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PANY PROFILE



-2-

기업개요
경영이념 및 비전
품질경영 방침
조직도
회사연혁
주요인증서
해외대리점 현황
사업장위치

회사일반현황Ⅰ 고객서비스 및 생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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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 기업 개요

- 회 사 명

- 대 표 이 사

- 사업자등록번호

- 설 립 일

- 업 종

- 주 소

- 전 화

- 팩 스

- 홈 페 이 지

- 이 메 일

라인시스템주식회사

이 순 재

134 – 81 -47535

1999년 10월 11일

스크린인쇄기계 제조 및 기자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5-5 시화공단 2나 106호

+82-31-433-2374

+82-31-433-2376

www.linesystem.co.kr

screen@linesyste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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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 기업 개요

B6-3 F1-B, XEDA Industry Zone, Xiqing Development 
Zone, Tianjin China  (Zip. : 300-385) 

- 회 사 명

- 대 표 이 사

- 사업자등록번호

- 설 립 일

- 업 종

- 주 소

莱茵茜斯田(天津)科技有限公司

이 순 재

1200666135307

2007년 11월 14일

스크린인쇄기계 제조 및 기자재

- 전 화

- 팩 스

- 홈 페 이 지

- 이 메 일

+86-22-2397-0935~6

+86-22-2397-0939

www.linesystem.net.cn

line-system@hotmail.co.kr

B6-3 F1-B, XEDA Industry Zone, Xiqing Develop ment

Zone, Tianj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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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념

기술혁신경영 : 기술미래지향 경영 : 개선 고객만족경영 : 친절

능동적인 사고 방식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한다.

고객은 회사와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다.

최상의 기술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VISION        “고객 최우선 경영으로 글로벌 기업 성장”

경영이념 및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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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라인시스템은 세계 제일을 목표로 하는 기능성 스크린 인쇄 전문 업체로

고객만족과 최고 품질의 확보를 목표로 하여 왔으며 품질 경영의 일환으로 국제

규 격 에 맞 는 품 질 경 영 시 스 템 을 확 립 ,  품 질 매 뉴 얼 과 관 련 절 차 서 등 에

문서화하고 철저히 이행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품질인증분야

신뢰성분석
및

설계분야

응용통계
및

품질관리분야

실험계획
및

분석분야

01. 서비스의 품질향상 유지 & 개선을 위한 연구

02 . 부품 및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한 신뢰성 기법 연구

03 .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품질시스템을 평가
하여 품질 보증 능력과 신뢰성을 인정

04 . 서비스의 품질향상 유지를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

품질경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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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일 반 직

1412관 리 자

111임 원

44기 능 직

17

생 산 관 리 부

5

영 업 관 리 부

5

경 영 관 리 부

계

구 분

5

연 구 개 발 전 담 부 서

대표이사

경영자문
기술자문

경영관리부 영업관리부 생산관리부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획팀

+ 총무 · 인사

+ 재무 · 회계

+ 자재 · 구매

+ 마케팅 지원

+ 기술 영업

+ 해외 사업

+ 고객 지원

+ 생산 관리

+ 인쇄설비 사업

+ 건조설비 사업

+ 제판설비 사업

+ 신제품 개발

+ 시스템 설계

+ 제어 설계

+ 품질 관리

조직도

The Best Team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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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10월 법인 설립

11월 사단법인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회원가입

02월 국내 최초 도광판 전용 스크린 인쇄기 국산화 개발

04월 E.L용 화상 인식 스크린 인쇄기 개발

06월 NIR 건조기 국내 최초 개발

1999/

2000/

2001/

2002/

07월 말레이시아 영업소 및 a/s 사무소 개설

09월 태국 방콕 영업소 및 a/s 사무소 개설

10월 자동차 면상발광체용 ¾ 자동 스크린 인쇄기 개발

06월 Touch Panel 용 화상 인식 전자동 스크린 인쇄기 개발

07월 베트남 스크린 인쇄기 및 제판 설비 수출

08월 대형 유리용 전자동 스크린 인쇄 라인 개발

07월 FPCB용 고정밀 스크린 인쇄기 개발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영업소 및 A/S 사무소 개설

2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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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2005/

2006/

2007/

2008/

11월 한국가공유리㈜ 건축 유리 인쇄용 전자동 대형 인쇄라인 개발 납품(3500*2400MM)

12월 2004년 매출 대비 2005년 매출 150% 성장

02월 CLEAN 사업장 노동부 인정

09월 FLEXIBLE FILM 용 전자동 스크린 인쇄 라인 장치 특허 출원(2건)

03월 2축 반자동 스크린 인쇄기(LSP-4015P) CE마크(DOC) 인증 및 폴란드 수출

07월 인쇄 간격 최소 50㎛ 을 가능케 하는 Roll to Roll 스크린 인쇄 방안 특허 출원

11월 중국 천진 공장 설립

05월 인쇄 간격 최소 50㎛ 을 가능케 하는 Roll to Roll 스크린 인쇄 방안 특허 등록

06월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2008 인증

08월 솔라셀 스크린 인쇄라인 개발, 솔라셀 스크린 인쇄라인 이달의 중소기업 우수제품

선정(전자신문)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산업패밀리기업’ 선정

11월 대형 LCD TV 용 LED BLU 전자동 라인 개발

12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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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2009/

2010/

04월 아사히 글라스 일본공장 LSD-100NIR 수출

05월 태양전지용 스크린 인쇄 장치 특허 등록

06월 BOECT 수저우, 북경공장 고정밀반자동인쇄기, NIR 건조기 납품

08월 스크린 인쇄설비의 인쇄물 자동정렬장치 및 방법 특허 등록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TOUCH WINDOW 제조공정 전자동인쇄라인 납품

10월 대형 LCD TV용 도광판 전자동인쇄라인 납품 (한솔LCD,뉴옵틱스,희성전자,DSLCD 외)

12월 안전인증서 S마크 인증(스크린인쇄자동라인)

02월 희성전자 폴란드 공장 LCD TV용 도광판 전자동인쇄라인 납품

03월 대형전자동인쇄라인 (LSP-14090TIA) CE 마크 인증

05월 대형전자동인쇄라인 (LSP-14080TIA) CE 마크 인증

07월 아이나노텍 슬로바키아 공장 LCD TV용 도광판 반자동인쇄라인 납품

09월 2010년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12월 2009년 매출 대비 2010년 매출 250% 성장, 하반기 경기도 수출 유망 중소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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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2011/

2012/

01월 중국 상해 박막용 솔라셀 인쇄기 2대 납품

11월 엘지이노텍㈜ GLASS WINDOW 용 회전식인쇄라인 납품

결정질 솔라셀 용 전자동 고속 인쇄기 수주 (국책 과제)

12월 삼성광통신 GLASS WINDOW 용 회전식인쇄라인 수주

04월 삼성광통신 GLASS WINDOW 용 회전식인쇄라인 납품

05월 삼성전자 베트남 GLASS WINDOW용 전자동회전식인쇄라인 납품

08월 부품 중앙정렬장치 특허 등록

09월 희성전자㈜광저우 공장 대형반자동인쇄라인 납품

10월 엘지이노텍㈜ 회전식 전자동 인쇄기 납품

11월 환경경영시스템 인증(KS I ISO 14001:2009/ISO 14001:2004)

12월 ㈜네패스디스플레이 화상 인식 회전식 전자동 스크린 인쇄 라인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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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2014/ 03월 삼성전자 베트남 GFF 방식 양산 라인 납품

12월 열전사 FILM 합지기 개발

2013/
03월 ㈜네패스디스플레이 화상 인식 회전식 전자동 스크린 인쇄 라인 2호기,3호기 납품

07월 희성전자㈜ 15.8inch WINDOW용 강화유리 화상인식전자동스크린인쇄라인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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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 부품 중앙정렬장치

주요인증서

특허증 : 스크린 인쇄설비의 인쇄물

자동정렬장치 및 방법

특허증 : 스크린 인쇄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스크린 인쇄 장치

특허증 : 태양전지용 스크린 인쇄 장치

CE 인증서 (LSP-14090TIA)

CE 인증서 (LSP-14080TIA)

ISO 9001:2008 품질경영시스템

OHSAS 18001:2007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KS I ISO 14001:2009/ISO 1400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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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BO-BIZ)확인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원증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회원증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CLEAN 사업장 인정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가족회사증서

스크린인쇄라인 안전인증서 (LSP-7260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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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리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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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5-5

시화공단 2나 106호

Tel.
+82-31-433-2374(본사)

Fax
+82-31-433-2376(본사)

사업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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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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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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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 설비

인쇄설비

전자동대형스크린인쇄기 화상인식전자동스크린인쇄기 고정밀반자동스크린인쇄기 4축반자동스크린인쇄기

박막솔라셀용전자동스크린인쇄기 회전식전자동스크린인쇄기 반자동스크린인쇄기결정질솔라셀용전자동스크린인쇄기

고정밀소형반자동스크린인쇄기

정밀수동스크린인쇄기

건조설비

솔라셀용 NIR 건조기 NIR 건조기 IR 건조기 BOX OVEN UV 경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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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설비 현황

제판설비

제판자동현상기 자동유제도포기 기계식견장기 제판건조기 제판노광기

보조설비

먼지제거기 라미네이팅기 롤필름컷팅기 잉크교반기전자동스퀴지연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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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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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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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원가 절감연구 개발 해외시장 대응

고객사와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해하며
상호협조를 바탕으로 한 공동 연구 개발

목표 : 세계 최고 품질의 스크린 인쇄기 개발 및 시장 개척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컨셉 및 스펙
간소화로 인한 원가 경쟁력 강화

라인시스템 중국 천진공장 현지 생산 및
AS 대응 해외시장 개척 및 AS공동참여

기술 개발 의지 및 해외 시장 대응

원가절감 시장개척



-24-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 협조

고객사 눈높이의 1등 제품 개발

고객사

CO-WORK 의지



라인시스템이 가장 바라는 두 가지

고객님의 신뢰와 사랑입니다.

고객님의 마음으로 이어진 길!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길 입니다.

고객님 얼굴에 보이는 웃음을 이정표 삼아

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고객님과 함께하는 따스한 사랑!

가장 하고 싶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고객님의 사랑의 메아리가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진정을 담아 부릅니다.

고객님의 마음과 사랑을 바라며

고객님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고객님의 미소는 라인시스템의 보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