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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품질과 불량률 0%, 적극적인 A/S 대응으로 

고객만족의 꿈을 이루어 가는 기업 (주)인터몰드

About us



(주)인터몰드는 창립이래 인적, 물적, 신 기술 도입 등 꾸준한 투자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며, 고객중심의 

경영이념을 토대로 전 사원의 품질, 납기, 적극적 A/S 대응을 원칙으로 한 영업 및 제조 활동을 통해서 업계 리딩 

컴퍼니로 성장하였습니다. 06년을 기점으로 '해외 고객 신규 발굴'의 경영 목표 달성을 통해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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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최우선 경영
Management for Client First

품질보증 Quality Guaranteed

납기준수 Due Date Promising

최고의 기술 Best Technology

2000. 12 (주)인터몰드 상호변경 및 법인설립 

2001. 9 내장재금형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

2002.  4  QS-9000 인증 획득 

2002. 5 일본, 중국 금형 수출 개시 

2005.  7  본사 제2 공장 증축 

2005. 10    자동차 흡음재 및 그 성형장치로 특허 획득  

  (특허: 제0524693호)

2006.  3    독일 LITER社(GM계열) 시작 금형 발주 계약  

2006.  5    멕시코, 슬로바키아 금형 수출 개시  

2006.  12   사내 ERP 시스템 도입 완료 

전 임직원은 품질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음공정은 고객'이라는 신념아래 품질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품질보증 능력을 갖추고 품질 관리를 통하여 제품의 신뢰도, 인지도를 높여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허증 QS-9000 Clean 사업장

경영목표

회사연혁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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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품질", "최단기간 제작"
첨단 CAD/CAM SYSTEM에 의한 금형 설계와 기계가공, 빈틈없는 

공정 관리로 최단 납기의 고품질·고생산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Manufacturing Process



설계단계부터 제작까지의 작업공정 진행시 자체 자주검사에 의한 점검으로 불량률 "0"화에 도전하며, LEAD TIME 단축을 목표로 

공정간 가공 TROUBLE의 요소를 제거하면서 "최고 품질"과 "최단기간 제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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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제작과정



engine cover dASH inner pAnel HeAd lining cover’g SHelf trUnK lid

eng’ Under cover door trim floor cArpet lUgg mAt lUgg Side(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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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주) 인터몰드는 항상 고객제일주의를 추구합니다.
(주)인터몰드는 앞으로도 항상 새로운 생각과 정신으로 변화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고객의 기대에 어긋나지  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Standard Type

S/Roof Type

HeAd lining

Under cover cover’g SHelf

floor cArpet- form’g floor cArpet- trim’g

lUgg Side l/r inSUl dASH inner

lUgg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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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9000의 품질 SYSTEM을 기 로 한 사전검토 및 공정관리, 추적성관리를 

체계화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A/S 대응을 기본으로 한 경영 및 

이념으로 끝없는 "고객만족"의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제작금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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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Customers

소재별 세부 공정 분류

  ⓐ PU FOAM (WET-TYPE) FORM'G COVER'G CUTT'G TOOL
  ⓑ PU FOAM (DRY-TYPE) FORM'G CUTT'G TOOL 
  ⓒ RESINE FELT FORM'G COVER'G CUTT'G TOOL
  ⓓ GLASS WOOL FORM'G COVER'G CUTT'G TOOL
  ⓔ HS FELT MATERIAL HEAT'G FORM'G CUTT'G TOOL
  ⓕ F-10 FORM'G COVER'G CUTT'G TOOL
  ⓖ D.T.F MATERIAL HEAT'G FORM'G CUTT'G TOOL

  ⓐ WALL PAPER + PE COAT'G FORM'G TR/PIE 

  ⓑ BCF+PE+AP COAT'G FORM'G TR/PIE 

 

  ⓐ WALL PAPER + PP FORM'G TR/PIE 

  ⓑ WALL PAPER + W/STOCK FORM'G TR/PIE 
 
  ⓐ WALL PAPER + PP FORM/TRIM'G PIE/C-PI PIE'G

  ⓑ WALL PAPER + W/STOCK     

       
  ⓐ PET FELT+PU FOAM FORM'G FOAM'G TR/PIE

  ⓑ H/L+PU FOAM VACUUM FOAM'G TR/PIE
 
  ⓐ W/PAPER+R/FELT+W/PAPER HELT'G FORM'G TR/PIE 

  ⓑ W/PAPER+G/WOOL+W/PAPER HELT'G FORM'G TR/PIE 

  ⓒ W/PAPER+PU+W/PAPER HELT'G FORM'G TR/PIE 

  
ⓐ W/PAPER+W/STOCK

 FORM'G CUTT'G TOOL   

  
    FORM/TRIM'G    

        

  ⓐ W/PAPER+W/STOCK+W/PAPER(40g)  CUTT BAR TYPE  
         

  ⓐ H/L+PU VACUUM FOAM'G TR/PIE

  
  ⓑ PET FELT+PU FORM'G FOAM'G TR/PIE
 
  ⓐ PU+H/L VACUUM FOAM'G TR/PIE

  
  ⓑ PU FOAM'G TR/PIE  

  

cArpet floor

trUnK lid

cover SHelf

iSo dASH inr

inSUlAtor Hood

lUgg mAt

iSo dASH Upr

tUnnel pAd

HeAd line 

인테리어 파트명 사용 소재 금형 공정별 분류

lUgg Side 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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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터몰드는 한국시장 내의 인테리어 파트 수주량에서 업계 리딩 컴퍼니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HEADLInE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터리어 파트 점유율

 품 목 HEADLInE류 CARPET FLOOR류  TRUnk류 DASH류 PACkAGE류  발포류

점유율 90% 75% 65% 55% 60% 60% 

HEADLInE, FLOOR CARPET HEADLInE

HEADLInE, FLOOR CARPET HEADLInE

 품 목 HEADLInE류 CARPET FLOOR류 TRUnk류 DASH류 PACkAGE류  발포류

점유율 90% 55% 55% 40% 55% 40% 

 품 목 HEADLInE류 CARPET FLOOR 류  TRUnk류 DASH류 PACkAGE류  발포류

 품 목 HEADLInE류 CARPET FLOOR 류 

 품 목 HEADLInE류 CARPET FLOOR 류 

국
내
자
동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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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motor 
45%

KiA motorS    
25%

gm dAewoo AUto 
& tecHnology co.

 20%

renAUlt 
SAmSUng 
motorS 
7%

SSAngyong 
moto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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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
당사는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고성능화에 따른 고객의 고품질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 인력의 확보와 생산설비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투자는 물론 기술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비 명 모델 수량 제조사   

 CnC 고속 가공기 (30호기) MVR-30 1 MITSUBISHI 

 CnC 고속 가공기 (20호기) RB-4VM 1 Snk 

 CnC 고속 가공기 (20호기) RB-4V 1 Snk 

 CnC MILLInG M/C  (20호기) MDB-A 1 OkUMA 

 CnC MILLInG M/C  (20호기) Hi-Q20 1 HYUnDAI 

 CnC MILLInG M/C (8호기) DOOMIL 8V 1 DOOSAn 

 CnC MILLInG M/C  (5호기) 5VS-nC 1 DOOSAn 

 유압 PRESS  kDSP-300 1 kUEk DOnG EnG’ 

 유압 PRESS  BDSH 200 - 3025 1 부흥 유압 기계  

 MILLInG nSU1500 1 남선기공  

 OVEn HEATER InTER-04 1 InTER MOLD 

  30*10T 1 BAnDO 

  15T 1 BAnDO 

 HOIST 10T 1 BAnDO 

  10T 1 남광 산업 기계  

  5T 1 남광 산업 기계  

 
RADIAL M/C

 DRD-2000 1 DOOSAn 

  DRD-1600 1 DOOSA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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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R-30 RB-4V RB-4VM

MDB-A DOOMIL 8VHI-Q20

최신 생산설비로 완벽한 품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전공정에 걸쳐 철저한 검사와 분석통해 

지속적인 개선으로 제품신뢰를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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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의 꿈을 이루어 가는 기업... (주) 인터몰드

경기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510-1 (우:451-832)  
TEL: (031)681-0581~4 FAX: (031)683-0585 
E-mail: j72j@chol.com http:// www.intermould.co.kr 

(주)인터몰드
inter mold co., l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