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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특수포장

CEO Message
미래를 이끄는 초일류 인쇄포장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저희 창성특수포장은 산업용, 식품포장용비닐, 연 포장재를 생산·가공·인쇄· 라미네이팅을
하는 전문회사입니다.
오랜 전통에서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의 제품을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임직원 이하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연
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각 업체 및 소비자 여러분의 기호와 제품특성에 맞게 최고의 기술력과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전 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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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Solution

CHANG
SUNG
Clean

1980s

∙ 1981년 창성 설립
Chang Sung establishment(1981)

Technology

세계를 향해 한걸음

∙ 쇼핑백 제품류 생산 시작
Launch of plastic shopping bags
∙ 농업용 비닐 제품류 생산 시작
Launch of agricultural vinyl plastic products

1990s

∙ 8도 그라비인쇄기 도입
Advanced gravure press introduced
∙ 제단기 도입
Advanced Cutting machine introduced
∙ 백화점용 고급형 쇼핑백 생산
Launch of Premium plastic shopping bags
for department stores and luxurious brands

2000s

∙ 식품 포장재 생산 시작
Launch of food packing products
∙ 화장품 포장재 생산 시작
Launch of cosmetics packing products

2010s

∙ 해외 수출 시작 Export overseas (USA)
∙ 기능성 포장재 생산 시작
Launch of various functional products for food industrial purpose
∙ 2012년 달성군 상리 공단 이전 및 공장 신축
∙ 2012년 신형 라미네이팅기 도입
New dry/lamination equipment introduced(2012year)
∙ 2013년 부설 연구소 설립
∙ 2014년 10도 그라비아인쇄기 도입

Chang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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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 Development
우수한 인재와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해
인쇄포장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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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인쇄포장 전문기업으로서의 도약을 꿈꾸다!
신뢰를 만들어 가는 세계 초일류 기업 창성특수포장!
미래의 신 성장 동력산업을 찾아내고 기존의 품질수준을 최고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위생적인 식품 포장재 생산을 위해 세계 최첨단 생산 설비
와 차별화된 생산 기술로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SO9001:2000 인증업체

Chang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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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고객의 Brand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고품질의 기능성
포장재를 생산함으로 포장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Process

생산공정

인쇄포장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는 원가경쟁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성특수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은 물론 생산공정에서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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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획

동판제작

원단생산(압출)

가공(자동률)

라미네이팅

그라비아 인쇄

Chang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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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Package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의
선진화로 기존의 품질수준을 최고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라비아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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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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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Package
고도의 기술과 오랜 경험으로 최선의 납기와
제품의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팅, 접착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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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트 기계

커팅머신

Chang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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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Package
연포장
식품포장 및 기타류
진공포장, 소스, 냉동·냉장식품 햄 맛살류
∙ 식품포장 및 기타류 진공포장의 적성이 탁월하며 냉장 냉동 식품포장에 맞도록 기능성과
다양한 재질을 사용하며 보존기한 또한 배려하여 작업을 함
∙ 재질종류 : NY, PE, LLDPE, 특수RESIN

건어물, 건나물, 건과류
마른오징어, 쥐포, 더덕, 취나물, 무말랭이, 땅콩 등
∙ 다양한 제품의 용도에 맞게끔 설계작업이 용이함
∙ 재질 종류 : OPP, PET, NY, PE, AL

양념류
분말가루, 소스, 소금 등
∙ 장기간 보관이 용이 하며 내용물 보호성이 뛰어난 제품에 적합함
∙ 재질종류 : PET, AL, LLDPE, CPR, 특수RESIN

제과류
스낵, 과자류, 캔디, 아이스류
∙ 위생적,우수하고 화려한 디자인 .포장의 고속작업성을 고려한 작업 설계
∙ 재질종류 : PET, OPP, CPP, VMPET, VMCPP, AL

스파우트 파우치류
음료, 한방약, 건강음료, 차류, 커피류
∙ 식품을 포장지에 밀봉한 후에 고온(100도 미만)에서 견딜수 있도록 설계 작업이 용이하고
장기간 보존 할 수 있도록 제작함
∙ 재질종류 : PET, NY, AL, LLDPE, CPR, 특수RESIN

레트르토 파우치류
건강음료, 차류, 커피류
∙ 식품을 포장지에 밀봉한 후에 고온(120도미만) 고압에서 견딜수 있도록 설계 작업이 용이
하고 장기간 보존 할 수 있도록 제작, 작업환경의 가혹한 조건에서도 작업이 가능함
∙ 재질종류 : PET, NY, AL, LLDPE, CPR1, CPR2, CPR3, 특수RESIN

세제류
가루세제, 섬유유연제, 주방세제
∙ 디자인이 화려하며 내구성과 내한성 뛰어나고, 보관이 간편하며 소비자가 용기에 리필 할
수 있도록 제작함
∙ 재질종류 : PET, NY, 특수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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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ng Forms
포장지 형태의 분류
창성특수포장은 다양한 포장재를 생산하여
최고의 식품포장비닐 회사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삼면 가공제품

지퍼 가공제품

지프스탠드

스파우트 파우치

스탠드 가공제품

Chang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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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필름

폴리에틸렌(PE)
가볍고 화학 안정성, 내후성, 내수성, 내저온 충격성, 절연성, 성형성 등 광범위하게
쓰이는 뛰어난 특성을 갖추고 있다.
HP-PE(high density polyethylene)고밀도 폴리에틸렌
∙ 용도 : 삼푸 용기, 성형 사출품, 쇼핑백봉투, 공업용포장필름, 상업용 포장필름,
쓰레기봉지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저밀도 폴리에틸렌
∙ 용도 : 식품포장, 농업용필름, 공업용 포장필름, 소핑백 봉투, 코팅용으로 사용

이지필 필름(PE)
각종 식품용기 포장재로서 사용되며 Dry 작업성이 뛰어나며 열접합이 우수하고 투
명하여 접합용 소재로서 최적의 필름이다.
∙ 용도 : 두부, 단무지, 죽, 컵라면, 레토르트 살균용, 코팅용(Laminate Sealant)

폴리에스터(PET)
구성 분자의 주쇄에 Ester 결합을 함유한 고분자 화합물을 총칭하며 PET이라 약
칭한다. 열 가소성 폴리에스터 수지이다.
∙ 높은 인장강도. 적절한 신장율로서 가장 우수하며, 열적 성질에서는
(-70℃~150 ℃) 치수변화가 극히 적다.
∙ 전기절연성이 우수하고 강알칼리를 제외하고 대개의 전약품에 침수되지 않는다.
∙ 내습, 내수성, 투명성이 뛰어나고 광택성도 우수하다. 기체(산소, 탄산가스, 수증
기 등) 차단성이 크며 위생상 안전하다.

폴리프로필렌(PP)
투명성이 뛰어나고 비중이 낮아서 휨(구부러짐)에 강하고 식품 위생성으로 적합하
며 표면에 상처가 나기 어렵다.
∙ 용도 : 사무용품, 다양한 제품의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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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LON
뛰어난 충격강도 및 마모저항성으로 찢어짐과 Pinhole이 생기지 않는다.
종횡방향 Balance 성으로 인쇄. 합지. 제대 공정에 적합하다.
∙ 60℃에서 120℃의 온도에서도 열 변형이 없으며, 충격 및 Pinhole에 견디는 내구
성이 강하다. 기체 차단성이 우수하여 식품의 산화를 방지하며 보향성, 무독, 무취
및 내유성, 내약품성으로 인해 식품포장에 가장 적합하다.
∙ 용도 : 식품포장, 농업용필름, 공업용 포장필름, 쇼핑백 봉투, 코팅용으로 사용.

BOPP필름
이축 연신한 폴리프로필렌 필름으로 가볍고 내열성, 내방습성, 투명성이 뛰어나 연
포장용 재료에 많이 사용된다.
∙ 광택과 투명성이 뛰어나다.
∙ 충격강도와 인장강도가 강하다.
∙ 수증기 차단성이 양호하다.
∙ 내한성, 내열성, 질연성이 우수하다.

방청필름(VCI FILMS)
기화성 방청 필름은 부식억제 인자로 코팅(혼합)된 필름으로 각종 금속을 보호한다.
이는 기화성 방청제가 기화 되어 있는 모든 금속 표면에 응결 됨에 따라 부식을 방
지하며 노출된 부분과 후미진 곳 까지 금속을 최대한 5년까지 보호한다.
∙ 용도 : 자동차, 중공업, 전자기기및부품업, 반도체, 컴퓨터 등 기타포장용
∙ 특성 : - 습기, 염분에 강하다
- 작업이 간편하다.
- 내용물이 보여 보관상태 확인 가능하다.
- 재활용이 가능하다.

Chang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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