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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안녕하십니까? 에스코넥 대표이사 회장 박순관입니다.

2002년 7월 창립 이래, 신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거듭하며  

국내외 모바일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였으며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통해 2017년 5년 연속 

 매출액 3,000억 원(연결 기준)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임직원의 열정과 노력이 매출 증가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에스코넥은 세상의 본질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혁신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 온 모바일 금속 부품 가공 사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의 삶에 기여하고자 

새로운 분야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리튬1차전지·탐지센서·유해환경저감 등 미래의 수종 사업을 전개해  

사업 다각화를 이루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가치 창조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 고객 니즈의 다양화와 빠른 변화!  

자본 시장 및 산업의 구조적 변화!

위 세 가지 변화 관리 요소에 대해 강력한 의지와 실천 능력으로 대응하고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과거를 냉철히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 및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차세대 리더, 글로벌 리더, 학습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에스코넥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스코넥은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대표이사 회장

박 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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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설립 이후 모바일 금속 내·외장재의 

핵심기술 역량을 키워온 에스코넥은 모바일 부품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신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거듭하며 국내외 모바일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며,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통해 2017년 5년 연속 매출액 3,000억 원(연결 기준)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Corporate History

1998. 06    ㈜삼영코넥 (Samyoung Connect) 설립

2000. 03  핸드폰 부품 생산 개시

2002. 07  법인전환(창립일 7월 22일)

2003. 01  경기 광주공장 준공

2004. 06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 인증

2006. 01  중국 청도법인 설립

           10  6시그마 공동화제 혁신 금상 수상(삼성전자)

           11  프로세스 혁신부문 동상 수상(삼성전자)

2008. 03  안성사업장 신공장 완공 

2009. 05         ㈜세믹스를 인수합병 

    ㈜에스코넥으로 사명변경 

    중국 천진, 광동성 혜주영업소 개설

2009. 06  코스닥 상장

2010. 08    신성장 사업 진출(헬스케어 의료기기 제조)

2011. 11  연 매출 1,000억 원 돌파

            12    제48회 무역의 날 ‘삼천만 불 수출의 탑’ 수상

2012. 01    2012년 4분기 ‘품질 최우수상’ 수상(삼성전자)

            03    삼성전자 협성회 회원 선정 / 중국 동관법인 설립 / 헬스케어 의료기기 Yodoc 론칭(SYD-A0710BK)

            07  2012벤처천억기업 선정 수상

            0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10    제14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12    연 매출 2,000억 원 돌파Yodoc(SYD-A0710BK) / 서울지방조달청 지정 우수 제품 인증서 수여 

2013. 07    2013년 2분기 ‘품질최우수상’ 수상(삼성전자)

            12  연 매출 3,000억 원 돌파

2014. 03    안산사업장 신공장 완공 / 베트남영업소 설립

            04         ㈜에스코넥 법령(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 제외 중견기업 분류

            12    에스코넥 홈페이지, 웹어워드 코리아&인터넷에코어워드 2014 웹접근성분야 대상 수상

2015. 09    베트남 박닌시 베트남법인(제1공장) 설립 / Yodoc-m 블루투스 모델 KC 인증 획득

            12    2015년 세종대왕 나눔봉사대상(나눔봉사대상, 국방부장관상) 2점 수상

2016. 01  2015년 4분기 ‘품질최우수상’ 수상(삼성전자)

            07  에스코넥 홈페이지 인터넷에코어워드 2016 수상

            10    제4회 환경안전혁신대회(혁신상, 최우수 혁신상) 2점 수상(삼성전자)

            12  제53회 무역의 날 에스코넥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17. 07  베트남 박장시 제2공장 완공

            10  경기 화성 전곡사업장 완공

            12  노인 복지 기여 부문 광주시장 표창장 수여

2018. 04  상생협력DAY 무선사업 부문 동상 수상(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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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금속 

내·외장재의 역사가 

에스코넥의 

역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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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넘어 세계의 손안에

에스코넥의 기술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에스코넥은 세상을 움직여 왔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기술로 일상 한가운데 늘 함께해 왔습니다.

당신 손안의 기술이 국내를 넘어 세계를 건너다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핵심 기술로 세상을 하나로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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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감시 체계

근거리 감시·방호 시스템의 미래를 선도하다

에스코넥은 파트너인 영국 BSS社(Blighter Surveillance System)의 최첨단 근거리  

감시 레이더의 국내 판매와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면허생산 중입니다. Blighter 레이더는 현재 전세계 각 국의 국경,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등 민·관·군의 지상·해안·대공에 대한 감시 체계에 적용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육군 및 해병대에서 실전 배치 운용 중이고, 드론 비행시험장 

3개소의 드론 관제용 레이더로 선정되었습니다.   

리튬1차전지 아리셀(AriCell)

Innovative Power Lithium Primary Battery for a Future 

아리셀은 에스코넥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리튬1차전지 브랜드입니다. 

현재 AMR/AMI 분야, RFID, 의료 장비, 군용 장비, 각종 산업 제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으며, 차별화된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바일 부품 핵심기술과 혁신사업으로 세상을 리드하다

모바일 금속 내·외장재의 핵심 기술로 다양한 모바일 부품의 글로벌화를 지향합니다. 

리튬1차전지, 근거리 감시 체계 시스템 등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사업에까지 차별화된 품질로 세상을 리드합니다.

Major Business

모바일 부품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다

에스코넥은 최고의 생산 능력과 설비를 갖추고 휴대폰 금속 부품, 태블릿 PC 

부품 등 다양한 IT 제품의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모바일 부품의 글로벌화를 

지향합니다.

삼성 GALAXY S, GALAXY NOTE, GALAXY TAB, GEAR 등 축적된 금속 가공 부품  

개발과 생산으로 모바일, IT 부품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에스코넥은 최고의 디자인, 최고의 기술, 최고의 생산 능력으로 핵심 부품의  

차별화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모바일 사업

혁신 사업



Smart Phone  
스마트폰 핵심가공부품의 No.1 기술, 에스코넥입니다

에스코넥은 축적된 금속가공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핵심가공부품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창립 이래 오랜 기간 쌓아 온 기술 역량을 집중화한 R&D 개발센터 

조직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부품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스마트폰 부품 산업의 세계 일류 기업으로 도약 중입니다.  

최고의 디자인, 최고의 기술, 최고의 생산 능력으로 타 기업과는 다른  

스마트폰 핵심가공부품의 차별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속 외장물의 앞선 기술경쟁력

에스코넥은 스마트폰 금속물 외장 케이스 및 관련 금속 부품의 앞선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계 → 개발 → 신뢰성 검증 → 생산 →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품 생산 전 과정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로 원가를 절감했으며, 이러한 기술경쟁력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증가시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Galaxy S9 & S9+ (SM-G960 & SM-G965)

적용 부품 : ASS’Y CAM DECO, ASS’Y RCV DECO, FINGER SENSOR DECO, 

FINGER SENSOR PLATE, SENSOR BRACKET, 

ASS’Y POW & VOL KEY BRACKET SEALING, ASS’Y EAR JACK PLATE, 

ASS’Y SMD RCV SUS, SMD SCREW PLATE 2종, SMD SUS PLATE 4종, 

SMD S/CAN 8종, EJECT PIN

Galaxy A8(2018) & A8+(SM-A530 / SM-A730)

적용 부품 : ASS’Y CAM DECO, FINGER SENSOR DECO, 

FINGER SENSOR PLATE, ASS’Y VOLUME KEY BRACKET SEALING, 

SMD S/CAN 6종, EJECT PIN

Galaxy  Note8(SM-N950)

적용 부품 : ASS’Y CAM DECO, RCV DECO, FINGER SENSOR DECO, 

FINGER SENSOR PLATE, ASS’Y POW & VOL KEY BRACKET SEALING, 

POW & VOL KEY FPCB BRACKET, ASS’Y EAR JACK PLATE, 

SMD BOSS, SMD S/CAN 6종

Galaxy On7 Prime(2018)(SM-G611)

적용 부품 : RCV DECO, HOME KEY DECO, HOME KEY PLATE, 

AL BRACKET, POW & VOL KEY BRACKET, EJECT PIN

Galaxy J5(2017) & J7(SM-J530 / SM-J730)

적용 부품 : RCV DECO, HOME KEY DECO, HOME KEY PLATE, 

AL BRACKET, POW & VOL KEY BRACKET, EJECT PIN

①    SENSOR DECO 

지문센서 모듈 보호와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CNC 초정밀 가공 적용

③    SMD SHIELD CAN 

전자파 차단과 메인보드 안착공간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SHIELD 

CAN에 WALL을 용접. 두개의 CHIP 실장공간 확보 

②    RCV DECO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 구현을 위한 LASER 초정밀 타공 기술 적용  

및 타공 HOLE SIZE 정밀 공차 관리

④    CAMERA DECO 

ASS’Y 시 GAP의 최소화를 위해 CNC 정밀 가공 적용

1 2

3

4

②

④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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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이제 에스코넥으로 완성됩니다

정교한 스마트폰 핵심가공부품들은 에스코넥을 통해  

없어서는 안될 기능들로 더 새롭게 태어납니다.

①  ASSY SHIELD CAN OMH 

열발산, 방사차폐 구현을 위한 신규소재 

사용 및 Inner Wall 구조 적용

②  SHIELD CAN DRX1 

차폐성능 목적의  

Full Drawing 방식 공법 적용

③  SHIELD CAN TRCV 

전류가 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SPRAY TYPE 코팅 공법 적용

7 8

9

10 11

12 13

14 15
⑥    ASSY POWKEY BRACKET SEALING 

물리적 버튼의 클릭감 구현목적으로 PRESS 커링 공법  

및 RUBBER ASSY 적용

⑤    ASSY VOLKEY BRK SEALING 

물리적 버튼의 클릭감 구현목적으로 PRESS 커링 공법  

및 RUBBER ASSY 적용

④    ASSY CAM DECO 

- FULL-CNC 가공기술을 통한 지문센서부와 CAM DECO부 일체화 

- 방수목적의 플랜지부 확대에 따른 제품 평탄 보정기술 적용

4

5

6

⑦    ASSY SENSOR BRACKET 

SENSOR모듈의 지지 역할 부품으로 양백소재를 

적용하여 제품 무게 절감

⑨    ASSY EAR JACK PLATE 

EAR JACK부 보강재로 절연코팅 방식 적용

⑧    FINGER PALTE 

FULL-CNC 제품으로 지문센서모듈의 내장부품

⑩    ASSY RCV SUS 

RCV모듈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용접조립 방식 적용

⑬    SMD SCREW PLATE

⑫    SMD SUS PLATE 1

⑮    SMD SUS PLATE 3

⑪    SMD SUS PLATE 2

⑭    SMD SUS REAR

PBA보드의 구조적 취약부분의 보강재 부품

CORE METAL TECHNOLOGY   S-Connec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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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xy Tab A2 (SM-T385)

적용 부품 :  ASS’Y REAR DECO, ASS’Y CAM DECO, SMD S/C HB-RX

Gear S3 (SM-R765)

적용 부품 : ASS’Y SUS BRACKET, POGO SUS, DECORATION SUS BTM, 

SMD S/C AP, SMD S/C RF, SMD MOTOR, SMD UB CONN

Gear Fit2 Pro (SM-R365)

적용 부품 : BUCKLE RING, BUCKLE PIN

DOT 점자 Watch

적용 부품 : TOP COVER, BTM COVER, ENCODER SWITCH, BUTTON

SSD T5

적용 부품 : CASE BODY

Tablet 
& Wearable

글로벌 스마트 라이프에 기술력을 더하다

현재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는 슬림화와 소형화되는 추세이며,  

이를 위해 정밀 가공 부품이 다른 응용 분야로  

폭넓게 확대되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입니다.  

이에 에스코넥은 관련 부품의 제조 경험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금속가공 분야 전문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③    ASS'Y REAR DECO 

PRESS 공법을 적용한 대면적 BACK COVER 형상 구현(Size : 117mm X 186mm) 

알루미늄 판재를 이용한 대면적 7인치 BACK COVER, 상대물과 안착 시  

GAP 최소화를 위해 전체 평탄관리 0.05mm 이내 관리

①    CAMERA DECO 

알루미늄 소재를 이용한 정밀 가공  

및 아노다이징 처리로 다양한 컬러 구현

②    SMD SHIELD CAN 

스테인레스 소재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전자파 차폐 성능 구현 

특화된 부품 제조 기술로 고객 요구에 앞선 대응

에스코넥은 관련 제품의 특성에 맞는 태블릿 부품의 대형화, 웨어러블 부품의 소형화 및 

밀집화 제조 기술을 보유하여 고객 요구에 앞선 대응으로 관련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금속가공 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

기존 태블릿, 웨어러블 분야의 특화된 부품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에  

끊임없이 매진하여, 응용제품 분야의 신규 사업군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1

2

3

②

①

③



Automation Technology

자동화 시스템, 초정밀 품질검사 시스템으로 경쟁력을 높이다

에스코넥은 초정밀 검사 장비를 통한 품질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의 수작업 대비 검사 정확도 및  

품질 신뢰도를 향상시켰고,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과 생산능력 향상으로 제조 원가 경쟁력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은 국내는 물론 베트남, 중국의 해외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구축하여 생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HOME KEY PLATE 검사 포장기 SMD 치수/평탄검사 자동 포장기

 LOGO 각인 깊이 측정기 SMD 고속 평탄검사 자동 포장기

 FINGER DECO 치수 측정기 RCV SUS 치수/평탄검사 자동 포장기

SHIELD CAN TAP 검사기 SMD 비전검사 자동 포장기

RCV SUS HOLE 형상_치수 검사기 SMD REEL 비전 검사기

HOME KEY DECO 검사 포장기 SMD 소물 비전검사 자동 포장기

1716CORE METAL TECHNOLOGY   Automation Technology

정밀 기능 부품으로 품질 관리가 중요한 가공 아이템들은 CNC 가공 후 자동 정밀 치수 측정을 통해 품질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에스코넥의 자동화 검사기 제작의 노하우를 접목시켜 더욱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광학 비전기를 통한 치수 측정과 자동 포장까지 일괄 자동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개발 부품과  

기존 부품들에 대하여 꾸준한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품질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사 주력 생산품인 SMD SHIELD CAN은 스마트폰 내부에 수많은 부품이 작동할 때 발생하는 각종  

노이즈, 전자파를 차단해 주는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에스코넥은 이 부품들의 생산에 완벽한 검사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품 투입에서 GO/NO 형상, 바닥 평탄 비전검사 및 자동 REEL POCKET 포장까지 ONE STEP 자동화를 

통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공품 정밀 치수  

측정 ＆ 포장기

SHIELD CAN

자동 검사 & 포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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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필요한 순간 에스코넥의 

핵심가공부품 기술이 함께합니다

성장을 거듭한 에스코넥은오늘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서라면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도전과 창조 정신으로 다음 세대에까지 징검다리를 놓습니다.

고객의 소중한 가치가 또 다른 새로움을 창출하도록!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Korea -   Gwangju 

Ansan 

Anseong 

Hwaseong(jeongok)

China - Dongguan

Vietnam -   Bacninh 

Bacgiang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172번길 30

설립연도 : 1998년

주 사업 내용 :

금속부품제조, 리튬1차전지 제조/ 

연구, 근거리레이더 유통/유지보수,  

헬스케어기기 제조/유통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7

설립연도 : 2008년

대지/건평 :  

32,804㎡(약 9,923평) /  

20,037㎡(약 6,149평)

주 사업 내용 : 

금형 제작, PRESS, 연마, CNC,  

LASER 용접, 열압착, 샌딩,  

SMD 검·포장, 부품 ASS’Y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129

설립연도 : 2002년

대지/건평 :   

7,224.00㎡(약 2,189평) /  

7,997.18㎡(약 2,423평)

주 사업 내용 : 

ANODIZING, Dia-Cutting,  

LASER 마킹, 연마, 샌딩,  

SMD 검·포장, 부품 ASS’Y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12길 33

설립연도 : 2017년

대지/건평 :   5,915㎡(약 1,800평) 

주 사업 내용 : 

리튬1차전지 제조/연구, 근거리레이더 

유통/유지보수, 헬스케어기기 제조/

유통

본사(경기 광주) 안산사업장 안성사업장 전곡사업장

소재지 : 베트남 박닌시(1공장)

설립연도 : 2014년

대지/건평 : 625㎡(189평)

소재지 : 베트남 박장시(2공장)

설립연도 : 2017년

대지/건평 : 40,000㎡(약 12,100평)

주 사업 내용 :

ANODIZING, Dia-Cutting,  

LASER 마킹, 연마, 샌딩, SMD  

검·포장, 부품 ASS’Y,  PRESS,  

연마, CNC, LASER 용접, 열압착

베트남 사업장

소재지 : 중국 광동성 동관 

설립연도 : 2012년 

대지/건평 : 

17,124㎡(약 5,185평) /  

14,608.34㎡(약 4,419평) 

주 사업 내용 :

금형 제작, PRESS, 메탈 로고, 

ANODIZING, Cr도금, 연마,  

LASER 용접, 열압착, 샌딩,  

LASER 마킹, Dia-Cutting,  

SMD 검·포장, 부품 ASS’Y

중국 동관사업장

국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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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로 나가다

에스코넥은 국내외 곳곳에 사업장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으로 뻗어 나가기 위한 성장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에스코넥으로 연결되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탄탄히 키워 나가겠습니다. 

Global Network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 원, 연결 기준)

항목 2015 2016 2017

매출액 307,564,792,656 334,554,748,385 365,629,927,258

영업이익 10,237,332,359 17,631,250,569 19,445,173,124

당기순이익 5,203,196,242 11,044,544,543 14,080,476,816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xtrusion + CNC 

알루미늄 압출에 CNC 접목 다양한 디자인 구현

파이프 형태의 알루미늄은 강도가 강해 외부 충격에 잘 견디고,  

이음새가 없는 심플한 디자인의 Real Metal 소재로 

다른 기종에 비해 고급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 휴대폰 ‘WAVE 시리즈’에 압출 아이템을 최초로 적용하였고  

최근 외장 SSD T5 모델의 BODY CASE에도 양산 적용하였습니다.

Duralumin 

최고급 항공기 소재 

세계 최초 노트북 부품에 적용

최고급 항공기에만 사용되는 강한 두랄루민 소재를 노트북 부품에  

세계 최초로 적용하여 삼성전자 ‘Series 9’ 브랜드로 판매되었습니다. 

두랄루민은 알루미늄보다 내구성이 2배나 뛰어나 제품을 강하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첨단 소재입니다. 강한 만큼 가공이 어려워 여러 단계의 

복잡한 성형 과정을 거쳐야만 양산 가능한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Mirror Polished 

금속 질감을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 

제품 모서리가 둥글어지는 일반적인 연마와 달리 제품의 평활면을 

유지하거나 더 평활하게 한 상태에서 광택을 내는 기술입니다. 

부품 간 조립 시 틈새가 작고 연마면이 평활하여 

금속 질감을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Galaxy S3’에 최초 양산 적용되어 

최근 ‘Galaxy S9+‘까지 대부분의 휴대폰 외장 부품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Anodizing

아노다이징 표면처리 후 크랙 방지 성형

Anodizing(산화피막)은 알루미늄 표면 경도를 강하게 하는  

대중적인 표면처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형 후 표면처리를 하지만,  

에스코넥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아노다이징 표면처리 후  

성형 진행 시 발생되는 피막층의 크랙을 방지하여  

제품 성형 및 디자인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Shield can inner wall 제조기술

적용 부품 감소로 원가절감 구현

기존 방식의 Cover, Frame 단품 적용 시 부품 증가로 완제품 비용 상승의 

요인이었으나, Shield can 내부에 부품 간 차단 격벽의 용접구조적용으로 

적용부품 수를 최소화하여 원가 절감을 구현하였습니다. GALAXY S8에  

최초 양산 적용하였으며, 신규 모델에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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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코넥은 고객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마음과 열정을 다한 결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고객의 만족과 함께 

성장하다

Financial Information

242322

Laser Hole 패턴 가공

초정밀 패턴 타공기술 적용 

기존 PRESS로는 불가능한 미세홀을 레이져 마킹기를 이용한 초정밀 타공 기술을 

적용하여 외관 디자인 및 고 성능 SPEAKER 음향을 구현하였으며, 

특히 완벽한 품질관리를 위해 미세 타공 HOLE 정밀 공차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GALAXY S8에 최초 양산 적용하였으며, 신규 모델에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CORE METAL TECHNOLOGY   Technology Improvement 



주요 특허현황

금속 분야    · 모서리부의 곡률 반경을 최소화한 프레스 제품의 제조 방법  

· 알루미늄 소재에 문자나 도형의 마킹 방법  

· 이종 성형물의 접합을 이용한 휴대기기용 금속 외장재의 제조 방법  

· 금속 소재의 이중 표면 처리 방법  

· 배면 레이저 가공을 통한 금속 기재의 무늬 형성 방법 

· 금속 소재의 표면에 대한 레이저 컬러 마킹 방법  

· 전자기기용 금속 접착 몰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방법 

· 금속 몰딩을 갖는 엘시디용 윈도우 모듈의 제조 방법 및 그 윈도우 모듈  

· 카메라 렌즈용 장식 커버 및 그 제조 방법  

· 금속 접착 몰딩 방법 및 금속 접착 몰딩물 

· 스테인레스강의 용접 후 녹 방지 방법  

· 휴대폰용 보석 장식구의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보석 장식구 

· 스테인레스강의 부식 발생 지연을 위한 무산화 열처리 방법

헬스케어 분야    · 헬스 케어용 스마트 자가 진단 요화학 분석 의료기기 

· 3G 기반 모바일 요화학 분석 시스템 

· 모바일 요화학 분석기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증서 

· 정량 수치 분석 결과를 위한 요화학 분석 모듈 및 방법

주요 디자인, 상표등록현황

금속 분야    · 카메라 렌즈 장식 커버 

· 외장 장식구용 보석 고정구 

· EXTRA XO ORIENTAL

헬스케어 분야    · 요화학 분석 의료기기(Urinalysis Tester)용 모니터 

· 요화학 측정기 

· 소변 분석기

혁신적인 신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발전하고 키워지는 것임을 알기에 

에스코넥은 그동안 쌓은 세계적인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 큰 감동을 전하려 노력합니다.

다양한 금속가공기술 특허가

에스코넥의 기술력을 말해줍니다

CORE METAL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CORE METAL TECHNOLOGY   Technology Improvement 

에스코넥은 도전과 창조 정신으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키워 왔습니다. 

특히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해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에스코넥의 창조 정신은 지속됩니다. 

금속 가공 산업에서 최고가 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로운 분야에도 도전할 

것입니다. 에스코넥의 특별한 기술로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 나갑니다.

창조정신으로 

기술을 선도하다

Intellectual Property

Technology 
Improvement
일상의 가장 가까운 곳에 에스코넥의 기술이 있습니다

에스코넥은 이미 당신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와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지속가능한 모바일 기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에스코넥의 기술을 통해 당신 손안의 작은 모바일은 세상과 사람과 세대를 하나로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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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코넥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172번길 30

대표전화 : 031-799-0700  /  FAX. 031-799-0769

http://www.s-connec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