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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94. May
회명산업(주) 설립

‘96. January
드루코리아 인수 (現 회명애쉬랜드)

‘97.July
알고에스앤엠 설립

‘97. December
회명정보통신 설립

‘99. November
회명세미크린 설립

1994
~

1999 ‘03. May
회명파인테크 설립

‘04. April
천안공장 준공 (생산설비 이전)

‘05. December
구미공장 준공

‘05. August
일본 현지법인 회명 설립

2000
~

2005

‘07. September
수처리용 Polymer공장 준공

‘09. January
구미사업장 태양광 발전소 준공

‘09. September
UDK 인수 (現 회명옵틱스)

‘10. January
COT B/D 인수 (現 회명B/D)

본사 천안 이전

2007
~

2010

‘11. February
ITO Coating 공장 준공

‘11. May
디아이씨코리아액정 설립

‘12. March
디아이씨코리아액정공장 준공

‘12. May
온양팔래스 호텔 인수

2011
~

2012

매출액 Sales Growth (단위 : 억원)

2011년 1,740
2012년 2,200(예상)

직원수 (2011년 12월말 기준)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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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명산업은 신뢰성 높은 제품과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춘 생산시스템으로

국내외 전자업체에 전자재료를 공급하는 전자재료/부품 전문업체입니다.

회명산업은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통한 고객감동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천안 전자재료연구소와 광학필름연구소, 구미 환경연구소 및 유수

의 해외 파트너 사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우수한 R&D

기술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신기술 개발 및 신제품 양산

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일본 이외에 미국과 중국 등지에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명산업은 앞으로 고객가치 창출과 환경친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속

성장을 추구하며 글로벌 전재재료/부품 메이커로 도약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과 환경을 존중하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무한감동을 주

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여러분들 앞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입니다.

앞으로 회명산업의 미래를 향한 도전과 더 큰 비상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회명산업 임직원 일동

본사

구미공장

천안공장

사천공장

공장이 맞나요?
아님 사업장?

참고로 20p에는
공장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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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atisfaction

Research & Development

Global Management

Human Resources

Social Responsibility

Customer Satisfaction
고객의 가치창출을 우선하는 회명산업은 신뢰와 감동을 선사하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실천합니다

친환경 제품 생산 판매
품질교육 및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신기술 선행 개발
R&D 선진기술 확보

실시간 고객 대응
고객 Needs 선제 대응

고객 만족

고객의 Needs를 선도하고 최고의 경쟁력과 청결한 미래환경 창조에 공헌하는 초우량 기업인 

회명산업은 투명경영, 정도경영, 나눔경영의 경영이념 아래 기술과 품질을 통한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며 R&D경영, 인재경영, 글로벌경영을 통해 세계속의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회명산업은 이제 고객의 경쟁력을 높이는 세계 전자재료/부품 기술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품질 서비스

기술



1110

Global  Management
미래 전자재료/부품 기술의 중심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회명산업이 나아갑니다

글로벌 경영

Research & Development
회명산업 R&D의 끊임없는 열정과 혁신으로 글로벌 전자재료/부품 업체로 도약합니다

연구 & 개발

회명산업은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미래 지속성장 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R&D 투자확대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천안 전자재료연구소를 주축으로 광학필름연구소와 구미 

환경연구소, 해외 파트너 사 연구소에 이르는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친환경중심의 첨단기술로 고객감동을 추구하는 회명산업 

R&D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회명산업은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력, 최첨단 

연구개발시스템을 통해 세계로 뻗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 현지법인 및 요코하마유지공업, DIC, 

미국의 Ashland와 GE Waters, Motorola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자원을 활용한 품질과 기술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회명산업은 앞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미래를 

내다보는 앞선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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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Responsibility
회명산업은 친환경적인 경제활동과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통해 참여와 나눔을 통한 봉사의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합니다

강한 추진력과 열정으로 
새로움에 도전하여 아이디어와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

사회 공헌

도전인

전문지식과 
폭넓은 교양의 

지속적인 
학습으로 상호 

협조하여 완벽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인재

전문인

개방적 사고와 솔선수범으로 
Global 변화를 극복하고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세계인

명절 사회봉사활동
독거노인 식사지원
노인초청 문화행사

봉사단 자원봉사
임직원가족 봉사활동

청소년 Internship 운영
청소년 장학금 지원

기름유출사고 방제작업
환경보호 정화활동

Human   Resources
인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 회명산업이 글로벌 인재들과 최고를 향한 비전과 미래를 함께 합니다

인재 양성

인재는 곧 경쟁력! 잠재력을 보유한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글로벌 경영을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 · 일어집중교육과 우수사원 해외연수, 

선진해외기술세미나 참관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키워 나갑니다.

또한 사내 · 외 직무교육 및 후견인

결연제도를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선사합니다.

인재 육성

사회복지                        자원봉사                        학술교육                        국제환경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발전시켜 전 임직원들이 보다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 · 자녀장학금, 의료비지원, 종합건강검진, 

경조사 지원 뿐 아니라 주거지원금 등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임직원들의 

소속감을 부여하고 주인의식을 형성함으로서 

풍요로운 직장생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어 나갑니다.

직원복지 혜택

공간때문에
각 인재상 설명부분이

약간씩 
수정되었습니다.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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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세정제 사업
지속적인 제품 품질향상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LCD 제조공정의 필수요소인 

Process Chemical을 해외 유수 파트너 사와 협력하여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재/재료 연구소 (천안)

FPD용 Process Chemical 부문 신기술 개발 및 품질향상 선도
초정밀 세정제 신기술 선행제품 개발, 신뢰성 평가 수행

우수한 연구인력 충원과 지속적인 투자로 핵심첨단기술 확보

광학필름 연구소 (천안)

LCD용 광학필름/ACF 전문업체로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최첨단 시스템 구축 
고객 감동 기술 개발을 위한 안전성, 다양성 제품 개발 수행

변화하는 시장 요구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추진

적용부문 LCD Glass 기판, 액정 Cell 세정/린스, 박리 · 현상액

특     징 비 이온타입, 세정/린스성이 뛰어남
비 위험물 수계타입/ 고 박리력

LCD용 정밀세정제, Process Chemical

적용부문 Photo Voltaic Wafer Slicing 
Photo Voltaic wafer Texture

특     징 비 이온타입, Kerf와 유기물세정 우수
Single/Multi Crystal Silicone Wafer 대응

PV Detergent, PV Wafer Texturing Chemical

삼성전자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 SMD
삼성 SDI

주요
고객사



수처리 사업
From Nature To Industry, From Industry To Nature!

해외 유수의 파트너 사와 함께하는 회명산업의 글로벌 친환경 기술로 자연과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水

적용부문 초 · 순수(UPW) 설계 및 시공
정수 및 중수도 처리 설계 및 시공
폐수 재이용 System 설계 및 시공

Water

LCD Slimming / ITO Coating 사업
회명산업은 최고의 친환경 기술을 통해 Super Slim, High Quality Surface-roughness의 LCD Glass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적용부문 LCD Glass

특     징 친환경 Mechanical 방식
Glass surface uniformity
Glass thickness uniformity

LCD Slimming

적용부문 LCD Panel 

특     징 고품질의 투명전도막 형성
대 · 소형 Size Coating 가능

ITO Coating

삼성전자 - Apple
삼성전자
삼성 SMD
삼성 SDI
Hydis

주요
고객사

1716

Inlet
Header
Surface

Optional
Surface
Wash
Header

Pipe
Lateral

Underdrain

Mesh Garnet
Ø10 Pea Gravel
1/2 or 3/8 Gravel 

3/4 or 1/2 Gravel

JelCleer

JelCleer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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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사업
통신분야의 새로운 Vision을 유 · 무선 통합 SI 기술을 바탕으로 회명산업이 제시합니다

적용부문 철도 무선 솔루션
Digital TRS 시스템 
보안 솔루션
기상관측용 통신솔루션

특     징 다양한 철도 솔루션 보유 
정부, 공공기관, 주요 대기업 TRS망 구축 경험 
상시 고객대응능력, 지역별 고객지원센터 운영 
각종 통신 공사 경험 보유

정보통신

광학필름 사업
미래형 Display 시장에 회명산업이 함께합니다

적용부문 LCD / PDP/ TSP Flip chip 접속 등
광학용 기능성 Film / 광학소재용 보호Film 등

특     징 미세 피치 접속 대응을 위한 도전입자 특수표면처리 기술보유
다양한 두께 및 점착력 대응 제품

ACF(Anisotropic Conductive Film) / Optics Film

삼성전기
태양유전

주요
고객사

국군기무사령부
서울소방방재센터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현대제철 
POSCO
KOICA

주요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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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F의 구조

철도열차무선시스템

    
      

    

    

ACF

  

  

 

 

 IC, TCP, COF, FPC etc.

LCD, COF, PWB, PDP, EL etc.

Bump

Electrode

Conducting particle
Adhesive resin

  

  
       

Heat and Heat and 
PressurePressure
Heat and 
Pressure

LCD, COF, PWB, PDP, EL etc.

Insulation(X-Axis)

IC, TCP, COF, FPC etc.
Bonding & 
Conduction(Z-Axis)

철도관제

  

운영콘솔

  

중앙제어장치

  

지역사업소 - NMS

  

역사관제

  

열차무선중계장치(MU)
  

FM재중계장치(모)

  

FM재중계장치(자)

  

방호중계장치

  

열차무선터널중계장치(RU)

Film 접착

FOG
PLASMA : PDP to FPC
OLED : OLED to FPC or TAB

OLB
TAB or FPC to LCD

COG
TAB or FPC to PWB

  

  

 

 

     

     

 
 

COB
IC to PWB

The Other 
IC to IC etc.

ILB
IC to FPC to COF

    

     

    
  

ACF

응용분야

    
      

    

    

3 Layer Type

2 Layer Type

Cover Film
ACF
Base Film

ACF
Base Film    

     

 
 

  

  
       

    

     

    
  

Layer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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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 
SEOUL

United States 
of America

CHEONAN

GUNSAN

GUMI

ULSAN

SACHEON

SUNCHEON

본   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55번지 회명B/D
TEL. 041.620.2360   FAX. 041.621.2367

천 안 공 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45-1번지 
TEL. 041.620.2300   FAX. 041.622.2367

구 미 공 장 경북 구미시 구포동 639번지
TEL. 054.712.8000   FAX. 054.712.8010

사 천 공 장 경남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898번지 
TEL. 055.855.0880   FAX. 055.855.0870

서울사무소 서울 금천구 가산동 481-11번지 대륭테크노타운 8차 1203호
TEL. 02.2163.8870   FAX. 02.2163.8876

군산사무소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513번지
TEL. 063.468.6093   

순천사무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39-1번지
TEL. 061.722.6063   FAX. 061.723.7851

울산사무소 울산 남구 신정동 1632-17번지 종하B/D 5F
TEL. 052.265.4584   FAX. 052.265.0461

본사

공장

연구소

사무소

해외파트너

국내 네트워크

YOKOHAMA OILS & FATS INDUSTRY CO.,LTD.
1-1 MINAMISENGENCHO, NISHIKU, YOKOHAMA, JAPAN
TEL. 81.45.313.8255   FAX. 81.45.313.8275     

DIC CORPORATION
DIC BUILDING, 7-20, NIHONBASH 3-CHOME, CHUO-KU, TOKOY 103-8233, JAPAN 
TEL. 81.3.3272.4511    

GE Water
4636 SOMERTON ROAD TROVOSE, PA, USA 19053-6783
TEL. 215.355.3300   FAX. 215.953.5524

Ashland Chemical, Drew Industrial USA
ONE DREW PLAZA BOONTON, NJ 07005
TEL. 201.263.7902   FAX. 201.263.4495

해외 네트워크

JAPAN

YOKOHAMA OILS & FATS INDUSTRY CO.,LTD.

GE Water

Ashland Chemical, Drew Industrial USA

DIC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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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가 사람에게 주는 행복,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한 회명산업의 끊임없는 노력.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전자재료/부품 기업 

회명산업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