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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 회사명칭 웰머 주식회사

• 설립일자 2013년 01월 22일

• 대표이사 김병기

•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암소고개로 86-31

• 연락처 Tel : 031-374-0965~7  /  Fax : 031-374-0968

• 사업장 규모 본사 : 대지 800坪, 건평 240坪

• 홈페이지 www.wellmer.co.kr

표면처리사업부

• 반도체 & DP 장비 및 부품 표면처리

환경사업부

• 산업용 수처리 장비 및 Filter system 개발

• 플랜트 설계 및 제작

특수코팅사업부

• IT Industry 및 Bio-Ceramic Industry 등

진공장비사업부

• LCD 및 OLED 진공장비 Total Service/Display 장치 성능 개조 및 개선

• Cell 공정 Clean 장치 부분 연구개발 제작 및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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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분야
2020년 03월 – 표면처리 사업 확대

WSSP-S/H, WSOP 공정 개발

전처리(Etching)/후처리(Sealing) 특화기술 보유

환경사업분야
2018년 04월 – Micro Bubble Generator 개발

2018년 07월 – LAF에 의한 고형물질 및

인(P)제거 시스템 녹색인증 (GT-18-000491호)

2020년 01월 – 수처리 사업 서남아 B 국가 MOU 체결

특수코팅분야
2015년 11월 – LG Display 협력업체 등록

2016년 01월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6년 04월 – KS Q ISO 14001 인증 취득

2016년 12월 – 특허(박막의 형성방법 외 2건) 출원

2017년 08월 – 벤처기업인증 취득

2019년 05월 – 중국 법인 LG Display 협력업체 등록

2019년 11월 – 마이크론 MOU 체결

진공장비분야
2013년 12월 – Cryo Parts 국산화 성공

2014년 04월 – Cryo Overhaul system 가동

2014년 05월 – KS Q ISO 9001 인증 취득

2014년 10월 – Display 산업용 Particle Gather 상용화

2013년 01월

웰머 주식회사 법인 설립

2013 2016 2019 2020

2.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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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브리앙5 기획실장 역임

• 前 옥션 기획총괄 역임

• 前 IONES㈜ 대표이사 역임

(2002~2019, 상장주도)

김병기 / 대표이사

• 前 삼성 SDI 상무이사 역임

- Display 제품 연구개발 30년 경력

- 제조기술 및 공정관리 업무 경험

• 前 IONES 부사장 역임

최덕현 / 사장

• 前 미국 교육기관 METALAST

- Anodizing 전문 교육 수료

• 前 IONES 이사 역임

• 現 Anodizing 관련 박사 과정

한수열 / 상무이사

3. 경영진

최고의 기술과 설비로 최상의 제품경쟁력 확보

반도체 &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춘 경영진에 의한 안정적인 사업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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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도

CEO

표면처리사업부 특수코팅사업부 진공장비사업부 환경사업부 영업관리부 경영지원부

기술연구소품질관리부

생산팀

생산관리팀

개발팀

품질팀

진공기술팀

CS팀

IT사업팀

BIO사업팀

수질분석팀 영업지원팀 총무팀

인사팀기술영업팀SYSTEM 설계팀

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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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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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ay out

Anodizing Bath Chemical Bath (Pre/After Treat. Process)

No. Process Remark No. Process Remark

125 황산법(경질) SEMI - Hard Anodizing 101/104 탈지 제품 표면의 이물질 및 오일성분 제거

127 황산법(연질) SEMI - Soft Anodizing 105/119 에칭 표면 식각을 통한 불순물 및 산화물 제거

128 수산법 SEMI - Oxalic Anodizing 107/113/120 디스머트 에칭 후 잔류하는 Smut 제거, 중화처리

122 황산법(경질) DISPLAY - Hard Anodizing 102/114 실링 (금속염 봉공)
다공성의 아노다이징 표면을 마감 처리

109 황산법(연질) DISPLAY - Soft Anodizing 117/124 실링 (수화 봉공)

110 수산법 DISPLAY - Oxalic Anodizing

• Total area : 800P

• Process Line : 240P

PROCESS

CONTROL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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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LINE - #2QC / PACKAGEPOLISHING

TANK & SCRUBBER

PROCESS CONTROL ROOMPROCESS LINE - #1 UTILITY ROOM

5. 주요 설비



9

명칭 사양 수량

표면처리 Bath
(Susceptor(5G) 외 7G 

까지 대응가능)

4,500 x 1,200 x 3,000

284,000 x 1,200 x 4,000

3,000 x 1,000 x 2,500

전해액 온도제어 시스템 액순환 냉각방식 7 SYSTEM

Chemical 여과장치 Filter 여과기 1 SYSTEM

냉동기

40 HP 3

30 HP 1

20 HP 3

정류기

20V / 3,000A 3

80V / 2,000A 1

80V / 5,000A 1

100V / 2,000A 1 

순수 제조설비 1TON/H, >1MΩ 1

Scrubber

800 CMM 1

1,000 CMM 1

Hoist 4 TON 3

Air Compressor 100HP 1

순수 제조설비

표면처리 bath

전해액 온도제어 시스템

호이스트

Masking 제단기내전압 측정기

5. 설비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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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정

• Degrease – 제품 표면에 존재하는 이물질 및 유분 제거

• Masking – 선택적인 피막 성장을 위한 마스킹 공정

• Etching – 균일한 피막 성장을 위한 표면 식각 공정

• Desmut – 중화처리, 전해공정 전 얼룩 및 이물질 제거

전처리 공정

• Anodizing – 제품의 표면에 산화 피막을 성장시키는 핵심 공정

• Spray Rinse – 고압의 DI를 분사하여 제품 표면을 청결하게 세정하는 공정
전해 공정

• Sealing – 산화 피막의 Pore 표면을 메우는 공정 (내전압/내부식 개선)

• Baking – 제품 내/외부의 수분을 제거하는 공정
후처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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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Flow Chart

전처리 공정 전해 공정 후처리 공정

#1

Inspection

#5

Masking

#9

Etching

#13

Spray Rinse

#17

Sealing

#21

Baking

입고검사
Ano. 영역을 제외한

모든 표면 마감처리

표면 식각을 통한 불순

물 및 산화물 제거

고압세정, 고압의 DI를

사용하여 수세

봉공처리, Ano. Pore 

를 막아 피막특성 개선

피막 내부에 잔존하는

수분기 제거

#2

Degrease

#6

Racking

#10

Rinse

#14

Anodizing

#18

Warm Rinse

#22

Inspection

Making 접착이 잘되

도록 표면의 이물질 및

절삭유 제거

제품을 Jig에 장착
수세, 표면의 이물질

및 에칭제 제거

전해액을 이용한

양극산화 공정

고온의 실링공정 후 피

막 Crack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온수 수세

최종검사

#3

Rinse

#7

Degrease

#11

Desmut

#15

Rinse

#19

Rinse

#23

Package

수세, 표면의 이물질

및 탈지제 제거

Ano. 영역에 잔존하는

유분 및 이물질 제거

질산을 사용한 중화 처

리, 스머트 제거

수세, 표면의 이물질

및 전해액 제거

수세, 후공정 완료 후

최종 수세
포장

#4

Dry

#8

Rinse

#12

Rinse

#16

Spray Rinse

#20

Dry

#24

Outgoing

수분기 제거
수세, 표면의 이물질

및 탈지제 제거

수세, 표면의 이물질

및 디스머트제 제거

고압세정, 고압의 DI를

사용하여 수세
수분기 제거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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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Property

Normal
Anodizing

WELLMER PROCESS

WSSP-S
Wellmer Special Sulfuric Process-Soft 

WSSP-H
Wellmer Special Sulfuric Process-Hard

WSOP
Wellmer Special Oxalic Process

Color

Light Bronze, Brown, Black Grey, Dark yellow Black, Dark Black Gold, White Grey, Sky Blue etc.

Thickness
(㎛)

5~150 < 24 20 ~ 200 < 40

Uniformity
(㎛)

±10 ±5 ±8 ±5

Remark

Sulfuric acid Sulfuric acid + 첨가제 Sulfuric acid + 첨가제 Oxalic acid + 첨가제

일반적인 내전압/내부식 특성 우수한 내전압 특성 우수한 내전압/내부식 특성 뛰어난 내전압/내부식 특성

고온공정에서 Crack 발생 준수한 내열성 우수한 내열성 뛰어난 내열성

6. 핵심 기술 – Back ground

세계 최고의 Anodizing Process (METALAST/US)를 접목시켜 초 정밀 Oxide Film 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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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SP-S
Wellmer Special Sulfuric acid Process - Soft Anodizing

6. 핵심 기술 – Process Technology

• Barrier Layer 형성 후 Pore 층 성장

• 제품 공정 진행 시 Pore 내부로부터의 Out gassing 발생

• 공정가스에 의한 이물 및 화합물 발생 또는 Pore 내부에 흡착

Normal Anodizing

Anodizing film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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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rate (Al)

O
u

t 
g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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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Barrier layer

HydrateParticle

P
o
re

Cl

Anodizing film

Substrate (Al)

Barrier layer

Pore layer
Pore layer

• Anodizing Pore층을 감소시키고 Barrier Layer 층을 증대

• 고밀도의 Layer 형성으로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한 Oxide Film 형성

⇒ 우수한 내전압/내식성으로 제품의 불량 감소 및 Life time 증가

• Pore 층의 형성으로 야기되는 Particle 및 Out gassing, 흡착물 등을 억제.

Wellmer Process

Thickness : < 24µm

Uniformity : ± 5µm

Sulfuric acid + α (특수 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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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SP-H
Wellmer Special Sulfuric acid Process - Hard Anodizing

Thickness : 20~200µm

Uniformity : ± 8µm

Sulfuric acid + α (특수 첨가제)

Substrate

Anodizing
Layer

Crack

Arcing

Temp.
Uniformity

우수한 내열성으로 고온공정 사용가능

우수한 내플라즈마 특성으로 내전압 증대

균일한 두께편차 및 특성으로 일정한 온도 유지

6. 핵심 기술 – Proces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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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 기술 – Process Technology

WSOP
Wellmer Special Oxalic acid Process

Thickness : < 40µm

Uniformity : ± 5µm

Oxalic acid + α (특수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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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uric Acid

Oxalic Acid

• 기존 황산법 아노다이징 대비 Ceramic Layer 층의 두께가 현저히 증가 됨.

⇒ 고밀도 Film Layer 형성으로 뛰어난 내전압/내식성 효과 발현

• 기존 Anodizing 대비 우수한 내열 특성으로 고온 공정 적용 가능

Sulfuric Acid – 격벽의 두께 얇음 Oxalic Acid – 격벽의 두께 두꺼움

Gold

White Grey

Sky Blue

다양한 Anodizing 색상의 구현 가능!

황산법 대비 20~30% 증가된 피막특성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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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 기술 – Process Technology

Etching Process
• Anodizing 전처리 공정으로 제품 표면의 산화물, 불순물 및 Die Line을 제거, Scratch 감소 효과

• 균일한 면을 형성시키며, Anodizing 표면의 광택 처리를 제어

Less attack More attack 연마 후 표면

Etching 후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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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ealing Process
• 중금속(Ni, Cr, Cd)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자체 개발한 특수한 첨가제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공정 적용

• New Sealing 공정으로 Anodizing Film의 내전압/내부식 효과 개선

Eco Process

중금속 사용이 없는 친환경 공법

Super Sealant

6. 핵심 기술 – Process Technology

특수 첨가제를 사용하여 실링효과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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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 Housing Upper Electrode Shower Head

CVD HeaterManifold ESC

Susceptor Diffuser

Shadow Frame Backing Plate

SEMICONDUCTOR PARTS DISPLAY PARTS

WELLMER Anodizing Line

1. 제품 최대 규격 :  4000㎜(L) × 800㎜(W) × 2500㎜(H)

2. 생산 제품 :  CHAMBER,SHOWER HEAD, 노광기, ESC,등 반도체 / 디스플레이 전문

7. TARGET ITEM

다양한 설비와 자동화 양산 라인 완비로 여러 분야의 제품 처리 가능



hatever
herever

henever

고객을 최우선으로 성장하는 회사

어떠한 제품이든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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