운영 

개시. 

(Photo: SONGWON Industria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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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도자료와 관련 사진은 아래의 홈 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www.PressReleaseFinder.com.  

또한 고해상도 사진을 원하시면 Kevin Noels(,+31 164 317 011)에게 연락하기 바랍니다 

(knoels@marketingsolutions.be, +32 3 31 30 311). 

 

 

 

 

문의사항은 다음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편집문의 및 클립핑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송원 산업 그룹) Marketing Solutions (마케팅 솔루션) 

Giulia Boratto Kevin Noels 

Leader Global Marketing & Communications Box 6 

Walzmühlestrasse 48 2950 Kapellen 

CH-8500 Frauenfeld Belgium 

Switzerland 전화: +32 3 31 30 311 

전화: +41 52 635 0000  이메일: knoels@marketingsolutions.be 

이메일: marketing@song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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