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llenge and innovation to be the world’s best

TOTAL
SOLUTION
PROVIDER,
ILJIN

고객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도전과 혁신의 길을 열어갑니다.
경영이념
능동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첨단서비스를 통해
인류를 행복하게 한다.

사훈
能動(능동)

인재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를
실천하며 ‘세계 최고’를 향한
인재

能動

사회공헌
서울대 신소재공동연구소 기증
민간기업 최초의 대학 연구소 기증, 산학연 협력의 모범 모델입니다.
한국공학한림원 일진상
우리나라 공학기술 발전에 크게 공을 세운 인재를 발굴해 시상합니다.
일진과학기술문화재단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이공계 꿈나무를 육성합니다.

ILJIN Story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 험난한 길을 개척한
생산 품목의 90% 이상을 자체 개발한
다국적 기업에 맞서 세계 시장을 선도한
새 기술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는 대한민국 대표 부품·소재기업
일진입니다.

Challenge to
Excellence
초일류 기업을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Unending
Innovation
밝은 미래를 위한 혁신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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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씩 전진
일진그룹은 1968년,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일진가족은 도전과 열정을 바탕으로 첨단기술로 승부해
국가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과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매일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는 뜻이 담긴 ‘일진’.
이제 4차 산업시대를 당당하게 열어가겠습니다.
반세기 일진의 도전과 장인정신으로
4차 산업시대를 리딩하는 새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일진은 한 걸음씩 도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창의와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진그룹 회장 허 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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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도전정신으로 창업한 일진은 새로운 기술 개발에 주력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현재도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도전의 길을 걸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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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사(産業史)에
새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2000~
2002. 04.	공업용 다이아몬드 및 Elecfoil 세계 일류상품
선정(산업자원부)
2006. 01.	허진규 회장,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에 선정
04.
2008. 01.
12.

세계 최초 프로젝션용 Single LCD 패널 개발
일진다이아몬드 IPOL 세계일류상품 선정
휴대폰 초박형 터치윈도우 개발

2012. 07.

국내 최초 심리스강관 공장 준공 및 양산

2014. 12.

국내 최초 하이푸(HIFU) 치료기 개발

2018. 01.

일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

1980~90
1982. 11.

국내 최초 화섬용 보빈(Bobbin) 개발

1984. 09.

Foam Skin 케이블 개발

1987. 06.

국내 최초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개발

07.
08.

국내 최초 PCB용 Elecfoil 개발
덕산금속㈜(現 일진머티리얼즈) 설립

1988. 04.

일진다이아몬드공업사 설립

1990. 07.
1991. 01.

서울대학교 신소재공동연구소 기증
IR52 장영실상 수상(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1999. 12.	

Elecfoil, 20세기 한국의 100대 기술 선정(과학기술부)

1960~70
1968. 01.

일진금속공업사(現 일진전기㈜) 설립

1969. 03.

변전용 금구류 개발

1975. 03.

국내 최초 동복강선 개발

05.

국내 최초 빌딩외장공사에 커튼월 공법 도입

08.

국내 최초 배전금구류 개발

전력인프라
일진전기

소재
일진Materials
일진다이아몬드

부품
일진디스플레이
일진제강
일진하이솔루스

건축
일진유니스코
일진건설

의료·방송
JTV전주방송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For a better
future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전력인프라, 소재, 부품, 건축,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오늘도 신기술 개발에 정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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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전기
국내유일의

일진그룹의 모기업인 일진전기는 국가 산업 발전의 핵심인 전

TOTAL ENERGY SOLUTION

력 기기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중전기 기업입니다. 저
압부터 초고압까지 다양한 전압의 전선, 변전소의 필수 설비인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시스템을 구성하는 전력기기를 생산합
니다. 일진전기는 전력망 구성에 필요한 제품을 Total Energy
Solution으로 제공해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재
북미, 중동, 중남미 등 전세계 80여 국가에 전력시스템을 수출
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능동과 혁신
으로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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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INFRASTRUCTURE

제품
중전기
초고압 변전 설비, 수배전 설비, 금구류(Fittings),
스마트 전력 기기
전선
초고압 케이블, 초고압 접속재, 중저압 케이블,
절연전선, 나선
재료
SCR, Alumunium ROD
Contact

2.

홈페이지 : iljinelec.co.kr

3.

1. 인천공항 전력시스템
2. 일진전기 홍성공장
3. 초고압 변압기
4. 일진전기 화성공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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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머티리얼즈
미래를 창조하는

일진머티리얼즈는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ESS) 배터리의

꿈의 첨단소재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전자제품의 핵심소재 '일렉포일(Elecfoil)'
을 생산합니다.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일진머티리얼즈는 세
계 2차전지 시장을 리더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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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제품
Elecfoil
I2B(리튬 2차전지용 Elecfoil),
I2S(고출력·고용량 2차전지용 Elecfoil)
IUT(반도체 PKG Substrate용 초극박 Elecfoil)
IHT(FPCB용 고굴곡·저조도 Elecfoil),
ICS(PCB용 Elecfoil)
Energy
LMO(Lithium Manganese Oxide)
Contact
홈페이지 : iljinm.co.kr

1. 일렉포일(Elecfoil)
2. 전기자동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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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다이아몬드
소재 산업을 이끄는

일진다이아몬드는 1987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함께 국내 최

최첨단 기술력

초로 정밀가공 및 연마에 사용되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개발했
습니다.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세계 3대 공업용 다이아몬드 메이
커의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진다이아몬드는 건설, 기계는
물론 자동차, 항공, 에너지, 반도체, 태양광 등 새로운 고부가가
치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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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제품
PCD
IPOL(Polycrystalline Diamond)
PCBN
IBON(Polycrystalline Cubic Boron Nitride)
Diamond Powder
ISD(Synthetic Diamond),
IPD(Premium Synthetic Diamond),
IMD(Metal Bond Diamond),
IRD(Resin&Vitrified Bond Diamond),
IMP(Micron Powder), Shape Reform-Diamond
CBN Powder
IBN, Shape Reform-cBN
Tungsten carbide
Tungsten Carbide Rod, Tungsten Carbide Roll
Diamond Wire
PDC
Polycrystalline Diamond Compact
Contact
홈페이지 : iljindiamond.co.kr

2.

3.

1. 정밀기계가공
2. Diamond Powder
3. PCD/PC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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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일진디스플레이
IT산업의 글로벌 리더
일진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패널 사업부는 정전용량 터치
스크린패널과 포스터치 기술로 스마트폰, 태블릿PC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 플렉서블·폴더블 디바이스,
생활 가전, 차량 전장사업, 산업용 등으로 기술 적용 분야를
넓혀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사업부는
LED산업의 필수 소재인 사파이어 잉곳과 모바일 및 웨어러
블 기기의 커버글라스, 특수 반도체장비 Window에 적용되

1.

는 맞춤형 사파이어 웨이퍼를 생산합니다.

제품
터치스크린패널
터치스크린(Touch Screen),
포스터치(Force Touch),
바이오메트릭스(Biometrics),
플렉서블/폴더블 터치스크린(Flexible/Foldable Touch Screen)
사파이어
잉곳(Ingot), 웨이퍼(LED & Micro-LED Display),
글라스(Mobile Cover, Machine Window)
Contact
홈페이지 : iljindisplay.co.kr

1. 일진디스플레이 평택공장
2. 터치스크린패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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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홀딩스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지주회사
일진홀딩스는 ‘일진’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2008년 7월 설
립한 지주회사입니다.
에너지, 첨단소재, 바이오 등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 새로운 성
장 동력을 발굴합니다.

주요 자회사
일진전기, 일진다이아몬드, 알피니언 메디칼시스템, 전주방송, 일진디앤코
주요 손자회사
일진복합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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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1.

일진제강
국내 최초
심리스 강관 개발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화섬용 보빈’을 순수 자체 기술
로 개발해 섬유강국 대한민국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정밀
인발강관 및 가공기술을 갖춰 반도체 공장, 자동화 산업 기
계, 건설 중장비, 발전산업, 전력 송전, OIL&GAS, 광물탐사,
수소-전기자동차 부품 등 전산업에 걸쳐 국내외적으로 기
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국내 최초로 심리스강

2.

관을 개발해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세계 최고의 회사로 발
돋움했습니다.

제품
OCTG(유정용강관),
Power Generation(발전 산업용 강관),
Line Pipe(송유관),
Mechanical Tube(기계구조용 강관),
Automotive(자동차 부품),
Stainless Tube(스테인리스 강관),
Precision Cold Drawn Shape(이형재)
1, 2. 일진제강 임실공장

Contact

3. 유정

홈페이지 : iljinsteel.com

4. 유압 실린더
5. 자동차 부품

3.

4.

5.

26
TOTAL SOLUTION PROVIDER, ILJIN
BUSINESS

일진하이솔루스
친환경 사회를 선도하는

제품

전문기업

복합재료 고압탱크
초경량 복합재료 CNG 탱크,
초경량 복합재료 수소 탱크

일진하이솔루스는 첨단복합재료 제품을 설계·개발·생산하는 전

Contact

문기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용 연료탱크, 경유차용 매연저감장

홈페이지 : hysolus.co.kr

치(DPF),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을 동시에 줄여주는 동시저감
장치를 제조합니다.
특히 수소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인 수소연료탱크를 국내 최초
로 생산해 친환경 수소사회의 최고 리더로 자리잡았습니다.

1.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2. CNG 탱크
3. 수소연료전지버스
4. 수소연료 탱크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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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일진유니스코
사업소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일진유니스코는 1975년 국내 최초로 커튼월(Curtain Wall) 공법

커튼월(Curtain Wall)
건축구조물의 외부에 금속재, 유리, 석재 등을 사용해
비바람을 막고 소음과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비내력벽

을 도입해 건축외장 기술을 한 차원 높인 건축 내외장재 전문 기

Contact

업입니다. 3D 커튼월 공법은 건물 외벽에 곡면을 구현하는 일진

홈페이지 : iljin-unisco.co.kr

최고의 기술력

유니스코만의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와 시
공으로 기술력을 인정 받아 북미, 호주, 동남아시아 등 해외시장
에 진출해 ‘한국건축’의 첨단 시공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2. GT타워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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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건설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선사하는 종합건설회사
일진건설은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력과 노하우를 쌓아온 종합건설회사입니다. 국민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사업소개
토목
대한민국의 지역을 더욱 가깝게, 도심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도로 건설, 고속도로 건설, 교량, 항만공사
건축
최첨단 오피스빌딩, 교육시설, 근린시설은 물론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고객의 시각에서 건설
산업환경·플랜트
하수처리장, 자연배수펌프장 등 환경기반시설 건설
조경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안락한 공간 조성
전기
편리한 산업환경과 전기로 최고의 건축환경을 완성
Contact
홈페이지 : iljinec.co.kr

전력인프라 ┃ 소재 ┃ 부품 ┃ 건축 ┃ 의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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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전주방송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종합멀티미디어
1997년 개국한 JTV전주방송은 전라북도 사람들의 꿈과 삶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본으로 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승부해 성장의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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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피니언 메디칼시스템
1.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초음파 의료기기 전문기업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알피니언 메디칼시스템은 독자 개
발한 초음파 기술로 진단용 영상기기, 치료용 초음파 기기
(HIFU), 탐촉자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알피니언 메디칼
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초음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시애틀에 초음파 응용기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행복을 위해 유럽, 미국, 중국에 현지법
2.

인을 설립해 글로벌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품
Imaging Platform
FleXcan™ Architecture, Optimal Imaging Suite™
Transducer
Crystal Signature™, MicroFit™ Technology, SensitiView™
Technology
HIFU(고강도 집속 초음파)
ALPINION with HIFU
Contact
홈페이지 : alpinion.co.kr
1. 초음파진단기
2. HIFU 치료기(ALPIUS 900)

전력인프라 ┃ 소재 ┃ 부품 ┃ 건축 ┃ 의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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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일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일진홀딩스

일진다이아몬드

일진하이솔루스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5
일진빌딩 11F
T. 02-707-9337 F. 02-707-9698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5
일진빌딩 5F
T. 02-707-9026 F. 02-707-9089

완주사업장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97-46

일진전기

음성공장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157
T. 043-879-4800 F. 043-879-4888

화성 제1공장(본사)
경기도 화성시 만년로 905-17
T. 031-220-0500 F. 031-220-0519

T. 063-263-1700 F. 063-261-2500
화성사업장
경기도 화성시 만년로 905-17
T. 031-220-0872 F. 031-220-0879

안산공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10번길 15
T. 031-689-5100 F. 031-495-5659

일진유니스코

화성 제2공장
경기도 화성시 만년로 905-64
T. 031-220-0913 F. 031-220-0909

일진디스플레이

홍성공장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산단로 467
T. 041-413-3000 F. 041-631-9860

평택사업장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산단로 99번길 18
T. 031-680-0112 F. 031-680-0129

이천공장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325번길 46
T. 031-637-8050

안산공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21
T. 031-8085-7700 F. 031-491-1210

음성사업장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157
T. 043-879-4747 F. 043-879-4877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5
일진빌딩 11~12F
T. 02-707-9114 F. 02-707-9778

일진머티리얼즈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5
일진빌딩 10F
T. 02-707-9060 F. 02-707-9294
익산공장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3길 63-25
T. 063-835-3616 F. 063-835-3620
삼기공장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산단구평길 11
T. 063-730-4710 F. 063-730-4717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3 동원빌딩 7F
T. 02-6353-0114 F. 02-6353-0100

당진공장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보덕포로 522
T. 041-352-0600 F. 041-352-0093

일진건설
일진제강
마포사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5
일진빌딩 3F
T. 02-707-9700 F. 02-707-9706
수원공장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905-80
T. 031-220-6901 F. 031-220-6906
임실공장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46
T. 063-730-4585 F. 063-714-2030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A동 409호
T. 051-711-7817 F. 051-315-6906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3 동원빌딩 10F
T. 02-3452-3791 F. 02-3452-3792
용인사무소(본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30 덕수빌딩 4F
T. 031-213-2680 F. 031-624-5877

알피니언 메디칼시스템
안양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81번길 77
T. 02-3282-0903 F. 02-851-5593

JTV전주방송
전주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T. 063-250-5200 F. 063-250-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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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JIN EUROPE GmbH
Mergenthaler Allee 23/25, 65760, Eschborn,
Germany
TEL : +49-6196-88759-0
FAX : +49-6196-88759-20

ILJIN USA INC.
11999 Katy Freeway Suite 605, Houston, Texas
77079, USA
TEL : +1-281-448-5111
FAX : +1-281-448-5114

Alpinion Medical Deutschland GmbH
Lilienthalstrasse 17a, D-85399 Hallbergmoos
Tel +49-811-99-82-860

ILJIN Electric USA, INC.
11999 Katy Freeway Suite 605, Houston, Texas
77079, USA
TEL.+1-832-300-3339

SHANGHAI ILJIN Diamond China Co., LTD.
3F-C, BaoNa B/D(LP Tower), No25, XianFeng ST.,
MinHang District, ShangHai, China, 201103
TEL : +86-21-61268711
FAX : +86-21-61268713

Alpinion USA, Inc.
21312 30th Drive SE Ste 100, Bothell, WA 98021
Tel +1-425-949-4900\
ILJIN STEEL USA, INC.
11757 Katy Freeway Suite 130, Houston, TX 77079, USA
TEL.+1-281-679-1526
FAX : +1-281-687-9101

Alpinion GuangZhou Medical systems Co., Ltd.
#1302, Victory Plaza No.103 Tiyu, West Road,
TianHe District
Tel +86-20-3867-8286

JAPAN

USA

CHINA
PHILIPPINES
MALAYSIA
RUSSIA
UAE
SAUDI ARABIA

GERMANY

ILJIN JAPAN
Hamamatsucho General B/L 7F, 2-2-15, Hamamatsucho, Minato-ku, Tokyo, 105-0013, Japan
TEL : +81-3-5405-2820
FAX : +81-3-5405-3577

ILJIN Materials MALAYSIA SDN. BHD.
Lot 3971 & 3972, Block 12, Mtld, Sama Jaya Free
Industrial Zone, 93450 Kuching, Sarawak,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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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환하게 밝히는
일진의 첨단기술
푸른 지구를 달리는
전기자동차의 핵심
일진 초정밀 기술의 집약
Smart Mobile Life
심해 유전개발을 돕는
핵심기술의 자부심
진단에서 치료까지,
초음파 의료 기술의 혁신
도시의 멋을 더하는
아름다운 3차원 입체 건축 리더

행복한 미래를 위한
일진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5(도화동) 일진빌딩
TEL. 02.707.9114

https://www.ilj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