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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성”은 한 발 앞서가는 경쟁력과 우수한 품질로 최고의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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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HISTORY

2001

2003
2004

2006

2011
2014
2015

2017
2018

2019

06.   왕성기전(왕성샤프트) 설립

05.   유니온 메디컬 팔 개발 및 수출

04.   한화 항공연구소 업체등록

03.   이송 장치용 SHAFT 실용신안 등록 (20-0411891)

06.   이송 장치용 SHAFT 원통체 실용신안 등록 (20-0418985)

02.   초전도 마그넷 구동장치 및 방법 특허 등록(10-1016106)

10.   삼성디스플레이 업체등록(LCD&OLED SHAFT, ROLLER)

11.   롤러유닛 특허 등록(10-1558551)

11.   유리기판 이송장치용 롤러 디자인 등록(30-0827126)

11.   주식회사 왕성 자회사 설립

02.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인증

08.   SEMES SSQ 인증

10.   ISO 9001:2015 취득

11.   홀센서 조립체 특허 등록(10-1586203)

11.   신진강프라 자회사 설립

12.   프론티어 벤처기업 선정

01.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02.   롤러 유닛 및 그 제조방법 특허 등록(10-1948929)

03.   엘씨디(LCD) 글라스 이송용 롤러 디자인등록(30-0998667)

03.   엘씨디(LCD) 글라스 이송용 롤러 조임링 디자인등록(30-0998668)

07.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07.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서(T-4) 취득

안녕하십니까 

왕성샤프트, 주식회사 왕성 대표 장재석입니다. 

왕성은 본격적인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해가는  

FPD 설비의 GLASS 반송에 필요한 ROLLER, SHAFT 전문  

제작/조립을 하고, 강화 플라스틱(SUPER ENGINEERING PLASTIC)을  

기반으로 수도계랑기 및 음성증폭기를 제작/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축척해 온 LCD, OLED, SOLAR, 반도체,  

2차 전지, 화학, 자동차 등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SYSTEM화(Systematization)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고객사의 사랑과 관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의 안주하지 않고 항상 고객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겸손한 자세로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발전하는 왕성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성샤프트, 주식회사 왕성

대 표   장   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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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형 수도계량기
사출형 수도계량기

음성증폭기
음성증폭기

WANG SUNG PRODUCTS
W A N G  S U N G

진입

발전

도약

성장

2001
~2005

2006
~2010

2011
~2015

2016~

LCD 장비 모듈의 개발
●  LCD 반송장비용 ROLLER & SHAFT의 기술개발
●  관련 제품의 수출을 통한 GLOBAL 경쟁력 확보

기술개발의 독창성 및 차별성
●  초대구경 ROLLER 및 초정밀 SHAFT의 기술개발
●  ROLLER & SHAFT 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

세계최고 수준의 QCD 경쟁력
●  CNT 사출금형 가공공법의 기술개발
●  LCD/OLED 용 대전방지 ROLLER의 기술개발

친환경 경량화의 기술개발
●  금속소재를 SE FRP소재로 대체하는 친환경 경량화 기술개발
●  스마트공장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의 사업 전개

능동성
●  선제적 업무

●  업무 공유

●  인재 중심

성실성

혁신성

●  벤처 정신 무장

●  계획하고 행동한다

●  행동의 결과를 창출한다

●  시장의 변화 주시

●  선행 시장 확보

●  선행 ITEM 확보

회사 핵심 가치

성장 전략

GLOBAL NO1
능동성 / 혁신성 / 성실성

●  기존 황동에서 현재 강화플라스틱으로 재질 변경하여 비용 20~30% 절감

●  납 함량이 0.85% 기준에서 초과된 제품(2.55% 이상)이 발견됨.  

 왕성에서는 강화플라스틱 재질로 제작 납 함량 ZERO로 개선

●  기존(황동) 대비 인장강도↑, 사용압력 ↑, 동파 위험 ↓(현재 -40℃에서 가혹 테스트 중)

●  수도계량기는 국내외 수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음. 특히 기존의 수도계량기는 황동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도난의 위험이 매우 높음.  당사의 사출형 수도계량기는 수지 재질로 제작하기 때문에 도난 위험이 매우 적음.

●  왕성이 제작한 음성 증폭기는 골전도 방식으로 소리가 진동으로 변환된 후 고막을 통하지 않고 달팽이관에 전달하여  

 청각신경을 거쳐 뇌로 수신하는 방식으로 난청 예방 및 난청 장애자도 사용가능한 제품.

●  시끄러운 85dB 이상의 소음환경에서도 명료한 송,수신가능

●  장시간 사용에도 청각에 무리가 없는 제품으로 귓구멍을 열어두어 귀 질환 예방이 되며,  

 주위 소리까지 청취되는 기능을 탑재(이어폰을 벗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디지털기술을 적용해 주변소음제거 신기술과 선명한 오디오코덱의 신기술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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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SUNG PRODUCTS
W A N G  S U N G

SHAFT A’SSY
샤프트 어쎔블리

반도체 세정장비에서 GLASS PANEL을 이송하는 ROLLER SHAFT A’ssy

독일 社의 Solar 장비를 국산화를 하기 위해 ㈜한화/기계와 공동개발하여 터키,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 진출한 국내 유일 기

술이 접목된 Roller Shaft

ROLLER (Split Type)
분할형(조임링) 롤러

INJECTION ROLLER
사출 롤러

무정전 UPE 사출 Roller의 장점
●  생산성 향상 : Clamp Type 이 아닌 Sleeve Type이나 조임링 Type으로 용이하고 빠른 조립 가능

●  원가절감 : Roller + Sleeve or 조임링 구조, 기존 판재 or 봉재 가공의 Loss비용 등 20~30% 절감

●  품질개선 : 직각도 Ø250기준 - 판재가공품 : 약 1.2mm → 사출가공품 : 약 0.75mm

●  생산량 증대 : Capa/Weekly - 판재가공품 : 1000EA (Ø180기준) → 사출가공품 : 2000EA (Ø250기준)

●  Roller 경량화 : 자중에 의한 Shaft A'ssy 처짐 개선, 약 30% 무게 절감

●  고객의 요청에 따른 표면저항 수치 별 사출 Roller 생산 가능

    - OLED 용 10^4~10^5 / LCD 용 10^6~10^9

    - 현재 BOE, CSOT, SHARP 등 고객사에서 사용 중

●  One Stop 생산관리 : 고객의 요청에 따른 소재개발, 사출성형, 가공, 품질검사, 포장에 이르는 전반적인  

 Control Tower 구축에 따른 고객 만족 향상 (판재 or 봉재 대비 사출제품의 표면저항 값 불량율 30% 감소)

●  Shaft A’ssy (or 장비 장착) 상태에서 Roller 추가조립 가능

●  Roller의 파손 및 손상에 의한 교체 시에도 최초 1회의 장착 후에는 장비에서 Shaft 해체 없이 교체 가능

●  Shaft A’ssy 해체 및 반출 후 롤러 교체 방식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제반 조립부품의 추가적 손상 없이  

 Roller만 추가 또는 교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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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기어

WANG SUNG PRODUCTS
W A N G  S U N G

●  고객의 요청에 따른 소재와 형상 가공 및 사출 가능

●  사출시 소재비 등 부대비용 절감 효과

JOIMRING
조임링

CLAMP
클램프

●  Clamp Type이나 Sleeve Type에 비하여 조임링 Type으로 생산 CAPA 향상

●  Shaft A’ssy (or 장비 장착)상태에서 Roller 위치 이동 용이

●  가공성, 조립성 향상 - 부대비용 절감 효과

●  소재비 절감효과

●  조임링은 볼트를 이용한  Roller와의 체결로, Sleeve Type 대비 결합력 개선

●  A’ssy 흔들림 · 직각도 품질 개선

●  엘씨디(LCD) 글라스 이송 롤러용 조임링 디자인 등록(30-0998668)

●  Shaft A’ssy (or 장비 장착)상태에서 Roller 위치 이동 용이

●  기존 PLAVIS 컨셉 대비 소재비 절감 효과

●  A’ssy 흔들림 · 직각도 품질 개선

●  조립성 향상 - 부대비용 절감 효과

RESIN SPRING
수지 스프링 (반도체 장비 부품)

●  외경 Ø10 X 내경 Ø8 규격의 국내 유일 가공법 보유

●  상기 규격 외 기타 규격 및 소재 제작 가능 (PEEK, PTFE, PFA, PVC)

●  Sens Spring 및 기타 용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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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ED PLASTIC | KANGPLA
W A N G  S U N G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보다 강하고, 범용 플라스틱 만큼 저렴한

우리회사의 고품질, 저원가, 고강도 장섬유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 FRP란? : FIBER REINFORCED PLASTIC (섬유강화플라스틱)

금속보다 강하고, 가볍게  PEEK와 품질은 대등, 원가절감

 인장강도 강프라 [PA66] : 285Mpa 알루미늄 [ACD12] : 228Mpa

 물질비중 강프라 [PA66] : 17 알루미늄 [ACD12] : 2.7

 원재료가격  강프라 : 10,000원 이하 PEEK : 100,000원 이상
             (kg당)

경량화 대안은 알루미늄에서 강화플라스틱으로 !

슈퍼 엔지니어링 FRP
   고강도 장섬유 전문 사출기

      고주파 Hot Pressing기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범용 플라스틱

강프라

PI

PC

ABS

LCD

PA POM

PP

PEEK

PES

MPEE

PMMAPS

PPS

PBT TPEE

PEHD

PAR

PC/ABS

PVCSAN

PAI

PBT/PC PET

PELD

강프라(강화플라스틱)는

강프라는 싸면서 강합니다.

자동화 Robot Vacuum Arm
각종 부품 조립 Line이나 Press 공정 Line에서 Robot 에 장착하여 부품을 Vacuum으로 잡아서 

이동시키는 장치.

● 소재 : 슈퍼엔지니어링 FRP (SE FRP)
● 알루미늄 소재로 가공 된 제품에 슈퍼엔지니어링 FRP 사출품으로 부분 변경. 향후에는 전 부분 
SE FRP 사출품으로 대체 예정으로, 현재 LG산전 등 다수 업체에서 사용 중. 

● 특성 : 경량화 
   - 자동화 Robot의 공정 간 이동속도 증가

   - 자동화 Robot의 Body Size 축소 가능

소형선박 Propeller
● 소재: PPA + CARBON
● 특성
-알루미늄 재질에 비하여 50%이상 경량화하

여 모터의 과부화를 최소화 함

-금속재질에 준하는 강도 보유

PUMP 용 Impeller & Screw
● 소재: PPA + CF,GF
● 특성
-인장강도: 260Mpa 이상

-경량화70% 이상 달성

-저렴한 가격(50%이상절감효과)

내화학용 Bolt & Nut
● 소재: PVDF + CF
● 특성
-내화학용(강산, 강알카리) 고강도 플라스틱

-PVDF소재 인장강도130MPa

-절연/녹발생없음/경량

수도계량기 부품
● 소재 : PA GF 60 8 BLACK(6733) 유리섬
유60% + 폴리아미드 혼합

● 특성
- 인장강도 : 22000MPa

- ISO527-2 인증 원료 사용

- NSF61 인증 원료 사용

HRC 착용용 Robot Gear & Case
● 소재: PA66 + 탄소장섬유(6mm)
● 특성
-경량화30% (알루미늄대비)

-일본파나소닉社의 웨어러블 로봇 부품

Water Seperate 부품
● 소재: PA66 + 유리장섬유(6mm)
● 특성(알루미늄대비)
-내압30Kg 이상 (기포발생없음, 알루미늄은 

내압 15Kg에서 터짐)

-원가절감30% 이상

-향후개발 : 경량소화기

강프라 적용제품



CNC Automatic Lathe QT-8N
11 EA

MCT Milling Machine 3000MV
1 EA

Multiple Automatic Lathe WT364
1 EA

MCT Milling Machine AJV-25
1 EA

CNC Automatic Lathe SKT160A
1 EA

CNC Automatic Lathe lynx220
3 EA

Ultrasound Washer
1 EA

CNC Automatic Lathe E200C
5 EA

CNC Automatic Lathe HIT-160
2 EA

CNC Automatic Lathe QT-15N
2 EA

CNC Automatic Lathe QT-18N
2 EA

Specialized Catapult
100 ton 2 EA / 450 ton 3 EA

Multiple Automatic Lathe WT365
1 EA

Robot Drill α-T10A 
2 EA

Multiple Automatic Lathe SL32HP
1 EA

MCT Milling Machine 2000MV
1 EA

Centerless Grinding Machine
2 EA

SHAFT Inspector
2 EA

SHAFT Assembly Machine(Manual)
2 EA

CNC Automatic Lathe QT-28N
1 EA

MCT Milling Machine AJV-18
1 EA

CNC Automatic Lathe SKT100
4 EA

SHAFT Calibrator
4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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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LINE
W A N G  S U N G

생산설비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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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Environment Owned Technologies

CLIENT

ABOUT  WANG SUNG
W A N G  S U N G

ASEM T

Solar Panel Transporting
Roller Shaft

Joimring for LCD Glass 
Transporting Roller

Hot Superconducting Magnet 
Operable By Separate Power

LCD Glass Moving Roller

Roller Unit

Roller for glass Panel 
Transport

Roller Unit and 
Manufacturing Method

Joimring for LCD Glass 
Transporting Roller

 Hall Sensor Assemble Unit

LCD Roller & Shaft ASSY

Semiconductor Washer,
Roller & Shaft ASSY

Roller & Shaft ASSY

LCD Roller & Shaft ASSY

Roller & Shaft ASSY

Injection Mold UPE CNT Roller 
(Patented Product of our company)

LCD Roller & Shaft ASSY

Brush Shaft

Roller & Shaft,
Special Split-type Roller

LCD Roller & Shaft ASSY

Roller & Shaft ASS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