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RELEASE

Korea, April 2017

한국 NOF 메탈코팅스㈜ 창립 30 주년 기념 행사

한국 NOF 메탈코팅스㈜(이하, MCKR)가 2017 년 3 월 30 일 일본
큐슈 지역 쿠마모토 현에 위치한 “MINAMIASO GREENPIA
HOTEL” 연회장에서 창립 30 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1987 년 DACRO(다크로)의 한국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
샴로크] 로 설립된 MCKR 은 1988 년부터 국내 생산/판매를
시작하였으며, 2005 년을 기점으로 현대/기아자동차에 적용되는
DACRO(다크로) 제품을 GEOMET 로 성공적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벳부 온천에서 족욕 체험을 하고 있는 MCKR 임직원 일동
(2017/04/01)

2010 년, 한국 NOF 메탈코팅스㈜로 상호를 변경한 MCKR 은, 이
후 세종 전의 공장 완공, 2016 년 GQC 센터 준공을 통한 기술-연구
지원 시스템을 완비 함으로써 명실공히 동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표면처리 제조사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김수성 MCKR 사장은 기념사에서“초심으로 돌아가 고객의 Needs 에 부합하는 양질의 연구 개발과 품질 개선을
통해 지나간 30 년을 발판으로 앞으로 다가올 30 년을 대비하자”며 새롭게 각오를 다짐 하였습니다.
이번 창립 30 주년 기념 행사에는 MCKR 전 직원과, 고객 사 임원 내외빈 여러분(23 人), 그리고 특별히 NOF
METAL COATINGS ASIA PACIFIC 의 Yasuo Niwa 상무와 Masato Kagehara 본부장께서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이어서, GEOMET 사업 번영에 많은 기여가 있는 고객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 30 주년 기념품 및 축하 선물
증정으로 행사 분위기가 한껏 고조 되었으며, MCKR 임직원 일동과 내 외빈 여러분의 상호 감사 인사 및 만찬을
끝으로 창립 30 주년 기념행사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 MCKR 의 임직원 일동은 3 월 30 일부터 4 월 2 일까지 후쿠오카 현에 위치한 TOYOTA –LEXUS 공장
견학과 큐슈 지역 명소를 관광하며 결속력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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