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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오레이저를 아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금오 레이저는 1993년 회사 창립 후”고객만족, 고객감동”

이라는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현재 레이저 가공, 절곡, 용접 , 제작분야 업체로 성장 발전하였으며, 

고객 만족과 최고의 품질로 세계일류 제품생산,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는 진취적인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

저희 금오레이저의 문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믿음 가는 회사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금오레이저 임직원 일동

인 사 말



회사물 금오 레이저

대표이사 정 연 근

사업자등록
번호

134-01-68222

설립일 1993 년 11 월

종업원수 30명

사업분야 농업기계, 중장비부품제조, 도매, 부동산

주요사업 친환경 농업용자재 보급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1로 129

(목내동 517-14)

연락처 031-431-0411

금오레이저는 고객을 위한, 품격있는 자재보급을
통해 고객의 행복을 이끌고 더불어 사랑을 받으며
가치를 실현해가겠습니다.

금오
레이저

고객우선
(Customer first)

열 정
(Passion)

협 력
(Partnership)

창의성
(Originality)

책임감
(Responsibility)

회 사 개 요



회 사 연 혁

◆ 일반현황

금오레이저는 1993년 11월 창립 이후 지속적 기술개발에 따른 지적재산 확보와 신규 고객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ISO 9001, 2010년에는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였고, 2013년도는 사업장 확장(시화 MTV)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오레이저
1993년~

93년 11월
금오레이저 설립

2007년 7월 ISO 9001:2008 품질경영시스템인증
10월 벤처기업인증

기술혁신중소기업[INNO-BIZ]인증

12월 시흥시경제발전기여표창장/시흥시장

2008년 10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선정/경기도지사

2000년~

2015년~
하반기

2015년 7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선정
2015년 연매출 70억달성
2016년 10월 가족친화기업 선정

2010년 10월 ISO 9001:2008 
품질경영 시스템인증

2011년 11월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
2013년 2월 사업장확장(시화MTV)
2013년 10월 벤처기업인증

2010년~



조 직 현 황

• CAD & CAM  

• 사업활동 결과 기록관리

•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관리

특허관리

연 구

• 수주 관리

• 발주 관리

• 제품 재고관리

업체 전략수립

영업관리

• 생산계획 및 실적관리

• 공정및 작업표준관리

• 설비 및 공구 관리

제품 전략수립

생산관리

• 경영계획 관리

• 제품견적 및 계약관리

• 재무/회계/인사 관리

세무전략수립

경영관리

대표이사

부설연구소 LASER 사업부



금오레이저 5대철학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직하게 받들겠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한 도전정신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고객과 함께 발전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발상과 독창적인 사고로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안정성과 안전성,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객우선 (Customer first)

열 정 (Passion)

협 력 (Partnership)

창 의 성 (Originality) 

책 임 감 (Responsibility)

금오레이저는 사회적 트랜드와 품격을 통해 고객의 행복을 이끌고

더불어 사랑을 받으며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경 영 목 표

수익존 확대 사업의 다각화 고객만족 경영 조직운영 시스템화

•신규수익존 창출

자금 회전율 및 채권 Zero화

•농업위주사업 영역확대

연구소 핵심기술전개

• 고객체감 만족도 제고

• 고객기반확충 및 내실화

기술보급, 고객서비스

• 자율책임 경영확립

• 인적자원 역량강화

경영효율성 확보

신뢰,성실,창의력으로 레이저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핵심성공요소(CSF) 및 핵심성과지표(KPI)와 연계



비전 및 목표

◆ 2018년 금오레이저 목표

1. 총 매출 90억 달성
2.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매출증대
3. 기존고객 재 구매율 극대화 추진
4. 대형 프로젝트 수주

매출목표

1. 제품 기능 개선 및 수요자 니드 발굴 제품화
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국가 인증
3. 정부지원 연구과제 개발

신제품
연구개발

확대

1. ERP 안정적 도입 완료
2. 경영보고 체계 구축
3. 경영성과 시스템 구축

경영관리
체계구축
안정화

1. 각 부서의 업무별 역량 강화 교육 위탁
2. OJT / EOD 등 적극적 직원 역량 증대
3. 업무 특성별 관련 License 취득 지원

직원
업무능력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