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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STRY

DISTRIBUTION

1945년 창업 이래 주요 산업 분야인 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잉크, 수지 등의 기초 기
반 산업 소재부터 차량, 건축, 생활 소재까지 삶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공간에 관련된
우수한 재료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유통 구조를 기반으로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을 넓히
고 기업의 성장과 이익의 균형을 확립하고 진심어린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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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ECO - FRIENDLY

산업과 환경을 고려한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을 연구, 개발하여 다양한 산업현장에 적
용하고 실현해왔습니다. 친인간, 친환경, 친화학의 미래지향적 혁신을 제공하여 대한
민국의 산업 근간을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소재와 생산 공정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도덕적인 구성원들의 마음
가짐을 중심으로 사람과 산업,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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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의 삶의 가치를 빛내주는 기업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디어스는 새롭게 도래하는 시대를 선도하며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세계인
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디어스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케미칼 제조 산업을 선도해 온 기업입니다. 해방
후 국가 재건을 위해 세워진 대한옵셋잉크로 케미컬 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나아가 대
한민국의 색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환경 문제에 앞장섰고, 글로벌
진출을 통해 제3국가의 색 문화를 발전시키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건설 플랜트와 엔
지니어링, 자동차 도색 산업과 생활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유통을 진행하며 자체 개
발 및 투자, 제조를 통해 선대 회장님의 ‘조국을 위한 기여’의 가치를 계승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전환의 시점을 맞이하여 빠르게 성장하기 위한
독립경영을 시작합니다.

디어스의 미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한 기여’를 통해 사람을 성장시키고 집중하
여 세계의 변화가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변하지 않을 사람에 대한 가치를 찾고 강조하
고자 합니다. 그 간 모든 성장의 동력은 디어스인의 정직과 신뢰, 최고를 향하고자 하
는 믿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모든 디어스인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
지 않고, 마음껏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들을 열어줄 것입니다. 직원
모두가 출근하는 길이 즐거운 기업. Dear life를 실현하며 모든 사람과 직원들의 삶
을 친애하는 마음을 통해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디어스 회장

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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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0

대한오브세트잉크제조공사 설립

1976.04

안양공장 준공

1945.12

지폐용 인쇄잉크 개발 조선은행권, 교과서 첫 국산화 인쇄

1976.04

대한잉크페인트 기술연구소 설립

1952.08

주식회사 대한잉크제조공사 설립

1977.12

코리아프라스틱주식회사 → (주)세다 사명 변경

1953.10

기업 심볼 노루 마크 도입

1990.08

(주)디아이앤씨 그라비아 잉크 전용 공장 준공

1963

런던 잉크 / 도료 관련 업체 방문

1990.09

(주)세다 현 대표이사 한진수 취임

1963.01

대한잉크페인트 제조주식회사 사명 변경

1992.01

(주)세다 (미국 MMT사 SOLE AGENT) 옥외 광고 화면 제작 및 설치

1967.10

주식회사 대한조화공업사 설립

1992.02

대한페인트 설비사업부 흡수 및 설비 사업부 신설

1970.10

코리아프라스틱주식회사 설립

1992.06

(주)세다 이동식 작업승강대 판매 및 임대
(네덜란드 HEK SOLE AGENT)

1971.12

대일본잉크화학주식회사(DIC)와 기술제휴

1993

(주)세다 통신판매 시작 (세라인 SELINE)

1973

인형완구 제품 수출 / 수출의 날 산업포장 수상

1993.07

대한잉크(주) 생산성 대상 대통령상 수상

1974

동탑산업훈장 수상

1994.04

대한잉크(주) 흑색 잉크 공장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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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

(주)세다 (honey COMB ROTOR) 미국 MUNTERS사
기술제휴 환경 설비 시장 진출

2015.07

(주)세다 중국 상해 법인 설립

2002.11

대한잉크(주) ISO9001:2000 인증 획득

2016.10

대한잉크(주) 베트남 공장 가동

2004.04

대한잉크(주) GREEN PARTNER(SONY) 인증 획득

2018.02

(주)디아이앤씨 화성 공장 준공

2005.12

(주)디아이앤씨 독립법인 출범

2018.03

(주)아이젠 종합 건설업 추가

2006.11

(주)아이젠 설립

2018.10

(주)세다 인도 법인 설립

2008.05

(주)디아이앤씨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 포상

2018.11

디어스 신사옥 입주

2010.06

대한잉크(주) 무용제 잉크 ‘솔프리’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대통령상 수상 및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 수상

2019.01

(주)디아이앤씨. 디어스엠으로 사명 변경

2011.12

대한잉크(주) 이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9.06

(주)아이젠. 디어스이앤씨로 사명 변경

2019.09
2012.12

(주)세다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대통령상)

디어스 사옥 2019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

2019.12
2013.11

대한잉크(주) 일본환경협회 에코마크 인증 획득

디어스 브랜드 통합 시스템 구축

2020.05
2014.05

대한잉크(주) 한국코닥과 전략적 제휴 협약 체결

대한잉크(주). 디어스아이로 사명 변경
(주)세다. 디어스세다로 사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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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지키는 화학
디어스의 가장 큰 자산인 인재를 바탕으로 하는 고유의 도전 정신, 서로 간의 협력과 평형,
지속된 열정과 실행력으로 오늘보다 나아진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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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연구와 개발을 선도하는 기업
항균, 위생관련 Material 및 산업재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Material을 연구
개발하여 적용된 제품들로 인간생활에 보다 안전함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Flexible Package 및 IT 소재 가공에 사용되는
잉크와 코팅제, PEDOT을 연구ㆍ제조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Dear Life, D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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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acterial

Package

Etc.

케미칼 R&D 및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항균, 위생관련 헬스케어 소재를 개발하여 보
다 안전하고 쾌적한 인간생활을 추구합니다.

친환경 Package Ink와 범용 Flexible
Package Ink, IT 소재 가공용 Ink
& Coating, 점접착제, 대전방지제
(PEDOT), Polymer 등을 연구ㆍ제조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니즈에 맞춘 기능성 Material
을 연구 개발 및 소싱하여 고객에게 새
로운 Vision과 Solution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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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ACTERIAL
PRODUCT

02
항균필름

항균 필름
세균과 신종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점착식 필름입니다.

OPP와 CPP 각각의 특장점을 결합한
하이 퀄리티 필름입니다. OPP 소재의
외부 물리적 자극에 대한 강도와 CPP
소재의 우수한 내열성 및 투명, 방습성
을 결합하여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갖
춘 소재입니다.
01
FOORESH
오늘날 음식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
단이 아닌 안부를 묻거나 함께 울고 웃
으며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오가며 서
로의 세상을 마주할 수 있게끔 도와주
는 소중한 매개체입니다. '푸레시'는 식
생활의 기본이 되는 신선함과 안전을
통해 개인의 건강과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한 경
험의 가치를 영원히 지켜나가고자 합
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제품 상세설명 및 구매 링크로 연결됩니다.

항균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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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제품 상세설명 및 구매 링크로 연결됩니다.

항균 원사 · 부직포

04
VIRUS MONSTER

손 닿는 모든 곳에 간편하게 슥 발라만
주세요. 미세 틈까지 침투한 액상의 코
팅제가 공기 중 수분과 만나 코팅층 전
체에 고순도 유리막을 형성해 잔기스를
예방해 주고 임상으로 확인된 항균력이
세균으로부터 일상을 지켜줍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제품 상세설명 및 구매 링크로 연결됩니다.

바이러스 몬스터를 핸드폰에 도포하여
경화하게 되면, 발수, 발유 효과로 수분
과 기름이 핸드폰에 묻지 않아 바이러
스 번식을 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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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렉스 황사방역마스크 KF94
국내산 멜트블로운 소재의 고효율 여
과 집진 필터를 적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의 초미세입자까지 차단하는
황사 방역 마스크입니다.

1 패키지

2 파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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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코팅액

피부에 자극이 없고, 장시간 착용해도
안감에 보풀이 나지 않는 국내산 고가
원단을 사용합니다.

다년간의 생활 안전 제품 제조 노하우
를 통해 위생과 안전이 검증된 메인 필
터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제품 상세설명 및 구매 링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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