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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Logistics Solution Map 2021
1
기업명
호성시스템
에스텍

대표전화

동성랙

031-964-0297

www.hosung-system.com

홈페이지

www.stecrack.co.kr

www.asetec.co.kr

www.eracks.co.kr

02-832-4860

기업명

daedonglns.co.kr

031-795-7104

새연산업

아세테크

www.rack21.net

043-221-4177

www.saeyeon.co.kr

서림산업

031-637-1201

srilogis.com

한국랙스

031-358-9306

www.korearacks.com

물류자동화솔루션/시스템
담당자
연락처
E-mail

대표전화

아세테크

031-609-7OOO

www.asetec.co.kr

코텍전자

031-790-1880~2

www.e-kotech.co.kr

CJ대한통운

-

www.cjlogistics.com

한국쉐퍼시스템즈

02-6482-5678

www.ssi-schaefer.com/ko-kr

에스에프에이

031-379-7512

www.sfa.co.kr

에스피시스템스

055-371-5600

www.spsystems.co.kr

티엘이엔에스

02-583-2112

tlens.co.kr

클레슨

044-862-7331

www.cleson.co.kr

코파스

02-401-1606

www.kofas.co.kr

씨제이아이

032-566-3376

www.cheonjiin.kr

6

CCTV
대표전화

담당자

김재열

연락처

070-7433-7323

E-mail

jaeyeol.kim@videojet.com

070-7018-0720

cylod.com

유한회사 홍석

063-835-6530

www.hongseok.co.kr

오티에스

042-586-1451

www.ots.co.kr

기업명

대표전화

솔텍인포넷

02-701-8100

soltech.co.kr

비디오젯코리아

080-891-8800

www.videojet.com/ko

다누시스

070-7167-0701

www.danusys.com

라벨연구소

1600-3078

labellab.co.kr

부라더상사

02-3446-5126

brother.co.kr

도미노코리아

02-797-1811

www.dominokorea.com

한신라벨부착기

031-989-3034

www.hs-labelling.com

산호기계

02-864-5947

www.sanho.co.kr

한국엘앤피텍

031-909-8040

www.자동라벨러.kr

한맥엠에스

043-234-9900

markingms.com

원일테크

031-221-0100

blog.naver.com/label82

케이비솔루션

031-702-0816

www.kbsol.co.kr

나우시스템

hdnpinc.com

02-6220-6525

www.now-sys.co.kr

티에스아이솔루션

02-6925-3367

www.tsisolution.co.kr

KT텔레캅

1588-0112

www.kttelecop.co.kr

ADT캡스

1800-6400

4
기업명
한컴로보틱스

adtcaps.co.kr

홈페이지
www.videojetkorea.com

15

물류로봇/AGVs
대표전화

로지스팟

www.hancomrobotics.com

티라유텍

031-732-6531

케이로보

02-2666-0300

www.krobo.co.kr

여의시스템

031-737-8888

www.yoisys.com

삼미에이지브이

052-298-2311~5 sammiagv.com

홈페이지

www.thirautech.com

www.logi-spot.com

기업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대표전화

www.victex.co.kr

031-446-2900

www.kwangwo.co.kr

이노로지스

031-271-4646

www.innologis.com

다트비젼

02-2027-0055

www.datvision.co.kr

써모랩코리아

031-374-7102

www.tlksys.com

대곤코퍼레이션

02-6675-6600

www.daekhon.co.kr

가치소프트

070-4735-2195

www.gachisoft.com

디쌤

031-383-3611

www.dissem.co.kr

재현씨씨엠

031-867-8880

www.jaehyunccm.com

라온피플

031-707-7043

www.laonpeople.com

이노크린

031-271-4646

www.innoclean.co.kr

바올테크

02-2029-7555

www.barall.co.kr

한국소터

031-761-7337

www.hkst.co.kr

서광옵티칼

031-354-2202

www.skoptical.com

레코

031-433-8474

www.aircell.co

시원광기술

031-479-6023

www.siwon.co.kr

동우텍

042–934–9407~8

dongwooeng.com

앤비젼

02-2624-5500

www.envision.co.kr

한국초저온

031-8053-9600

www.superfreeze.kr

엘브이에스

032-461-1800

www.lvs.co.kr

하나기공

031-677-5114

www.hannadoor.com

엠비젼

043-273-2910

www.mv21.co.kr

탭스인터내셔널

02-2038-6709

www.coldsave.com

이미지포커스

02-6112-2770

www.imagefocus.co.kr

엘브이에스

www.colosseum.kr

www.lvs.co.kr

콜로세움

1566-9527

032-461-1800

(주)이미지포커스

02-6112-2770

www.imagefocus.co.kr

에이티이엔지

031-3655-338

ateng.biz

코어이미징

02-430-5652

www.coreimaging.co.kr

국제티엔씨

1661-8860

kookje2001.com

원스톤

070-4234-3097

www.onestone.co.kr

삼영종합기기

031-431-4901

bitzer.co.kr

알트시스템

031-231-8969

www.altsystem.co.kr

중원냉열

031-953-5775

www.joongwons.co.kr

엠브이텍

031-477-3600

www.mvtech.co.kr

신진에너텍

063-222-4456

www.참좋은냉장고.kr

트윔

031-8055-8276

www.twim21.com

대성마리프

031-421-8883

www.dsmaref.co.kr/ref

광우

031-446-2900

www.kwangwo.co.kr

동원로엑스냉장

051-955-4000

www.dongwonloexcs.com

오즈레이㈜

02-863-3137

www.nip.co.kr

동원로엑스냉장

031-5182-6942

www.est-in.com

18
터크코리아
홈페이지
Your Global Automation Partner

www.turck.kr

16
기업명

9

Safety
터크코리아 안전솔루션

기업명

Conveyor System
대표전화

홈페이지

담당자

김선혜

우진자동화

02-891-6162

woojinauto.co.kr

연락처

02-6959-5494

우양산기

031-456-8441

www.wysg.co.kr

E-mail

sh.kim@turck.com

대화콘베어

051-724-3480

dhconveyor.com

유니콘

031-431-5165

www.uniconpro.com

현대콘베어

062-511-0541

www.hd-c.co.kr

원진테크

031-498-0851

wonjineng.com

신풍기계

053-253-2537

www.shinpung.net

오성시스템

053-581-6363

www.conveyor21.co.kr

대표전화

홈페이지

한국오라클

-

www.oracle.com/kr

오토닉스

051-519-3031

www.autonics.com

SAP코리아

080-219-2400

www.sap.com/korea

USIS

052-271-8922

www.usis.kr

오나인솔루션즈코리아

02-6013-3125

https://blog.naver.com/
o9solutions

필츠코리아

010-8681-1948

www.pilz.com/ko-KR

자이오넥스코리아

02-523-1203

zionex.com/global

셉티코

02-6263-7702

www.safetyko.co.kr

신우티엠에스

031-499-6178

www.swtms.co.kr

피플앤드테크놀로지

070-5088-4811

www.pntbiz.co.kr

더다온

032-811-1080

www.daonsnt.co.kr

아이브스

02-6920-7200

www.ivstech.co.kr

코파스

02-401-1606

www.kofas.co.kr

마로로봇테크

032-327-1713

www.marorobot.com

빈플럭스

070-4350-5615

www.vinflux.co.kr

16

Forklift

www.tovica.co.kr

032-561-4016

www.rockwellautomation.com

www.mobyusnvc.com

1577-0948

빅텍스

02-2188-4400

02-598-5836

태진이엔지

www.f2m3s.co.kr

광우

18
15

031-266-1586~7

홈페이지

CCTV

14

에프엠에스 코리아

로크웰오토메이션

모비어스밸류체인

sylift.net

RFID

www.komets.co.kr

www.emro.co.kr

twinny.ai

1644-7892

17

031-732-5990

02-785-9848

042-716-1558

쌍용리프트

Mobile
Computer

코메츠

엠로

트위니

www.hyundai-ft.com

Conveyor System

10

info@kmvia.org

www.hanultl.com

www.skck.com/kr/ko

www.doosanlogistics.com

1661-4241

11

E-mail

031-246-0810

02-786-6321

031-270-1800

현대지게차

9

02-897-5758

한울티엘

씨크코리아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www.clark-forklift.co.kr

Scanner

연락처

홈페이지

www.zin.co.kr

www.robotis.com

031-356-6030

12

배소희

대표전화

02-850-0200

070-8671-2600

삼성중공업경기판매(주)

7

담당자

기업명

진코퍼레이션

로보티즈

www.soosung.com

8

13

머신비전 콤포넌트/
시스템

Cold Chain Solution

대표전화

홈페이지

www.t-robotics.net

032-820-5160

Cold Chain
Solution

shinjae.kim@logi-spot.com

031-769-9219

수성

4

010-2311-6610

티로보틱스

홈페이지

Machine vision

김신재

www.yujinrobot.com

대표전화

3

Industrial
Printer

디지털물류서비스

032-550-2300

기업명

기업명

6

홈페이지

유진로봇

3

2

디지털물류서비스

홈페이지

031-830-5900

5

AVGs

1

자동라벨러

싸이로드

042-360-0170

www.kmvia.org

Auto Labelling Machine
비디오젯코리아

홈페이지

Forklift

홈페이지

www.sjsun.co.kr

17

홈페이지

bjw3631@asetec.co.kr

7

Machine Vision
한국머신비전
산업협회

010-6800-7940

010-5738-0591

에이치디앤피

8

Auto Labelling Machine

Color Label Machine

배종완

성진시스템

기업명

물류자동화 DPS/DAS

Rack system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는 기술

02-895-5010

대동엘엔에스

물류자동화 DPS/DAS

홈페이지

02-6094-1114

이랙스

2

Rack system

홈페이지
www.fluke.co.kr

기업명

14

에어리크 탐지 솔루션
담당자

010-5166-6311

E-mail

ryan.kim@fluke.com

홈페이지
nosnos.kr

기업명

13

WMS
스페이스리버

김귀희

연락처

Energy Saving

Safety

Copyright © Chomdan Corp. All Rights Reserved.

Energy Saving
한국플루크

디지털물류서비스

WMS

노스노스
담당자

엠앤에스솔루션

손충현

연락처

1899-0846

E-mail

chson@spaceriver.kr

대표전화

홈페이지

대표전화

스트라타시스코리아

02-2046-2200

www.stratasys.co.kr

스페이스리버

1899-0846

nosnos.kr

3D시스템즈코리아

02-6262-9900

ko.3dsystems.com

네오시스템즈

02-566-4813

www.neosys.co.kr

한국기술

1899-8731

www.ktech21.com

한국비즈넷

02-855-2181

www.kobiznet.co.kr

홈페이지
godexkorea.com

홈페이지

기업명

11

Industrial Printer

대표전화

산업용 바코드 프린터
담당자

터크코리아

이형모

연락처

02-3446-5126

E-mail

hyungmo337@hanmail.net

홈페이지
Your Global Automation Partner

www.turck.kr

홈페이지

기업명

12

RFID / 센서
터크코리아 산업용솔루션
담당자

김선혜

연락처

02-6959-5494

E-mail

sh.kim@turck.com

대표전화

유니정보(하이하이몰)
홈페이지
www.hihimall.com

홈페이지

기업명

10

Scanner

대표전화

바코드 스캐너/프린터
담당자

임경빈

연락처

1670-8792

E-mail

uni@uniinfo.co.kr

Mobile Computer
데이터로직코리아
홈페이지
www.datalogic.com

홈페이지

기업명

모바일 컴퓨터
담당자

이송이

연락처

02-830-7199

E-mail

marketing.kr@datalogic.com

대표전화

홈페이지

TSC코리아

02-852-3322

www.tscprinters.com

에일리언테크놀로지

070-7012-1317

www.alienasia.com

지브라코리아

02-6137-6510

www.zebra.com/kr/ko

포인트모바일

02-3397-7870

www.pointmobile.com

한국엡손

1566-3515

www.epson.co.kr

아이디로

031-225-7881

idro.co.kr

한국하니웰

02-3483-4879

www.honeywellaidc.com/ko-kr

지브라코리아

02-6137-6510

www.zebra.com/kr/ko

에이버리데니슨

02-3406-6200

label.averydennison.com/ap/ko

알에프캠프

02-593-8808

www.rfcamp.com

고덱스

02-830-7199

www.datalogic.com/kor/

한국하니웰

02-3483-4879

www.honeywellaidc.com/ko-kr

www.godexkorea.com

부라더상사

데이터로직코리아

02-3446-5126

02-3446-5126

brother.co.kr

뉴랜드코리아

010-4622-6449

www.newlandaidc.com/kor/

엠쓰리모바일

02-574-0037

www.m3mobile.co.kr

솔바텍

1544-0881

www.cosmosmall.co.kr

빅솔론

031-218-5500

www.bixolon.co.kr

코그넥스

02-539-9980

www.cognex.com

데이터로직코리아

02-830-7199

www.datalogic.com/kor/

한국물류시스템

031-917-5557

www.kms21.com

영일교육시스템

1670-3463

www.yes01.co.kr

현대무벡스

02-3782-1522

www.hyundaimovex.com

사토코리아

02-761-5072

satoasiapacific.com/korea/ko/

터크코리아

02-6959-5490

www.turck.kr

한국포크피르트

1544-9094

www.elift.co.kr

신도리코

02-460-1114

www.sindoh.com

한국네트웍스

031-5178-8200

www.hankook-networks.com

에이루트

031-8077-5000

www.miniprinter.com/ko

네톰

02-525-3035

www.nethom.co.kr

HP코리아

02-2195-0641

www8.hp.com/kr

유스엠

02-861-3734

www.ussm.co.kr

지브라코리아

02-6137-6510

www.zebra.com/kr/ko

지브라코리아

02-6137-6510

www.zebra.com/kr/ko
www.honeywellaidc.com/ko-kr

www.newlandaidc.com/kor/

www.zin.co.kr

02-3483-4879

010-4622-6449

02-850-0200

한국하니웰

뉴랜드코리아

진코퍼레이션

www.honeywellaidc.com/ko-kr

www.sick.com/kr

www.carima.com

02-3483-4879

02-786--6321

02-3663-8877

한국하니웰

씨크코리아

캐리마

빅솔론

031-218-5500

www.bixolon.co.kr

발루프코리아

031-8064-1758

www.balluff.com/local/kr/home

하이하이몰

1670-8792

www.hihimall.com

블루버드

1577-0778

www.bluebirdcorp.com

프로토텍

1544-7662

www.prototech.co.kr

빈플럭스

070-4350-5615

www.vinflux.co.kr

티비에스

032-665-0014

www.tbs2000.co.kr

아시아나IDT

02-2127-8425

www.asianaidt.com

버텍스아이디몰

1644-4589

www.vertexidmall.com

젠투웨이브

031-607-7537

www.gen2wave.com

두산산업차량

1688-6262

www.doosan-iv.com

오엠코리아

031-906-6667

www.o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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