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4 년

1966  – 1975 년

1962 년 연간 2천만 평방미터 소프트
루핑 생산출력의 직물침지 플랜트 2개 가
동
총설계 출력 달성
미네랄 울 제품 직장 가동.
지진피해 제거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쉬켄트용 소프트 루핑13만5천 평방
미터 생산 주문. 
루핑생산장치 6개중 2개 근대화
루핑 롤 포장, 운송 및 보관용 기계화된 라인
 설치. 골판지 제조기 개건.

공장건설. 1963년/  공장 문서 보관서 출처

대로정의 연혁
1962년 6월15일 랴잔시 판지 및

루핑공장 탄생. 이날 공장의 첫 생산선
이 공공 수용(합격)증명서가 발급되였다
   기업은 모스크바 및 러시아중지방에 소프
트 루핑재료를 공급해야 했다.
   설계출력- 소프트 루핑은 5천만 평방미
터,
마분지는 연간 1만2천톤이였다

공장건설시각부터 초대 지배인
으로 사덴코
니콜라이 로마노비치가 임명됨 
(1957-1963)
다음 카랴빈 이반 알렉세비치
(1963-1970),
예브도키모프 겐나지 파블로비
치 (1970-
1977)가 공장을 지도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N.R 사덴코 P.V.가브리
코프  A.V. 실리웨스트로프/ 공장문서보관서
 사진 기업의 최초 노동자들 1962(1963)년 사진



1977 년
10월-

1977년10월- 콘스탄찐 니콜라예비치 메예

나라발전의 새로운 경제여
건하에 공장은 상환권 임대로 넘어서 주식
회사를 갖춘다
바로 이때 용접루빙,유압유리,역청라텍스
생산이시작된다.
생산제품범위는 230가지수까지 늘어난다
골판지 생산이 시동된다
№장치 근대화, 냉동장치의 개건

제지기계 가동,냉 매스틱및 프
라이머 생산.산화숍에서 역청붓기 라인 시동
, 물절약의 캔버스용 냉각탑 시동

공장은 유한책임회사»산업부문간
생산기업- 판지 및 루핑공장»으로 개명된다 
신명은 러시아에서 유일한 루핑및 방수용
재료 전 범위를 생산하는 공장활동을 잘 
반영해준다.
Imc (대만)케이스생산 라인 조립. 3색인쇄.
3000m2용량의 역청보관소 조립.

미국회사Reiche&Dress의 역
청타일 생산 하이테크라인 조립-이는 공장
의 대규모 프로젝트.
도로건설의 신 재료 ПБ8생산장비 조립
러시아석유공사 «로스네프티»와의 계약제휴

1992 – 1997 년 

2004 – 2008 년

2010 년

2012 – 2014 년

유한책임회사 산업부문간 «판지및 루핑공장»
은 «러시아 건설 리더»증서와 페넌트를 수상
하며 다년간 «러시아건설업체 엘리트» 칭호
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최우수기업» 경연대회에서 심사
위원회는 유한책임 회사 «판지 및 루빙공장»
을 러시아 우수공장으로 지명하고 «모든 자
원을 효율적으로활용한다»는 명명의 우승자
디플로마를 수상한다.
이런 공인은 시간에 규여되지않는 아주 높은
평가이다. 아주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의 
이런 수상은 가치를 배가해준다

콘스탄찐 니콜라예비치 메예레비
츠는 러연방
영예건설자,국제생산조직 아카데
미 회원, 랴
잔시 명예시민,»경쟁력  있는 신
제품 개발»

 피터 1세 상 수상자. 명예훈장, 
명예표창,
«2001년도 지배인» 금메달, 우
트킨과학원사
 이름의 금메달, 올레그 랴잔스
키 대공작
 표장장

산업부문간 생산» 판지및 루핑공장»은 콘스
탄찐 니콜라예비치의 지도하에 지방의 우수
기업으로 성장했고 수많은 포상,표창등을 따
냈다.
  유한책임회사인 산
업부문간 생산»판지 
및
루핑공장»은 평점으
로 러시아건설단지용 
건
자재 생산 100개 우수
기업에 속하고 있다 

콘스탄찐 니콜라예비치 메레예비츠
40년간 기업을 지도했다 이 분야에서
의 경력은- 60년

콘스탄찐 니콜라예비
치의 주요 공로는쇠퇴
상태의 랴잔시판지및 
루핑공장을 재생시킨
데
 있다
  바로  이 재능지도자
의 덕분으로 시장경제
의 조건하에서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갱신
된 현대 산업기업이 
탄생되였다

대로정의 연혁

레비츠가 랴잔시 판지및 루핑
공장 지배인으
로 임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