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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Management
회사현황

회 사 명 ㈜양헌기공 / 

YANGHEON CO., LTD. 사

업

장

1)  본사 및 공장 – 서울시 강동구 길2동 344-3호

설 립 일 1989.04.01  

(법인전환:2006.01.01)
2)  사 무 실 –서울시 강동구 길2동 352-1

대성빌딩 4층

대표이사 한 완수

3)  문래동 공장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2가
21-7호자 본 금 1,145 백만원

매 출 액 3,517 백만원

(2007년 실적) 

4,100 백만원

(2008년 예상)

매 출 액 3,517 백만원

(2007년 실적) 

4,100 백만원

(2008년 예상)

주요

사업

INDEX DRIVE / CAM / TORQUE LIMITER / MOLD 

종업원수 24명(2008년 07.2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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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Mission 및 경영 이념

창조하는 기업젊은 기업

The best index maker!

1989년 설립하여 공장자동화에 핵심 부품인 INDEX DRIVE를 전량 수입하는 것을 보고
국가 적인 차원에서 국산화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자동화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상을 편리하게 만듦으로써
고객과 인류사회에 공헌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불굴의 도전정신을 지향하고 창의를

존중하며 벤처기업의 표본 이되는 존경 받는 기업으로 성장한다

함께하는 기업 참된 기업

창조하는 기업젊은 기업

• 내가 주인인 회사
• 고객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회사

• 언제나 활동적인 회사
• 열정으로 넘치는 회사
• 도전을 좋아하는 회사

• 항상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회사
• 개성과 독창성을 중시하는 회사
• 자율이 보장되는 회사

• 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회사
• 주주에게 최고의 가치를 주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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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
t

- 1989.04 
양헌기공 설립

- 1990.01 
BARREL INDEX DRIVE  개발 성공

- 1991.05 
PARALLEL INDEX  DRIVE 개발

- 1991.07 
INDEX  DRIVE  국산화 고시 지정업체 선정

- 1991.12 
ROLLER GEAR INDEX DRIVE 의장등록 출원

- 1992.10
INDEX  DRIVE  상공부 고시 국산화 개발 성공

- 1993.03
ROLLER GEAR INDEX DRIVE 국산화 개발 성공

- 1993.07
캡슐 성형 MOLD 국산화 개발 성공(국내 유명제약업체 납품)

- 1993.09
P&P UNIT  개발 성공

- 1993.12
P&P UNIT  국산화 고시 지정업체 선정

- 1994.06
머시닝 센타용 ATC INDEX  DRIVE  UNIT  개발 성공

- 1994.12
OSCILLATING  DRIVE  국산화 고시 지정 업체 선정

- 1995.04
ROLLER GEAR  INDEX  DRIVE  감속기 일체화 개발 성공

Management
연 혁
INDEX  DRIVE
(1989 – )

- 1995.04
C.N.C 용 ACT  INDEX  DRIVE 개발 성공

- 1995.11
우수자본재 생산업체 대통령 표창 수상

- 1995.11
우량 기술업체 지정업체 선정(기술 신용 보증기금)

- 1995.12
유망 중소기업 선정(한국상업은행)

- 1996.11
기아중공업 C.N.C 선반용 ATC TURRET 개발성공

- 1997.08
CAM 전용 가공기 외 생산설비 증강

- 1997.09
독자적인 일반 CAM 전용프로그램 개발 성공

- 1997.11
축간거리 200~435 SIZE CF/CT/CR등 대형 INDEX  DRIVE  
개발 성공

- 2001.06 
ISO  9002:1994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 2003.05
ISO  9001:2000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 2005.12
기술 부설 연구소 설립

- 2006.01
㈜양헌기공 법인화

- 2006.02 
벤처기업 등록

- 2008.04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서 획득(R마크)

- 2009.03
소형 고속 P&P 인덱스 개발(600RPM)-FHM  개발 성공

- 1989.04 
양헌기공 설립

- 1990.01 
BARREL INDEX DRIVE  개발 성공

- 1991.05 
PARALLEL INDEX  DRIVE 개발

- 1991.07 
INDEX  DRIVE  국산화 고시 지정업체 선정

- 1991.12 
ROLLER GEAR INDEX DRIVE 의장등록 출원

- 1992.10
INDEX  DRIVE  상공부 고시 국산화 개발 성공

- 1993.03
ROLLER GEAR INDEX DRIVE 국산화 개발 성공

- 1993.07
캡슐 성형 MOLD 국산화 개발 성공(국내 유명제약업체 납품)

- 1993.09
P&P UNIT  개발 성공

- 1993.12
P&P UNIT  국산화 고시 지정업체 선정

- 1994.06
머시닝 센타용 ATC INDEX  DRIVE  UNIT  개발 성공

- 1994.12
OSCILLATING  DRIVE  국산화 고시 지정 업체 선정

- 1995.04
ROLLER GEAR  INDEX  DRIVE  감속기 일체화 개발 성공

- 1995.04
C.N.C 용 ACT  INDEX  DRIVE 개발 성공

- 1995.11
우수자본재 생산업체 대통령 표창 수상

- 1995.11
우량 기술업체 지정업체 선정(기술 신용 보증기금)

- 1995.12
유망 중소기업 선정(한국상업은행)

- 1996.11
기아중공업 C.N.C 선반용 ATC TURRET 개발성공

- 1997.08
CAM 전용 가공기 외 생산설비 증강

- 1997.09
독자적인 일반 CAM 전용프로그램 개발 성공

- 1997.11
축간거리 200~435 SIZE CF/CT/CR등 대형 INDEX  DRIVE  
개발 성공

- 2001.06 
ISO  9002:1994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 2003.05
ISO  9001:2000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 2005.12
기술 부설 연구소 설립

- 2006.01
㈜양헌기공 법인화

- 2006.02 
벤처기업 등록

- 2008.04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서 획득(R마크)

- 2009.03
소형 고속 P&P 인덱스 개발(600RPM)-FHM  개발 성공

www.yangheon.com



Management

조 직 현 황 대표이사

관리본부 기술연구소

부사장

생산/품질관리 영업 부

제품 생산
설비 관리
공정 관리
검사/시험

계측기/관리
시정/예방조치

교육 훈련

시스템 연구실

- 구동기기연구팀

- 기계연구팀

연구 기획

www.yangheon.com

총무
경리
구매

계약검토
고객 불만
서 비 스
인 도
출 도



We make the convenience.  

“고 출력, 고 정밀 제어” Mechanics 산업의 선두주자

Business Plan

5 高
高 정밀
高 기술
高 품질
高 부가가치
高 성장 산업

㈜양헌기공

본사 및 공장

- 고부가가치 부품 개발, 제조 및 판매
(Torque Limiter, MOLD..)

- INDEX 개발 및 제조, 판매

(외국 제품)

- 고기술 및 마케팅 정보 수집

(해외 전시회, 국내 전시회)

www.yangheon.com



핵심 전략 방침(2006-2009)

제 2 의도약

Business Plan

고객우선주의 –품질제일주의정착

브랜드이미지제고(提高)

연구개발집중투자

해외시장적극공략

제 2 의도약

원 가 절 감

www.yangheon.com



Business Plan

반도체장비
LCD패널제조
검사장비
제약장비
포장장비

INDEX DRIVE
85% 

삼성,LG,금호전기
우리ETI등

생산기반 설비의 자동화 , 자동차&운송 및 자동화 분야의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의 영역확대.

사업전략및 분야

사업 분야사업 분야

반도체장비
LCD패널제조
검사장비
제약장비
포장장비

MOLD
15%

서흥캅셀,
태성파마텍등

www.yanghe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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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

INDEXINDEX

제품명 : CP
입.출력이 평행하기 때문에
로라기어 캠이나 바렐인덱
스로 구동할 수 없는 기구
에 사용

www.yangheon.com



Product Info

INDEXINDEX

제품명 : CA
고출력/긴수명 설비의
COMPAC화 할 수있는 제품
중공TYPE의 출력으로 배선
라인연결이 편리랍니다.

www.yangheon.com



Product Info

INDEXINDEX

제품명 : CS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양으로 출력 축에
TABLE, COUPLING, TORQUE 
LIMITER 등을 부착하여 사용

www.yangheon.com



Product Info

MOLDMOLD

제품명 : MOLD
제품의 형상화한 캡슐 성형 제품
OBLONG#12
OVAL#10 등등

www.yangheon.com



Product Info

TORQUE LIMITERTORQUE LIMITER

제품명 : 토르크 리미터
INDEX DRIVE의 출력축 및 입력축
에 부착하여 INDEX DRIVE를 과부
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장치

www.yanghe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