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 is quality?

Welcome to lanxess!

랑세스는 품질로 업계 표준이 되고자 합니다. 나노튜브로 만들어진  
느낌표를 랑세스 대표 이미지로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화학은 
평범과 비범의 질적 차이를 만듭니다. 탄소나노튜브가 그 훌륭한 예입니다. 
수 나노미터 크기에 불과하지만 높은 전기 및 전도도 덕분에 리튬이온  
배터리 전극제로 사용되고 배터리 용량과 충전 사이클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난 몇 년 간 랑세스는 새로운 모습으로 비즈니스를 재편성하고 가치 
중심의 기업 문화를 수립해왔습니다. quality Works.를 모토로 품질 
중심 경영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랑세스의 품질은 고품질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들고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고객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랑세스가 추구하는 ‘Energizing 
Chemistry’ 와 일맥상통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 브로셔가 랑세스의 품질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랑세스코리아  대표이사 
고     제     웅 



What is quality?



quality enth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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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청각, 시각, 미각, 촉각, 후각 등 모든 감각을 
통해 품질을 인지합니다. 우리는 품질을 추구하며 
품질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오늘날 품질은 
필수요건입니다.   
 
랑세스의 품질.

랑세스는 고객의 성공을 위해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품질은 
랑세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최고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랑세스 품질’을 실천하며 
우리의 고객과 그들의 고객의 성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랑세스가 추구하는 품질의 
본질이자 ‘Energizing Chemistry’입니다. 

품질은 프리미엄, 장인정신, 
감정적 욕구의 총합이자 
각각 개별적으로 인지 가능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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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고객이 보다 완벽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고품질 원료와 소재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 고객과 협업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랑세스는 적극적인 자세와 
열린 시각, 100%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 중심의
양질의 협업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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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at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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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공정 품질

랑세스에게 제품 및 공정 품질은 고객이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특수화학 제품 및 첨가제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랑세스의 모든 프로세스, 생산 체인은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적시적소에 정확하게 공급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헤르만 티이츠(Hermann Tietz, 1837-1907), 독일 상인

품질은 
반품이 아니라, 
고객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7



quality Rel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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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랑세스에게 품질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에 
월등한 제품과 원료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언제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협업 
파트너로 인정받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고 정직하며 효율적
으로 일하며 상호 존중하고 친화적인 태도로 협업에 
임합니다. 
 
원료의 품질은 최종 완제품에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원료만을 고집합니다. 
제품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헨리 포드(Henry Ford, 1863-1947), 사업가 및 발명가

모이면 일이 시작되고, 
같이 있으면 전진하고,  
함께 일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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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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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세스 소개 

랑세스는 글로벌 선두의 특수화학기업으로 고품질 
중간체, 첨가제, 특수화학 제품 및 플라스틱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33개국에서 59개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임직원은 15,500 여 명입니다. 2017년 매출은 
97억 유로입니다. 

랑세스는 세계적 권위의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 월드와 유럽(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 World and Europe), FTSE4Good 지수에 편입
되어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97억 유로 매출 15,500명 임직원

59개 생산시설 33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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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sust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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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03

 ■ 바이엘 그룹             
구조조정 
결정 

2005

 ■ 기업공개(IPO)  

 ■ 독일 MDAX 편입 

2003–2007
창립기

2008–2012
성장기

2008

 ■ 쾰른 아레나,        
‘랑세스 아레나’로 
명칭 변경  

 ■ 페트로플렉스 
인수 

2011

 ■ 아르헨티나        
다멕스 인수 

 ■ 신젠타 소재보호  
사업 인수 

2012

 ■ 독일 벤치마크 지수 
DAX 30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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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5
조직개편

2016–2018
재편성

2013

 ■ 랑세스 본사               
쾰른으로          
이전

2014

 ■ 마티아스 자커트 
CEO 취임  

 ■ Let’s LANXESS 
Again 조직개편 
프로젝트 단행 

2016

 ■ 사우디아람코와 
합작사 ‘아란세오’ 
설립  

 ■ 케무어스               
살균소독제            
사업 인수  

 ■ K 2016에서  
Quality Works.   
캠페인 런칭 

2017

 ■ 켐츄라 
인수 

2018

 ■ 솔베이                  
인계 화학제품       
사업 인수 

 ■ 아란세오 지분   
사우디아람코에 
전량 매각  



랑세스는 안전,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및 기업의 
이익 추구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합니다. 이러한 
신념은 “기업과 사회를 모두 이롭게 한다(Good 
for business, good for society)”는 랑세스의 기업 
책임 원칙에도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은 랑세스 모든 
임직원들의 의무이자 기업문화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보건 및 
안전도 랑세스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전 세계 모든 
랑세스 생산시설은 안전, 환경 및 사회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랑세스는 Responsible Care®, 
UN Global Compact 등 국제적 합의를 지지하며 
국제표준인 ISO 9001, ISO 14001 인증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랑세스는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경영이 
품질이라고 믿습니다.

랑세스는 투명한 제도와 규칙을 바탕으로 전 세계 
모든 경영진과 임직원들을 통합 관리합니다. 가치 
중심의 성과 문화를 육성, 장려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건설적이고 공정한 파트너
이기도 합니다. 우수한 품질과 지속가능성에 기여
하는 제품을 기반으로 고객, 파트너, 나아가 사회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 
랑세스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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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ReDuces.

엔지니어링 소재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부 

더 가볍게 더 멀리

16

엔지니어링 플라스틱(High Performance Materials) 
사업부는 자동차 및 전기전자 산업에 고성능 
플라스틱을 공급합니다. 랑세스 플라스틱은 특히 
금속을 대체하여 자동차 경량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뢰와 효율성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기계적 하중, 
내화학성 및 내열성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부품을 
비용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독보적인 
플라스틱-금속 하이브리드 결합 기술로 여러 기능의    
복합 구조물도 간단한 공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가 
현실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랑세스의 혁신 소재는 
자동차를 더 가볍게, 더 안전하게,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랑세스의 
고성능 플라스틱 듀레탄(Durethan®)과 포칸(Po-
can®), 열가소성 복합소재 테펙스(Tepex®)는 미래 
자동차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진보한 자동차 
구조와 설계가능성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모듈, 챠징 플러그, 제어부품 등 미래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혹독한 환경을 견디는 힘

quality acceleRates.

엔지니어링 소재 | 우레탄 시스템 사업부 17

열주조 폴리우레탄은 롤러코스터 휠, 인라인 스케이트 
휠, 골프공 등과 같이 뛰어난 성능이 필요한 곳에 
강도, 내구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다목적 다용도  
엘라스토머입니다. 열주조 폴리우레탄이 코팅된 
바퀴는 큰 힘을 견디는 우수한 내마모성은 물론, 
내화학성 및 UV 저항성을 갖춰 긴 수명을 자랑합니다. 
랑세스 우레탄 시스템(Urethane Systems) 사업부의 
폴리우레탄은 어떤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우수한 
내력과 탁월한 동적 특성을 유지합니다. 
 

열주조 폴리우레탄은 변형되는 동안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지 않아 타이어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열 발생이 적은 타이어 소재는 더 큰 하중과 빠른 
속도를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열주조 폴리우레탄은 
동일한 하중 하에서 다른 엘라스토머보다 변형이 
적어 경도가 높은 엘라스토머를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랑세스 우레탄은 아디프렌(Adiprene®), 
바이브레탄(Vibrathane®, 우레탄 프리폴리머), 
울트라스트(Ultralast®, 열가소성 우레탄) 브랜드로 
공급됩니다. 



quality RefReshes.

고품질 중간체 | 산업용 중간체 사업부 18

모든 산업의 기반

산업용 중간체(Advanced Industrial Intermediates) 
사업부는 다운스트림 및 마감 공정에 필요한 
광범위한 포트폴리오의 산업용 화학제품을 공급
합니다. 랑세스는 고도의 전문성과 최첨단 생산
공정을 기반으로 산업용 중간체 업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랑세스의 산업용 중간체 제품은 농약, 의약품, 염료, 
코팅제, 고무 제품 및 화장품, 전기전자 및 태양광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에 적용됩니다. 쿨링 효과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스포츠 연고나 캔디, 
츄잉검 등 당과류에 사용되는 멘톨도 공급합니다.  



quality GRoWs.

고품질 중간체 | 살티고 사업부 19

맞춤형 솔루션

살티고(Saltigo) 사업부의 정밀화학 제품은 살충제, 
의약품, 화장품 등 우리 일상에 사용되는 수많은 
제품에 효능을 부여합니다. 살티고 사업부는 
맞춤형 제조 및 합성 분야의 독보적인 파트너로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합성 계획에서 공정 
개발, 시험 테스트에서 캠페인 기획, 생산 및 공급 
체인 최적화에 이르는 전 영역에 걸쳐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의 신규 물질 등록도 지원
합니다. 

살티고 사업부의 원체 및 중간체는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에 사용됩니다. 제약 부문에서는 항생제나 
암 치료제와 같은 중요한 의약품의 기초가 됩니다. 
살티딘(Saltidin®) 브랜드로 안전한 방충제 원체인 
‘이카라딘’을 공급하는 세계 유일한 제조사이기도 
합니다. 폴리머 및 전자 케미칼 첨가제, 화장품 등 
다양한 소비재 원료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quality PRotects.

기능성 화학제품 | 기능성 보호 제품 사업부 20

세상을 보호하는 강력한 솔루션 

기능성 보호 제품(Material Protection Products) 
사업부는 원체(유효성분)에서 방부제, 살균소독제에 
이르는 광범위한 제품을 공급합니다. 프리벤톨
(Preventol®)은 페인트 및 코팅제 부패를 방지해 
사용수명을 연장하며 페인트를 바른 후에도 곰팡이나 
녹조류 발생을 억제해 건물 미관을 아름답게 
유지시켜 줍니다. 옥손(Oxone™)은 수영장이나 
스파용 소독제, 의치세정제로 사용되는 비염소계 
산화제입니다. 

옥손은 특히 세계 전기전자 산업을 선도하는 한국
에서 마이크로 에칭제로 사용되어 전자산업의 
혁신을 돕습니다. 옥손을 원체로 한 살균소독제 
버콘(Virkon™)은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류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우수한 살균효과를 자랑
하며 조류독감, 구제역 등 동물감염질병 방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랑세스 기능성 보호 제품 
사업부는 고품질 제품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문, 세계 각국의 각종 규제 등록 지원, 
차별화된 연구개발 서비스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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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색 

무기안료(Inorganic Pigments) 사업부는 전 세계 
무기안료 산업의 표준을 제시하며 우수한 품질과 
탁월한 물성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베이페록스(Bayferrox®)와 컬러덤(Colortherm®) 
브랜드로 공급되는 랑세스 산화철 및 산화크롬 
안료는 건축 및 페인트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어 
색의 생명을 불어넣어왔습니다. 프랑스의 자부심인 
에펠탑도 그 중 하나입니다. 에펠탑은 부식 방지를 
위해 고품질 베이페록스로 만든 특별한 페인트로 
7년마다 새 단장을 합니다. 

랑세스 무기안료는 콘크리트 포장, 지붕 타일, 노출 
콘크리트 건축물, 합성목재에 색을 입히거나 인조
잔디에 싱싱한 푸르름을 불어넣는 데도 사용됩니다. 
랑세스의 고품질 무기안료는 우수한 색채 안정성, 
내광성 및 내화학성이 특징으로 궂은 날씨와 강한 
햇빛 등 다양한 기후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도 
일관된 색조를 유지합니다. 적색, 황색, 녹색, 갈색, 
흑색을 조합해 1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베이옥사이드(Bayoxide®) 안료는 에어백 
제조, 바이오가스 탈황처리 등 특수 용도에 사용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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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피혁산업

피혁약품(Leather Chemicals) 사업부는 피혁 제조 
전 공정에 필요한 모든 화학제품과 솔루션을 공급
하는 세계 선두기업입니다. 탄닝제, 방부제, 표면
처리제에 이르는 고품질 제품과 크롬 탄닝제까지 
생산하는 세계 유일한 공급사이기도 합니다. 랑세스는 
최신 트렌드를 구현할 수 있는 피혁 제조기술뿐만 
아니라 유해성분을 최소화한 친환경 생산공정을 
제공하며 피혁산업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피혁 제조관리(Sustainable Leather 
Management)’를 통해 피혁산업이 환경과 인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피혁 폐기물을 재활용해 
친환경 리탄닝제 X-바이오머(X-Biomer®)를 만드는 
혁신 기술로 피혁산업의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하며 
독일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 
캡슐을 이용한 특허기술 X-라이트(X-Lite®)로 최대 
20% 가벼우면서 뛰어난 내구성과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고품질 경량 가죽 제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랑세스는 지속가능한 피혁 제조관리를 통해 피혁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선구적으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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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  

액체정제기술(Liquid Purification Technologies) 
사업부는 음용수 생산, 산업 용수 정화 및 재활용, 
가정용 연수 처리 등 수처리 및 액체정제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랑세스는 수처리 
솔루션의 핵심기술인 이온교환수지 레바티트
(Lewatit®)와 역삼투 멤브레인 레바브레인
(Lewabrane®) 기술을 모두 보유한 세계에서 손 
꼽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산화철 기반 흡착제 
베이옥사이드(Bayoxide®)도 공급합니다. 

또한 수처리 설계 소프트웨어 레바플러스
(LewaPlus®)를 기반으로 이온교환수지와 멤브레인 
기술이 상호보완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하고 고객의 
수처리 공정이 보다 효율적, 경제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랑세스의 고성능 수처리 
제품은 에너지 생산, 식음료, 화학 및 석유화학, 
제약, 전자, 금속 가공 및 광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랑세스는 액체정제
기술을 통해 수자원 재활용과 순환 경제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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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첨가제(Additives) 사업부는 12개국에서 20개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명실공히 세계 선두의 
첨가제 공급자입니다. 윤활유 첨가제와 폴리머 
첨가제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고품질  난연제, 
가소제, 가수분해 안정제, 플라스틱 첨가제, 인계 
특수제품 및 중간체, 브롬계 제품 , 윤활유 첨가제, 
윤활유 완제품, 그리스 및 베이스 오일 등 광범위한 
제품을 공급합니다. 

첨가제 사업부는 전 세계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 생산시설, 영업망, 
연구소와 기술 역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기술 전문성, 혁신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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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안료와 고무 첨가제 

라인케미(Rhein Chemie) 사업부는 고무, 플라스틱 
및 염료 산업용 맞춤형 화합물, 특수 화학제품 및 
공정 보조제를 공급합니다. 타이어 및 기능성 고무 
제품용 프리미엄 가공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무 
산업의 든든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사전 분산제, 가공 촉진제, 가황제 
및 필러 활성제, 자외선 차단 왁스, 이형제, 타이어 
마킹용 페인트, 고성능 가류 블래더 등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염료 및 도료 산업은 물론 잉크, LCD 
스크린 등에 사용되는 염료, 안료 및 안료 조제품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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