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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응용 친환경 Gravia 인쇄 전문업체1. 회 사 연 혁

10월.  새롬 설립

02월.  공장 확장 이전 (익산 제2산업단지)

05월.  ISO9001:2000 인증

07월.  ISO14001:2004 인증

08월.  벤처기업확인 (기술신용보증기금)

11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12월.  ㈜새롬 법인 설립

03월.  산학협력협약 체결(원광대)

07월.  익산 왕궁농공단지 신축공장 완공

08월.  익산농공단지 입주 벤처기업 확인

(중소기업진흥공단)

11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03월.  DRY 및 삼방가공 설비 증대

항온항습설비 2식

04월.  신공장 준공

2016. 04월.  기업부설연구소 승격

2017. 02월.  Slitter M/C설비 1대 증설

2017. 03월.  무용제 드라이 설비 설치

2017. 12월.  G7 Master 인증

2018. 06월.  스파우트 설비 5대 설치



2. 회 사 현 황

주 소 지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농공단지길 45

대 지 2,630평

건 물 1,131평

재무현황
(2015년 기준)

1) 자산 : 220억 2) 자본금 : 14억
3) 매출액 : 240억

거래처 현황 전국 100여 업체
(CJ 제일제당, 빙그레, 사조씨푸드, 오뚜기등)



구 분 인원

영업부 8

생산부 45

관리부/임원 12

품질관리 5

계 70

조직및인원현황



3. 시 설 현 황

디자인 인쇄 합지 가공

One Stop 시스
템

One Stop 시스템의 장점

1. 공정비용 절약

2.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품질 개선 및 불량률 감소

3. 제품 문제발생시 빠른 대응 및 처리



(1) 인쇄공정

공정별 설 비 명 대수 비 고

인 쇄

1) 그라비아 인쇄 9도기

2) 그라비아 인쇄 7도기

3) 화상검사장치

1

1

2

속도 20~200M/Min

Color Controller

9도, 7도 인쇄기 현장사진그라비아 9도 인쇄기



(2) 합지공정

공정별 설 비 명 대수 비 고

합 지

1) 드라이 라미네이티 M/C

2) Extruder Coating Lamination

3) 무용제 드라이기

2

1

1

속도 80~200M/Min

속도 120~150M/Min

속도 180~350M/Min

드라이 라미네이팅 M/C 1호기 · 2호기 무용제 드라이기



(3) 가공공정

공정별 설 비 명 대수 비 고

가 공

1) Slitter   

2) 삼방가공기

3) 스파우트기

4

6

5

속도 200~300M/Min

지퍼, 스탠드 범용

Slitter M/C 삼방가공기 스파우트기



(1) 개인 위생

출근 시 외부 신발
실내용으로 착용

사무실,식당,화장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

남,여 탈의실 및 샤워시설

현장 입실 전 위생복, 위
생화, 위생모착용 후 입실

에어 샤워기 통과 위생 절차에 따라
이물제거,손 소독 후 입실

4. 위생관리현황



작업 준비 시 사용원단, 제품을 추적관리 위한 이력카드, 
작업일보 작성, 설비 청소 점검표에 의한 점검 공정품 오염방지 포장

3정 5S에 의한 현장 정돈

(2) 작업장 위생

숙성실 재공품 렉 보관으
로 위생, 품질관리



분단실 외부와 완벽 차단된
Clean Room 시스템

분단실 PASS BOX 위생관리가공실 청결구역 지정, 위생관리/ 전수검사

완제품 렉보관 주소관리분단실 집진기 설치 및
항온 항습기 설치



(3) 부대 시설

에어샤워 설치 관리

급배기 공조 시설
폐기물 보관장소
용도별구분 관리

외부 연결 이중 출입문



포장
방법

대 표
거래처 사 진

자
동
롤

해태제과

빙 그 레

사조씨푸드

CJ 제일제당

대두식품

삼
방
가
공

CJ영우냉동

사조남부햄

풀무원

5. 주요 생산품목



포장
방법

대 표
거래처 사 진

스
탠
드
형

CJ 제일제당

사조 대림

아이리스

지
퍼
가
공

사조 대림

사조 오양

현춘식품



포장
방법

대 표
거래처 사 진

T
가
공

사조씨푸드

명 진

CJ 제일제당

사조영천

M
가
공

CJ 제일제당

영우냉동

스
파
우
트

로제트



6. 기 술 개 발

1-1. 홀로그램 인쇄 적용

홀로그램이란 물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

홀로그램은 표현하고자 하는 형체에
의해 분산된 레이저광을 인쇄하고자
하는 필름에 노출시킴으로써 제작된다.

30여가지 다양한 패턴으로
홀로그램 인쇄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홀로그램 인쇄장치



YOUIDO MULTI-COMPLEX BUSINESS CENTER PROJECT

레인보우 마스크팩

IMAGE
(3.7X4)

라파엘 마스크팩

IMAGE
(3.7X4)

해표김

IMAGE
(3.7X4)

1-2. 홀로그램 인쇄의 필요성

1) 중국시장의 COPY상품 위조방지 및 국내 포장인쇄 기술을 한단계
Upgrade 시킬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당사가 선두 기업이 되고자 함

2) 중국시장 공략

- Hit 상품 출시후 1~2개월이 지나면 COPY 상품이 난무함

- COPY 상품의 피해로 인해 매출감소 및 사업확대 불가

홀로그램
인쇄의
필요성

* COPY 상품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제품들



YESFORM POWERPOINT BUSINESS PLAN TEMPLATE
자금조달용 사업계획서

기존 제습 방식

건조제(실리카겔, 제올라이트)를 파우치에 넣어
밀봉한 상태로 제품에 투입하는 방식

1. 건조제 파우치의 포장 결함으로 인하여, 건조제가 제품 내부로

혼입되는 현상 발생하여 제품이 오염되고 상품성이 저하됨.

2. 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 소비자의 안전 문제 발생.

3. 건조제 파우치를 제품 내부에 투입하는 공정이 번잡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존에 사용하던
건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제습방식을 연구하게 됨

2-1. 수분흡수필름 연구개발

문제점



YESFORM POWERPOINT BUSINESS PLAN TEMPLATE
자금조달용 사업계획서

실리카
겔

투입공
정
생략

생산설
비비용
절감

생산원
가

절감효
과

유통중인 해표 재래김5g 

/ 파래김5g 2종기준

실리카겔 미사용시

연간 비용 절감효과

연간 1억원 예상

(2015년 10월 기준)

◎흡습필름적용시기대효과

기대효과

실리카겔 투입공정 생략에

따른 생산속도 증가 및

검수작업 생략

설비 제작시 실리카겔

투입장비(약 1800만원)

생략 -> 비용절감

실리카겔 미사용

(5원/개)으로 인한

제품 생산단가 절감효과

해표 더 고소한 재래김 5g



㈜새롬은 창업이래 고객만족 실현 과 품질 제일의 신념으로 포장디자인과

포장제품 연구개발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장제품 최고의 기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창의적 제품개발능력으로 고객

이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롬 임직원 일동

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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