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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AD International

CEO 안세민

Foundation 2000년 7월

Homepage www.adad.co.kr

Business Model 디퓨저, 섬유향수, 캔들, 탈취제 등

Address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산단로 56-14

Tel 031.919.6615

Story 에이디인터내셔날(주)은 
“자연을 닮은 향기, 자연을 담은 향기”라는 슬로건으로 
친환경 바탕의 건강한 삶의 영위를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Chapter. 01_ 기업소개

About Company



OEM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DM

제조사가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에이디인터내셔날(주)은 OEM, ODM 전문 생산 기업으로서 고객사로부터 
기획/분석/생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맞춤형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국내 최초로 안전확인대상 생활제품법의 방향제 제조시설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완공필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의 니즈를 100% 충족이  될 때까지 노력 하는 기업입니다. 

OEM & ODM  전문 제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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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지속적 연구]
22년째 이어온 전문기술 노하우로
향 개발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EXCLUSIVE

[프리미엄 향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까다로운 인증을 통과한 

프리미엄 향을 사용하였습니다.

VALUE

[착한기업]
일상의 힐링을 선사하고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품의 가치에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에이디인터내셔날(주) 핵심 가치

Core Values

Chapter. 01_ 핵심가치



Client
에이디인터내셔날(주) 주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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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에이디인터내셔날(주) 제품

클라이언트의 성공적인 제품 런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에이디인터내셔날(주)의 주요 개발 사례를 소개합니다.

Chapter. 03_ 제품



NAME : 아우라 아로마스테이 디퓨저
CLIENT : LG생활건강

NAME : 더 팰리스 2리터 디퓨저 세트
CLIENT : 텐더가든

NAME : 무직타이거 디퓨저 100ml
CLIENT : 무직타이거

NAME : 룸 디퓨저 200ml
CLIENT : 메종드떼

※ 종류 : 퍼퓸 디퓨저, 탈취 디퓨저, 반려동물용 디퓨저

식물성 발효 주정, 안정된 발향력, 잔량이 남지 않고 끝까지 사용되는 안정된 포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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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 성적서 5종 보유,  살균제/살균력 5~9종 성적서 보유,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향 지속성 테스트 완료, 정제수 무함유 가능, 계면활성제 무함유 가능, 정전기 방지 기능  

종류 : 방향제 룸&패브릭 스프레이, 탈취제 룸&패브릭 스프레이,
살균제 룸&패브릭 스프레이, 동물용 의약외품 협업 진행

NAME : 편백수 스프레이
CLIENT : 라운드어라운드

NAME : 강아지 고양이 살균탈취제
CLIENT : 견묘한 생활

NAME : 드레스퍼퓸 블루밍 트위드
CLIENT : 메종드떼

NAME : 아이디얼포맨 쏘굿탈취퍼퓸
CLIENT : 올리브영

Chapter. 03_ 탈취제



-침구나 베게 등 살균, 탈취제

-식물성 발효 주정 사용

-탈취 성적서 5종 보유

-살균제 살균력 4~5종 성적서 보유

-정제수 무함유 가능

-계면활성제 무함유 가능

-피부 저자극 테스트 가능-피부 저자극 테스트 가능

-정전기 방지 기능

NAME : 네롤리 필로우 미스트
CLIENT : 클래시 베어

NAME : 클린 패브릭 퍼퓸미스트
CLIENT : 쿤달

NAME : 필로우 미스트 150ml
CLIENT : 라이프레시피

NAME : 슬립 베러 필로우 미스트 100ml
CLIENT : 올리브영

NAME : 아로마 필로우 미스트
CLIENT : 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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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뉴앙시에 캔들
CLIENT : 앨리스나인코리아

NAME : 티라이트 마사지 캔들
CLIENT : 바른생각

Chapter. 03_ 캔들



Chapter. 03_ 그 외 제품

NAME : 페이퍼사쉐
CLIENT : 에이노멀

NAME : 페이퍼사쉐
CLIENT : 이폴리움

NAME : 프리메라 내추럴 왁스 타블렛
CLIENT : 아모레퍼시픽

NAME : 편백네 디퓨져 리필오일 30ml 
CLIENT : 플레이디

펄프에 향을 함침.
차량용, 옷장용

비즈왁스로 향과 컬러,
또는 오너먼트를 진행 가능



※ 고객사로부터 기획/분석/생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맞춤형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Business Process
업무 프로세스

(약 35일 소요) (부자재 입고 후 1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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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디인터내셔날은 프로페셔널 캔들 & 디퓨저 OEM, ODM 전문 제조회사로써
수년간 국내 유명 회사들의 제품을 생산해 오고 있으며, R & D 연구소에서는 친환경 제품 개발과,

고객 니즈에 맞는 맞춤식 제품개발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환경처 및 K REACH 규격에 맞추어 생산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유럽 REACH 규격,   EWG, IFRA 등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료 및 내용물 계량 배합 및 교반 용기 클린 작업 부자재 포장 세팅 충진 및 캡핑 

누액 검수 라벨링/날인 검수 및 포장 적재 및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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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_ 인증서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이
ISO 9001:2015에 적합함을 인증 완료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이
ISO 14001:2015에 적합함을 인증 완료 한국산업기술협회 인증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 전담 부서 인증 완료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술평가(TCB) 결과 기술역량 및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인증 완료



Chapter. 05_ 인증서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 완공검사 필증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 완공검사 필증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 완공검사 필증



Chapter. 05_ 수상경력

Certificate of award

[2018 KCAI 한국소비자평가 1위] [2018 KBPA 한국 브랜드 선호도 1위] [2020 KCA 홈패션 어워즈 1위]



Thank YouThank You
AD international corp.

Ad.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산단로 56-14
Tel.  031-919-6615  
Web. http://www.ada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