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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09 ㈜파워로직스 설립

1999. 02 휴대폰용 2차 전지 보호회로(PCM) 양산

2000. 03 Note - PC용 2차 전지 보호회로(SM) 양산

2002. 04 중국 천진 공장 완공(天津法人)

2003. 07 KOSDAQ 등록

2003. 08 ISO 14001인증 등록

2010. 06 TS16949 인증 획득

2011. 05 중국 양주 공장 완공(陽州法人)

2012. 01 MFTBC형 BMS 양산개시

2012. 12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카메라 모듈 1차 협력업체 등록

2005. 06 중국 우쟝 공장 완공(吳江法人)

2005. 11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양산

2006. 11 무역의 날 1억US ＄수출 탑 수상

2009. 08 탑 엔지니어링 그룹 계열사 편입

2013. 05 중국 중경 공장 완공(重慶法人)

2013. 09 13M Pixel 카메라모듈(CM) 양산

2014. 07 베트남 공장 완공

2015. 05 자동차용 카메라모듈 양산

1997 ~ 2000

2002 ~ 2003 2010 ~ 2012

2005 ~ 2009 2013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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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기술로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창조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스마트 모바일 제품에 파워로직스의 기술이 함께 합니다.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모두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www.powerlogics.co.kr

고객존중
든든하게 

기여합니다.

정도경영
정직의 힘을 

믿습니다.

최고지향
앞장서서

도전합니다.

(핵심가치)

MISSION

CORE VALUE

The Best PARTNER For SMART Life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가장 함께하고 싶은 기업"



4 5

The Best PARTNER For SMART Life www.powerlogics.co.kr

파워로직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인사 드릴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기술과 스마트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고 

있으며,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이루기 위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는 1997년 설립 이후, 휴대폰 및 노트북용 2차 전지 보호회로와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 등을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적된 IT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미래 첨단산업기술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첨단 

스마트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 임직원 모두는 함께 꿈꾸는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회사 미션을 고객과  

지역사회가 “가장 함께하고 싶은 기업” 직원에게는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 드리며,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정도 경영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기업이 되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SSAgE 
FROM THE CEO

파워로직스  대표이사 



Main  
Business

CM 
(Camera Module)

ACM 
(Automotive Camera Module)

PCM 
(Protection Circuit Module)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EMC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Battery Pack

The Best PARTNER For SMART Life www.powerlogi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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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Smart Module)



CM (Camera Module)
CM(Camera Module)

카메라 모듈은 휴대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비롯하여 최근 홍채인식과 같은 개인  

생체정보를 활용한 보안 및 인증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홈 시큐리티 같은 사설 보안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를 비롯하여 향후 

사물인터넷(IoT)분야 이미지 인식을 위한 핵심부품, 차량용 첨단 안전/편의기능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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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용 CM

생체인식용 CM

터치스크린 CM

차량용 CM

화소 F# AF OIS

주력 제품군
5MP ≤F2.2 옵션 -

8MP ≤F2.2 기본 -

13MP ≤F1.8 기본 옵션

개발 진행
16MP ≤F1.8 기본 옵션

21MP ≤F1.8 기본 옵션

화소 F# 인식거리 광원

VGA (0.3MP) F3.8 6.7cm 적외선

HD (1.0MP) F2.5 25cm 적외선

화소 F# 디스플레이 크기 광원

5MP F2.8 42”~55” 적외선

화소 F# 적용범위

HD (1.3MP) F2.4 ADAS, SVM, 블랙박스

The Best PARTNER For SMART Life

모바일폰 보안카메라 홍채인식카메라테블릿 PC 차량용

운전자 동작 인식

전방 후방

측방

측방

전방인식 운전자 상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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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Protection Circuit Module)

SM(Smart Module)

PCM/ SM 
(Protection Circuit Module/Smart Module)

모바일폰

PCM SM

테블릿 PC노트북 전동공구 전기청소기

휴대폰/노트북/테블릿PC/전동공구용 2차 전지는 최적의 성능을 유지를 위해 과충전 및 과방전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합니다.

과충전의 경우 셀 간 압력이 높아져 매우 위험하며, 과방전의 경우 배터리가 재충전이 되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2차 전지의 과방전/과충전 방지 기능을 가진 보호회로(PCM)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대폰용 배터리보호회로

노트북용 배터리보호회로

휴대폰용 PCM

노트북용 SM

The Best PARTNER For SMART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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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Battery Management System)

12

전기자동차 UPS

UPS

ESS

ESS

전기스쿠터전기자전거

BMS                   /  
BATTERY PACK
BMS는 전기자동차,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등에 주로 사용이 되며, 여러 셀(Cell)이 직,병렬로 연결된 대용량 
2차 전지 배터리팩에 사용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입니다.

BMS는 PCM기능 외에 추가로 배터리팩 안의 여러 셀(Cell)들은 직,병렬 연결되어 있는데, 셀(Cell)별로 사용 할 
경우 셀(Cell)별 전력 차이가 나며 이런 언발란싱(Unbalancing)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전체 셀(Cell)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기술인 셀밸런싱(Cell Balancing)기능은 셀(Cell)간 전류
이동으로 셀(Cell)간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13

Battery Pack

The Best PARTNER For SMART Life

(Battery Management  
  System)

산업용 BMS 전기 스쿠터용 BMS

전기 버스용 BMS

휴대용 ESS

전기 자전거용 Pack

※ ESS (Energy Storage System) : 에너지 저장 시스템



EMC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EMC용 전자파 차폐(Shielding) 및 흡수(Absorber) 소재는 기기외부로 불요 전자파를 최소한 방출하여  
다른 기기에 전자파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전자파간섭에 영향을 받아도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상태 구현을 위한 필수 소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에 적용된 근거리 통신(NFC : 
Near Field Communication)와 무선충전(WPC : Wireless Power Consortium) 기능 구현에 필수소재로 
시장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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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결제기기 차량용무선충전기 실내용스마트폰 테블릿 PC

EMC Solution

Application

무선 충전기

·파워로직스 최적의 EMC솔루션을 NFC 및 무선충전 등 다양한 적용분야에 적용

   - 노이즈 억제 (Noise Suppression)
   - 전자기 노이즈 감쇄 (EMI Attenuation)
   - 고주파 유도 (RF Induction)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비접촉근거리 무선통신

·		Wireless Charging : 자기유도, 자기공진의 형태로 전기에너지를 무선전송하는 기술로  
WPC, PMA 및  A4WP등이 국제 표준화 되어 있음

무선충전 수신부

무선충전 송신부

15



16 17

The Best PARTNER For SMART Life www.powerlogics.co.kr

파워로직스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중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교 중앙연구소에서는 파워로직스 전문 연구인력과 TOP 그룹 연구인력의 통합  

운영을 통해 수직 계열화된 연구개발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사업과 연계된 연구개발은 연구인력의 개발능력 향상과 생산라인 최적화  

구축으로 연구소와 생산공정 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 

니다.

판교 중앙연구소

파워로직스 연구소는 연구개발 시작단계 부터 양산 변경이 이뤄지는 최종시점까지 개발일정 및 개발사항을 시스템(PDM)

으로 운영함으로써 개발과 관련된 문제점, 해결방안, 중복관련 오류 방지 등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시스템 과 개발 경험이 풍부한 연구인력을 다수 보유함으로써, 신 기술 개발 경쟁력 확보 및 차세대 첨단 

카메라 모듈과 에너지 저장장치 양산화에 성공하였습니다.

(홍채인식카메라, 터치스크린카메라, 차량용 카메라, ESS_에너지저장장치)

RESEARCH &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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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Quality Management

파워로직스는 1999년부터 시작된  2차 전지 보호회로의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2차 전지 보호

회로의 핵심 원자재인 PCB를 자체 생산함으로써 고객 대응력 향상과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양산된 카메라 모듈은 현재 16M(백만화소) 이상의 초 고화소 모듈, 생체정보 인식 카메라 등을  

양산함으로써, 생산능력과 생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 회사인 탑엔지니어링의 특화된 장비 기술을 이용, 자체 장비 개발 및 설계를 통한 생산장비 경쟁력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체감 품질혁신을 통한 “고객만족 품질경영 실현“ 을 품질방침으로  

파워로직스의 품질불량 “ZERO” 목표를 위하여 3대 중점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고객품질혁신
·고객라인중심의 사고전환 접점관리

·품질관리시스템에 의한 고객대응 책임관리

·고객평가 1등급 유지

2. 공정 품질혁신  

·불량모델 집중 개선 TFT활동 가속화

·작업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착화 활동 

·협력사 품질 예방활동 강화

3. 품질시스템경영 정착
·변경점관리, 공정이상발생관리 정착

·개발 프로세스 및 초도 양산품질관리 강화

·품질시스템 활용 지속적 개선활동

품질경영시스템  ISO/TS16949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PRODUCTION &
QUALITY 
MANAgEMENT



천진

중경 양주
청주

판교

베트남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가장 함께하고 싶은 기업
파워로직스는 IT산업의 핵심기술을 제공하는 전문 전자부품 제조 기업 

입니다. 배터리보호회로와 카메라 모듈 생산에 있어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한 더 큰 도약을 꿈꾸려  

합니다. 앞으로의 파워로직스는 IT업계에 비전을 제시하는 최고의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과 최고의 품질로 승부할 것이며,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orldwide Locations
파워로직스는 2,000여명(5개의 사업장/판교 중앙연구소)의 직원들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국 양주법인
·	면적 : 9,187m²

·	인력 : 300여명

·	소재지 : 중국 강소성 양주시

 베트남법인 (하노이)
·	면적 : 20,000m²

·	인력 : 400여명

·	소재지 : 베트남 빈푹성 카이꽝공단

 중국 천진법인
·	면적 : 18,184m²

·인력 : 500여명

·	소재지 : 중국 천진시 서청구

 한국 청주본사 (HQ)
·	면적 : 66,792m²

·	인력 : 400여명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오창산업단지)

 한국 판교중앙연구소
·	인력 : 100여명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판교

 중국 중경법인
·	면적 : 6,253m²

·	인력 : 300여명

·	소재지 : 중국 중경시 합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