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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대덕가스㈜  

박 유 신 

1981년  10월 

51 명 

1)  고압가스 제조 시설  

2)  Standard gas 제조 

3) 소방용 가스 충전 

4) CH4 gas  제조 

5) NH3 충전 

회  사  명  

대 표 자  

 설 립 일  

사 원 수  

주 요 사 업  



회사소개 

 
 

Head office  

& In-chen Plant 

 
Chun-an Plant 

Seoul 

 

 
 

Gun-san Plant 

 

 
 

Dang-Jin 영업소 

 
 

GO-chang Plant 

 



연혁 

1981년 대덕 하론 공업 주식회사(법인 전환,제 1대 장정환 사장 취임) 

 

1982년 부천공장 준공 이전 

 

1985년 대덕가스 공업주식회사(상호 변경, 제 2대 윤상환 사장 취임) 

 

1990년 인천 남동산업단지 제 1공장 준공 이전 

 

1994년 제 3대 여우병 사장 취임 

 

1998년 의료용 가스 제조 허가 획득 

 

1999년 천안 제2공장 준공 

 

2000년 인천 공장 내 특수가스 개발 부서 신설 

 

2000년 ISO 9002 인증 획득(한국능률협회인증원) 

 



연혁 

2001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자동차용 표준가스 기술 제휴 (KTRM) 

 

2005년 제 4대 박유신 사장 취임 

 

2005년 극 미량 (ppb)단위 VOC(S) 분석 및 제조 기술 이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5년 산소 버너를 이용한 열 병합 보일러의 CO2 회수장치에 대한  

           공동연구 과제 수행(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5년 천안 공장 Ar, N2, He 업계 최초 초고압 400bar 충전  설비 완공  

 

2006년 ISO 14001,9001:2000 인증 획득(ICR 국제 인증원) 

 

2006년 Semiconductor gas 정제기술 진행  

 

2006년 표준과학연구원(KRISS)과 COMAR  

            (CODE OF REFERENCE MATERIAL)  

           등록 과제 진행  



연혁  

 

2007년 천안공장 독성가스, LPG 저장 창고 완공 

 

2008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장 외부 수급 설비 설치 계약 체결 

 

2008년 ISO 14001:2004,9001:2008 인증 갱신(TRA 국제 인증원) 

 

2009년 천안 제 2공장 CH4 정제 시설 증설 (99.95~99.995%) 

       

2009년 운송회사 설립 – 대덕로지스틱(충남 당진 Air Liquide Korea  운송 계약 체결) 

 

2009년 NH3 Gas bulk & Cylinder 판매 사업 개시 

 

2010년 4월 군산 제3 공장 완공 

 

2010년 4월 NH3 저순도 이충전 시작 

 

2011년  4월 천안공장 CO2 정제 생산 예정 (99.99~99.9995%) 

 

2012년 9월 군산공장 에틸렌 이충전 시작 

 

 

 

  



조직도 

Sales & Marketing 
Executive Managing 

Director 

Executive & Sales 

Managing Director 

Finance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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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ty  

(Fire Fighting, Industrial, 

Semiconductor, Etc) 

Pag & Bu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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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3,C3H6, Etc) 

Pag & Bulk   

Sales 

Transport 

Product 

CEO 

In-chen Plant Chun-an Plant 

Executive & Sales 

Managing Director 

Sales 

(Medical, Etc) 

Transport 

Product  

Gun-san Plant 



장비 현황 

수송용 트럭 11대(인천 - 1ton:1대 3.5ton:3대, 5ton:2대 

 천안 – 1ton:1대, 3.5ton:1대, 5ton:3대)  

탱크로리 5대(O2,N2,Ar) 

25 ton Trailer 3기 

He Cartridge 2기 (인천 1대, 천안 1대) 

H2 Cartridge 1기 



장비 현황 

Analysis Equipment 

-Nox, Sox, NH3, CO, THC Analyzer (NDIR) 

-O2, H2O Analyzer 

-G.C(FID, TCD, CID) 4대 

High purity gas or Mixture gas Filling system 

(Panel Balance) 



1) General Product List  

 
    Bulk Type : Argon(Ar),Nitrogent(N2), Oxygen(O2), Hydrogen(H2), Carbon Dioxide(CO2) 

                        Propylene(C3H6), Ammonia(NH3), NH4OH, LPG 

 

    Licon Type : Argon(Ar), Nitrogent(N2), Oxygen(O2) 

 

    Cylinder Type : Argon(Ar),Nitrogent(N2), Oxygen(O2), Hydrogen(H2), Carbon Dioxide(CO2) 

              Propylene(C3H6), Ammonia(NH3), NH4OH, LPG 

 

2) Main Product List (Cylinder Type) 

 
- Methane gas (The first refined CH4 in Korea)  

- INERGEN gas (Fire fighting gas) 

- Ultra High pressure gases (The first 400bar filling in Korea) 

- High purity gases (Purity N5.0) 

- Rare gases (Xenon, Krypton, Neon) 

- Mixture gases 

- Chemical etc. 

제품 List 



제품 품질 관리 

분석기 정기 검교정 

(인천,천안, 군산) 

제조 분석 라벨링 
성적서 

발행 
출하 

 

전용용기 사용 

상호 프린팅 

 

- 외관 검사 

- 용기 번호 Check 

- 라벨링 검사 



APPENDIX 



  기술 협력 
< 기술 이전 및 협력 >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자동차용 1회용 배기 측정용 표준가스 제조 및 분석 기술 이전  

   - 극 미량(ppb) 단위 *VOC 분석 및 제조 기술 이전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LNG 정제를 통한 고순도 CH4 정제 기술 이전 

   - 산소버너를 이용한 열병합 보일러의 CO2 회수 및 Nox 절감 

      장치에 대한 국책 연구 과제 수행 

   - 천연가스 및 냉매 물성 연구 및 DB구축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KSLV-1 발사장 고압가스 긴급 상황 발생시 외부 수급을 위한 

      설비 구축 계약 체결 

 

*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 휘발성유기화합물  



  보도자료 



인증 



인허가증명서(고압가스) 



인허가증명서(의료) 



안전 사고 연락망 

대덕가스 

가스안전공사 

435-0019 

남동구청 

453-2660 

공단파출소 

815-0112 

공단소방서 

816-3102 
1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