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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생각하는 기업

최고의 자리보다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노력과 시행착오를 통해 저희 (주)동방파스텍은 고객님들과 더불어 성장하였습니다. 

관련 업계의 경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 항상 뒤쳐지지 않게 노력하여

고객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 봐주시고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지 춘 남

가치창조

나눔경영

백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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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술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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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Company overview 

연혁 | History  

조직도 | Organization 

경쟁력 |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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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파스텍은 1989년 설립 이래 30년간 방화문 부자재 분야라는 한 길만 걸으며 

국내 최고의 방화문 부자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화문에 사용되는 만큼 

더 안전하고 세심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방화문 부속품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품이지만, 그 속에는 사람을 생각하는 

동방파스텍의 따뜻한 기술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방파스텍은 우리 모두의 편안하고 안락한 일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모두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치를 알기에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 리더십을 강화했습니다

남다은 도전정신으로

견실한 경영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존경받는 

초일류기업이 되겠습니다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기술과 제품을 혁신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기술

이노베이션

네트워킹 

화합

새로운 세상에 

혁신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술개발에 힘쓰는

 동방파스텍

이상적인 스마트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동방파스텍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하는 동방파스텍
라이프 

존중

스마트 

도전

전 세계 네트워크를 

하나로 화합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동방파스텍

Company overview

기업개요

1

premier

제일
ahead

앞선
specialized

전문
technical

기술
engineer

기술자
company

회사P A S T E C

제일 앞선 전문기술과 기술자가 만들어가는 회사



History
1989년 설립한 동방파스텍은 특허 기반의 First. No1 제품개발과 

합리적인 가격 및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혁

2

동방정밀로 사업자명 변경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9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ISO14001) 

동영테크 인수 

주식회사 동방정밀로 법인전환 

주식회사 동방정밀 광주지점 설립 

주식회사 동방정밀 광주지점 이천으로 공장이전 

(주)동방파스텍으로 사업자명 변경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 획득

2004.01

2004.01

2005.11

2006.02

2006.02

2006.03

2008.01

2008.02 

2008.09

성장을 위한 질주

동방정밀공업사 설립1989.08

동방파스텍의 시작
창업기

성장기

도어용 고정구 디자인 인증 획득

도어잠금구용 고정봉 디자인 인증 획득

도어의 고정장치 특허 인증 획득

문틀의 문턱 보호커버 특허 인증 획득

문틀 하부프레임용 보호커버 디자인 인증 획득

(주)동방파스텍 이천지점(이천) 광주로 공장이전 

자동화 절곡기 설비 도입 (프리마파워) 

동방패밀리(주)와 ㈜동방스테인리스 포괄양수양도 계약체결 

중소기업경영대상 방화문부자재 부문 수상 (서울경제) 

경첩(2단/유럽형) 주택공사용 품질시험인증 

도어의 잠금편 걸림홈장치 특허 인증 획득 

광주지점 위험성평가 우수인증기업

2012.06

2013.02

2013.04

2014.06

2014.10

2014.10

2014.10 

2014.11

2015.01

2015.02 

2015.04 

2015.11 

금속구조 창호공사업 건설업 등록

방화문 도어록용 실린더커버 디자인 인증 획득

벤처기업 인증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방화문 실린더용 보호커버 특허 인증 획득

아시아경제TV 방영 (클로즈업기업현장) 

도제학교 일학습병행제 도입

중소기업 맞춤형 채용지원 사업 참여

문틀 하부프레임용 보호커버 디자인 인증 획득

신규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선정 업체

방화문 도어록용 실린더커버 디자인 인증 획득

소방시설 KFI 성능 인증 획득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2015.12 

2016.04 

2016.08 

2016.10 

2016.11 

2016.11 

2017.03 

2017.05 

2017.06 

2017.07 

2017.09 

2017.12 

2017.12 

기술력에서 나오는 자부심 
도약기

제2의
도약기

병역특례업체 선정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획득

방화문용 브라켓 

디자인 인증 획득

전역장병 취업박람회 

참여

경인일보 신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혁신 대상

2018.01

2018.02

2018.03

2018.03

2018.03

2018.04

SBS CNBC 

경제채널 방영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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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부

회계경리

총무기획

구매관리

영업관리

영업팀

물류팀

설계팀

금형제작

품질관리

생산관리

도어가공

문틀가공

시공

제작

가공

영업부 기술개발부 생산부 PD사업부

대표이사

오랜 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직원의 기술교육과 철저한 품질관리는 물론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며, 

전 직원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업, 풍요로운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거듭날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의 니즈를 고려한 제품과 품질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고객 만족 제품 기획을 추진합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고자 

자체 제작되는 금형의 개발부터 품질 문제 

개선을 위한 업무에 주력합니다.

투명한 회계 처리와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 고민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법무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품질의 제품을 납기 내 공급하기 위해 

생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 과정을 컨트롤합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판매활동을 통해 

영업력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고객 만족 

서비스 활동을 수행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내구성이 강한 

PD커버(Pipe Duct Cover), 소화전함을 

자체적으로 제작 및 시공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기술개발부

경영지원부

생산부

영업부 

PD사업부

Organization Competence

조직도 경쟁력

3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동방파스텍

30년 간 축적해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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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위험성평가 인증서 소화전함 KFI 성능인증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혁신 부문 상장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수상증 벤처기업확인서 신규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선정 확인서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인증서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더 든든한 미래를 열어갑니다.Competencies

경쟁력

4

[디자인] 도어잠금용 고정봉

(30-0682860)

[디자인] 방화문 도어록용 실린더커버 

(30-0881266) 외 6종

[디자인] 방화문용 브라켓 

(30-0949238) 

[디자인] 방화문 도어록용 실린더커버

(30-0852404) 디지털도어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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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 ISO / 특허 / 디자인

사업자등록증 [ISO 인증서] 9001 [ISO 인증서] 14001공장등록증 [디자인] 문틀 하부프레임용 

보호커버(30-0765160)

[디자인] 도어용고정구

(30-0649422)

[상표] 동방파스텍 상표 등록증

[특허] 방화문 실린더용 보호커버

(디지털전자키용)(10-1676430)

[특허] 도어의 고정장치

(10-1251256286)

[특허] 문틀의 문턱 보호커버

(10-1407117)

[특허] 도어의 잠금편 걸림홈장치

(10-1512240)

[특허] 방화문 개폐 실린더용 보호커버

(10-1681168)



Story

2

16

17

스토리 | Story

미션/비전 | Mission/Vision

차별화된 기술로 
고객감동을 실현합니다



가장 혁신적인 회사가 되기 위한 

동방 파스텍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Investment for Invisible Value

동방파스텍은 보이지 않는 가치에 투자합니다 

비전

경영철학

경영이념

지나온 30년보다 앞으로의 30년이 더 기대되는 기업, 동방파스텍

인간 환경의 가치, 그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어제와 다른 내일, 행복하고 풍부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동방 파스텍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가능성의 영역을 개척하고 현실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짐작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방파스텍은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실현합니다.

편안함

장인
정신

도전

견고함

품질

만족

동방파스텍은 우리 모두의 편안하고 안락한 일상을 위해 방화문 부자재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품에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술을 담았습니다. 

30년 간 방화문 부자재 분야를 뚝심 있게 연구하고 개발해 온 동방파스텍은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객 중심 경영을 지향하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듭니다.

Story Mission / Vision

동방파스텍의 스토리 미션 / 비전

1 2
동방파스텍은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World Best 기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미션

MISSION VISION

-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객 중심 마인드

- 고객의 잠재적인 요구도 한발 앞서 찾아내는 

   최고의 서비스와 제품 제공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우리는 우선 고객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객중심

우리는 항상 정직,성실한 자세로 성과책임을 다한다정직과 성실

우리는 항상 새롭게 시도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한다도전과 창의

- 고객과 직원은 물론 사회 모든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는 경영 지향

- 직원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행복기술

-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

- 고객과 국민에게 사랑 받고 존경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윤리적 기반 마련

백년지대계
(百年之大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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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 Equipment

3
방화문 부자재의 새 길
방화문 부자재의 구심점

세계적인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방파스텍 연구원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며 앞선 기술을 만듭니다.

동방파스텍은 방화문의 새로운 기준이 될것입니다.

세계가 먼저 인정한 편리하고 안전한 기술

동방파스텍의 진화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20 

21

22

사업영역 | Business area  

주력제품 | What we make  

설비현황 | Equipment status 



방화문
부자재

PD커버
소화전함

금형제작
레이저,
NCT가공

문틀, 유럽형 
도어 가공 및
문틀 제작

PD커버와 소화전함, 

소화기함, 소화전계량기함, 

소화전방수구함, 옥외소화전함을 

제작부터 시공까지 책임집니다.

아마다 EM2510NT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프리마파워, 교와 KMP 자동절곡기를 사용한 

최고의 기술력을 자부합니다.

프레스 가공의 모든 금형 및

방화문 관련 금형 설계 및 제작

최신 생산 설비로 비규격 후레임바, 

스텐실 가공 및 제작이 

가능합니다.

30년간 방화문 부자재만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온 동방파스텍이 만들어낸 차별화된 기술력

스틸 
오르내리꽂이쇠

2단경첩 (유럽형경첩)

PD커버 
소화전함 
가공 및 시공

오르내리꽂이쇠 국산  DB-FB11 오르내리꽂이쇠 외산  DB-FB2B

2단용(유럽형) 경첩보강대 D 2단용(유럽형) 경첩보강대 F2단경첩(유럽형경첩)

Business area What we make

사업영역 주력제품

1 2
전문 기술 인력과 효율적인 생산관리시스템을 통한 고객 만족 서비스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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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특허 제품으로 방화문을 열고 닫을 때 바닥면과 고정시키는 제품

- 방화문 성능기준 향상으로 화재의 안전성 확보

- 기존 고가의 외산 오르내리꽂이쇠 대용 제품

- 건축법의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한 불연재료의 제품

   다이캐스팅 부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환경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박서연


박서연


박서연




양주 본사 광주 지점

설비명 규격 보유대수 제조사

드릴링머신 - 3 세광/용수

리벳팅머신 앙카리벳 1 민영사

밀링 - 2 남선/일동

선반 400 x 1000 1 광주남선반

스포트 용접기 실린더 2 신화

연마기 - 2 유진/슈퍼크리스탈

유압기1 버튼와셔 조립용 1 자체제작

유압기2 덮개 조립용 1 자체제작

유압기3 포크 조립기 1 자체제작

자동밴딩기 - 1 경기포장기계

전기그라인더 탁상용 1 삼지전기제작소

자동절곡기 KMP2523L-FT 1 교와

절곡기 100 x 3000 2 국도기계

헤밍기 100 x 3000 1 KDM

절단기 CNC-TYPE 1 한국MD

콘타 400N 1 회천정밀

탭핑기 단축 4 세광

탭핑기 2축 1 세광/태원앤테크

탭핑기 봉 탭핑기 1 태원앤테크

탭핑기 6축 3 태원앤테크

탭핑기 4축 6 세광/태원앤테크

포밍기 100바 직각 2 대원테크

포밍기 100바 빗각 2 대원테크

포밍기 43mm 1 대원테크

포밍기 33mm 1 대원테크

포밍기 38mm 1 대업

포밍기 38mm 3 대원테크

이동포밍기 0.8(38) 1 대업

이동포밍기 1.2,1.6(38),1.6(43) 1 대원테크

이동포밍기 1.2, 1.6(33) 1 대원테크

프레스 250톤 (더블) 1 우진정밀

프레스 250톤 2 국일/화일프레스

프레스 200톤 1 국일정공

프레스 160톤 1 서울프레스

설비명 규격 보유대수 제조사

파워 프레스 7톤 1 국제기계

파워 프레스 3톤 4 대동종합기계

파워 프레스 1톤 2 태광

오토라인 STS-CUTTING 1 대영-FA

오토라인 EGI-CUTTING 1 대동-ENG

샤링기 CNC-TYPE 1 AMADA

샤링기 CNC-TYPE 1 덕성기계

타공기 - 1 우진정공

절곡기 50 x 1200 1 AMADA

절곡기 50 x 1200 1 MSM

절곡기 100 x 2000 1 AMADA

절곡기 100 x 2000 1 대일MS

절곡기 100 x 2500 1 AMADA

절곡기 100 x 2500 1 국도기계

절곡기 100 x 2500 2 한국MD

절곡기 100 x 3000 1 AMADA

절곡기 100 x 3000 2 MSM

절곡기 100 x 3000 1 한국MD

절곡기 100 x 3000 1 대동기계

헤밍기 60 x 1200 1 한국MD

헤밍기 120 x 3000 3 국도기계/MSM

헤밍기 60 x 1300 1 동방기계

NCT EM-2510 3 AMADA

NCT M2048LT 1 MURADA

자동절곡기 FBe5-3 1 PRIMA POWER

코너절단기 240 x 240 1 덕성기계

스포트용접기 4극용접 1 신화전기

아크용접기 CO2형식 1 신화전기

아크용접기 - 2 삼성사

아크용접기 - 1 삼익

설비명 규격 보유대수 제조사

프레스 110톤 1 국일정공

프레스 80톤 2 동신기계

프레스 80톤 1 창신프레스

프레스 80톤 1 쌍용정공

프레스 65톤 1 동성프레스

프레스 60톤 1 삼양프레스

프레스 60톤 1 삼호프레스

프레스 45톤 1 와시노

프레스 45톤 3 아마다

프레스 3톤 4 태창기계

프레스 3톤 1 신광정밀

프레스 1/2톤 1 한성공업사

피더 250톤 2 ㈜영림기계

피더 200톤 1 동명정밀

피더 160톤 1 동명정밀

피더 80톤 1 동명정밀

피더 NCRF-500 1 동명정밀

피더 300M 1 PA산업

피더 - 1 ㈜영림기계

피더 - 1 동남

Equipment statu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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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현황



Information

4

고객을 향한 진심으로 더 큰 감동을 전합니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6

27

기업정보 | Contact  

동방소식/언론보도 | News  

Customer satisfaction



회 사 명 | (주)동방파스텍

대표이사 | 지 춘 남

본    사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1203번길 39-31

광주지점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376-38 

사업자등록번호 | 127-81-97755

보유면허 | 건설업등록 양주15-07-002

등록공종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본사/양주 | 482-82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1203번길 39-31  

T.1577-9080 (031-847-9872)  F.031-847-9987

경리·회계 | T. 031-847-9350 F. 031-847-9360

광주지점 | 464-883 경기도 광주시 도척로 376-38  

T.1577-9906 (031-769-2320)  F.031-769-2322

동방패밀리 | T.031-769-2309  F.031-769-2310

Contact News

기업정보 동방소식 / 언론보도

1 2

고객만족 기술만족

제품만족

동방파스텍 www.dbang.co.kr

동방소식지

수상내역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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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임금 BEST 분야 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 우수기업 선정



본 카탈로그의 제품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카탈로그의 내용은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시 저작권에 의해 처벌됩니다.

양주시 백석읍  1203

본 카탈로그의 제품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카탈로그의 내용은 사전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시 저작권에 의해 처벌됩니다.

YOUR BUSINESS PARTNER
www.dbang.co.kr

DONGBANG PASTEC CO., LTD

방화문용 부자재일체 | 후레임바 절곡 및 제작 | NCT, 레이저 정밀가공 | 금형설계 및 제작 | 절단, 절곡 | 프레스임가공

2단경첩(유럽형) | 스틸 오르내리꽂이쇠 | 원터치 실커버 | 소화전함(PD커버) | PD커버 부자재일체

Tel. 1577-9080 / 031-847-9872  Fax. 031-847-9987

Tel. 1577-9906 / 031-769-2320  Fax. 031-769-2322

박서연

박서연


박서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