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PLC, Modicon

가장 다양한 전자부품 재고보유

2021 Smart Factory Solution Map

™

1

타키온테크
홈페이지

Answers for SmartFactory

기업명

2

MES / PLM

www.tachyontech.
co.kr

툴 모니터링+MES
담당자

남성진

연락처

070-8724-6744

E-mail

scnam@tachyontech.co.kr

대표전화

한국머신비전
산업협회

14

홈페이지

11

홈페이지

Machine Vision

www.kmvia.org

12

1

담당자

배소희

연락처

02-897-5758

E-mail

info@kmvia.org

대표전화

홈페이지

광우

031-446-2900

www.kwangwo.co.kr

다트비젼

02-2027-0055

www.datvision.co.kr

대곤코퍼레이션

02-6675-6600

www.daekhon.co.kr

디쌤

031-383-3611

www.dissem.co.kr

라온피플

031-707-7043

www.laonpeople.com

바올테크

02-2029-7555

www.barall.co.kr

서광옵티칼

031-354-2202

www.skoptical.com

시원광기술

031-479-6023

www.siwon.co.kr

앤비젼

02-2624-5500

www.envision.co.kr

엘브이에스

032-461-1800

www.lvs.co.kr

엠비젼

043-273-2910

www.mv21.co.kr

이미지포커스

02-6112-2770

www.imagefocus.co.kr

엘브이에스

032-461-1800

www.lvs.co.kr

(주)이미지포커스

02-6112-2770

www.imagefocus.co.kr

www.singleton.co.kr

코어이미징

02-430-5652

www.coreimaging.co.kr

02-3270-7833

www.3ds.com

원스톤

070-4234-3097

www.onestone.co.kr

PTC코리아

02-3484-8000

www.ptc.com/ko

알트시스템

031-231-8969

www.altsystem.co.kr

솔리드이엔지

042-714-5800

www.solideng.co.kr

씨크코리아

02-786-6321

www.sick.com/kr/ko

키미이에스

070-4657-5537

www.kimies.co.kr

트윔

031-8055-8276

www.twim21.com

노드데이타

02-595-4450

오즈레이㈜

02-863-3137

www.nip.co.kr

엠아이큐브솔루션

02-553-2171

www.micube.co.kr

큐빅테크

070-4760-1030

www.cubictek.co.kr

지엘티코리아

02-501-5288

www.gltkorea.com

코오롱베니트

02-3477-4477

www.kolonbenit.com

울랄라랩

02-873-0010

www.ulalalab.com

에이시에스

02-6900-4600

www.acs.co.kr

에임시스템

02-3461-4976

www.aim.co.kr

삼미정보시스템

055-264-5151

www.sammicomputer.co.kr

나눔정보기술

02-268-5507

www.nanum-it.co.kr

티라유텍

02-3461-6531

www.thirautech.com

코에버정보기술

02-859-7788

www.coever.co.kr

유디엠텍

1661-1888

www.udmtek.com

아이보우솔루션

070-4367-7111

ibowsol.com

아스펜스

031-8016-4900

www.aspens.co.kr

싱글톤소프트

070-4126-6959

다쏘시스템코리아

3

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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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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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
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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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edata.com

4

에이스로보테크 로봇기반 자동화설비시스템

acerobot.net

2
15

Cobot / Robot
홈페이지

기업명

머신비전 콤포넌트,
머신비전시스템

담당자

김남빈

연락처

1577-9192

E-mail

nbinkim@daum.net

영림원소프트랩
홈페이지
www.ksystem.co.kr

스마트팩토리 ERP
담당자

정한중

연락처

02-2093-1100

E-mail

contact@ksystem.co.kr

슈나이더일렉트릭
최적의 산업용 AR 솔루션

홈페이지
™

www.se.com/kr/ko

송연옥

연락처

02-1588-2630

E-mail

yeon-ok.song@se.com

www.goak.co.kr

연락처

010-8886-1969

E-mail

jade@goak.co.kr

™

www.se.com/kr/ko

홈페이지

연락처

02-1588-2630

E-mail

customercare.kr@se.com

043-240-0700

E-mail

sales@thomas.co.kr

기업명

연락처

010-8681-1948

E-mail

y.hong@pilz.kr

대표전화

홈페이지

로크웰오토메이션

02-2188-4400

www.rockwellautomation.com/ko-kr

힐셔코리아

031-739-8361

www.hilscher.co.kr

라임아이

02-6676-0700

www.lime-i.com

마로로봇테크

032-327-1713

www.marorobot.com

더존비즈온

02-6233-3000

www.douzone.com

버텍트

070-7733-2744

www.virnect.com

코파데이타코리아

070-7510-7958

www.copadata.com/ko

LS일렉트릭

1544-2080

www.lselectric.co.kr/ko

씨크코리아

02-786-6321

www.sick.com/kr/ko

로크웰오토메이션

02-2188-4400

www.rockwellautomation.com

뉴로메카

070-4791-3103

www.neuromeka.com

어드밴텍케이알

080-363-9495

www.advantech.co.kr

LS전선

02-2189-9114

www.lscns.co.kr

오토닉스

051-519-3031

www.autonics.com

레인보우로보틱스

042-719-8070

rainbow-robotics.com

우연기전

032-674-3138

wy-autocontrol.com

ABB코리아

1566-8495

kr.mitsubishielectric.com

랍코리아

www.lappkorea.com

new.abb.com/kr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1688-1099

1588-9907

USIS

052-271-8922

www.usis.kr

스토브리코리아

053-753-0044

www.staubli.com/ko-kr

한국지멘스

02-3450-7906

www.siemens.co.kr

피닉스컨텍트

031-627-0494

www.phoenixcontact.com

터크코리아

02-6959-5490

www.turck.kr

현대로보틱스

1588-9997

www.hyundai-robotics.com

한국케이엔에스

02-2619-0244

www.automationkns.com

모싸코리아

02-6268-4048

www.moxa.com

셉티코

02-6263-7702

www.safetyko.co.kr

쿠카로보틱스

031-501-1451

민트로봇

032-663-4530

한국오라클

02-2194-8000

www.oracle.com/kr

에이알미디어웍스

053-215-3924

armedia.bizdaegu.kr

한국지멘스

02-3450-7906

www.siemens.co.kr

한국비즈넷

02-855-2181

www.kobiznet.co.kr

맥스트

02-585-9566

maxwork.maxst.com

베텍

042-935-3721

www.vetec.co.kr

카리스마아이텍

02-2169-2920

www.kat.co.kr

포더비전

031-8017-0360

4thevision.com

해솔정보시스템

031-296-2270

www.haesol.net

www.kuka.com/ko-kr

네오시스템즈

02-566-4813

www.neosys.co.kr

유니티코리아

02-6925-1579

unity.com/kr

씨아이토피아

070-7854-9117

www.citopia.co.kr

터크코리아

02-6959-5490

www.turck.kr

한국이구스

032-821-2911

www.igus.kr

피플앤드테크놀로지

070-5088-4811

www.pntbiz.co.kr

www.mintrobot.com

엠로

02-785-9848

www.emro.co.kr

엑스퍼트아이엔씨

02-536-6672

xpertinc.co.kr

터크코리아

02-6959-5490

www.turck.kr

한국오므론제어기기

02-3483-7789

www.ia.omron.co.kr

터크코리아

02-6959-5490

www.turck.kr

씨크코리아

02-786-6321

www.sick.com/kr/ko

CAD/CAM/시뮬레이션

대표전화

11

ZWCAD/ZW3D
담당자

이도연

연락처

02-6223-5046

E-mail

dylee@zwcad.kr

스트라타시스코리아
홈페이지
www.stratasys.co.kr

홈페이지

기업명

12

3D printing
산업용 3D프린터
담당자

마케팅팀

연락처

02-2046-2294

E-mail

marketing.kr@stratasys.com

대표전화

홈페이지

RFID / 바코드 / 센서

13

에일리언테크놀로지아시아 RFID 스마트팩토리솔루션
홈페이지
www.alienasia.com

기업명

담당자

이창봉

연락처

010-9130-4130

E-mail

cblee@alienasia.com

대표전화

인성정보
홈페이지
aruba-insunginfo.kr

홈페이지

기업명

14

Cloud / Data Center

대표전화

Aruba Central
담당자

김선묘

연락처

02-3400-7309

E-mail

ksmyo@insunginfo.co.kr

한국플루크
홈페이지
www.fluke.co.kr

홈페이지

기업명

대표전화

누출탐지를 통한 에너지절감 솔루션
담당자

김귀희

연락처

010-5166-6311

E-mail

ryan.kim@fluke.com

www.zwsoft.co.kr

스트라타시스코리아

02-2046-2200

www.stratasys.co.kr

아이디로

031-225-7881

idro.co.kr

이든티엔에스

02-785-0700

www.edentns.com

에어릭스

1899-3877

www.aerix.co.kr

오토데스크코리아

02-3484-3400

www.autodesk.co.kr

3D시스템즈코리아

02-6262-9900

ko.3dsystems.com

알에프캠프

02-593-8808

www.rfcamp.com

코아소프트

070-4632-5580

coarsoft.com

앤시스코리아

02-3441-5000

www.ansys.com/ko-kr

한국기술

1899-8731

www.ktech21.com

팩토리랩

02-523-3975

www.factorylab.co.kr

지브라코리아

02-6137-6500

www.zebra.com

에이템코리아

02-467-6789

www.aten.co.kr

레티그리드

02-6427-1212

www.retigrid.com

티비에스

032-665-0014

www.tbs2000.co.kr

지란지교컴즈

02-6325-6300

www.jirancomms.com

한국하니웰

02-799-3517

www.honeywellaidc.com

터크코리아

02-6959-5490

www.turck.kr

시너젠

02-499-9939

www.synerzen.co.kr

마이클앤선솔루션(고덱스)

070-4373-8716

www.godexkorea.com

나무기술

031-8017-3900

www.namutech.co.kr

신일이앤씨

02-714-8710

www.si21.co.kr

터크코리아

02-6959-5490

www.turck.kr

씨크코리아

02-786-6321

www.sick.com/kr/ko

알티웍스

02-522-2437

rtworks.co.kr

씨크코리아

02-786-6321

www.sick.com/kr/ko

베스핀글로벌

02-1668-1280

www.bespinglobal.com

에스코프로

02-975-1800

www.esco-posco.co.kr

02-323-0286

www.cadian.com

영일교육시스템

1670-3463

www.yes01.co.kr

한국MSC소프트웨어

031-719-4466

www.mscsoftware.com/kr

신도리코

02-460-1114

www.sindoh.com

태성에스엔이

02-3431-2442

www.tsne.co.kr

HP코리아

02-2195-0641

www8.hp.com/kr

한국델켐
마이다스아이티

1600-7805
02-6918-3896
031-789-2000

www.cadians.com
www.delcam.co.kr
www.midasit.com

캐리마
프로토텍
EOS코리아

02-3663-8877
1544-7662

www.carima.com
www.prototech.co.kr

02-6330-5800

CI_YLW_KR_BASIC

www.eos.info

스마트팩토리 ERP
Your Global Automation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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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 Measurment
Fluke Networks
홈페이지
www.flukenetworks.com

홈페이지

02-515-5043

인텔리코리아

15

Energy saving / FEMS

지더블유캐드코리아

캐디언스시스템

홈페이지

홍요한

www.cimon.co.kr

기업명

대표전화

www.pilz.com/koKR

담당자

1899-5001

www.zwsoft.co.kr

기업명

연락처

홈페이지

싸이몬

홈페이지

홈페이지

서하나

www.ptc.com/ko

www.aveva.com/ko-kr

대표전화

www.thomas.co.kr

담당자

02-3484-8000

02-3284-5300

기업명

박윤국, 김건

Machine Safety

PTC코리아

아비바코리아

홈페이지

담당자

필츠코리아

산업용 자동화 특수케이블

www.kstec.co.kr

-

대표전화

홈페이지

토마스케이블

031-8018-6777

02-2646-0802

기업명

홍지택

모디콘 PLC

KSTEC

한비세트론

홈페이지

담당자

슈나이더일렉트릭
세계 최초의 PLC, Modicon

SAFETY

www.universal-robots.com/ko

www.sap.com/korea

대표전화

홈페이지

산업용PC 솔루션

9

CONNECTIVITY

070-8850-8244

02-2194-2400

기업명

담당자

에이케이솔루션즈

8

PLC

유니버셜로봇

지더블유캐드코리아

홈페이지

산업용 AR솔루션

7

HMI / SCADA

홈페이지

SAP코리아

대표전화

6

AR / VR

대표전화

10

기업명

5

ERP / SCM

기업명

Cable 계측기
담당자

문건호

연락처

010-3453-6311

E-mail

Jayden.moon@flukenetworks.com

대표전화

스마 트미디어 그 룹

홈페이지

로데슈바르즈코리아

02-3485-1955

www.rohde-schwarz.com

키사이트코리아

02-2004-5380

www.keysight.com

한국텍트로닉스

02-6917-5000

kr.tek.com

안리쓰

031-696-7750

www.anritsu.com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02-3451-2973

ni.com/korea

한국요꼬가와전기

02-2628-3813

www.yokogawa.com/kr

히오키코리아

02-2183-8847

www.hiokikorea.com

굿모닝 계측기

0507-1420-5425 www.hitouch.co.kr

텔레다인 르크로이

02-3452-0400

teledynelecroy.com/korea

RFID

스마트팩토리 최적화 RFID 솔루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