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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I CO.,LTD. INTRODUCTION

인사말 CEO GREETINGS

GHI는 1973년에“금화상사”로 설립한 이후 2008년 7월에 상호를 GHI CO.,LTD. (GHI=GLOBAL HITECH INDUSTRY)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화학관련 제품 및 산업용 부자재를 제조, 수입, 수출, 납품 및 판매하는 종합 상사로써 발전하여
여러 산업분야의 업체에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여 그 동안의 축적된 경험 및 기술과 신속한 정보로서 신제품개발 및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끊임없이 열심히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조품으로는‘CHEMGUARD’라는 브랜드의 화학관련제품을 제조 및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또 부설연구소에서는
더 좋은 제품 만들기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또 제반 산업용품에 대한 각종 정보 및 구매가 가능케 하는 OPIS (Onestop
Purchasing & Information System)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터넷 상에서 산업체와 산업용품정보 및 구매가 가능케 하는
On-Line 사이트를 구축하여 고객 여러분께 양질의 제품을 신속, 정확,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으로 산업용
케미칼 제품과 건축용 케미칼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GHI는 새로운 사명감과 신지식인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항상 고객과 함께 하는 총체적 고객만족 경영 (Total Customer
Satisfaction) 을 통해 회사 자원과 조직을 고객지향적으로 혁신하여 최고의 제품을 최상의 서비스로 공급하는 회사로 거듭날
것 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인재와 축적된 기술력으로 다양한 방법의 비즈니스 역량을 균형 있게 키워나
가면서 보다 차별화된 품질과 경쟁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진취적이며 도전하는
투철한 정신으로 글로벌경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EO 남진현



GHI CO.,LTD. INTRODUCTION

회사개요 COMPANY SUMMARY

(주)지에이치아이회사명

대표이사 남진현(南辰鉉)

본사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6길 6 (진장동)

홈페이지 주소 www.eghi.biz (회사) www.koyanmar.biz (미얀마교류)

쇼핑몰 주소 www.indmall.co.kr

620-81-17416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230111-0050721

전화번호 대표전화 : 1833-5995  /  052-297-2259  /  052-298-2259

팩스번호 052-298-2250

전자메일 hq@eghi.biz  /  ghi2259@naver.com (세금계산서전용)

통신판매업 등록번호 제2010-울산북구-0030호

포장공장 경북 영천시 임고면 운주로 189-17

OEM공장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180-8 남동공단 2단지 80B 9L



GHI CO.,LTD. INTRODUCTION

회사연혁 HISTORY

01 - 금화상사 설립
03 - 현대중공업(주)
협력업체 등록

04 - 전시판매장 오픈
10 - 미얀마 양곤
연락사무소 오픈

12 - 금화상사
부산영업소 개소

07 - 회사이전
(주)금화상사로 법인 전환
08 - 중국 남아상사 설립

02 - 현대미포조선(주)
협력업체 등록

02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인의날 상공부장관상 수상
03 - 미얀마 양곤 수출 인큐베이터 입소
05 - 미얀마 양곤 수출 인큐베이터 업무 시작

03 - ISO 9001 인증획득
(인증번호 : Q001210)

04 - R&D 국가지원사업 수행
10 - 조선해양기자재 전시회 참가
12 - 미얀마 수출 개시

2012 04
ISO 14001인증획득

(인증번호 : E132812)

07 - 수도기업 설립
08 - 삼성중공업(주)
       협력업체 등록

CHEMTECH
제품생산

06 - 회사사옥 신축이전
07 - (주)지에이치아이(GHI)로 상호변경

09 - 삼성정밀화학(주) 협력업체 등록

04 -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05 - 롯데케미칼(주) 협력업체 등록
06 - 조선해양의 날 유공자 수상
09 - 현대건설(주) 협력업체 등록
12 - 가족친화기업 인증

04 - 인터넷 쇼핑몰 오픈
       www.indmall.co.kr

03 - 기업부설연구소 개설
11 - 벤처기업 등록
12 - 메인비즈 등록

01 - 현대정공(주)
협력업체 등록

197319881998

2002

2018

09 - ICR ISO 9001 인증획득
       (인증번호 Q368020)
09 - ICR ISO 14001 인증획득
       (인증번호 E270420)

2020 2016

2001

2013

2011

2010

1995 1978

2017

20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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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조직도 COMPANY ORGANIZATION CHART

이사

해외영업 / 무역
양곤수출인큐베이터

사원 (현지인)

대표이사

이사

사원

인터넷팀

팀장 / 대리

생산 / 납품관리팀

주임

사원

사원

사원

팀장 / 과장

자재 / 회계팀

주임

대리

팀장 / 차장

영업 / 영업지원팀

사원

사원

팀장 / 대리

영업지원팀

사원

팀장 / 부장

영업전담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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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회사안내 RELATED COMPANY INFO

GHI Export Incubator in Yangon, Myanmar

이석우

Unit 07-01/02, Level-7, Junction CityTower, No.3/A, Coner of Bogyoke Aung San Road & 27th Street, Pabedan Township, Yangon, Myanmar 

www.eghi.biz (회사)  /  www.koyanmar.biz (미얀마교류)

+95-1-9253794

+95-1-9253795

회사명

이사

본사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yisurkwoo02@gmail.com  /  salesmm.ghi@gmail.com

에이치엠테크

남미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감로 37 부산산업용품유통상가 27동 117-118호

www.gluemall.co.kr

051-317-1725

051-317-1728

회사명

대표자

본사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skyman5531@naver.com



GHI CO.,LTD. INTRODUCTION

  

관련회사안내 RELATED COMPANY INFO

남아상사(중국)

남도현

5th F1,Foreing Trade Bldg(C), No.255 Dong Feng Road, West, Guangzhou City. p.r.China

www.namacorp.com

86-20-33339778  /  86-13710521311  /  010-9664-8858(Korea)

86-20-36325770

회사명

대표자

본사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richard@namacorp.com  /  namachina@21cn.com

UNIVERSAL BIRD TRADING & ENGINEERING CO.,LTD. 

Ms. Su Nandar Myint

Aye Yeik Thar Condominium, No.(483), Aye Yeik Thar(2) Street, Bahan Tsp. Yangon, Myanmar

www.koyanmar.biz

95-(0)1-557-947 (EXT.8603)  /  +95-(0)9-4210-15061

회사명

대표자

본사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universalbird7@gmail.com



GHI CO.,LTD. INTRODUCTION

경영비전 VISION FOR MANAGEMENT

GHI는 새로운 사명감과 신지식인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고객과 함께 하는 총체적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회사의 자원과 조직을 고객지향적으로
혁신하여 최고의 제품을 최상의 서비스로 공급할 것입니다. 품질을 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브랜드 도입 및 신제품 개발과 수출을 통해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재와 축적된 기술력으로 다양한 방법의 비즈니스 역량을 균형있게 키워나가며 차별화된 품질과
경쟁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가족친화기업으로 사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수평적 인사 관리로 전
임직원이 투철한 도전정신으로 글로벌 경영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GHI의 3대 과제

6대 핵심가치

인재중심

윤리경영

도전정신

고객중심

품질경쟁/가치창조

가족친화사업

경영비전

혁신
INNOVATION

창조
CREATION

열정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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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CORPORATED IDENTITY

GHI의 Logo는 Alphabet의 G , H , I 를 조합하여 제작된 것이며 중앙의 원은 지구를 뜻하면서 구심점을 이루어 Global Corporation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색은 혁신을 흑색은 안정을 적색은 열정을 뜻하며 상황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합니다. 

CI 의미

GHI는“GLOBAL HIGHTECH INDUSTRY”의 두문자를 합성한 것이며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뜻을 품고 있으며 그 꿈을 달성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청색, 흑색, 적색으로 상황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합니다.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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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BRAND IDENTITY

BI는 끊임없이 좋은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CHEMICAL 관련제품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켐가드”로
부르며 현재 9가지 분야별 SERIES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BI 의미

R&D의 지속적인 연구 및 산학연의 협업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과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리즈

Adhesive Sealant &
Sealing comp

Cleaner &
Degreaser

Lubricant &
Grease

Rust Inhibitor

Coating Agent Epoxy Adhesive Aerosol &
Special Product

Waterproofing &
Floor Coating



사업영역
BUSINESS INFO.

사업영역  /  주요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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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BUSINESS INFO

쇼핑몰분야 Internet shopping mall division
GHI는 약 7,500여 가지의 케미칼 제품 및 기타 소모성 자재들을 온라인 사이트인 DREAMMALL
(www.dreammall.shop)과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상세한 정보 및 신제품
을 수시로 업로드하여 고객 여러분께서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로는 주로 한국어로만 운영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OPEN MARKET SYSTEM으로 구축
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을 추가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사이트로 개발 운영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공급분야 Suppliers division
GHI는 한국내의 조선소, 자동차, 기계산업, 석유산업, 건설/건축 등의 산업체에 주로 케미칼관련
제품 및 소모성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고객만족경영을 통해 회사의 자원과
조직을 고객 지향적으로 혁신하여 최고의 제품을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하는 회사로서 거듭날 것
을 약속 드립니다. 최고의 인재와 축적된 기술력으로 다양한 방법의 비지니스 역량을 키워가면서
보다 차별화된 품질과 경쟁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제조품분야 Manufacturing division
GHI는 CHEMTECH 라는 BLAND로 SERIES별로 여러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케미칼 관련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접착제관련제품은 CHEMDYNE, 실란트관련제품은 CHEMSEAL, 세척 탈지제
관련제품은 CHEMCLEAN, 윤활유와 그리스 관련제품은 CHEMLUBE, 방청제 관련제품은
CHEMRUST, 코팅제 관련제품은 CHEMKOTE, 에폭시 관련제품은 CHEMPOXY, 방수제와 플로어
코팅 관련제품은 CHEMFROOF, 기타 에어로졸 관련제품 및 기자재는 CHEMTECH로 구성되어서
여러 산업분야에 제공되고 있으며 부설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더 좋은 제품 만들
기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GHI CO.,LTD. INTRODUCTION

사업영역 BUSINESS INFO

무역분야 Trading division
GHI는 2017년 7월 유망수출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동남아지역에 건축용과자동차, 산업용
케미칼 제품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분야의 제품들을 수출/수입하여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고 우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선별해 많은 국가에 수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개발분야 Suppliers division
GHI는 자체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산학연과 협력하여 다양한 국책 사업 수행 및 신규개발
사업을 혁신적인 사고로, 계획적이고 창조적으로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유능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제품 개발 및 수입품의 국산화 대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공사분야 Construction division
GHI의 공사 시공부에서는 WATERFROOFING , FLOORING COATING , EPOXY COATING ,
METAL REPAIR 등의 시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 지역 방수공사와 바닥코팅제를
중심으로 시공팀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지 보수 및 수리용(MRO)
화학제품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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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고객사 MAJOR CUSTOMER INFORMATION

현대로보틱스

UBT

 * 상기표기는 주요거래처만 소개한 것입니다.



제품소개
PRODUCTS INFO.

제조품분야  /  수출품분야  /  분야별 공급제품



GHI CO.,LTD. INTRODUCTION

제조품분야 CHEMGUARD SERIES INFO

접착제 관련제품 (Adhesive Relation Product)

실링제와 실란트 (Seling & Sealant Relation Product)

세척, 탈지, 박리제 (Cleaner, Degreaser, Remover Relation Product)

윤활유와 그리스 관련제품 (Lubricant & Grease Relation Product)

방청제와 녹제거제 관련제품 (Anti-Rust Addive Relation Product)

코팅제 관련제품 (Coating Agent Relation Product)

에폭시 관련제품 (Epoxy Adhesive Relation Product)

에어로졸 및 기타 케미칼 관련제품 (Aerosol & Special Chemical Relation Product)

방수제, 플로어 코팅 관련제품 (Waterproofing Floor Coating Relation Product)

CHEMGUARD BRAND  - The best Quality  &  The Best Technology 
제조품인 CHEMGUARD BRAND의 제품은“지에이치아이”의 독자 상표로서 9가지의 분야별 SERIES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우수한 제품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OEM과 PB방식으로 제조되고 있으며 수입품의 국산화 대체와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앞으로도 부설연구소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 및 더 좋은 제품 만들기에 주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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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분야 EXPORT PRODUCTS INFO

GHI는 2017년 7월 유망수출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동남아 지역에 건축용과 자동차, 산업용 케미칼 제품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분야의 제품들을 수출/수입하여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고 우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선별하여 많은 국가에 수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3월에 미얀마 양곤의 Korea Business Development Center (양곤수출인큐베이터)에 입소하였고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및
해외 수출에 진력할 것입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수출품

비고

현재 수출 중에 있음

현재 수출 중에 있음

현재 수출 중에 있음

현재 수출 중에 있음

현재 진행 중에 있음

현재 진행 중에 있음

현재 계획 중에 있음

현재 수출 중에 있음

현재 수출 중에 있음

현재 수출 중에 있음

제품분류

실리콘실란트류

바닥코팅제

산업용케미칼류

자동차용 케미칼류

봉제용 케미칼류 부자재

방습제

그 외 생활용품류

방수제

폴리우레탄 폼

폴리우레탄실란트

주용도

건축용, 글레이징용

에폭시, 폴리우레탄 바닥코팅제

각 분야 산업용케미칼 제품류

언더코팅제, 광택제 등

테이프, 스트레치필름 외

습기제거

화장품류, 식품류 외

건축용, 가정용 방수제

건축용 폴리우레탄폼

건축용, 창호용

순번

1

5

6

7

8

9

10

4

3

2



GHI CO.,LTD. INTRODUCTION

분야별 공급제품 SUPPLY PRODUCTS BY SUBJECT FIELD

GHI는 제조품 이외에 각 분야별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케미칼 제품 및 소모성 자재를 오랜 업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양질의
제품을 신속, 정확, 저렴하게 고객사(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 건설 / 기계산업 (Petrochemistry, Construction, Mechanical Industry)
주요공급자재 (MAIN SUPPLY ITEMS)
ADHESIVES & SEALANT (Structural Adhesive, Flange Gasket Sealant, Thread Sealant & Lockers,
Retaining Compound Instant Adhesive, Epoxy Adhesive) 
CONSTRUCTION SEALANT & GROUT PRODUCTS & PVC PIPING CEMENT 
MAINTENANCE REPAIR & OPERATING PRODUCTS (MRO)   /  SPECIAL LUBRICANTS & GREASE
EPOXY & URETHANE FOR FLOOR COATING & COVERING  /  WATERPROOFING SYSTEM 
URETHANE FOAM & CLEANER  /  PVC, CPVC PIPE & SOCKET  /  LAMINATED FLOORBOARD 
PRINTING & DESIGN GLASS  /  CONSUMABLE PRODUCTS

조선 / 해양 (Shipbuilding & Offshore Plant) (Drillship, Offshore Plant, LNG / LPG, Car Carrier, Oil Tanker etc)

주요공급자재 (MAIN SUPPLY ITEMS)
ADHESIVES & SEALANT (Structural Adhesive, Flange Gasket Sealant, Thread Sealant & Lockers, Epoxy)
ANTICORROSIVE PRODUCTS  /  CLEANER & DEGREASING & REMOVER AGENT
COATING AGENT (Instant Cold Galvanizing, Silver Coat, Zinc Primer, Sus Coat, etc.)  /  DESICCATING AGENT
KVM SEALING COMPOUND (Use For Cable Forming & Sealing)
MAINTENANCE REPAIR & OPERATING PRODUCTS  /  MARINE & INDUSTRIAL LUBRICANTS & GREASE
MARKING PAINT & MARKER  /  METAL REPAIR PRODUCTS (Belzona, Devcon, Multimetal etc.)
NON-DESTRUCTIVE INSPECTION SYSTEM (PT,MT,UT,RT etc.)
PIPE SEALING COMPOUND (Use For Pipe Line) & PLASTIC PIPING CEMENT(CPVC, PVC, ABS)
SEALANT PRODUCTS (Silicone, Urethane, Epoxy, Two Component Silicone, Acryl, Butyl etc.)
SPECIAL TAPE PRODUCTS (Aluminum Tape, Denso Tape, Non-Flammble Tape, Butyl Tape, Tesa Tape etc.)
VOLATILE CORROSION INHIBITOR (Use for Hatch cover, Rudder, Vassel, Hydraulic Test etc.)
WELDING CHEMICAL PRODUCTS (Anti-spatter, Slag Remover, Deoxaluminite, Tempilstick, Touchclean,
Purge Paper & Tape, Surface Protection Shee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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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공급제품 SUPPLY PRODUCTS BY SUBJECT FIELD

GHI는 제조품 이외에 각 분야별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케미칼 제품 및 소모성 자재를 오랜 업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양질의
제품을 신속, 정확, 저렴하게 고객사(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 / 전자 (Electro & Electric System)
주요공급자재 (MAIN SUPPLY ITEMS)
ADHESIVES & SEALANT (Structural Adhesive, Flange Gasket Sealant, Thread Sealant & Lockers,
Retaining Compound Instant Adhesive, Epoxy Adhesive) 
METAL PROTECT COMPOUND  /  SPECIAL TAPES & PACKING SYSTEM, VCI SOLUTION 
SAFETY PRODUCTS  /  CONSUMABLE PRODUCTS  /  SPECIAL LUBRICANTS & GREASE & TAPPING OIL

자동차 (Auto Industry)
주요공급자재 (MAIN SUPPLY ITEMS)
ADHESIVES & SEALANT (Thread Sealant & Lockers, Flange Gasket Sealant, Structural Adhesive,
Light Cure Adhesives, Retaining Compound, Instant Adhesives, Epoxy Adhesives etc.)
AIR TOOL LUBRICANTS (For Air Tool)  /  AUTOMOTIVE LUBRICANTS & GREASE
MAINTENANCE REPAIR & OPERATING PRODUCTS
METAL REPAIR PRODUCTS (Belzona, Devcon, Multimetal etc.)

건설장비 (Equipment Machinery)
주요공급자재 (MAIN SUPPLY ITEMS)
ADHESIVES & SEALANT (Thread Sealant & Lockers, Flange Gasket Sealant, Structural Adhesive,
Retaining Compound Instant Adhesive)
FOR CONSTRUCTION EQUIPMENT LUBRICANT & GREASE
MAINTENANCE REPAIR & OPERATING PRODUCTS  /  SAFETY PRODUCTS
WELDING CHEMICAL PRODUCTS (Anti-spatter, Slag Remover, Tempilstick, Touchclea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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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공급제품 SUPPLY PRODUCTS BY SUBJECT FIELD

GHI는 제조품 이외에 각 분야별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케미칼 제품 및 소모성 자재를 오랜 업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양질의
제품을 신속, 정확, 저렴하게 고객사(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의 산업분야 외에도 많은 분야가 있으나 GHI에서 주로 거래하는 분야별 주요공급자재를 소개한 것입니다.

엔진 / 로봇 (Engine & Robot Machinery)
주요공급자재 (MAIN SUPPLY ITEMS)
ADHESIVES & SEALANT (Thread Sealant & Lockers, Flange Gasket Sealant, Structural Adhesive,
Light Cure Adhesives, Retaining Compound, Instant Adhesives, Epoxy Adhesives etc.) 
AIR TOOL LUBRICANTS (For Air Tools)  /  MAINTENANCE REPAIR & OPERATING PRODUCTS
CHEMICALS FOR OPERATION & MAINTENANCE (Anti-Rust Additives, Lubricants & Grease etc.)
CHEMICALS FOR WELDING PRODUCTS (Anti-Spatter, Slag Remover, Welding Face & Glass etc.)
NON-DESTRUCTIVE INSPECTION SYSTEM (PT, MT, UT, RT etc.)
SEALANT PRODUCTS (Silicon, Urethane, Acrylic, Butyl, Multipurpose Silicon etc.)
SPECIAL TAPE & SAFETY PRODUCTS

원자력 / 태양광 / 풍력 (Nuclear Power Plant, Solar Module & Wind Turbine)
주요공급자재 (MAIN SUPPLY ITEMS)
ADHESIVES & SEALANT(Structural Adhesive, Blade Adhesive, Weatherproof Sealant, Flange Gasket Sealant,
Thread Sealant & Lockers Retaining Compound, etc.) 
ANTICORROSIVE PRODUCTS & COATING AGENT PRODUCTS 
ELECTRIC INSULATION & CLEANER PRODUCTS 
GR0UTS PRODUCTS & REMOVER & DEGREASER PRODUCTS  /  SAFETY PRODUCTS 
SEALANT PRODUCTS (Silicon, Urethane, Acrylic, Butyl, Multipurpose Silicon etc.) 
SOLDERING PASTE & LIQUID WAX  /  NON-DESTRUCTIVE INSPECTION SYSTEM (PT, MT, UT, RT) 
SPECIAL TAPE & SAFETY PRODUCTS



품질경영 / 연구개발
QUALITY MANAGEMENT / RESEARCH & DEVELOPMENT

품질경영  /  인증서 & 특허  /  부설연구소  /  국책과제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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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QUALITY MANAGEMENT

GHI에서는 고객만족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사적 품질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품질개선 및 고객만족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의 6개
항목 및 행동강령을 실천합니다.

① ISO 9001, 14001 및 그 외의 인증내용을 철저히 준수한다.
②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고객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③ 각종 계획의 실행을 시행착오 없이 최소화한다.

품질경영
시스템

품질경영시스템
FLOW

각종인증준수
고객만족

계획실행

품질개발 및
공급

품질절차
감독

제품의
다각화와
불량품
해소

④ 최상의 품질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⑤ 각종 품질 절차 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감독한다.
⑥ 생산제품과 수출품의 다각화 및 불량품 해소에 만전을 기한다.

GHI의 3대 과제

전사적 품질관리로 고객만족을 실현한다

부설연구소의 제품개발 및 품질혁신에 진력한다

산학연을 통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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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CERTIFICATE

주요인증서

발행일이름 인증기관

2017.12.19

2017.07.01

2016.12.02

2016.10.11

2016.07.26

2016.07.19

2018.04.05

2020.09.11

2020.09.11

2015.12.10

2015.11.30

2015.04.07

2015.03.18

2012.12.26

가족친화인증서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무역협회회원

CHEMGUARD 상표등록증

UBT(Business Cooperation Agreement)

FLANGEGUARD 상표등록증

글로벌IP스타기업 지정확인서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진흥공단회원증

기업부설연구소

영산대학교가족회사협약서

여성가족부

울산지방중소기업청

한국무역협회

특허청

MOA

특허청

특허청 / 울산광역시

ICR

ICR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미래창조과학부

영산대학교

순번

1

5

6

7

8

9

10

11

12

13

14

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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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PATENT

국내 (Domestic Patent)

출원번호 10-2016-0177575

출원번호 10-2017-0011721

특허명 출원 / 등록일 출원 / 등록번호 요약

등록번호 제10-1877972
트럭의 적재 화물을 고정하기 위하여
결속을 자동적으로 유도

철강의 부분 도금방지제

금속표면 보호용 / 코팅제 조성물

적재화물 고정용고리 어셈블리

2016.12.23

2017.01.25

2018.07.06

등록번호 제10-1901624
금속표면의 코팅으로 방청 및 필요 시
박리가 가능한 보호용 금속코팅제

금속표면 보호용 코팅제 조성물 2018.09.18

철강의 용접부위 부분도금방지제

금속표면의 스크래치나 부식억제효과
코팅 후 코팅막을 쉽게 벗겨낼 수 있음

해외 (Oversea Patent Application)

특허명 출원 / 등록일 출원 / 등록번호 요약

출원번호 15/683,303
(USA)

출원번호 4/11027/2017
(Myanamar)

Coating Composition for
Protecting Metal surface 

Coating Composition for
Protecting Metal surface 

2017.08.22

2017.08.22

금속표면의 스크래치나 부식억제효과
코팅 후 코팅막을 쉽게 벗겨낼 수 있음

금속표면의 스크래치나 부식억제효과
코팅 후 코팅막을 쉽게 벗겨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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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소현황 RESERCH INSTITUTE STATUS

주요설비 보유현황

비교

Aerosol Test용

기기명

 Universal Test Machine

 Experimental Milling Machine

Experimental Stirrer Machine

 Thermo-hygrostat

 Heating Machine

Rolling Machine for Stirrer

  Nano Milling Machine

 Water Base Milling Machine

Vacuum Stirrer Machine

 Hydraulic Pump

 Portable Injector

 Injection Hopper

 Vacuum Packing Machine

규격 / 제원

DBBP-500

TX-3051ST/60Hz.5A  

HS-30D,SS-11

220~230V, SO/60Hz

-

20＂roll*3

0.3~0.5mm 10hp 5L

20ℓ 15hp

1㎥ 10hp

-

-

-

DZ47-63 230/400V

주용도

재료테스트기 

실험용 밀링기

실험용 교반기

항온, 항습기

열반응기

롤링용 교반기

밀링용

수성 밀링용

진공 교반기

유압펌프(소분용)

실험용 주입기

주입용 깔대기

진공포장기

수량

1

1

3

1

2

1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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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 R&D NATIONAL TASK & R&D

GHI는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각종 국책과제를 선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산학연 합동으로 과제의 진행 및 결과를 차질 없이 수행하며 매년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신제품 개발과 더불어 양질의 제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R&D 수행 실적 및 진행내역

과제명

금속표면의 녹 방지 보호용 코팅제

금속의 아연도금 부분방지제

난연성씰링제

연구기간

2016.05 ~ 2017.04

2017.03 ~ 2019.12

2018.04 ~ 2019.12

주관업체

(주)지에이치아이

(주)지에이치아이

(주)지에이치아이

참여업체

SY ST

SY ST, KOMEA

SY ST, KOMEA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지역평가단

관리기관

KIAT

KIAT

GHI SELECTS AND EXECUTES VARIOUS NATIONAL PROJECTS THAT
ARE CURRENTLY UNDERWAY IN THE COUNTRY.

WE WILL DO OUR BEST TO PRODUCE HIGH QUALITY PRODUCT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EVERY YEAR.



감사합니다

(주)지에이치아이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 16길 6

대표전화 : 052-297-2259

E-mail : hq@eghi.biz

Website : www.eghi.biz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