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TMAN의 손을 들어준 연방 배심원 결정 

 

Kingsport, Tenn. 오늘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PlastiPure Inc. 및 그 자매사인 CertiChem 

Inc.과 Eastman화학(Eastman Chemical Company)와의 소송 심판에서 연방 배심원단은 

Eastman 화학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Eastman은 증거제시를 통해 Tritan™ 코폴리에스터에 

관한 허위진술이 있었음을 증명했다. Eastman은항상 Tritan의 안전성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독립 시험기관을 이용한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 Tritan이 에스트로겐활성을 나타내지 않는 

소재임을 증명함으로써 그 평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Eastman의 고급소재 특수플라스틱 부문 부사장이자 총괄관리자인 Lucian Boldea 박사는 

“Eastman은 이번 평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짜 승자는 믿을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높이 

평가하고 가족을 위해 안전한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Tritan™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장을 탐색하고 고객과협력해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혁신적인 신소재를 개발함으로써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식품 서빙 및 보관 용기, 재사용이 가능한 스포츠물병, 유아품 등을 포함한 600개 이상의 식품 

접촉이 가능한 제품들이 비스페놀 A가 없는 소재인 Tritan™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Tritan을 

이용한 이러한 제품들은 내파손성, 견고성, 식기세척기 내구성, 투명성을 자랑하며 다른 

플라스틱 제품에 비해 실용성과 안전성이 높은 장점을 제공한다. 

 

Eastman Tritan™ 코폴리에스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eastman.com, 

www.tritansafe.com 또는 www.eastman.com/tritan을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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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man 화학(Eastman Chemical Company)에 대해 

Eastman은 다양한 일상생활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특수화학회사입니다. Eastman은 

특수비즈니스 포트 폴리오를 갖추고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이면서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품 및 솔루션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또한 Eastman은 시장주도적 접근전략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술 플랫폼을 창출하고 교통, 건축, 소모재와 같은 매력적인 최종시장에서 

주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astman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일관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astman은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약 100개국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Solutia 인수와 함께 약 91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테네시주 킹스즈포트에 위치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14,000 명의 직원을 

고용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eastman.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문의처: 
Maranda Demuth 
Eastman 홍보부 

423.229.6135 
mdemuth@eastm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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