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rion은 KTC 그룹의 독립 브랜드로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단말기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를 전문으로 하며, 중국에서 

가장 먼저 디스플레이 단말기 제품 개발에 참여한 기업 중 한 곳입니다. 주요 사업은 컴퓨터 디스플레이, 디지털 

텔레비전,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 LCD 모듈 및 기타 제품입니다.

Horion은 “무결성 관리 구현 및 품질과 서비스 집중”이라는 비즈니스 철학을 항상 고수하고 있으며,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표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orion은 품질 시스템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1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Horion은 SGS ISO9001:2015 품질 관리 시스템, SGS 

ISO14001:2015 환경 관리 시스템, SGS ANSI/ESD S20.20-2014 정전기 방전 표준(ESD), 전자 산업 행동 

강령(EICC), 정보화 및 산업화 관리 시스템의 통합 등의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Horion 제품은 CCC, TCO03, CE, CB, FCC, UL, SASO, TUV, ROHS, Energy Star, CECP와 같은 수많은 국내외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또한, Horion은 내부 관리를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하며 PDM, ERP, CRM, SCM, MES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Horion 제품은 중동,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및 기타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판매 네트워크와 

완벽한 AS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및 중국 국내의 많은 기업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henzhen KTC 기술 그룹(KTC)은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완제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며 중국에서 가장 먼저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최종 제품을 제조한 기업 중 한 곳입니다. KTC는 혁신과 개척 정신을 바탕으로 LCD TV, 태블릿 

PC, 상업용 디스플레이 업계로 점차 진출하고 있습니다. KTC는 오늘날 선전시 정부가 지정한 국가 공인 하이테크 

기업이며 지방 자치 연구개발 센터입니다. 모든 제품은 독립적인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업계의 선두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KTC는 199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본사는 선전시에 있으며. 작업장과 산업 단지는 선전시와 후이저우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6,000명 이상의 직원이 KTC에 근무하고 있으며 완전히 구축된 유닛의 연간 생산량은 1,200만 개가 

넘습니다.

KTC는 “중국 100대 전자 정보 기업”, “2008년 포브스 차이나 200대 유망 기업”, “중국 10대 컬러 TV 수출 기업”, 

“중국 500대 민간 제조 기업”, "광둥시 100대 제조업 기업”, "선전시 100대 산업 기업”, “선전시 100대 독립적인 

혁신 기업”, “상업용 LCD 장비의 최우수 ODM 공급업체” 등의 영예로운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세요. KTC가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KTC는 ODM 제조 중심, 동기를 혁신으로 전환,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전문 서비스와 보답하는 마음”을 기업 철학으로 고수하면서 디스플레이 단말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ODM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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