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2022년 2월 1일

도모케미컬 (DOMO Chemicals), TECHNYL® 공급 범위를 전 세계
고객으로 확대합니다
•

친환경 소재인 TECHNYL® 4EARTH® 과 고유동 TECHNYL STAR®
및 특수 난연특성의 TECHNYL® PROTECT 같은 전체 TECHNYL®
제품을 전 세계 고객에게 공급 가능합니다)

•

DOMO Chemicals는 2020년에 Solvay로 부터 TECHNYL®
브랜드의 생산과 유통 사업권을 인수하였습니다.

•

이번 Technyl 브랜드의 전세계로의 공급지역 확대는 DOMO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벨기에 겐트, 2022년 2월 1일 - 유럽지역 폴리아미드 (Polyamide) 분야의
선두 공급 업체인 도모케미컬 (DOMO Chemicals)이 테크닐® (TECHNYL®)
브랜드 제품을 전 세계 고객께 공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DOMO는 2020년에 Solvay로 부터 유럽지역의 Performance Polyamides
사업부를 인수한 후 현재 TECHNYL®을 독점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어언 70년 역사의 브랜드를 전 세계 시장에 선보이게 됩니다. 1953년 이래로,
TECHNYL®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 범위의 폴리아미드 66
/ 폴리아미드 6 계열의 솔루션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DOMO 국제 시장 최고 영업 책임자(CCO)인 루도빅 토네르씨는(Ludovic
Tonnerre) “TECHNYL®의 성공적인 미래를 확신하고 있고 이러한 중요한
이정표를 넘어서는 것은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 소비재 시장 부문에 특히
초점을 두고 전 세계 고객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 하였습니다.
TECHNYL®의 주요 응용 분야는 높은 내열성 및 내화학성 소재, 경량
엔지니어링 솔루션(금속, 알루미늄, 열가소성 대체재), 강력한 전력 보호용
난연(flame retardant) 소재, 그리고 압출과 마찰과 마모 저항력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이 추가된 표면우수 소재를 망라합니다.
전기차 분야있어서, 고전압 구성품 및 배선케이블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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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Orange 컬러의 난연 TECHNYL® 이외에도, DOMO는 다양한 배터리
구성품에 대해 기계적, 가수분해 저항성, 난연성 및 내충격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소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TECHNYL® 4EARTH® 제품은 가격경쟁력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겸비한 폴리아미드 대체 소재를 제공합니다. 수명 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s)에서 본 제품은 기존 제품과 비교해 탄소 Footprint에
있어 1/4, 재활용 불가 자원의 소비량은 1/2, 물 사용량은 2/3 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네르 CCO는 “이는 DOMO Chemicals의 나일론 계열 엔지니어링 소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여정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테크닐 (TECHNYL®) 브랜드를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DOMO의 글로벌
공급자로써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를 맞을 것입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솔루션은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낮은 GWP와 자원 순환성 측면에서 이모빌리티와 지속
가능성과 같은 주요 트렌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고객은 DOMO 기술서비스 허브로부터 기술관련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

허브는 소재 선택부터 부품 시험 또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고유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DOMO Chemicals 소개
DOMO Chemicals는 자동차, 식품, 의료, 제약, 화학 및 전자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시장을 위한 고품질 엔지니어링 나일론 소재의 주요 생산 업체입니다.
또한 화학 중간재 (intermediate), 레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성능 섬유,
패키징 필름 및 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비롯한 종합적인 포트폴리오의 나일론 6
및 66 제품을 공급한다. 벨기에에 본사를 둔 가족 기업으로서 첨단 기술과
소비자견식에 대한 의겸수렴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DOMO는 전 세계에 약 2,2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www.domochemica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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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Chemicals GmbH 연락처:
Elisabetta Testa
Communications, DOMO Engineering Plastics
elisabetta.testa@domo.org
전화: +39 0464 587 650
Francoise Jirgens
Director Corporate Communications, DOMO Chemicals
Francoise.jirgens@domo.org
전화: +33 6 47 44 02 99
Josina van der Velden
Marketing Solutions NV
jvandervelden@marketing-solutions.com
전화: +32 33 13 03 11

이 보도 자료 및 관련 사진은

www.PressReleaseFinder.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사진을 원하실 경우 연락처:
Josina van der Velden (jvandervelden@marketing-solutions.com,
+32 3 31 30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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