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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2017. 4. 26 (수) ~ 28(금) / 3일간

장

소

김대중컨벤션센터

규

모

7개국 126개사 272부스 / 6,048㎡

주

최

주

관

후

원

품

목

6대뿌리기술 및 소재·부품, 3D 프린팅, 스마트팩토리

구

성

전시회, 수출상담회, 뿌리산업포럼, 채용박람회

OVERVIEW
Date

April 26(Wed) ~ April 28(Fri), 2017 / (3days)

Venue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Gwangju, Korea

Scale

7 countries, 126 company, 272 booth

Host
Organizer
Support
Six-essential Technologies of PPURI Industry (Casting, Molding,
Plastic Working, Welding, Surface Treatment, Heat Treatment), 3D
Printing, Materials & Components, Smart Factory
Program
Exhibition, Business Meeting, PPURI Industry Forum, Job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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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Item

세부일정표
구분

일 자

시간

행사명

장 소

공식행
사

4.26(수)

11:00~12:00

개막식

전시장內
세미나장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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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뿌리
산업
포럼

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KOTRA

4.26(수)~
해외 비지니스 센터장 초청
부스방문
10:00~17:00
28(금)
해외 수출상담회
국내(1차벤더)바이어상담회

세미나

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304호

4.26(수)

9:00~17:00 표면처리기술시리즈 강습회

4.26(수)

13:00~17:00

뿌리 기술포럼

공군군수사령부, 캠틱종합기술원

4.27(목)

10:00~17:00

국제 수소포럼

광주광역시,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시장內
세미나장 (재)그린카진흥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4.28(금)

13:00~16:00

소재 기술 포럼

10:30~10:50 수출계약 및 MOU체결식
4.26(수)

한국표면공학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6
~207호

(사)광주전남뿌리산업진흥회

17:30~19:00

뿌리깊은 밤

201
~204호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3:20~14:00

중소기업청
인력지원사업설명회

다목적1홀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

14:00~17:00

광주·전남
대규모 합동 채용박람회
- 뿌리기업
- 에너지밸리
- 산업기능요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다목적2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한국전력공사

4.27(목)

09:00~11:00

테크니컬투어 1

기아자동차

4.28(금)

09:00~11:30

테크니컬투어 2

무각사, 아시아문화전당(ACC)

특별
프로
그램
4.28(금)

투어

Main Event
Section

Date

Time

Event

Venue

Host

Official
Event

26 (Wed)

11:00~12:00

Opening Ceremony

Seminar Room
in Exhibition
Hall

Gwangju Metropolitan City
Gwangju Metropolitan City / KOTRA

Business Meeting for Export
Business
Meeting

Seminar

Forum

26 (Wed)
~ 28 (Fri)

Business Meeting for Overseas
Export (inviting Head of Overseas Visiting booths
10:00~17:00
Business Center)
by scheduled
plan
Domestic(tier 1) Vendor Business
Meeting

26 (Wed)

9:00~17:00 Training Class by Surface Treatment Technology

26 (Wed)

13:00~17:00

27 (Thu)

13:00 ~16:00
10:30~10:50

Manufacturing Technology Forum

Int'l Hydrogen Forum

Gwangju Metropolitan City
KDJ Convention Center
The Korean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
Air Force Logistics Command, CAMTIC

Gwangju Metropolitan City
Seminar Room Korea Automotive Technology Institute
(in exhibition Gwangju Center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hall)
Gwangju Greencar Promotional Center

Materials Technology Forum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Export Contract and MOU Signing
Gwangju/ Jeonam
Unit 206~207 Association of Root Industry
Ceremony

26 (Wed)
17:00~19:00

13:20~14:00

Special
Program
28 (Fri)

Welcome Reception for all
participants

Unit 201~204

Gwangju Metropolitan City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Briefing session with high-schools Multi-Purpose Gwangju Chonnam Small
and Medium Business
specialized in technology, bio,
Hall 1
electronic, steel etc.
Administration

Gwangju Chonnam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Recruitment fair with Companies
Korea
Multipurpose
Gwangju Metropolitan City /
specialized in Manufacturing
14:00~17:00
JeollaNamdo
Technology·Energy Valley· Skilled
Hall 2
Mil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ndustry Personnel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27 (Thu)

9:00~11:00

Technical Tour 1

KIA Motors

28 (Fri)

9:00~11:30

Technical Tour 2

Mugak Temple & Asia Culture Center (ACC)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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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Fri)

10:00~17:00

Unit 304

Gwangju Technopark

2017 국제뿌리산업포럼
날짜 시 간

내

용

13:00
■ 뿌리산업 이행보증 설명회
~14:00

뿌
리
기
술

14:00
■ 부품국산화/정비능력개발 절차 및 주요품목 소개
4.26 ~15:00
(수) 15:00
■ 3차원스캐너를 활용한 제품 검사 및 역설계 활용
~16:00
16:00
■ 금형가공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17:00

연

사

자본재공제조합 안형균 팀장
대한용접협회공군군수사령부 정정이 소령
한국헥사곤메트롤로지 김호수 부장
캠틱종합기술원 이희관 단장

SESSION 1 수소산업동향

8

10:20
■ 광주광역시 수소산업 현황
~10:40

자동차부품연구원 정길성 박사

10:40
~11:00

■ 창원시 수소산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창원산업진흥원 강영택 연구원

11:00
~11:30

■ 주요국의 수소전기차 활성화 요인분석 및 국내
정책 제언도출

www.mftshow.kr

11:30
■ Global trends in industry for hydrogen
~12:00

GIST (광주과학기술원) 홍성안 교수
세계수소에너지학회 John W. Sheffield 이사

SESSION 2 수소융합충전소

수
소
산
업

13:00
■ 에어리퀴드의 한국형 수소충전소 연구/개발 소개
4.27 ~13:30
(목) 13:30
■ On-site H2 Station using HYSERVE Japan
~14:20
14:00
■ 건물용 연료전지 기술 및 시장현황
~14:30
14:30
■ 액화수소기반 수소충전소
~15:00
15:00
■ 플라즈마 화학을 이용한 수소생산
~15:30

에어리퀴드 최현규 차장
오사카 가스 Shun Yamagami 부장
에스퓨얼셀 김민석 팀장
하이리움산업 김서영 대표
한동대학교 이봉주 교수

SESSION 3 수소 소재 부품융합산업

소
재

16:00
■ 수소전기자동차용 수소저장기술
~16:30

일진복합소재 유계형 책임연구원

16:30
■ 특수목적용 연료전지 개발동향
~17:00

프로파워 황상문 소장

13:00
■ 전자선을 이용한 복합소재 개발
4.28 ~14:00
(금) 14:00
■ 플라즈마를 이용한 나노소재 합성 기술
~15:00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강필현 책임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홍용철 책임연구원

International Manufacturing Technology (PPURI) Forum
날짜 시 간
13:00
Man
~14:00
ufact
14:00
u4.26 ~15:00
ring
(Wed) 15:00
Tec
~16:00
hn16:00
olog
~17:00
y

내

용

■ An Introduction to the Assurance Service for
Root Industries
■ Key Item Description & Procedure For Domestic
Development of Air and Space weapon System Parts

연

사

Hyeong-kyun Ahn / Team leader of Machinery
Financial Cooperative
Jung-yi Jung / Major of Air Force
Logistics Command

■ Protect Inspection and reverse engineering by
using 3D scanner

Ho-soo Kim / General Manager of
Hexagon Manufacturing Intelligence

■ Smart Factory System for machining of mold
and die casting

Hee-gwan Lee / Leader of Camtic

SESSION 1 Global Trends in Industry for Hydrogen
10:20 ■ The state of hydrogen industry in
~10:40
Gwangju

e
n

■ Policy suggestion for the demonstration
promotion of fuel cell electrical vehicles

Seong-ahn Hong / Professor of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John W. Sheffield / Fellow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Hydrogen Energy

SESSION 2 Hydrogen Fusion Station

d

g

11:00
~11:30

Young-tec Kang/ Researcher of
Changwon Industry Promotion Agency

13:00
~13:30
4.27
(Thu)

■ Study of Standard HRS (Hydrogen
Refueling Station) for Korea with Global
Fueling protocol by Air Liquide

Hyunkyu Choi/ Sr. engineer of Air Liquid

13:30 ■ On-Site H2 Station using HYSERVE in
Japan
~14:00

Shun Yamagami/ Osaka Gas

14:00 ■ Status of markets and technologies for
residential fuel cell systems
~14:30

Min-seok Kim / Team leader of SFuelcell

14:30
■ Liquid Hydrogen Refueling Station
~15:00

Seo-young, Kim / Representative Director of
Hylium Industries, INC.

15:00 ■ Hydrogen generation using a plasma
chemistry
~15:30

Bong-ju, Lee / Professor of Handong
University

SESSION 3 Materials and Components Fusion Industry for Hydrogen
16:00 ■ Hydrogen Storage Technologies for
Hydrogen Fuelcell Electric Vehicle
~16:30
16:30 ■ Development trend of low temperature
type Fuel Cell for special purpose
~17:00
13:00 ■ Development of composite materials by
Materie-beam
als & 4.28 ~14:00
Compo (Fri) 14:00 ■ Nano material synthesis using a plasma
-nents
~15:00
in or on liquid

Gye-hyoung Yoo / Senior Research Engineer of
ILJUN Composites
Joseph Hwang / Director of Pro-power
Communication co., ltd.
Phil-hyun, Kang / Senior Research
Engineer of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Yong-cheol Hong / Senior Research
Engineer of National Fusion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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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o

■ Hydrogen Industry Status and Plan in
Changwon

11:30
■ Global trend in industry for hydrogen
~12:00

H

r

10:40
~11:00

Gil-sung Jung / Head of powertrain research
center in KATECH

연사 프로필
연
4.26
(WED)

사

시간

강연제목

공군 군수사령부
정정이 소령

14:00
~15:00

부품국산화/정비능력개발 절차
및 주요품목 소개

한국헥사곤메트롤로지
김호수 부장

15:00
~16:00

3차원 스캐너를 활용한
제품 검사 및 역설계 활용

캠틱종합기술원
이희관 단장

:00
~17:00

금형가공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자동차부품연구원
정길성 센터장

10:20
~10:40

광주광역시 수소산업 현황

창원산업진흥원
강영택 연구원

10:40
~11:40

창원시 수소산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광주과학기술원
홍성안 교수

11:00
~11:30

주요국의 수소전기차 활성화
요인분석 및 국내 정책 제언도출

세계수소에너지학회
John W. Sheffield 이사/

11:30
~12:00

Global trend in industry for
hydrogen

에어리퀴드
최현규 차장

13:00
~13:30

에어리퀴드의 한국형 수소충전소
연구/개발 소개

뿌리
기술
포럼
Man
ufa
ctur
ing
Tec
hnol
ogy
For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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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THU
R)
수소
산업
Hyd
rog
en
For
um

연사 프로필
연

4.27
수소
산업

4.28
(FRI)
소재
포럼
Comp
onent
s and
mater
ials
Foru
m

시간

강연제목

오사카 가스
Shun Yamagami 부장

13:30
~14:20

On-Site H2 Station using
HYSERVE in Japan

에스퓨어셀
김민석 팀장

:00
~14:30

건물용 연료전지 기술 및
시장현황

하이리움산업
김서영 대표

~15:00

액화수소기반 수소충전소

11

한동대학교
이봉주 교수

~15:30

플라즈마 화학을 이용한
수소생산

일진복합소재
유계형 책임연구원

16:20
~16:30

수소 전기자동차용 수소저장기술

프로파워
황상문 소장

16:30
~17:00

특수목적용 연료전지 개발동향

한국원자력연구원
강필현 책임연구원

13:00
~14:00

전자선을 이용한 복합소재 개발

국가핵융합연구소
홍용철 책임연구원

14:00
~15:00

플라즈마를 이용한
나노소재 합성기술

2017 국제뿌리산업전시회

Hyd
rog
en
For
um

사

Profile of Speakers
Speaker
4.26
(WED)
뿌리
기술
포럼
Man
ufa
ctur
ing
Tec
hnol
ogy
For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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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THUR)
수소
산업
Hyd
rog
en
For
um

Jung-yi Jung /
Major of Air Force
Logistics Command
Ho-soo Kim /
General Manager of
Hexagon Manufacturing
Intelligence

Time

Title of Lecture

14:00
~15:00

Key Item Description &
Procedure For Domestic
Development of Air and
Space weapon System Parts

Protect Inspection and
15:00
reverse engineering by using
~16:00
3D scanner

Hee-gwan Lee /
Leader of Camtic

4.26(수)
16:00
~17:00

Smart Factory System for
machining of mold and die
castingr

Gil-sung Jung /
Head of powertrain
research center in
KATECH

10:20
~10:40

The state of hydrogen
industry in Gwangju

Young-taec Kang /
10:40 Hydrogen Industry Status and
Researcher of Changwon
Plan in Changwon
~11:40
Industry Promotion Agency
Seong-ahn Hong /
Professor of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1:00
~11:30

Policy suggestion for the
demonstration promotion of
fuel cell electrical vehicles

Fellow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Hydrogen
Energy

11:30
~12:00

Global trend in industry for
hydrogen

Hyun-kyu Choi /
Sr. Engineer of
Air Liquide

Study of Standard HRS
(Hydrogen Refueling Station)
13:00
~13:30 for Korea with Global Fueling
protocol by Air Liquide

Profile of Speakers
Speaker

4.27
(THUR)
수소
산업

Title of Lecture

OSAKA GAS
Shun Yamagami

13:30
~14:20

On-Site H2 Station using
HYSERVE in Japan

Min-seok Kim /
Team leader of S-Fuelcell

:00
~14:30

Status of markets and
technologies for residential
fuel cell systems

Seo-young, Kim /
Representative Director of
Hylium Industries, INC.

~15:00

Liquid Hydrogen Refueling
Station

13

Bong-ju, Lee /
Professor of Handong
University

15:00
~15:30

Hydrogen generation using
a plasma chemistry

Gye-hyoung Yoo /
Senior Research Engineer
of ILJUN Composites

:20
~16:30

Hydrogen Storage
Technologies for Hydrogen
Fuelcell Electric Vehicle

Joseph Hwang /
Director of Pro-power
Communication co., ltd.
4.28
(FRI)
소재
포럼
Comp
onent
s and
mater
ials
Foru
m

Development trend of low
16:30
temperature type Fuel Cell for
~17:00
special purpose

Phil-hyun, Kang /
Senior Research Engineer
of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3:00
~14:00

Yong-cheol Hong /
Senior Research Engineer
of National Fusion
Research Institute

14:00 Nano material synthesis using
a plasma in or on liquid
~15:00

Development of composite
materials by e-beam

2017 국제뿌리산업전시회

Hyd
rog
en
For
um

Time

부스 배치도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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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목록 List of Exhibitors
부스
번호

업 체 명

COMPANY

PAGE

A-101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

A-102

극동볼트

KUK DONG BOLT Co., Ltd.

-

A-102

대구테크노파크

DAEGU Export Consultation

-

A-102

이노알앤씨

INNORNC Co.Ltd.

-

A-102

진영Rns

jinyoungR&S Co., LTD

-

A-102, F101

화신테크

Hwashin tech Co. Ltd.

110

A-103

서광

SEOGWANG Co.,LTD

54

A-104

중앙이엠씨

JOONGANG EMC.,LTD

85

A-105

모아산업

Moa Industry

46

A-106, C-102

한성스틸

HANSUNGSTEEL.CO,LTD

106

A-107

해원MSC

HAWON MSC Co.,Ltd

108

A-108

제일피엔이

JEIL P&E Inc.

83

A-109

픽슨

FIXON Inc.

8

A-110

더블유원

W-ONE CO.,LTD

38

A-111

주식회사 윈가람

WINGARAM CO.,LTD

74

15

A-112

엠티에스

MTS CO.,LTD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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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3 남부대 핵심제조기반산업의 구조고도화지원 RIS사업단 NBU RIS PROGRAM FOR MANUFACTURING-BASED TECHNOLOGY INDUSTRY

26

A-113

대일기공

DAEIL MACHINERY CO.,LTD.

A-113

시흥금속

SIHEUNG METAL inc.

56

A-113

지메이드

g-made Co.,Ltd.

86

36

A-113

티엠씨

TMC Co., Ltd.

94

B-101, C-101

화인특장

Finemotors Co., Ltd.

111

B-102

신안그린테크

SHINAN GREEN TECH CO.,LTD

57

B-103

새온누리그린테크

Sea Onnuri Green Tech co.LTD

53

B-104

프릭사

FRIXA CO., LTD.

97

B-105

삼원산업사

Samwon Industrial Co., Ltd.

49

B-106

뉴텍

NEWTEC CO.,LTD

28

B-107

지알켐

GALCHEMY CO., LTD.

87

B-108

전남테크노파크

JEONNAMTECHNOPARK

79

B-109

신화테크

SHIN HWA

8

B-110

주식회사 테크빌

TECHVILL CO., LTD.

3

B-11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순천해룡산업단지

GFEZ(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21

B-111

대우건설

Daewoo E&C

35

B-111

순천시청

Suncheon City Hall

55

C-103

위너스파워

WINNERS POWER CO,LTD.

73

C-104

우성마그네트

WOOSUNG MAGNET CO., LTD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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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번호

업 체 명

COMPANY

PAGE

C-105

광주전남뿌리산업진흥회 상담 ZONE

Gwangju Jeonnam Root Industry Promotion Association

119

C-106

캠틱종합기술원

CAMTIC

89

C-107

기공시스템

GIGONG SYSTEM CO.,LTD

24

C-108

씨컴퍼니

C-Company

60

C-109

3D테크놀로지

3DTECHNOLOGY Co., Ltd.

114

C-110

주식회사 원진

WONJIN CO.,LTD

72

C-111

마노 인터내셔널

MANO INTER NATIONAL

43

전북뿌리산업연합회((재)자동차융합기술원)

Jeonbuk Institute of Automotive convergence

78

대경보스텍

DAEGYEONG BOSTECH CO.,LTD.

30

D-101

대경에이티

DAEGYEONG ACETECH CO.,LTD.

31

D-101

대경제이엠

DAEGYEONG JUNG MYEONG CO.,LTD

32
96

D-101

프리모

PRIMO Co.,LTD

D-102

이바이오지피

EBIOGP CO.,LTD

76

D-103

그린이앤씨

GREEN E&C,CO.,LTD

23

16

D-104

삼호용접기

SAMHO WELDING MACHINE CO., LTD.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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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3
D-101

D-105

남도금형

NAMDOMOLD

25

D-106

케이티모터스

KT MOTORS

92

D-107

디엠티

DMT CO.,LTD

41

D-108

동양금속

DONGYANGMETALCO.,LTD.

40

D-109

대일기공

DAEIL MACHINERY CO.,LTD

-

D-110

에이에이테크

AA-TECH CO.,LTD.

66

D-111

GEC

GEC

88

D-112

은혜기업

EUNHYE INDUSTRIAL,CO.,LTD

75

D-113

대진

DAEJIN CO.,LTD.

37

D-114

주)현대금속

HYUNDAI METAL CO.,LTD.

109

D-115

삼일전력

Samil Electric Power

-

D-116

현대하이텍

HYUNDAI HI-TEC CO.LTD

117

D-11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100

E-101

파로코리아

FARO KOREA

95

E-102

예스레이저

YESLASER CORPORATION

70

E-103

마토코리아

MATOKOREA CO.,LTD.

44
101

E-104

한국이에스아이

ESI KOREA

E-105

3D프린터 전문 주식회사 씨이피테크

CEP TECH CO.,LTD

59

E-106

전진티티에스

JUNJINTTS CO LTD

80

E-107

아이티공간

ITS CO., LTD.

62

E-108

에스비메드

SB MED

63

참가업체 목록 List of Exhibitors
부스
번호

업 체 명

COMPANY

E-109

3D 융합상용화지원센터

Gwang-ju Technopark 3D convergence biz center

E-110

제이앤엘테크

J&L Tech Co., Ltd.

113
82
103

PAGE

E-111

한국캐스터 산업

HAN KUK CASTER INDUSTRY

E-112

네오엘에프엔

NEO LFN CORP.

27

F-102

에스씨피

SCP CO., LTD.

64
69

연도통상

YEONDO

F-104

씨티에이플러스

CTAPLUS CO., LTD.

61

F-105

2017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2017 DAEGU MACHINERY EXPO

67

F-106

대동금속

DAEDONG METALS CO.,LTD.

34

F-107

에어렉스(무등산업)

AIRREX

47

F-108

케엠사

KM CORP.

90
50

F-109

삼원친환경

SAMWON-ECO

F-110

광주·전남 3D프린팅 협회

Gwang-ju·Jeonnam 3D Printing Association

22

F-111

리플

Ripple

42

F-112

다윈테크

Darwin Tech

29

17

F-113

에스코 알티에스

ESCO RTS Co.,Ltd.

65

F-114

한국코드스트랩

HANKOOK CORDSTRAP CO.,LTD.

104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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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3

F-115

빅토리이엔디

VICTORY E&D

G-101

덕산코트랜

DUCKSAN COTRAN

39

G-102

디지·몰드

DG·MOLD

116

G-103

거백 CAD/CAM

GEO BACK CAD/CAM

20

G-104

주식회사 메가콤

MEGACOM CO.,LTD

45

G-105

한국헥사곤메트롤로지(유)

Hexagon Metrology Korea LLC

105

G-106

한스디지털

Hans Digital

107

G-107

케이시스템

K System

91

G-108

3D 스튜디오 보스

3D Studio VOS

112

G-109

JW세한

JWSAEHAN CO., LTD

81

G-110

티디엘

TDL CO.,LTD.

115
77

G-111

일진복합소재

ILJIN COMPOSITES CO.,LTD

H-101

삼진웰텍 주식회사

SAMJIN Wel-Tech Co.,Ltd

51

H-102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용접·접합과학공학과

DEPARTMENT OF WELDING AND JOINING SCIENCE ENGINEERING, CHOSUN UNIVERSITY

84
48

H-103

사단법인 대한 용접 협회

Daehan Welding Society Corporation Aggregate

H-104

2017 글로벌소재부품산업대전

INTERNATIONAL MATERIAL&COMPONENTS INDUSTRY SHOW

-

H-105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SOS1379

99

H-107

한국종합기술

KOREA TOTAL TECHNOLOGY CO.,LTD.

102

Z-105

공군군수사령부

ROKAF LOGISTICS COMMAND

-

참가업체 소개
Directory of
Exhibitors

Booth No.

G-103

거백 캐드캠
GEO BACK CAD/CAM

대표자 _ 이형진 Lee Hyung Jin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559, 305호(이노비즈타워)
305rm 559,Dalseo-daero, Dalseo-gu, Daegu,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53-600-8666
jin8686@chol.com
zw3dkorea.co.kr ncgcam.co,kr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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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ZW3D
NCGCAM
CADbro
NANO CAD

FAX

053-600-8667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GWANGYANG BAY AREA FREE ECONIMIC ZONE AUTHORITY

Booth No.

B-111

대표자 _ 권오봉 Kwon Oh-bong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1100 Indeok-ro, Gwangyang-eup, Gwangyang-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1-760-5114
gfez@korea.kr
http://www.gfez.go.kr

FAX

061-760-5703

회사소개

The GFEZ was established in 2003 to build the world's best hub of logistics and
advanced industry, and it has performed extremely well. It would not be too much to say
that the GFEZ has been reborn as a major driver of national development that produces
some 10% of national GDP. Land, sea, and air transportation are all efficiently connected
with the Gwangyang Port, making the GFEZ the most advantageous location for
international logistics, advanced industry, tourism and more. To make the most of these
favorable conditions and perform the leading role of a specialized economic zone, the
GFEZ authority will be focused on the issues to ensure that the industrial complexes and
hinterlands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panies are promptly and smoothly
developed. Also, to facilitate resident companies' management and operations and help
them take lead in job creation and stimulation of the regional economy, the one-stop
support system will be provided. The GFEZ is the hope and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and the best opportunity for global companies. If your eyes are focused
towards the coming decades, you won't hesitate to choose the GFEZ. We promise to be
your successful business partner! Thank you!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및 투자유치
Development & Investment At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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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10월에 지정되어 202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물류 중심도
시를 목표로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은 지난해 국내 총생산의 10% 정도를 차지할 정
도로 국가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많은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
역은 수도권에 비해 1/3 수준으로 저렴하게 산업단지를 분양하고 있어 입주기업에게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광양항을 비롯해서 육상 교통망이 잘 정비되어 있어 물류비용이 저렴한 지역
입니다. 우리청은 광양만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에게 제공할 산업단지와 배후단지를 신속히 개
발하여 국내의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입주하는 기업에
게는 모든 행정절차를 ONE-STOP으로 지원하고 경영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
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계신다면 광양만권경
제자유구역으로 오십시오! 최고의 행정서비스로 귀하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Booth No.

F-110

광주·전남3D프린팅협회
Gwang–Ju·Jeonnam 3D Printing Association

대표자 _ 최성용 Choi seong yong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404호
249, Chuam-ro, Buk-gu, Gwangju,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602-0390
sunlion82@naver.com

FAX

062-602-0391

회사소개
법인명칭 : 사단법인 광주전남 3D프린팅협회 (제 2016-광주광역시-02호)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404호
대표자 : 최성용
3D프린팅 교육, 지역산업연계, 3D프린팅산업 저변확대,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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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의 3D프린팅산업 저변확대에 기여
협회가 보유한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
- 초 중 고 무료 체험교실 정기적으로 실시
- 포럼과 세미나를 통한 일반인들의 3D프린팅산업에 대한 이해도 고양
- 소외시설(고아원,소년원 등)과 연계하여 창의적 진로탐색에 대한 교육시행
- 장애인을 위한 무료 3D프린팅 의수제작 및 장애반려동물을 위한 3D프린팅 보형물
제작지원
- 낙도지역 학생대상 선진기술체험 행사진행
- 지역의 신규스타트업 업체지원
- 정부지원정책 공유를 통한 업체지원, 기술공유 및 교육을 통해 기술력 확보지원
- 원활한 교류를 위한 인적네트워크 구성지원

㈜그린이앤씨
GREEN E&C ,CO.,LTD.

Booth No.

D-103

대표자 _ 윤명희 Yoon Myeong Hee
전남 담양군 담양읍 에코길 44-7
44-7 Eco-gil Damyang-eup, Damyang-gun, Jeollanam-do,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1-383-3220
green3833220@naver.com

FAX

061-383-3221

회사소개
그린이앤씨는 2008년에 설립했습니다. 장기간 숙달된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직원들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 및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의
기술과 결합된 태양 광발전장치는 한국에서 인기있는 제품입니다. 사훈은 더 좋은 제품을 더 좋은 품
질로 최상의 경쟁가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품질향상과 기술적 진보, 장인정신을 내포한 책임의식을 바
탕으로 보다 나은 가치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거리조명과 경관조명을 책임지고 있는 그린이앤씨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LED제품
은 자연적인 디자인과 환경과 어울리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조명을 넘어 환경과의 조화
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GREEN E&C, taking charge of street light and scenery design of the park light produces
a high quality goods. LED products have a design for nature and fits any places like a
sculpture. We think it to harmonize with surroundings, with jumping over just lighting.

태양광발전장치

LED보안등(cob타입)

LED보안등(모듈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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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GREEN E&C Co. is established in 2008. We have lots of long-term staff. Based on
this staff, We are dedicated to develop and to provide high quality industrial power
energy technologies for both people and natural resources. Especially, solar generation
system is very popular in korea, which is based on green technology combining high
technology. Our objective is to make the best goods with best quality, at the most
competitive price. We try to enhance valuable goods based on quality improvement and
technology innova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with professional mind. Your support and
care will be greatly appreciated. thanks.

Booth No.

C-107

기공시스템(주)
GIGONG SYSREM CO.,Ltd

대표자 _ 문병기 Moon Byung Gi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생활지원로봇센터 410호
410, Living Robot Support Center, 333,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73-7101
gigongk@gmail.com
www.gigongsys.co.kr

FAX

062-973-7102

회사소개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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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첨단 정보화 산업을 주도해온 기공시스템(주)이 지역과 국제경쟁력에 발맞
춰 온지도 벌써 20여년의 연륜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첨단 정보기술이 발달되면서 과거 남의것을
모방하는 단계에서 벗어난 신기술, 신제품을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3차원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CAD/CAM/CAE 분야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특히 3D 프린터와 연계되어 성장하는 3D산업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CAD/CAM/CAE 등의
SOLUTION을 판매, 기술지원, 컨설팅을 지원하며, 새로운 IT기술을 접목한 생산설비기술을 제안합니
다.
Wellcome to our company.
We have led the high-tech industry in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ver the past 20
years. The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provides users with new technology and
products rapidly. Our expertise is in the field of cad/cam/cae, and we are doing our best.
In the 3D industry, we are selling competitive solutions, consulting and supporting
technology. We suggest the production facility techonology that combines new IT
techonologies.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SIEMENS NX, MDS, InventorCAM/SolidCAM, 3D Solutions(3D Printer, Scanner), 드론 관련 기
술개발
SIEMENS NX, MDS, InventorCAM/SolidCAM, 3D Solutions(3D Printer, Scanner), Drone
Engineering System

남도금형㈜
NAMDO MOLD

Booth No.

D-105

대표자 _ 오기종 OH KI JONG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54 남도금형
54, Hanamsandan 7beon-ro, Gwangsan-gu, Gwangju,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AX
062)951-6450
062)951-6470
Jason_kim@ndmold.co.kr, sunow@ndmold.co.kr
www.ndmold.co.kr

회사소개
사업분야 : 사출금형제작, 플라스틱 사출품 생산
주생산품 : 자동차 내*외장재 부품 및 도금, 생활가전 부품
사업장 : 1공장-광주(금형), 2공장-광주(사출), 3공장-부산(도금)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생활가전 제품 생산용 금형 및 사출품 생산,
자동차 내*외장재 금형제작 및 사출품 생산, 도금
신기술 : Green Mold – 금형 표면 온도 제어를 통해 고광택 제품 사출
후처리 공정 삭제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
신제품 : TESLA Model X Seat Back
Production of Injection mold & Parts for Home electronics parts,
Production of Injection mold & Parts for Vehicle interior & exterior.
New Technology : Green Mold – Injection of High gloss product through mold surface
temperature control, Cost reduction effect by elimination of post-treatment process.
New Product : TESLA Model X Seat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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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ess Area : Production of Injection Mold, Plastic products.
Main product : Interior of Vehicle, Home electronic parts.
Company Directions : 1stFactory– Gwang Ju(Injection Mold)
2ndFactory– Gwang Ju(Plastic Products)
3rdFactory– Busan(Plating)

Booth No.

A-113

핵심제조기반기술산업의 구조고도화 RIS사업단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NBU RIS Program for Manufacturing-based Technology Industry

대표자 _ 강보안 Bo An, Kang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23 (월계동 864-1)
23, Cheomdanjungang-ro, Gwangsan-gu, Gwangju,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AX
062-970-0095
kimyr@nambu.ac.kr, sja@nambu.ac.kr
http://www.gjppuriris.com

062-970-0089

사업단 소개
핵심제조기반기술산업의 구조고도화RIS사업단은 2012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
의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6년(1단계 3년 + 2단계
3년)간 제조기반 기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의 소성가공·표면처리 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제
조기반기술산업의 구조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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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핵심제조기반기술산업의 구조고도화지원사업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사업기간 : 2012년 3월 ~ 2018년 2월(6년 / 1단계 3년+2단계 3년)
주관기관 :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여기관 : (재)광주테크노파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
총괄책임자 : 강보안 교수(남부대학교 자동차공학부)
사업목표 : 소성가공·표면처리 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광주 제조기반기술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지원기
업의 매출 700억, 고용인력 550명 향상
사업분야 : 뿌리산업(소성가공 및 표면처리)
사업내용 : 고부가/융복합 제품개발, 네트워킹 및 마케팅 체계 구축, 기업지

최종목표

주요 사업내용
▶네트워크 : 유관기관 연계활동(세미나 등) / 해외진출
기업, 뿌리기업과 업무협조 MOU체결 / 광주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내 기업과의 지속적 네트워킹 지원
▶제품개발 : 고부가 제품제작 및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
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 전문가 밀착
형 표면처리 고부가가치 시제품제작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 제품제조기술 재료비 지원
▶마케팅 : 온·오프라인 마케팅 홍보 / 뿌리산업 공동전
시회 개최 / 해외시장정보분석 상담회 개최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해외 수출상담회 개최 및 컨설팅
▶기업지원 :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컨설팅 / 인증 및
특허 지원 / 첨단화/자동화 공정 개선 지원 / 기업가
치성장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사업 및 영업의
다각화를 위한 융복합 기술지도 및 자문활동 지원

(주)네오엘에프엔
neo LFN Corp.

Booth No.

E-112

대표자 _ 김해섭 Kim Haeseop
경기도 김포시 황금로 117 메카존 351호
#351, Mechazone, 117, Hwangkeum-ro, Kimpo-city, Gyeonggi-do, 10048,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31-999-4944
info@neolfn.co.kr
www.neolfn.co.kr

FAX

031-999-4945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1.진공가압 주조장비 : Model TVCd
진공 원심 주조장비
▶Aluminum, Magnesium, Bronze, Steel 등을 로스트왁스 캐스팅법으로 주조
▶Aluminum복잡한 형상의 제품은 3D 프린팅 기술과 연계(mold제작)하여 활용
▶Aluminum용해챔버와 주조챔버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하여, 주조하는 동안 차압 (differential
pressure)에 의해 일반 중력주조 보다 낮은 온도에서 더욱 빠른 주조와 더 좋은 주조 표면을 확보
2.진공 원심 주조장비
1.Pressure over Vacuum Casting Machine
▶designed to meet more severe needs in lost wax casting production of Aluminum,
Bronze, Steel, Magnesium alloys. They are often used in connection to a prototype 3D
printer to get rapid prototyping of complex objects
▶melting chamber and flask chamber are completely independent while casting, the
machine can control the metal injection into the mold by applying a differential
pressure during pouring. This yield to a faster injection compared to t the simply
gravity pouring with the benefit to cast items at lower temperature
2.Vacuum Centrifugal Cast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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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6. 8월 : ISO 9001/14001 획득, 벤처기업 등록(KIBO)
2.주요 사업분야
1)해외 장비 제조사 한국대리점 ▶유도가열 용해 및 주조 장비 => TOPCAST, Italy
▶실험실장비 =>CY Scientific Instrument, China
2)해외 산업소재 제조사 한국대리점 ▶금속분말사출성형(MIM)용 사출재료 => PolyMIM, Germany
▶금속 3D 프린팅 & PIM용 금속 분말
=>VDM Alloys, Netherlands / AP&C, Canada / USD Powder, Germany
3.자체 개발 장비 및 기타 ▶각종 실험실용 장비 =>주문자 사양의 연구개발 장비
1.Aug. 2017 : ISO9001/14001, certified Technology Guarantee(KIBO)
2.Main business
1)distribute the machine imported from aborad
▶Vacuum Induction Casting Machine => Topcast, Italy
▶Lab instruments => CY Scientific Instrument, China
2)distribute materials imported from aborad
▶Metal Injection Molding(MIM) Feedstock =>PolyMIM, Germany
진공가압주조장비
▶Metal 3D Printing & MIM metal powder
=>VDM Alloys, Netherland / AP&C, Canada / USD Powder, Germany

Booth No.

B-106

㈜뉴텍
NEWTEC CO., LTD

대표자 _ 강성우 SEONGWOO KANG
전남 해남군 옥천면 농공단지길 65
65, Nonggongdanji-gil, Okcheon-myeon, Haenam-gun, Jeollanam-do,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AX
061-535-4370
061-535-4367
ntrnd2013@naver.com
www.newteccrane.com / www,newteccranes.com

회사소개
㈜뉴텍은 1992년 개인기업으로 출발하여 20여년을 수산양식 기계화 분야에만 집중해 온 전문기업으로서 주요
생산품은 양식장 작업선에 설치되는 크레인, 해안에 설치되는 다목적 지브크레인 등입니다. ㈜뉴텍은 전복 등의
양식을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0년대 초부터 전복양식장 등에서 다양한 작업에 활용
되는 크레인과 소형 선박이나 어구, 수산물의 인양을 위한 지브크레인 등을 개발하여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0여년 간 대한민국 전복양식산업은 폭발적인 양적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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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specialized enterprise, Newtec Co.,Ltd focusing on the field of mechanization of aquaculture
industry only for more than 20 years by starting as the individual enterprise in 1992, major products
are the crane to be installed in the working boat of aquaculture, the multipurpose jib crane to be
installed in the coast, etc. The aquaculture of abalone, etc. by the early 2000 has been dependented
on the manpower in case of Korea. There was having some problems as follows since the collection
of food as seaweed or kelp, etc Newtec Co., Ltd. started to supply the crane for working boat of
aquaculture, the jib crane, etc. for lifting the working boat or aquatic products by developing those
from 2004 to solve these structural problems. The abalone aquaculture industry of Korea was attaining
the explosive growth and the qualitative development for more than 10 years since then, Newtec Co.,
Ltd. has done the decisive contribution to here.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양식장용 크레인’
은 전복 양식장 작업선에 설치되어 전복의 먹이인 다시마의 채취와 급이, 가두리와 어구의 인
양, 전복의 수확 등에 사용되는 양식장의 필수 장비입니다.
Mostly installed in the working boat of abalone farms, Crane for aquaculture working is used to collect
kelp which is the feed for abalone, feed, lift aquatic products. Newtec Co., Ltd.
‘s first developed Crane
for aquaculture working has been building customers’loyalty due to its specialized function and
convenient use.

양식장용 크레인1

양식장용 크레인2

양식장용 크레인3

㈜다윈테크
Darwin tech

Booth No.

F-112

대표자 _ 박대원 Park dae-won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407호
249, Chuam-ro, Buk-gu, Gwangju,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602-0390
master@darwin3d.co.kr
www.darwin3d.co.kr

FAX

062-602-0391

회사소개
끊임없는 노력과 변화를 기반으로 국내 주요 사업자 및 기업고객들(B2B)에게 3차원 스캐닝 서비스,
역설계 및 시제품 제작 서비스, 3D 프린터 개발 및 판매 서비스, VR/AR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제공
하는 전문기업입니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플라스틱 재료를 열로 녹여 한층씩 적층하여 쌓아올리는 방식
다양한 재료 사용 가능 합리적인 방식과 가격
미니봇 150*150*150mm
SLA방식 정밀 3D프린터 RC-100SL 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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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M(Fused Deposition Modeling) : 수지용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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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101

대경보스텍(주)
DAEGYEONG BOSTECH CO.,LTD.

대표자 _ 최미경 Choi Mi Gyeong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로 53
53, Woljeon-ro, Gwangsan-gu, Gwangju,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56-9600
bostech2012@hanmail.net
www.dae-gyeong.com

FAX

062-956-9604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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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01 대경보스텍㈜ 상호 변경
▣ 2014 .09 고용우수기업인증 : 광주광역시
▣ 2013. 09. 본사 공장 이전 (평동 산업 단지)
▣ 2012. 01. 보스텍(주) 상호 변경
▣ 2010. 08.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10. 07. 한국 여성 경제인 대통령 표창 수상
▣ 2010. 05. TS 16949:2009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2009. 09. 벤처기업 인증
▣ 2008. 10. INNO-BIZ 인증
▣ 2008. 08. 삼성전자(주) SQCI 인증
▣ 2005. 05. 현대/기아자동차 SQ 인증
▣ 2004. 11. ISO 14001:2004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 2001. 10. 보현산업(주) 설립
▣ 2015. 01 Changed the name of Daegyeong Bosstech Co., Ltd.
▣ 2014 .09 Certified Employment Excellent Company: Gwangju Metropolitan City
▣ 2013. 09. Moved the head office factory (Pyeongdong industrial complex)
▣ 2012. 01. Changed the name of Bosstech Co., Ltd.
▣ 2010. 08. Establishment of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 2010. 07. Won the Presidential Commendation of Korean Women Businessmen
▣ 2010. 05. TS 16949: 2009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 2009. 09. Venture Business Certification
▣ 2008. 10. INNO-BIZ certification
▣ 2008. 08. Samsung Electronics Co., Ltd. SQCI certification
▣ 2005. 05. Hyundai / Kia Motors SQ Certified
▣ 2004. 11. ISO 14001: 2004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 2001. 10. Established Bohyeon Industry Co., Ltd.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기존 공기청정 방식은 Only Hepa필터 방식 또는 음이온 방식채택으로 미세먼지만을 필터링하는 단순
기능을 하는 반면 광촉매 원리를 이용하여 살균함으로써 차량 내부 세균이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
들고, 냄새의 원천인 유기물의 생성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것과 차량 내장 부품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분해함으로 상품성 또한 탁월하다.
The existing air cleaning method uses only Hepa filter method or negative ion method to
perform a simple function of filtering fine dust only, but it sterilizes by using photocatalytic
principle, thereby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bacteria can not live in the vehicle,
and the generation of organic matter And the decomposi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generated in the interior parts of vehicles is also excellent in terms of merchantability.

대경에이티주식회사
DAEGYEONG ACETECH CO.,LTD.

Booth No.

D-101

대표자 _ 유진열 YOO JIN YEOL
(622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 5번로 11
11, Jingoksandan 5 beon-ro, Gwangju,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 973-8185
gmeco@hanmail.net
www.dae-gyeong.com

FAX

062) 973-8184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R.O.V. : 연료탱크내에 발생하는 HC gas 배출기능, 차량전복시 연료누출 방지기능
▶Regulator Housing : 자동차용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교류전압을 일정한 직류 전압으로 변환, 조절하는 기능의 부품
▶Terminal ASM : 자동차용 Alternater의 전극형성 및 부품연결과 결합성 확보
▶Festone Base : Room Lamp의 필라멘트와 결합단자를 형성하여 결합 안정성 확보
▶자동차용 전구 : 자동차의 전·후방 및 내부인테리어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전구
▶에어필터(흡기필터) :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먼지와 불순물을 걸러 완전연소를 도와주는 역할
▶R.O.V. : The Valve of the function suppressing the pressure in the tank for discharging HC GAS
occurred within the fuel tank into the outside. The part that shut the fuel spillage out of the combustion
engine when a car accident and heeled and trimmed condition.
▶Regulator Housing : Combine car and alternator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Electrode cause caused
depending on Rotating speed maintain a constant voltage.
▶Terminal ASM : Combination of electrode with rectication extracted from the alternator of the car and
internal combustion engine. Terminal ASSEMBLY that can convert alternating current voltage into DC
voltage.
▶Festone Base : Secure stability of combination through forming combination terminal with room lamp's
filament.
▶Automotive Lamp : Mainly used for automobile interior, front and rear.
▶air filter : It supports complete combustion by filtering dusts and impurities in the air that goes through
the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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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 AT는 고객의 이익 창출을 최대의 목표로 오늘도 연구실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분야에서는 연구 기
관들과 상호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연구개발 활동으로 자동차 및 차세대 전자기기, 전기 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의 분야에서
국내 최고수준의 부품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등 유관 기관들과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사회 발
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밀 프레스 및 정밀 사출 금형 제작, 전기·전자 부품, Connector, Socket 등 다양한 제품
들을 설계에서 생산(Stamping, Injection, Insert Moulding, Assembly)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
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품이나 제품도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 고객의 보배가 될 수 있도록 개발, 생
산해 드리겠습니다.
DAEGYEONG ACETECH's R&D center stays up late studying for the ultimate goal of customers' profit-making. In
the field of R&D, it has strived to develop the nation`s highest level of parts in the field of automobile, nextgeneration electrical appliances, electric vehicle, and clean diesel vehicle by conducting R&D activity in a strong
system of mutual collaboration with Research institutions. The company has equipped with the nation's highest
technology and competitiveness that solve various products such as connector and socket in the process
ranging from design to production (Stamping, Injection, Insert Moulding, and Assembly). The company will exerts
its utmost efforts to develop and produce parts and products having highest quality and competitiveness so that
they can be customers' treasure.

Booth No.

D-101

대경제이엠(주)
Daegyeong JM

대표자 _ 이명숙 LEE Myeong-Suk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43번길 10(월전동) 62419
10, Pyeongdongsandan-ro 143beon-gil, Gwangsan-gu, Gwangju,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59-2211
pomijm@naver.com
http://dae-gyeong.com

FAX

062)959-2212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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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大京)제이엠㈜은 자동차 엔진부품 ,조명. LED, 카 오디오 방열판, 등
을 금형제작 부터 제품개발 조립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입니다.
창업 이후 꾸준한 성장을 통해 금형 및 신소재 개발 등으로 최상의 제품
생산과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인증(ISO14001,TS16949,부품소
재기업, 벤처기업,INNO-BIZ, SQ인증)및 광주 KITECH 파트너 기업, 한국
주조 공학회, 한국 금형 산업 진흥회 등의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지방 대학과의 연계
(연구개발을 진행)를 통한 신 공정 기술 및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
이 노력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경제이엠㈜는“정직과 믿음으로 처음
처럼
“이라는 사훈과 같이 모든 임직원들이 열정적인 마인드와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새롭고 발전된 고객이 원하는, 고객이 신뢰하는, 고객이 만족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갈 것 입니다.

연잎 구이팬

색소폰 지지대
Our Dae-Gyeong JM company is a professional corporation about
designing molds and die casting, which has been inventing and producing Engines of
cars, tractors and LED bulbs, Street lights, Car Audio sink and Hybrid Car End Plate.
After foundation of the company and constant growth, we has been cooperating with
Gwang-ju KITECH companies and korea foundry society, korea association for diecasting &mold industry development. Also, our company established R&D center for trying
to serve better and brand new products by researching with local universities. In addition,
the company certified our high quality Aluminum Alloy products by getting ISO 14001,
TS16949, INNO-BIZ and SQ. We guarantee that our passionate managers and creative
employees would approach customers with trustful and satisfactory service as the motto
of the company,“Honesty and Trust like the First Time.”Thank you.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트렉터 디젤엔진 부품(Timing gear case, Rocker cover) /
END PLATE / 연잎 구이팬 / 색소폰 지지대 / 초저조도-열화상
융합 카메라
Tractor diesel engine product / END PLATE / Lotus leaf
Barbecue Grill / Saxophone holder / Ultra lowlight/Thermal image Camera

초저조도-열화상 융합 카메라

Booth No.

G-102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DAEGU MECHATRONICS & MATERIALS INSTITUTE

대표자 _ 김정태 Kim Jeong Tae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2
32, 11gil seongseogongdan-street Dalseo-Gu Daegu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53-608-2027
ds5ymb@dmi.re.kr
www.dmi.re.kr

FAX

053-608-2009

회사소개
1. 설립일자
•2001년 8월
2. 설립목적
•지역 기계·금속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험평가 및 기술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 촉진으로 지역발전 기여

4. 기능
•연구개발지원 분야(지능형자동차부품, 지능형로봇, 생산시스템, 스마트에너지, 뿌리산업)
•시험 및 성능평가(KOLAS 발급지원, 기계부품의 시험분석 지원, 신뢰성 평가지원 등)
•시제품 개발지원, 애로기술지원, 기술이전 및 컨설팅 지원 등
1. Foundation
•Established in Aug. 2001 with contributions from Daegu Metrocity government and
local companies. (13 Companies including SL, PHC Valeo, OSG Korea, MOTONIC and
Kyung Chang Ind., etc.)
2. Purpose of Establishment
•Enhancement of Global Competitiveness through systematic support for testing and
evaluation, R&D activities for machinery and metallic companies.
•Vitalizing local economy by promoting High-value added Industrialization.
3. Organization
•1Department 3Division 1Center 81 Persons
4. Function
•Support for Research
- Automotive Components, Intelligent Robot, Manufacturing System, Smart Energy, Root
Industry
•Test and Performance Evaluation
•Production Prototypes, Support for Technic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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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인원
• 1실 3본부 1사업단 81명

Booth No.

F-106

대동금속㈜
Daedong Metals.Co.,Ltd

대표자 _ 이성태 Sung-Tae, Lee
4298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02
#602 Nongong-ro, Nonkong-Eup, Dalseong-Gun, Daegu,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53)610-5022
lcy@daedongmetals.co.kr
www.daedongmetals.co.kr

FAX

053)615-0715

회사소개
대동금속은 1947년 설립 이후 디젤엔진용 실린더블록과 실린더헤드, 건설장비용 유압밸브(MCV,
Valve Casing), 산업용 기능 주조품 생산 뿐만 아니라 일반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주물소재를 생
산해오고 있습니다. 대동금속은 국내 고난이도 주물소재 생산 선두업체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상생협력/인간존중/공정안정을 모토로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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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47, Daedong Metals has domestically developed and manufactured Cylinder
Block, Cylinder Head for various diesel engines and MCV, Valve Casing for a variety of
heavy equipments and further, for the General Industry segments.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승용차, 상용차, 농업용기계, 건설장비의 엔진 실린더 블록 및 헤드를 주철주물로 생산합니다. 더불어
건설장비의 MCV(주요유압뱁브)를 주철주물로 생산합니다.(주물재료: 회주철, 구상흑연주철, CGI)
Engine Cylinder Block & Head for Automobiles, Commercial Vehicles, Agricultural
Machines, Constructional Vehicles by Iron Casting. Furthermore, MCV(Main Control Valve)
for Constructional Vehicles by Iron Casting (Materials : Gray and Ductile Iron, CGI)

헤드, 블록,MCV

㈜대우건설
Daewoo E&C

Booth No.

B-111

대표자 _ 박창민 Chang-Min Park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해룡산단4로 23
23, Haeryongsandan4ro, Haeryongmyeon, Suncheon-si, Jeollanam-do,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1-721-3463
jinhan.kim@daewooenc.com
ic.daewooenc.com/sc

FAX

061-721-3425

회사소개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자체개발 및 책임시공하는 순천 해룡산업단지는 2014년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
정되어 총 13개 업종이 입주가능 할 뿐만 아니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떠오르는 투자중심지이며
편리한 교통·물류인프라! 최적의 산업인프라! 최상의 입지여건을 갖춘 산업단지이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순천 해룡산업단지의 입주가능업종은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1차 금속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M70.연구개발업 등 총 13개의 업종이 입주가능
Business sectors to be located in Haeryong Industrial Complex
C20.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exception for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C22.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 Products
C23.Manufacture of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C24.Manufacture of Basic Metal Products
C28.Manufacture of Electrical Equipment
C29.Manufacture of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M70.Research and Development etc.
Availability with 13 business sectors i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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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cheon Haeryong Industrial Complex, which has been developed and constructed by
Daewoo E&C, was designated as a specialized area for rooted industry in 2014. The area
is available for 13 different types of business. The industrial complex has been a rising
investment area in 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and it has convenient and
optimal business infrastructures with inclusion of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Booth No.

D-109

(주) 대일기공
Daeil Machinery co.,ltd

대표자 _ 남창희 NAM, CHANG HEE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1길 39-21
39-21,Deokheung 1-gil, Seo-gu, Gwangju,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42-0361
di0363@naver.com
www.coolant.co.kr

FAX

062-942-0363

회사소개
주식회사 대일기공 모든 임직원들은“고객에게 가치를”이라는 슬로건을 회사경영의 중심에 두고 고객
이 만족하는 고객중심의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작기계용 Coolant system 만을 제작한지
20년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오늘도 ㈜ 대일기공 임직원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과감한 R&D 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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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office workers of DAEIL MACHINERY produce a customer that I open a slogan called
"by the management policies of the company, and a customer satisfies value to"
customer-centered product. It is the 20th year after I produce only Coolant system for the
machine tool earnestly.The DAEIL MACHINERY staff invests it in R & D with a constant
effort daringly today to hand over clean environment to a future generation for an
inheritance.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25년째 공작기계용 coolant system을 제작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Press
금형 및 각종 스텐레스 플랜지등도 생산하고 있다.
●.Coolant system
▶.마그네틱 세파레이터 ▶.오일 스키머 ▶.페이퍼 필터 ▶.싸이클론 필터
▶.유압 탱크류 ▶.쿨링 시스템
●.각종 스텐레스 플랜지 생산
●.Press 금형제작
▶.자동차용 금형 ▶.가전용 금형
Produce coolant system for the machine tool in the 25th year; and
from 2016 I produce Press die and the stainless steel flanges.
●.Coolant system
▶.Magnetic Separator ▶.Oil Skimmer ▶.Paper Filter ▶.Cyclone
Filter
▶.Oil Tank ▶.Cooler System
●.Various stainless steel flange production
●.Press die production
▶.Die production for the car
▶.Die production for home electric appliances.

(주)대진
DAEJIN CO.,LTD.

Booth No.

D-113

대표자 _ 김영록 KIM, YOUNG ROK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 산단 3번로 71-11
71-11, Jingoksandan 3beon-ro, Gwangsan-gu,Gwangju-city, 62207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56-0289
dj05483@hanmail.net

FAX

062-956-0424

회사소개
당사는 2014년 설립된 이래 알루미늄, 아연다이캐스팅의 금형설계 및 주조, 가공, 조립 등을 하는 제
조회사로서, 2015년부터 동남정밀 자동차부품 1차 협력사로 발돋움하고, 다이캐스팅의 선두주자로 전
사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그간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끈임 없는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또한 ISO/9001, 14001의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 및 인증을 획득하고 제품 개발을 통해 최상의
품질, 최적의 납기,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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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SIDE COVER

WATER PUMP

AMGP-200NS (CASE)

ARD-345 (VALVE BODY)

HOUSING BODY-UP (보안등)

미션케이스

연잎불판

LED 원형커버

2017 국제뿌리산업전시회

4기통 엔진커버

Booth No.

A-110

(주)더블유원
W-ONE CO., LTD.

대표자 _ 한재석 HAN JEA-SEOK
전남 곡성군 석곡면 연반 농공길 9
NongGong-Gil 9, Yonban, GokSung-Gun,JeonNam,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AX

061-363-0459
w-one@w-one.co.kr
www.w-one.co.kr

061-363-9779

회사소개
21세기 LPLI System 선도기업인 (주)더블유원은 차량용 LPG TANK, REGULATOR 및 수출용
FREON TANK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국영기업에 GAS CYLINDER PLANT를 수출하여
성공적으로 가동시킨 업체로서, (주)더블유원의 사훈인 초심을 바탕으로 세계 TOP 자동차 부품
MAKER를 목표로 최고의 시설과 기술로 완벽한 품질관리에 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
발, 제품의 다각화에도 (주)더블유원의 임직원 일동은 정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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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e CO., LTD, the leader of the 21st century LPLi system, manufactures LPG TANKS
and REGULATORS for vehicles as well as FREON TANKS for export. We have been
successful in exporting a GAS CYLINDER PLANT to a Vietnamese government-operated
enterprise and it is operating smoothly. Focusing on our original vision and mission, we
are making products with the best facilities, technologies, and quality management
techniques in an attempt to thrive and become the top automobile part maker. We are
also devoting ourselves to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and the diversification of our
existing product lineup to prepare for what is to come next.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자동차용 LPG 용기, 레귤레이터, LPLi 펌프모듈 / LPG 용기 부품, 가정용 LPG 용기 / LPG 제조설
비 수출
LPG TANKS, PUMP MODULE AND REGULATORS FOR VEHICLES / LPG TANK FOR
HOUSEHOLD , LPG TANK PARTS / GAS CYLINDER PLANT EXPORT

K-16

K-17

K-18

(주)덕산코트랜
DUKSAN COTRAN CO., LTD.

Booth No.

G-101

대표자 _ 강환수 HWANSOO KANG
우편번호 (41508) 대구 북구 검단북로 74
74, Geomdanbuk-ro, Buk-gu, Daegu,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53-380-2400
sin99123@naver.com
www.cotran.co.kr

FAX

053-380-2466

회사소개
덕(德)의 경영이라는 창업이념 아래 1989년 설립된 (주)덕산코트랜은 산업용 냉각기와 온조기 분야에
서 명실공히 국내 1위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냉동공조 분야 전문기업입니다. 당사는 냉동, 공조,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특허기술 획득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경영 및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ISO9001/14001, INNOBIZ, MAINBIZ, CE인증 등 각종 인증을 획득
하였습니다. 투명한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과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탁월한 성능과 신뢰성으로 제품의 안정적인 품질유지와 높은 생산성을 제공하는 산업용 냉각기와 온
조기를 개발, 제작하는 냉동산업분야, 친환경과 고효율이라는 시장의 요구가 반영된 항온항습기와 공
기조화기를 제공하는 냉동공조 에너지산업분야, 고성능 히트펌프, 농수산물 건조기, 유증기 및 솔벤트
회수장치를 개발하는 환경산업분야 등 3개 대표분야에서 고객 만족과 녹색경영을 실현하고자 적극적
인 R&D 투자와 인간중심의 신기술 개발, 품질 경쟁력 강화와 고효율 제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
니다.
Cotran air & water cooled chiller series and oil & water temperature control units are the
best solutions for precisely treated processes on most manufacturing facilities. Also, our
precision air conditioning units and heat pump air handling units can perfectly meet any
of your expectations on ideal performance and energy saving. Besides, CO2 heat pump
and cascade heat pump is our brand new products in eco-friendly product line-up. They
provide excellent performance and reasonable pay-back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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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san Cotran is one of leading HVAC companies founded in 1989 with the mission of
achieving going concern, customer value creation and creative HRM. We do our best to
fulfill customer satisfaction and green management with aggressive R&D investment,
creating human-centered technology and strengthening product quality under three major
product categories which are cooling industry products, HVAC & energy industry
products and eco-friendly products.

Booth No.

D-108

㈜ 동양금속
DongYang Metal Co.,Ltd.

대표자 _ 김용범 Kim, Yong-Bum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126
126, Hanamsandan 3beon-ro, Gwangsan-gu, Gwangju, 62231,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72-1431
dy1431@daum.net
http://dongyangmt.com

FAX

062-972-1433

회사소개
당사는 2000년 2월 설립 Al,Zn 다이캐스팅의 금형설계 및 제작, 주조, 가공, 조립 등 을 하는 제조회
사로 2003년 삼성전자 가전부분 1차 협력사로 업체선정 되었고, 캐스팅 전공정의 일관설비와 그간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부터는 자동차 부품
을 생산중에 있습니다. 또한 ISO/9001, 14001, TS 16949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 및 인증을 획득 하
고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최적의 품질, 납기,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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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Yang Metal, established in February 2000. As Al, Zn die-casting mold design co,
specializing in manufacturing, casting, machining, assembly. In 2003, we were selected as
the primary partner of SAMSUNG for electronic components with background of
technology accumulated know-how and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of Die-casting. We
continuously have developed the new products. As of 2011, we have manufactured
automobile parts. In addition, with certificates from ISO 9001, 14001, TS 16949 to
development of quality management, we provide our customers with the satisfaction
service.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플렌지 샤프트, 태양광 인버터 케이스, 힌지류 (세탁기, 냉장고)
Ass’
y Flange Shaft, Solar Inverter Case, Hinge(Refrigerator, Washing Machine)

플렌지 샤프트

태양광 인버터 케이스

힌지류 (세탁기, 냉장고)

(주)디엠티
DMT.,Co.Ltd

Booth No.

D-107

대표자 _ 허 만 Heo Man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1로 80-9
80-9 Yulcheonsandan 1ro Haeryong-myeon Suncheon-si Jellanam-do S.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1-724-2143
dmt3412@naver.com
www.dmtflex.com

FAX

061-724-2144

회사소개
(주)디엠티는 각종 System에서 배관 및 설비의 사이에 설치되어 배관의 변위, 열팽창 등 이에 따른 진동과
소음을 흡수하고, 배관의 파손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축이음관 (Expansion Joint)을 전문적
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발전, 제철, 화학 산업의 배관설비, 구동기기, Duct Line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Metal, Non-metallic, Teflon, Rubber 등 현장 조건에 맞춰 초기설계부터 제작 및 현장 시공까
지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배관 및 Pump, 구동기기의 입, 출 측 신축 & 진동 흡수
•Chemical Line(염산, 황산 불산 등)과 해수 등에 강함
•대형 Size 국내 최초 양산 (냉각 압착 성형 방식 : NET 인증 기술)
•제품 호환성 확보 (KS, DIN, ANSI 등, Flange 회전형 제작)
•NET, NEP 기술적용으로 현장 맞춤형 설계 및 제작 (길이, 두께 등)
•Hydro Forming (NET인증)기술적용으로 NEP인증을 통한 고품질 제품생산
•Flange 및 외부보강 STS Plate와 동시압착성형으로 제품의 균일성 및 신뢰성 향상
•Absorbs vibrations & expansion of pipes, pumps, and inlets and outlets of operating devices.
•Resistant to Chemical Line(hydrochloric acid, sulfuric acid, hydrofluoric acid, etc.) and seawater.
•The first in Korea to mass produce the large size. (Cold Compression Molding : NET certified
technology)
•Guarantees products compatibility, (KS, DIN, ANSI, etc., rotation Flange manufacture)
•Designs and manufactures according to each field with application of NET and NEP
technology . (Length, thickness, etc.)
•Manufactures high quality products through NEP system with application of Hydro Forming
technology (NET certified).
•Enhances liability and uniformity of products by Flange, externally strengthened STS Plates,
and concurrent compression m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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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T Co., Ltd professionally produces Expansion Joints that are installed in between pipes and
devices in various systems, and they are used to prevent accidents and pipe damages, and to
absorb vibration and noise caused by pipe displacement or thermal expansion, etc. We provide
Total Solution, from initial design to manufacture and field construction, according to field
conditions. We provide Metal. Non-metallic, Teflon, Rubber, etc. based on products used in pipe
system, operation devices, and Duct Line of development, chemistry, and steel industry.

Booth No.

F-111

리플 앤 호호
Ripple & HOHO

대표자 _ 김세례 / 손채현 Kim Selye / Son Chae-hyeon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06호
306 CHOSUN UNIVERSITY BUSINESS LNCUBATOR 375
SEOSUK-DONG, DONG-GU, GWANGJU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233-5410
FAX
ripple_hoho@naver.com
https://www.facebook.com/ripplehoho

회사소개
일상의 소소한 습관을 감성적인 제품으로 풀어내는 디자인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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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브랜드디자인,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062-251-3447

마노 인터내셔널(주)
MANO INTERNATIONAL CO.LTD

Booth No.

C-111

대표자 _ 조규옥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1번로 71
#71,1BEON-RO,JINGOKSANDAN, GWANGSAN-GU, GWANGJU,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61-2261
manointer@naver.com

FAX

062-962-2261

회사소개
마노 인터내셔널(주) 는 2014년 설립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에 소재 하고 있으며 일반 무역업에 종사하
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일반 생활용품 과 캠핑용품을 취급 하고 있으며 또한 16년도에는 오일 사업부를 신
설 하여 엔진닥터큐 라는 제품을 취급 하고 있습니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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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03

주식회사 마토코리아
Mato Korea Co., Ltd.

대표자 _ 천인섭 Inseop Chon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3, 305/306호 (신일아이티유토)
#305(Shinil IT UTO)13, LS-ro, Gunpo-si, Gyeonggi-do, 15843, South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AX

031-427-8740/3
matokorea@hanmail.net
www.matokorea.co.kr

031-427-8746

회사소개
(주)마토코리아는 산업기계용 집진기의 핵심부품 및 기술을 유럽에서 도입하여 국내에 제조, 조립, 설
치를 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취급 품목으로 오일미스트집진기(필터미스트), 퓸 및 분진집진
기, 유럽에서 제품을 도입하여 조립 및 설치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WTO 터닝센터의 툴홀더
관련 제품의 한국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ato Korea Co., Ltd. manufacture and sell Oil Mist Collectors and Fume&Dust Extraction
system, the technology base from European manufact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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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1. 오일미스트 집진기, 건식 및 용접퓸 이동식집진기 및 집진설비
▶ Filtermist, Kemper, Coral
2. 고정형/회전형 밀링 유니트
▶ WTO toolholder
1. Oil Mist Collector, Fume&Dust Extraction System
▶ Filtermist, Kemper, Coral
2. Fixed/driven drilling/milling unit
▶ WTO toolholder

필터미스트

코랄

캠퍼

주식회사 메가콤
Megacom Co.,Ltd

Booth No.

G-104

대표자 _ 최재혁 Choi. Jae-Hyuk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로 74(율암동)
74, Yuram-ro, Dong-gu, Daegu,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53-381-9988
megacom@megacomp.co.kr
http://www.megacomp.co.kr

FAX

053-381-9984

회사소개
(주)메가콤은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시장에서 고객관리30년 노하우와 제조10년의 경험으로 고
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쟁쟁한 해외 콤프레샤메이커들과도 당당히 경쟁하고 있으며, 해외수출을 통
해 더욱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을 향한 열정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30HP ~ 400HP 스크류 콤프레샤
30HP ~ 400HP Screw Compressor

MGC-100

50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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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Com Co., Ltd has been working with customers with 30 years of know-how and 10
years of manufacturing experience in the air compressor market. We are also competitive
with competitors of overseas competitors and we are firmly established our position
through overseas exports. We will continue to develop further based on our passion for
customers.

Booth No.

A-105

모아산업
MOA Industry

대표자 _ 추용대 CHU YONG DAE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4로 13 전남테크노파크 생산동 201호
201, production building 13, Yulchonsandan 4-ro, Seonwol-ri, Haeryong-myeon, Suncheon-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AX

061-723-1491
moa1490@daum.net
www.moain.kr

061-723-1490

회사소개
도로교량건설 25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면포장층 내의 침투수 배수가 가능하여 교면포장 파손
방지 및 교량수명 연장을 위한 높이선택 교량용 집수구를 자체 고유 기술로 개발하여 신설교량 뿐만
아니라 기존 교량의 집수구 교체로 교량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이로써 업계 최초 중
소기업청의“성능인증”
과 조달청의“조달우수물품”
으로 지정된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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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experience of 25 years of road bridge construction, it is possible to drain
the infiltration water in the bridge pavement layer, so as to prevent breakage of bridge
pavement and extend bridge life.It is a company that strives to extend the life of bridges
by replacing the catchment. As a result, it is the first company in the industry to be
awarded the "Performance Certification"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e "Excellence Performance Certification" b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높이선택 교량용 집수구는 높이선택이 가능한 분리형 집수구이다. 교면포장 단계별 시공두께
(5~15cm)에 맞추어 집수구 높이선택 적용이 가능하다. 집수구 돌출부분이 없어서 기계일괄시공이 가
능하여 교면포장 품질이 향상된다. 침투수 배수로 교면포장 포트홀 및 열화를 발생 방지한다. 그 결과
침투수의 배수로 교량 수명의 연장 및 유지보수 비용이 감소한다.
Height Selection Bridge Drain is Separate-type of bridge drain in which height can be
selected. Enables en-bloc machinery construction and improves the quality of bridgedecks surfacing as there is no protruded part on bridge drain. Prevents the occurrence
of port hole and heat deterioration in the bridge-decks surfacing of infiltration water drain.
As a result Extends the lifespan of infiltration water-bridge and reduces the maintenance
cost.

MOA T-1 일반형

MOA T-2 확장형

MOA T-3 굴절형

무등산업
AIRREX

Booth No.

F-107

대표자 _ 장진훈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11-1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372-7585
mdbest1@hanmail.net

FAX

062-375-3409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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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H-103

사) 대한 용접 협회
Corporation Aggregate Daehan Welding Society

대표자 _ 민영철 Min Young Cheol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리더스타워 703호.
Leeders Tower No,703,286. Beotkkot-ro, Geumcheon-gu. Seoul, 08511, Rep.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10-3574-4627
mount0597@naver.com
www.koreawelding.org

FAX

052-288-1809

회사소개
우리나라 용접산업의 중흥과,업체의 발전을 도모하며,우수한 기능인력을 해외지역 및 국내 각지의 기
업체와 연계하여 업체에서 요구하는현장에 기능인력이 공급 돼어지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며, 또한 일
반인들이 기능을 습득할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현장의 기능인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회원들의 기능을 좀더 체계화, 전문화, 표준화, 하는 것이 협회의 목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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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interest of reviving and promoting the Korean welding industry, and to meet the
demand for skilled workers at worksites here and around the globe, we offer information
services and technical training. This includes assistance and consultation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solutions for companies struggling with insufficient skilled manpower.
Our purpose is to create efficency gains through systemization, standard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the labor force.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사) 대한 용접 협회의 홍보자료와 용접성능 시범 교육 시행.
Materils & Capability testing education of Koreawelding association inc.

㈜삼원산업사
Samwon Indusrtial Co., Ltd.

Booth No.

B-105

대표자 _ 김갑영 Kim Kab Young
전남 함평군 해보면 해보농공길 71-14
71-14, Haebononggong-gil, Haebo-myeon, Hampyeong-gun, Jeollanam-do,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70-4603-0520
sw.infom@gmail.com
http://www.sw-ind.co.kr

FAX

070-8290-2334

회사소개
(주)삼원산업사는 세계 최고의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가정용, 산업용 알루미늄 열 교환기 및 자동차용
전선을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를 비전으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당사의 원동력은
오직 앞만 보며 멈추지 않는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지속적인 성장기반의
강화, 패기와 도전의 연구개발, 적극적인 해외투자로 한국을 넘어 세계를 주름잡는 기업으로 반드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아울러‘임직원의 행복이 고객의 행복’
이라는 삼원 고유의 기업문화를 창조함으
로써 당사와 고객의 신뢰와 가치를 높이는 선진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자동차용 연선, CCAW, 가전용 열교환기, 자동차용 열교환기
Annealed Stranded Copper Wire, CCAW (Copper Clad Aluminum Wire), PFC for an Air
Conditioner, Refrigerator & Show Case Condenser, Automobile Condenser & Oil Co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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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WON Industrial Co., Ltd, have provided the aluminum heat exchanger for home and
the automotive wire that have the highest quality and competitiveness.‘A winner looks
ahead but a loser looks back’
. The driving force behind our growth is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management innovations that only look ahead and never stop.
With vision of global market leader, we are sure to be a company that dominates the
world’
s markets beyond Korea by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growth, promoting the
challenging R&D and activating the overseas investment. In addition, we will become an
advanced company that will improve the trust and value of our customers by creating a
unique company culture that‘Employee's happiness is customer's happiness’
. Thank you.

Booth No.

F-109

(주)삼원친환경
SAMWON-ECO

대표자 _ 손치호 SON CHI HO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209
209, Namdongdong-ro, Namdong-gu, Incheon,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32-817-6288
samwon30@samwonaltech.co.kr
http://samwon21.net

회사소개
각종 AL 표면처리 아노다이징
양극산화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
양극산화 표면처리 약품 일체
양극산화 전류값을 측정하여 황산 자동투입기
AC/DC 중첩정류기, 실험용 정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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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AL anodized surface
Automation equipment required for the anodizing
Anodizing surface treatment chemicals together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각종 AL 표면처리 아노다이징
양극산화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
양극산화 표면처리 약품 일체
양극산화 전류값을 측정하여 황산 자동투입기
AC/DC 중첩정류기, 실험용 정류기
Various AL anodized surface
Automation equipment required for the anodizing
Anodizing surface treatment chemicals together

FAX

032-821-9843

삼진웰텍 주식회사
SAMJIN Wel-tech Co.,Ltd

Booth No.

H-101

대표자 _ 김경연 KIM KYEONG YEON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계로 125번길 6-1(죽동동)
#6-1, Hogyero 125beon-gil, Gangseo-gu, Busan, Rep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AX

051-971-1166
samjinwt@naver.com
samjinwt.co.kr

051-311-0948

회사소개
삼진웰텍 주식회사의 제품을 애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삼진웰텍 주식회사는 각종 용접기의 생산 및 판매는 물론 용접자동화장비(CNC자동절단기, CNC로보
트, 레이저절단기, 레이저용접기 등)의 설계와 판매 그리고 특수용접(미그)기의 생산 및 솔루션을 개발
하는 국내 최대 용접기 전문 기업입니다. 삼진웰텍 주식회사의 임직원 모두는 성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께 최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믿고 이용해
주신다면 정성을 다하여 영원한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항상 최고의 품질로 보답할 것을 고객 여러분
께 약속 드립니다.

We Develop Solutions and Various Special Welding (MIG), Development and Sales Of
Welding Machines. Professional Enterprise Of Korea's Largest Welder To The Design and
Sale Of Automated Equipment. Provide The Best Quality To Our Customers Honesty And
Integrity. By Using Our Product, You Will Answer With Sincerity SAMJIN Wel-Tech Co.,Ltd
is Committed To The Highest Quality.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미그용접기 , 로봇용접기 , 레이져용접기 , 용접자동화장치
MIG Welding Machines , ROBOT Welding Machines , Laser Welding Machines, ETC

D600

128

5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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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der Specialized Manufacturing Company SAMJIN Wel-Tech Co.,Ltd

Booth No.

D-104

(주)삼호용접기
SAMHO Welding Machine Co., Ltd.

대표자 _ 김진수 KIM JIN SU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세관2길 28
28, Segwan 2-gil, Nanjeon-ri, Samho-eup, Yeongam-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1) 464-3504
eweld@naver.com
www.eweld.co.kr

FAX

061) 464-7901

회사소개
1999년 용접기술서비스 창업, 2002년 법인전환, 현재까지 18년의 업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 보유
동종 분야에서 공장규모 기준 한국 5위 이내
연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
다양한 국가의 수출을 토대로 열악한 환경에서의 고장없는 우수한 품질 인정
철저한 사후 관리 책임제(제품에 대한 품질자신감을 바탕으로한 확실한 A/S)
대표이사 김진수 28대 기능한국인 및 대한민국엔지니어 상 수상.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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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in 1999.
Within 5th largest company in the Welding Machine industry of Korea.
investing 5% of revenue into R&D.
CEO Kim Jin-Su got award of "Best Korean Technician" from Minister fo Labour.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1. 인버터 CO2/MIG/MAG용접기:
- 기존의 용접기에 비해 용접성이 안정적이고 크기가 작고 가벼워 다양한 산업에 사용가능
2. 디지털 와이어 피더: 타사 용접기와 호환이 되고 판매가가 낮으며, 용접 설정이 용이함
3. 토치회전형 용접장치(라이싱 포트):
- 선박의 원형 포트 용접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원형의 자동용접이 가능
INVERTER CO2/MIG/MAG Welding Machine
No fluctuation in voltage & excellent welding capabilities
Crater voltage and current adjustment available
Small and light-weighted products
Convenient change of input voltage
High speed welding available
Digital Wire Feeder
Compatible products.
Similar price to existing original wire feeders.
Easy to set up the welding conditions.

주)새온누리그린테크
Sae Onnuri Green Tech co.LTD

Booth No.

B-103

대표자 _ 김춘식 Kim Chun-sik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3길 9-1
9-1, Sujeong 3-gil, Yeosu-si, Jeollanam-do,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1)665-8678
bada2013@hanmail.net
우만스타.kr

FAX

061)662-8678

회사소개
(주)새온누리그린테크의 관심과 사랑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창업이래 미래를 향한 지속
적인 연구가 추진되며 악취, 모기, 오물 및 쓰레기가 하수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곤충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고 좀 더 쾌적한 도심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민이 함
께 일하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우(雨)만스타’
는 오물 및 악취차단 기능을 갖는 그레이팅으로 악취, 모기, 쥐, 유해곤충 차단과 임산
부, 아동, 관광객에게 혐오감을 방지하며, 오물이 막혀 역류되는 침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
고, 시민의 기초위생과 각 지자체의 민원을 해결하고, 지자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
는 계기와 좀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Woomanstar' is a grating with the ability to block off odors and odors. It prevents odors,
mosquitoes, rats and harmful insects and prevents repulsion by pregnant women, children
and tourists. We are committed to reducing the damage to property, solving the basic
sanitation of citizens, resolving the complaints of local governments, making the municipal
budget more efficient and making it a more beautiful city.

53
2017 국제뿌리산업전시회

Thank you for your interest and love of Sae Onnuri Green Tech Co., Ltd.Since its
inception in 2014, continuous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toward the future, and a lot
of efforts are being made to prevent the influx of odors, mosquitoes, dirt and garbage
into the sewers.We will do our utmost to become a company that works together with the
local people to reduce damage from harmful insects and do our best for a more pleasant
urban environment.

Booth No.

A-103

(주) 서광
SEOGWANG Co.,LTD

대표자 _ 이상섭 Lee Sangseop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농공단지길 64
64, Nonggongdanji-gil, Donghwa-myeon, Jangseong-gun, Jeollanam-do, Korea 57241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82-61-394-6458

FAX

+82-61-394-6469

www. seog.co.kr

회사소개
(주) 서광을 아껴주시고 사랑하여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사는 플라스틱 압출 및 사출성형
제품을 생산하는 전문회사로 특히 Gasket 및 호스 기타 각종의 플라스틱 압출, 사출성형 제품을 고객
의 요구에 맞게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고객 여러분을 만족 시키기위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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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gwnag Co.,LTD To customers who is love I thank. That our company produces Plastic
extrusion and injection molding product. To the specialty company specially Gasket an
hose Other each kind Plastic extrusion, injection molding product. According to customer
need The superlative quality and technique and environment-friendly. Do customers
satisfaction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최근 횡단 보도용 조명기구는 횡단보도내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어 횡단 보행자의 안전
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횡단보도등은 횡단 보행자의 반대편에서 눈부심이 발생하며, 밤
동안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해 새로운 LED횡단보도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는 세 개의 모듈이 횡단보행자의 위치에 따라 독립적으
로 동작하여 횡단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하였다.
Recently, LED lighting fixtures for crosswalk become popular in order for car drivers to
recognize the pedestrians at crosswalk, which can enhance the safety of the pedestrian
at crosswalk.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s related to the LED lighting fixtures for
crosswalk, such as a lot of energy consumption due to a constant illumination during
night and glaring of pedestrians at the opposite side of crosswalk. In this study,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have investigated a novel LED lighting fixture for
crosswalk, which has three modules with different angles and also has control system to
turn on each module in accordance with pedestrian’
s walk.

순천시
Suncheon-si

Booth No.

B-111

대표자 _ 조충훈 Cho Choong Hoon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청)
30 Jangmyeong-ro, Suncheon-si, Jeonnam (Jangcheon-dong)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1-749-5742

FAX

061-749-4629

www.suncheon.go.kr

회사소개

Known as a “Happy City with Gardens”
, Suncheon has been the center of education,
tourism, culture, and economy serving for more than 1 million people in the eastern areas
of Jeollanam-do Province thanks to its natural environments, excellent human resources
and convenient transportation facilities such as ports, airports, railways, and highways.
Unlike the other industrial complexes constructed on reclaimed land, the Haeryong
Industrial Complex which is being sold in lots was constructed on the solid ground that
does not require reinforcement work and maintenance to prevent land subsidence. A part
of the industrial complex has been designated as a specialized complex for
manufacturing technologies (Ppuri Industry) of surface treatment and plastic working. In
addition, the Suncheon Ppuri Technology Support Center is being built to develop the
manufacturing technologies based on the regional industries including steel, shipbuilding,
machinery, and automobile parts & materials in the Honam region, and to secure their
technology competitiveness. In the vicinity, the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185,857㎡) equipped with multiple functions for industry, residence, and business is being
created to attract R&D industry, MICE industry, and knowledge service industry. Being
located in the central part of Gwangyangman Bay region, it has investment advantages
such as relaxed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tax reduction in the Free Econom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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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을 품은 행복도시」순천은 천혜의 자연환경, 우수한 인
적자원, 기업활동에 필요한 항만, 항공, 철도, 고속도로 등 편
리한 물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남 동부권 100만인의 교
육, 관광, 문화, 경제의 중심지이다. 현재, 분양중인 해룡일반
산업단지는 매립으로 조성된 산단과는 달리, 견고한 지반으
로 조성되어 침하방지를 위한 보강공사 및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견고한 산업단지로, 산단 일부는 뿌리산업 특화단지(표
면처리, 소성가공)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호남권의 철강, 조
선, 기계, 자동차 부품소재 등 지역산업 기반 관련 뿌리산업
육성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인근에는 연구개발(R&D)산업, MICE산업, 지
식서비스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 주거, 상업의 복합기능을 갖
춘 도시첨단산업단지(185,857㎡)를 조성중에 있다. 광양만권
중심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각종 행정규제 완화 및
조세감면 등 투자 장점이 있다.

Booth No.

A-113

㈜시흥금속
SIHEUNG METAL inc.

대표자 _ 이동균 LEE DONG KYUN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273-42
273-42,Oseon doing,Gwangsan gu,Gwangju,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56-0225
utcn110@hanmail.net
www.siheungmetal.co.kr

FAX

062-956-0488

회사소개
(주)시흥금속은 2002년 설립된 현대/기아 자동차 납품하는 소성/용접가공 전문업체로 "시흥금속"을 근
간으로하여 2007년 12월에 법인설립되어 창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중심경영,최고의 품질과 기술력
에 의한 고객감동경영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는 기업이되겠습니다.

56

Siheung Metals Co., Ltd. was established in December 2007 based on "Siheung Metals"
as a specialized company for plastic / welding processing supplied by Hyundai / Kia
Motors which was established in 2002. Based on creation and trust, We will strive to be a
company that strives to achieve customer satisfaction by quality and technology.

www.mftshow.kr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드라이브 니볼스터 브라켓
DRV KNEE BOLSTER BRKT

㈜신안그린테크
SHINAN GREEN TECH CO.,LTD

Booth No.

B-102

대표자 _ 장승호 JANG SEUNG HO
전남 순천시 녹색로1210 (인월동 58-24)
58-24 INWORL-DONG SUNCHEON-CITY CHEONNAM-DO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1-744-4111
oksg@okshinan.com
http://www.okshinan.com/ko/

FAX

061-744-1177

회사소개
“친환경 농업기술은 신안이 이끌고 갑니다”
저희 회사는 1999년 11월 (주)신안그린테크 법인설립을 하여, 시설 원예용 온풍기, 지중난방기, 환경제
어시스템, 에어믹서, 유동팬, 에어제습기 등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하여
ISO9001. 14001, CE, 전기안전인증 EM인증 등을 획득 2017년 4월 현재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의
장, 상품, 상표 등 30여건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대통령 표창, 농림부 장관상, 산업자원부 수출부문 장
관상, 농용공기순환제습기 신기술 실용화 국무총리상 등의 경험으로 농업기술 및 산업분야로 확대 연
구 개발하여 과학화 영농기기 보급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1. 에어제습 (농업용 공기순환 제습기) : 실내 상하좌우의 온·습도 센서에 의한 공기 순환 방식, 친환
경 시스템에 의한 환경 통합제어 가능, 열전소자를 이용한 공기 응결을 통한 공기 중 습기 제거으로
온도제어 가능, 난방기 개선
2. 에어믹서 (공기교반기, 유동팬) : 상하 온도 편차 제거를 통한 에너지 절감, 여름철 환기 기능으로
생육성장 촉진 및 여름 작물 재배의 효율성 증대
3. LED : 광합성촉진,발아조절 개화조절, 생육촉진, 과실의 당도향상
1. Air Dehumidification : Effect produced from the improvement in indoor environment,
Removal of the harmful elements (dew condensation, fog, moisture on non-woven
fabric),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through the forced circulation of the air
2. Air Mixer : Decrease in energy spending (by 15% ~ 20%) by reduc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upward and downward temperature
3. LED : Photosynthesis boost, Regulate germination, Regulate flowering, Growing boost,
Improving sugar conten

57
2017 국제뿌리산업전시회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technology is led by Shinan"
Our company was established in Nov. 1999, Shinan Green Tech Co., Ltd., and has been
researching and developing products based on many years of field experiences such as
hot air fan for facility garden, underground heater, environmental control system, air mixer,
Produced by ISO9001. 14001, CE, Electrical Safety Certification EM Certification As of Apr.
2017, it has 30 domestic and overseas patents, utility models, design, products, and
trademarks.We will do our best to disseminate scientific and agricultural equipment by
expan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into agriculture technology and industry field with
experience of Presidential Recognition,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Export Ministerial Prize, Agricultural Air Circulation
Dehumidifier New Technology, and Prime Minister's Prize.

Booth No.

B-109

㈜신화테크
SHIN HWA TECH

대표자 _ 김지영 Ji yeong Kim
전남 보성군 조성면 수당길 17-3번지
17-3, Sudang-gil, Joseong-myeon, Boseong-gun, Jeollanam-do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1-858-3111
2012shinhwa@hanmail.net
http://2012shinhwa.kr

FAX

061-858-3110

회사소개
2012년 창업이래 주식회사 신화테크는 다년간의 토목자재 판매와 시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제품을
보완하고 기능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고강도 합금 그레이팅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우수조달 제품으로 호남지방 최초로 등재 하였습니다. 현재도 새로운 제품들을 연
구 개발 중이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연구 개발 하여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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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www.mftshow.kr

중하중(고강도 합금) 그레이팅 - 조달우수 제품, 차량이동이 많은 곳에 적합
우드(Wood) 그레이팅 - 공원, 등산로, 체육시설 등 설치 시 주변환경과 조화
디자인 그레이팅 - 배수역할과 주변 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디자인 형성 가능
미끄럼방지 안전형 그레이팅 - 발판에 톱니 모양 홈을 만들어 미끄럼 예방
디자인 울타리 - 경계용이나 안전용 뿐만이 아닌 시각적 효과 우수
무소음 앵글 - 배수로 덮개 받침용,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방지
천연목재 울타리 – 천연목재를 이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

우드그레이팅

미끄럼방지 안전그레이팅

고강도합금 그레이팅

주식회사 씨이피테크
CEP TECH Co., Ltd.

Booth No.

E-105

대표자 _ 임수창 Lim Soochang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 디지털 타워 208호
KnK Digital Tower #208, 220 Yeongsinro, Yeongdeungpogu, 07228, Seoul,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AX

02-749-9346
cep@ceptech.co.kr
www.ceptech.co.kr

02-749-9347

회사소개
씨이피테크는 미국 3D Systems 사의 3D 프린터의 국내 판매 및 A/S 계약을 체결 하고 장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프린터 부터 산업체에서 Manufacturing 장비로 활용 할수 있는 Production
장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여러 장비들의 선도적인 한국 공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오로지 3D 프린터만을 공급하면서 축적된 기술로 차별화된 서비스와 A/S know-how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3D 프린터, 3D 프린팅 샘플 및 3D 스캐너
3D Printer, 3D Printing Samples and 3D Scanner

Einstein300

DuraForm

DMP_Combustion

ProX DMP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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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 TECH Co., Ltd is an Authorized Advanced Reseller and Gold Partner of 3D Systmes
in USA. We, as a dedicated 3D Printer provider, have provided 3D Printers that are
utilized in various field ; industry, architecture, engineering, design etc. for 18 years since
2000.

Booth No.

C-108

씨컴퍼니
C-Company

대표자 _ 이길범 Lee Gil Beom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10-18번지 2층
751, Sangmu-daero, Seo-gu, Gwangju,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376-0112
intenseardor@naver.com
http://blog.naver.com/intenseardor

FAX

062-376-0170

회사소개
C-Company는 교육, 디자인, 3D설계,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쥬얼리, 주조, 로봇프레임, 의료기기 등 현업에 3D프린터를 접목시켰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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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www.mftshow.kr

3D모델링 기반으로 3D프린팅 뿐만아니라 로봇, VR영상콘텐츠를 차기 주력상품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2017년 하반기에 저희 자사가 직접 만든 VR영상 콘텐츠가 나올 예정입니다.

의료기기

의료기기

(주)씨티에이플러스
CTAplus Co., Ltd.

Booth No.

F-104

대표자 _ 정대영 Dae-Yeong Jeong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109길 20 MJ 테크노파크 124호
Room 124, MJ Techno-park, 20 Dalseo-daero 109-gil, Dalseo-gu, Daegu,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AX

053-584-2202
ctaplus@ctaplus.com
www.ctaplus.com

053-584-2213

회사소개
2002년 창립 이래 ㈜씨티에이플러스는 계측기기 및 자동화기기 전문업체로서 토크 센서, 리니어 포텐
셔미터, 케이블 센서 및 로드셀 등을 국내 삼성전자를 비롯 600여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 중
국, 인도, 유럽, 동남아시아 및 중동 등 16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지정 및 2012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계측기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토크 센서 : 회전하는 기기의 연속적인 토크 및 RPM을 측정
리니어 포텐셔미터 : 내부 저항의 변화에 따라 변위 측정
케이블 센서 : 와이어를 이용한 이동거리 및 위치 측정
로드 셀 : 컴팩트화 되어 각 조건별 인장 및 하중 등 계량 측정
디지털 인디케이터 : 디지털 표시, 아날로그 출력 및 릴레이 표시 기능
Torque Sensor, Linear Potentiometer,
Load Cell, Digital Indicator

토크 센서

Wire Position Sensor

케이블 센서

리니어 포텐셔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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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established in 2002, CTAplus specialized in the filed of measuring equipments and
automation facilities has supplied Torque Sensor, Linear Potentiometer, Wire Position
Sensor and Load Cell to about 600 companies in domestic market including Samsung
Electronics as well as exported them to more than 16 countries such as China, India,
Europe, South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etc. CTAplus as the INNO-BIZ certificate
enterprise in 2007 and established research institute in 2012 will expert every efforts to
provide customers with high quality and technical services.

Booth No.

E-107

㈜아이티공간
ITS Co., Ltd.

대표자 _ 이영규 Lee Young Kyu
울산시 남구 월평로 68 우양빌딩 2층 아이티공간
2nd Floor, Wooyang Bldg., 68, Wolpyeong-ro, Nam-gu, Ulsan,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52-269-0982
FAX
052-271-0982
info@itsroom.com
국문 : www.itsroom.co.kr 영문 : www.itsroom.co.kr/eng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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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02년 8월 설립, 자동제어반을 이용한 예지보전시스템으로 생산장비와 공장의 효율성 향상
과 에러대비에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주요사업 분야는 환경, 에너지,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이며, 환경 오염 방재 감시 예방 보전 솔루션
사업, 상.하수도 수질 감시 및 제어시스템 사업, 전력감시 제어시스템, WAGES 모니터링 시스템, 전류
감시 시스템, 회전기기 구동부 예지보전 솔루션, 생산 로봇 구동 감시 및 예지보전 솔루션, BAS(빌딩
오토메이션),EMS(에너지 관리시스템),EnMS(에너지 경영솔루션), BEMS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www.mftshow.kr

Our company was established in August 2002, and is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that is engaged in business related to efficiency improvement and error
preparation for production equipments and factories with predictive maintenance system
using automatic control panel. Our major business fields are environment, energy, and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CADA), and we are pursuing businesses such
as preventive maintenance solution busines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 disaster
prevention & surveillance, waterworks-sewage water quality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business, power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WAGES monitoring system,
current monitoring system, rotating machine drive part predictive maintenance solution,
production robot-driven surveillance and predictive maintenance solutions, BAS(Building
Automation), EMS(Energy Management System), EnMS(Energy Management Solution) and
BEMS.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설비예지보전 IoT 솔루션 UYeG(유예지) ZE
■4차 산업 혁명의 시작 UYeG 모터보호기,초고속 전류감시 모터의 전류,전압,전력량을 고속 분석 감
시, 판넬 내부 온,습도 계측&감시 외부온도 계측 & 감시 진동,환경센서 아날로그 입력 (4~20 mA)
IoT- EOCR(Motor Protection Relay) & Predictive Maintenance IoT Solution ITS-UYeG ZE
■The star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YeG motor protector, high-speed analysis
and monitoring of the current, voltage, and power of the ultra-fast current monitoring
motor, temperature and humidity measurement & monitoring within panel, external
temperature measurement & monitoring, analog input of vibration and environmental
sensor (4~20 mA)

㈜에스비메드
SBMED Inc

Booth No.

E-108

대표자 _ 고대철 ko dae chul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95, 5층 505호
505, 5F, AM CITY B/D, 195, Wolgye-ro Gwangsan-gu, Gwangju,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41-2418
kkabi337@hanmail.net
www.sbmed.kr

FAX

062-941-2419

회사소개
의료기기 제조회사
Medical equipment manufacturer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Wireless Filler Injector

2017 국제뿌리산업전시회

무선 약물 주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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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F-102

(주)에스씨피
SCP CO., LTD.

대표자 _ 김용하 KIM YONG HA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4길 8
8, Seongseogongdanbuk-ro 4-gil, Dalseo-gu, Daegu.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53-587-4900
moldsc@naver.com
www.rubbersc.com

FAX

053-587-4905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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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씨피는 1977년 고무금형 전문 생산업체로 설립되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무금형
및 자동고무성형기를 전문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 및 생산 공정 자동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1999년에는 우수자본재개발유공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품질시스템 확립 및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양질
의 제품생산을 위하여 2000년에는 ISO9001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동안의 축적된 기술
력과 체계화된 품질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겠으며, 아울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
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mftshow.kr

SCP Co., Ltd. was founded in 1977 as a specialized manufacturer of rubber molds and is
steadily growing. Currently, we are manufacturing rubber molds and automatic rubber
molding machines. Since its foundation, we have been pursuing new product
development and automation of production processes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As a result of our efforts, we received the prime minister's prize in 1999 for
outstanding capital redevelopment. In addition, we acquired ISO9001 certification in 2000
for the establishment of more systematic quality system and production of high quality
products by introducing advanced technology. We will do our utmost to strengthen ou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s well as to give priority to customer satisfaction based on
our accumulated technology and systematic quality system.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고무금형
자동차 및 산업 전반의 고무부품 생산용 금형을 설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동차용 금형(엔진가스켓, 브레이크씰, 더스트 커버, 부트, 다이어 후램, 오링, 댐퍼 등),
-전자제품용 금형(스피커, 커버, 팩킹 등),
-의료 및 기타 산업용 금형(초음파관련 부품, 의료용 팩킹, 쿠션, 댐퍼 등)
Rubber Mold
We are designing and manufacturing molds for the production of rubber parts for
automobiles and industries.
-Various molds for automobiles (engine gaskets, brake seals, dust covers, boots,
diaphragms, o-rings, dampers etc.)
-Molds for electronics (speakers, covers, packing etc.)
-Molds for medical and other industrial (ultrasonic parts, cushion, damper etc.)

(주)에스코 알티에스
ESCO RTS Co.,Ltd.

Booth No.

F-113

대표자 _ 조영철 CHO YEOUNG CHEOL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7 (역삼동) 에스코빌딩
Esco B/D 7, Teheran-ro 7-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AX

02-2008-0500
jysong@enrtech.co.kr
www.enrtech.co.kr

02-2008-0575

회사소개
(주)에스코 알티에스는 1990년 창사이래, 교량받침 및 신축이음장치 등 교량 내진 및 면진장치와 물
순환 시스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통기형 방음판, 나선형 블레이드 소형풍력발전시스템 등의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문으로 생산 및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ESCO RTS is that, since its foundation in 1990, has been specialized in manufacture and
development such as bridge earthquake-proof and base isolation equipment, non-point
pollutant treatment facility, LID system(Low Impact Development), air transparent sound
proof wall, spiral blade small wind turbine.

교량 내진 및 면진장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나선형 블레이드 소형풍력발전시스템, 통기형 방음판
Bridge isolation disk bearing, Expansion joint, non-point pollutant treatment facility, Spiral
blade wind turbine, Air transparent sound proof wall

통기형 방음판

2017 국제뿌리산업전시회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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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110

(주)에이에이테크
AA-TECH CO.,LTD.

대표자 _ 박석철 Park Suk-Chul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52
52, Cheomdan venture so-ro, Buk-gu, Gwangju,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72-0721
aa-tech@hanmail.net
현재 구축 준비 중

FAX

062-972-0720

회사소개
(주)에이에이테크 대표이사 박석철입니다. 2014년 광주광역시에 설립된 (주)에이에이테크는 정밀기계
부품, 자동화 설비용 치공구 개발 및 제작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광학 모듈, 생활가전, 의
료기기 등을 가공생산하는 기계 가공전문기업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차별화된 가공기술개발과 품질 최
고, 인재육성이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다양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여 나라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며 변화와 도전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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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Park Suk-Chul, the CEO of AA-tech Inc.. AA-tech Inc. is a professional machineprocessing company which was established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2014. Our
main focus lies not only in developing and manufacturing high precision machine
components and tools for automobile fatalities, but also in producing and manufacturing
various kinds of machineries including automobile components, optical modules,
household appliances, medical devices, etc. Based on AAtech’
s differentiated process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our management philosophy, “Best Quality & Human
Resource Development”
, we promise that we will grow up
to be an excellent company which creates a new future
ahead through constant changes, challenges, and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We will continue our development on diverse
fields of high-end technologies, and gain competitiveness
through strategic commercialization.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기술분야 - 컨셉개발 / 3D 설계 / 제작 / 공정개선
◎제품소개 - 트레이류 / 클램프, 진공 플레이트류 /
핸들 베이스류 / 플로트 레벨러 게이지류
◎ Technical field - Concept Development / 3D
Design / Production / Process improvement
◎ Product introduction - TRAY Type / Clamp
Vacuum Plate Type / Float Leveller Gauge
Type / Handdle Base Type

2017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2017 Daegu Machinery Expo

Booth No.

F-105

대표자 _ ㈜엑스코 exco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90
90, Yutongdanji-ro, Buk-gu, Daegu,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AX
053-601-5069
053-601-5066
djlee@exco.co.kr
www.damex.co.kr / www.partsshow.co.kr / www.robex.or.kr

회사소개
명

칭 : 2017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전시회개요>
제18회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DAMEX 2017)
규 모 - 190개사 550부스
주 최 - 대구광역시
주 관 – exco,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한국종합기술, kotra

제6회 대구국제로봇산업전(ROBEX 2017)
규 모 – 75개사 200부스
주 최 – 대구광역시
주 관 – exco
전시기간 : 2017.11.15.(수)~18(토) / 4일간
개최장소 : exco
참관규모 : 19,000명 (해외 300여명 포함)

2017 국제뿌리산업전시회

제12회 국제부품소재산업전(Parts&Materials show 2017)
규 모 – 120개사 200부스
주 최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주 관 – 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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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2

㈜엠티에스
MTS CO.,LTD

대표자 _ 안명길 Myeong-Gil, An
전남 순천시 해룔면 율촌산단3로66
Head Office & Factory 66, Yulchonsandan 3-ro, Haeryong-myeon, Suncheon-si, Jeonnam, Korea (58035)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1-763-7900
mts@mts98.co.kr
http://www.mts98.co.kr

FAX

061-763-7909

회사소개

68

당사는 산업용 대형 특수밸브 및 댐퍼 전문 제조업체로서 1997년 설립 이후, 포스코를 중심으로 철강
현장의 다양한 전략과제 및 원가절감형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등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
함으로써 경쟁력있는 기술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대기업인 포스코, 현대제철, 한진중공업등은 물
론이고 일본 신일본제철의 스미토모 제철소, 가와사키중공업, JFE등에 많은 납품실적을 보유한 전도
유망한 기업으로 업계 최고를 목표로 판매처 다각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기술력 향상 및 인재
양성을 중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여 외화획득과 수출증대에도 적극 앞장
선다는 경영이념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중소기업임.

www.mftshow.kr

MTS Co. Ltd is specialized manufacturer for industrial large size special valve and
Damper.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7, MTS has resolved and improved on site various
problems such as cost innovative collaboration works between large corporation and
Small Medium enterprise & diverse strategic assignment with POSCO.
Furthermore based on accumulated competitiveness, MTS has grown as a promising
enterprise with lots of references by supplying to not only POSCO,HYUNDAI STEEL and
HANJIN HEAVY INDUSTIRES AND CONSTRUCTION domestically but also SUMITO STEEL
which is one of affiliated factory from Nippon Steel Corporation, KAWASAKI PLANT
SYSTEMS LTD, JFE internally.
MTS is a future-oriented company fulfilling Management Philosophy that leads from the
front for acquisition of foreign currency and export enhancement and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nd contribution of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which aims to become The
Best in the same field through the diversification of sale region, sustainable R&D and the
improvement of technology, the cultivation of competent people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High-Performance Butterfly Valve / Damper / 특수발브 (제철산업용)
High-Performance Butterfly Valve / Damper / Special Valve

연도통상
YEONDO

Booth No.

F-103

대표자 _ 장만식 Man Sig Jang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9길 17-3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53-357-5703
ceo@yeondo.co.kr
www.yeondo.co.kr

FAX

053-359-1153

회사소개
당사는 1995년도에 상업한 하이스 원형톱날, 나이프, 초경톱날, 밴드쏘등 전문 제조 및 유통업체입니
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초경톱날
밴드톱날
나이프 등

2017 국제뿌리산업전시회

하이스 원형톱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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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02

㈜예스레이저
YESLASER CORPORATION

대표자 _ 정권용 Kerry Jung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12차) 410호
RM 410, Daeryung Techno Town12, 14 Gasan digital 2-ro, Geumcheon-gu, Seoul,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2-6343-0333
yes@yeslaser.com
www.yeslaser.com

FAX

02-6343-0330

회사소개
당사는 레이저용접기, 레이저마킹기, 초정밀 저온 용접기, 레이저 플라스틱, 납땜 용접기, 고출력 다이
오드 레이저, 레이저 클리닝 등신소재사업의아시아유럽지역독점공급하고있으며특수장비OEM 개발, 양
산 레이저 용접설비, 각종 미세코일의 양산 용접, 납땜 용접의 개발, 각종 특수 용접봉 등으로 국내의
생산 분야에 접목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항상 성실한 자세로 최고의 기술, 고객제일주
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능동적으로 열어가는 창조성 넘치는 회사가 되도록 경주할 것 입니다.
70
www.mftshow.kr

Our company is focusing on marketing, through OEM manufacturing by technical
cooperation, reprocessing, technology transfer and introducing new and advanced
technology products of overseas to Korea and other countries. We continually try to
create a perfect synergy in new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by offering a variety of
services and products: laser welder, laser marking machine, precision pulse welder, laser
plastic/soldering welder, high power diode laser, advanced material industry, OEM
manufacturing of specially operated team for the customer's request.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레이저용접기, 레이저마킹기, 초음파컷팅기, 초정밀저온용접기MPP-1000
Laser Welding, Laser Marking, Ultrasonic Cutting, Micro Power Pulser MPP-1000

주식회사 우성마그네트
WOOSUNG MAGNET CO.,LTD

Booth No.

C-104

대표자 _ 이명은 Lee myeong eun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28-5
7, Usan-ro 95beon-gil, Gwangsan-ju, Gwangju,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 514-0550
wsm5140550@daum.net
http://www.magnetplaza.com/

FAX

(062) 514-0561

회사소개
2000년 5월 : 우성마그네트 설립
2013년 10월 : 영전자척 개발 완료
2014년 12월 : (주)우성마그네트

법인전환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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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110

주식회사 원진
WONJIN CO.,Ltd.

대표자 _ 김근표 Kim Geun Pyo
(59443) 전남 보성군 미력면 농공길17
17, Nonggong-gil, Miryeok-myeon, Boseong-gun, Jeollanam-do,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1-853-7750
ytrgh@hanmail.net
www.wjno1.co.kr

FAX

061-853-7740

회사소개
저희 ㈜원진 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한
기술진에 의한 축적된 노하우와 최신설비를 바탕으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미래의 조
건에 알맞는 고품질화 스테인리스 물탱크 및 정수, 여과장치 제품과 특수 프린팅 이미지 광고판 등의
개발을 통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산업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산업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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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JIN Co., Ltd. really appreciates continued interest and affection that you have shown
ever since its foundation. Based on the accumulated know-how of the outstanding
technical staff and state-of-the-art facilities, WONJIN has put forth constant effort to
develop eco-friendly, high quality metallic tanks, purifiers, filters that meet future
requirements in response to changes of the times. It seeks to contribute to the beautiful,
clean environment, playing a key role in the industry faithfully. All the executives and staff
of WONJIN will do their utmost in R&D and technology innovation with a spirit of
craftsmanship in recompense for your help and encouragement.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STS 칼라 물탱크, 금속소재 이미지 광고판
Stainless Steel Color Water Tank. Image Signboard with Steel based.

이미지광고판1

STS물탱크

㈜위너스파워
WINNERS POWER CO,LTD.

Booth No.

C-103

대표자 _ 유정숙 YU JUNG SUK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 1208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45-7782
winnus1@naver.com

FAX

062-945-7783

회사소개
알루미늄, SUS, 아크릴, 포맥스, PC, 인조대리석, PE, 페놀등 각종 재료를 사용하여 각회사에서 생산
되는 기계류 및 자동제어기,수배전반, 전신주, 안내판,등 각내용이 다른 제품에 사용설명서나 명칭, 제
원등 통칭하여 명판을 주문제작하는 업체이며 소량 다종 생산하여 수출및내수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임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2017 국제뿌리산업전시회

알루미늄명판, SUS명판, 아크릴명판, PC명판, 인조대리석명패, 선박용명판, 표찰, 씰크인쇄, 그래픽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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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1

㈜윈가람
WINGARAM CO.,LTD

대표자 _ 이형주 LEE HYUNG JU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62-143
62-143, Dongsunonggongdanji-gil, Naju-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1-334-2476
idasys@naver.com
www.wingaram.com

FAX

061-334-2477

회사소개
주식회사 윈가람은 고효율의 단열성능과 기밀성능을 갖춘 알루미늄 창호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
니다. 윈가람은 이다창호와 함께‘평레일시스템 창호’
기술을 개발하였었다.
Wingaram corp. is all kinds of aluminum window manufacturer specialized in high Thermal
performance and Air-tightness Performance. Wingaram corp. has developed ‘non-rail
system window’with ida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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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ver-window 시스템은 고사양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호기술로 무기질 단열재 & 유기질 단열재 & 복
합단열재 등을 창호프레임 사이에 충진하는 특허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Ever-window System of high thermal performance applied on patent unique structure
Filled with organic & inorganic & hybrid insulation.

㈜은혜기업
EUNHYE INDUSTRIAL, CO., LTD

Booth No.

D-112

대표자 _ 나용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1번로 14 (용동)
14, Pyeongdongsandan 1beon-ro, Gwangsan-gu, Gwangju,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51-482
eh4405@bill36524.com

FAX

062-951-4805

회사소개
은혜기업은 20여년간 자동차 부품업체에 종사하며,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봉고트럭의 부품을 전
문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카렌스, 소울에 들어가는 샷시 및 ARM 종류의 브라켓을 생산 공급하며, 일
심(一心), 전심(), 지속(持續)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완벽하게 제품을 공급하고 품질혁신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새롭게 펼치며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뿌리기술 전
문기업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2017 국제뿌리산업전시회

봉고트럭, 소울, 스포티지, 카렌스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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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102

㈜이바이오지피
eBioGP,.Ltd

대표자 _ 장상근 JANG SANG KEUN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788 103호
788, Imbangul-daero, Gwangsan-gu, Gwangju,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72-5508
dgline2000@naver.com
www.ebiokorea.com

FAX

062-972-5509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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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기후 협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자연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입니다. 인류가 당
면한 어두운 미래에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십년 내로 지구는 풍요로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
의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패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From Earth For Earth”
자연의 산물
은 자연을 이롭게합니다. 따뜻한 햇빛과 깨끗한 물과 풍요로운 땅에서 길러진 식물성 기름은 인간이
사용한후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품질도 더 우수합니다. EbioGp는 지구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자연의 소산물로 대체함으로써 산업혁명 이전에 인류가 누려온 자연과 건강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하
나의 길을 제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구환경, 공동체, 고객에 봉사하는 기업 바이오 화
학기술을 선도하는기업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경제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될것이며 친환경, 건
강보호 하는 윤활유 개발,공급, 고품질, 저 원가 바이오 윤활유 제품을 공급하며 현실적으로 대체 가능
한 윤활유 식물성 오일 솔루션을 제공 하고자 합니다.
COP 21, the 2015 Paris Climate Change Conference was a minimum response to the
intolerable pains of our nature. If there is no proper action taken towards this gray future
which the whole humanity is about to face, within a few decades, the earth will turn from
a blessed fertile land to e bio a cursed land. Continuous growth of industries and
consumption has been pouring mass substances in the air water and on the land that will
not be degraded for hundreds of years. On the other hand, ubricant use is not the only
problem but there are numerous amounts of different chemicals being used in daily life
that are directly connected to human health. This is a time to shift our paradigm. "From
the earth for the earth!" Natural products can make the goodness of nature. Vegetable oil
produced in a land of abundance with sunshine and clean water will return to the nature
after it is used for humans. Its quality is even higher than existing products in current
markets. eBio was established for suggesting the reversion of our healthy environment
and nature that we were inherited by replacing contamination causing materials with
emanations of the nature. We will also encourage the growth of people's life in working
place. We will make the work community with no discrimination or prejudice as we will
share pains and sufferings of the global community.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바이오 촉매 개질(BCR, Bio Catalystic Reforming) 기술을 통
해 생산된 카놀라 에스테르 복합체를 기유로 하여 윤활유 생산
eBio3 is a biobased multipurpose lubricant, made with
vegetable oil & ester complex, eBASE-L. Born through
BCR(Bio Catalytic

일진복합소재
ILJIN Composites

Booth No.

G-111

대표자 _ 박승권 Daniel S. Park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97-46
97-46, Wanjusandan 5-ro, Yongam-ri, Bongdong-eup, Wanju_Gun,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3-263-1700
sungsoo.hong@iljin.co.kr
http://www.composite.co.kr

FAX

063-261-2500

회사소개
일진복합소재는 첨단복합재료 제품의 설계·개발 및 생산전문 기업으로서 환경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압축천연가스(CNG)차량 및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핵심 부품인 연료저장용 복합재료 고압용기를 개발
하여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당사에서 개발한 압축천연가스차량의 초경량 복합재료 CNG탱크는 북미지역 자동차용 고압연료탱크
인증(ANSI/CSA/NGV2-2000) 및 한국가스안전공사(KGS AC 412)을 획득하여 그 성능을 인정 받았
습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핵심부품인 700bar급 초경량 복합재료 수소탱크의 개발을 완료
하여 유럽인증(EC-79)을 획득하였고, 국제규격인 GTR인증을 2017년 획득 예정입니다.
Ultra-light composite CNG tank for natural gas vehicle developed by ILJIN is highly
regarded for it's quality and performance by acquiring ANSI/CSA NGV2-2000(Canada
and U.S.)and KGS AC41 certification(Korea)for high pressure fuel tank. Especially,
acquiring of EC-79 with ILJIN’
s 700bar-level ultra-light composite hydrogen tank, a core
part for the hydrogen fuel cell vehicle, made it possible for us to leap forward a globally
recognized company. And we are going to be certified Internation standard GTR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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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JIN Composites a specialized company in design,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f
high-tech composite materials, have successfully developed and manufactured ultra-light
composite high pressure tank for fuel storage. Ultra-light composite hige pressure tank
for fuel storage is a core part for compressed natural gas(CNG) vehicles and hydrogen
fuel cell vehicle, which is currently under the spotlight for environmental issues.

Booth No.

C-113

(사)전북뿌리산업연합회
JeonBuk Association for Root Industry

대표자 _ 권상식 KWON SANG SHIK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22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01호
222, Palbok-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3-211-2184
mytop21@hanmail.net
http://jroot.jiat.re.kr

FAX

063-472-2399

회사소개
전북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형, 소성가공, 용접, 주물, 표면처리 5개 분과에 151개 회원사
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사간 일감공유 및 정보교류 등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eonBuk Association for Root Industry is consisted of 151 member companies in the area
of Mold&Die, Plastic working, Welding, Casting, Surface treatment industries in Jeollabukdo, Korea. It promotes cooperative business by sharing of business and exchanging of
inform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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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금형, 소성가공, 용접, 주물, 표면처리 관련 제품
Mold&Die, Plastic working, Welding, Casting, Surface treatment related Products

전남테크노파크
JEONNAM TECHNOPARK

Booth No.

B-108

대표자 _ 김병일 KIM Byung IL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4로 13
4-Ro 13, Yulchon industrial complex Haeryong-Myeon, Suncheon Si, Jeonnam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1-729-2500
tp2500@jntp.or.kr
http://www.jntp.or.kr

FAX

061-729-2512

회사소개
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기술혁신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차세대 성장산업을 집중육성함으로써 전남경
제의 미래를 선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미래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하는 사명
을 띠고 있습니다.
이를위해 전남테크노파크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과 국제적인 첨단산업단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o that end, Jeonnam TechnoPark is a regional technology innovation and nurture small
and midsize venture companies as central organization for Regional Economy Activation
in pulling out all the many strands and internationalI will do everything I can grow into
high-tech industrial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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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nam TechnoPark is a regional technology innovation serving as the hub for future
growth and by fostering the industry, Jeollanam-do, Korea's economic future as well the
Regional Economy Activation and future National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at must play
a pivotal role of the mission.

Booth No.

E-106

㈜전진티티에스
JUNJINTTS CO.,LDT

대표자 _ 박정호 PARK jeong ho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45(고룡동)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55-3337
free@junjintts.com
www.richmill.co.kr

FAX

062-955-2662

회사소개
(주)전진티티에스는 밀링척(CNC선반등 금형 가공을 하는 설비의 주요 가공 부품)을 생산하는 최점단
가공 전문기술 기업 입니다. 당사는 항상 지속적인 개발로 품질 향상과 고객감동 서비스 실현, 무한경
쟁시대에 21세기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의해 공존공영이라는 경영방침을 확고한 신념으로 최
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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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jin TTS is the manufacturer of high-tech processing products such as Milling Chuck
used for fabricating the mold and CNC lathe. We are exerting every possible effort for
technology innovation and product development, and provide the best possible customer
satisfaction. Also we will do our best to become the world class company to lead 21st
century under a limitless competition situation, based on the management principle of
"Mutual Prosperity in Coexistence"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열박음척, 고주파전자유도가열장치
shringk fit chuck, high frequenc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device

(주)세한메카트로닉스
SAEHAN MECHATRONICS CO..LTD

Booth No.

G-109

대표자 _ 김한수 kim han soo
시흥시 공단1대로 144 (시화공단 2다202호 A108동)
#144,GONGDAN 1-DAERO, SIHEUNG-SI, GYEONGGI-DO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31-319-8567
kdw@sehan21.kr
www.shm21.kr

FAX

031-431-1917

회사소개
로봇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제작, 시스템운용, 프로그램관리, 프로그램유지 보수 및 로봇교육 및 로봇
자동화시스템의 Total-Solution기업 입니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공정자동화시스템
용접자동화시스템

2017 국제뿌리산업전시회

산업용로봇자동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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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10

㈜제이앤엘테크
J&L Tech Co., Ltd.

대표자 _ 전영하 Youngha Jun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131
131 Jingoksandanjungang-ro, Gwangsan-gu, Gwangju Metropolitan,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43-8700
jnltech@jnltech.co.kr
www.jnltech.co.kr

FAX

062-943-8703

회사소개
㈜제이앤엘테크는 국내·외 내마모 기능성 코팅 시장을 선도하는 플라즈마 건식 코팅 전문기업입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금형, 공구, 자동차부품 등 산업 전반의 다양한 응용 분야
에서 우수한 품질의 코팅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코팅 장비는
수많은 기업과 연구소에서 우수성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안산,
광주, 구미에 코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코팅 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
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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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 Tech Co., Ltd. Is specialized in plasma dry coating expert, leading wear-resisting
functional coating market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Based on collected technology
and experience for 20 years we provide high quality coating service with reasonable
price on industrial area like as mold, tool, vehicle parts and so on. Self-developed
coating equipment is recognized its superiority and safety by the number of corporations
and research institutions, and being exported to the world. Coating centers in Korea are
located in Ansan, Gwangju and Gumi moreover launched Vietnam coating center is the
starting point to leaping toward global market.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사출금형을 위한 DLC코팅 : 사출금형 표면에 고경도, 저마찰, 내마모
특성이 뛰어난 DLC코팅을 증착하여 금형의 수명과 유지보수 주기를
향상 시키고, 이형제 사용을 절감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개선합니다.
■프레스&다이캐스팅 금형을 위한 Metallion 코팅 : 다양한 특성을 가
진 금속을 금형 표면에 증착하여 금형의 표면을 강화시켜 마모 및 침
식 문제를 해결하고, 소착을 방지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DLC Coating for Injection Mold : Deposition DLC coating,
which has wear resistance, low friction, and high hardness,
on surface improves maintenance period and life span. It
reforms quality and productivity by reducing use of release
agent.
■Metallic Coating for Press & Die-Casting Mold : Reinforcing
mold surface by coating metal with diverse characteristics
solves problems of wear and erosion, and prevents sticking
to improve productivity.

㈜제일피엔이
JEIL P&E CO.,LTD

Booth No.

A-108

대표자 _ 김재춘 Kim Jae Chun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강변로 217
217, Gangbyeon-ro, Sin-geum-ri, Okgok-myeon, Gwangyang-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AX

061-772-2367
jeilpne@hanmail.net
www.jeilpne.com

061-772-2389

회사소개
저희 회사는 2014년 9월 01일 설립하였으며, 항만이송장비 및 부설 장비를 자체 개발하여 독자적으로
생산·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하역관련 운영비 절감 및 광양지역 신규 고용창출을 촉진하여
전남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Our company, JEIL P&E CO.,LTD was established on September 01, 2014, and develops
and develops harbor transport equipment and attached equipment on its own. We also
contribute POSCO to the development of the Jeonnam region by reducing operating costs
associated with unloading and by creating new jobs in Gwangyang area.

코일파레트, 코일파레트 안전발판, 후판면맞춤대, NCC받침대, 종이압축패드, 다기능로로카세트 등
Coil pallet, Coil pallet safety foothold, Guide bar of plate, Carrying and storing tray for
matal plate, Apparatus of compressed paper block, Multifunction RORO cassette, etc.

코일파렛트

다기능로로카세트

NCC받침대

2017 국제뿌리산업전시회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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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H-102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용접·접합과학공학과
Department of Welding and Joining Science Engineering, Chosun University

대표자 _ 방희선 Bang Hee Seon
[우]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서석동, 조선대학교)
309 Pilmun-daero Dong-gu Gwangju 61452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AX
062-230-7215
banghs@chosun.ac.kr
http://www.chosun.ac.kr/weldingjoining

062-230-7137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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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신설학과 : 용접·접합과학공학과는 국내 유일한 단일학과로 모든 산업에 근간이 되는 핵심
(뿌리)기술인 용접·접합기술의 전문 교육과정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를 리더하는 고급 용접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국제 공인 용접전문가 Diploma 취득 : 국제용접학회(IIW)가 인증하는 국제화 프로그램 과정 (용접공정,
설계, 시공, 시험 및 검사 등)을 도입하여 졸업과 동시에 세계공인국제용접전문가 자격증 (IWE
Diploma)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뿌리산업 대학원’선정, 30억 지
원(2014. 6. 19) 신규인력(미래 사원), 재직자(산업체 및 기관 근무자) 대상 석사과정 2년 동안 등록금 전
액(국비 장학금)지원되며, 신규인력(미래 사원)은 생활비 월 50만원 추가혜택이 있으며, 학위-취업 연계
형 산업체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되며 특전으로 국제용접학회(IIW) 국제용접전문가(IWE) Diploma
수여가 된다.
Department of Welding and Joining Science Engineering, Chosun University Introduction
○ First to be founded in Korea : As the only singular department in Korea, the Department of
Welding and Joining Science Engineering at Chosun University cultivates professional welding
human resources to lead this global era through a specialized curriculum of welding and
joining technology, which lies at the foundation of every major industry.
○ Acquisition of International Welding Engineer Diploma :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n
internationalized curriculum approv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Welding (IIW), the
Department enables its students to acquire the International Welding Engineer (IWE) Diploma
by the time of their graduation.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신용접기술개발 및 부품적용/용접부 해석
○ 아크용접 - 로워암(차체부품), 압력용기 등
○ 레이저/레이저-아크하이브리드용접 - 카울, 휀더(차체부품) 등
○ 마찰교반/하이브리드마찰교반용접 - 엔진서브프레임, 멤버센터플로워사이드업퍼, 멤버시트크로스프론트
(차체), 드럼세탁기(가전) 등
○ 수치해석 - 자체개발용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용접부의 수치해석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state of the art welding technology/ Numerical analysis of
weldment
○ Arc welding - Lower-arm (automotive parts), pressure vessel, etc.
○ Laser/Laser-Arc Hybrid welding - Cowl, front fender (automotive parts), etc.
○ Friction/Hybrid Friction Stir Welding - Sub-frame of engine, MBR CTR FLR SD UPR, MBR
SEAT CROSS FRT (automotive parts), drum washing machine (home appliances), etc.
○ Numerical analysis of weldment by using self-developed program

중앙이엠씨(주)
JOONGANG EMC.,LTD

Booth No.

A-104

대표자 _ 임성기 Sung-Gi Lim
전남 광양시 옥곡면 강변로 461
461 Gangbyeon-rod Gwangyang-si Okgok-myeon Jeollanam-do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1)772-8772
772-8772@daum.net
http://www.jaim.co.kr

FAX

061)772-8734

회사소개
중앙이엠씨(주)는 환경플랜트, 산업플랜트, 엔지니어링, 기계설비공사 전문 업체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인증과 더불어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환경부 버금녹색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08년 이래 10년 연속 포스코 우수 공급사(PHP) 인증을 받은 우수 기업체입니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하드페이싱 제품은 크롬 탄화물의 용접재료를 모재에 균일하게 융착시켜 재료표면의 물성을 향상시키
는 하드페이싱 용접을 통해 내마모성, 내열성 및 내충격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Hard facing products are excellent in abrasion resistance, high- temperature resistance
and impact resistance through hard facing welding which improves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 surface by uniformly welding the chrome carbides welding
material to the base material.

하드페이싱제품_Liner

하드페이싱제품_Screen

하드페이싱제품_P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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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 EMC.,Ltd is a professional supplier of steel and machinery construction
material for environmental, industrial and engineering plants. Joong-Ang EMC.,Ltd has
been accredited as an innovative construction venture company with an established R&D,
certified by Inno-Biz, and set a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company by the Ministry of
Green Business of Beogeum, South Jeolla Province in 2011. And Since 2008, Joong-Ang
EMC.,Ltd has been supplying materials and equipment, as a POSCO Honored Partner
(PHP), with a reputable corporate excellence.

Booth No.

A-113

지메이드(주)
g-made Co.,Ltd.

대표자 _ 박형규 Park Hyung gyu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 3번로 88
88, Pyeongdongsandan 3beon-ro, Gwangsan-gu, Gwangju,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43-8753
gmade8753@naver.com
www.g-made.co.kr

FAX

062-943-8752

회사소개
(주)지메이드는 2011년 개인회사로 설립된 이래 창의적인 사고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이테크
제품 개발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루었고, 2016년 법인회사로 전환하였다. 2015년 ISO 품질 및 환경
인증을 취득하였고, 2016년 6월 벤처기업 인정, 8월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의 성과
를 토대로 더욱 새로운 기술과 전문성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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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it was established as a private company in 2011, g-made Co., Ltd. has grown
steadily through the development of high-tech products based on creative thinking and
outstanding technology, In 2016, the company became a corporation. We acquired ISO
quality and environmental certification in 2015, we are recognized as a venture company
in June, 2016, and established a research institute in August to further build new
technology and expertise.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냉장고 및 에어컨 냉매용 배관 / 에어컨 열교환기용 부품 / 시스템 에어컨 냉매용 분기관 / 에어컨 실
외기 리퀴드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Refrigerant Piping / Parts for air conditioner heat
exchangers / System for air conditioner refrigerant / Air Conditioner Outdoor Liquid

에어컨 실외기 리퀴드

냉장고 및 에어컨 냉매용 배관

에어컨 열교환기용 부품

시스템 에어컨 냉매용 분기관

(주)지알켐
GALCHEMY Co., Ltd.

Booth No.

B-107

대표자 _ 이상규 Sang-Gue, Lee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길 46
#46 Jeonga nonggong danjigil, Donghwa-myeon, Jangseong-gun, Jeollanamdo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70-8850-1802
buyn1663@naver.com
http://www.galchemy.co.kr

FAX

061-393-3115

회사소개
-전문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기반 구축
· 금형개발 능력(주조유동해석), 고진공/스퀴즈 주조
· 정밀측정장비 ①3차원 ②X-RAY ③조도 ④경도 ⑤성분분석
-자동차 품질보증 시스템 구축:SQ 마크, ISO/TS 16949 인증
-호리젠탈 다이캐스팅 머신 850톤, 650톤 보유
-특허 보유 현황
· 자동차 부품 분야 14개 · 전자 부품 분야 5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자동차 부품 경량화에 따른 내구성 만족
-유동응고해석을 통한 주조조건 최적화
-주력품목
①자동차용:콤프레샤용 부품, 엔진 TM. 브라켓, DC 모터용 부품
②냉장고용:콤프레샤용 부품 -자동차 부품 경량화에 따른 내구성 만족
-유동응고해석을 통한 주조조건 최적화
-주력품목
①자동차용:콤프레샤용 부품, 엔진 TM. 브라켓, DC 모터용 부품
②냉장고용:콤프레샤용 부품
-Satisfied with the durability of the automobile parts due to light-weight components
-Optimization of Cast conditions through flow solidification analysis
-Main Products
①Vehicle:Compressor Parts, Engine TM. Brackets, DC Motor Parts
②Refrigerator:Compressor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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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specialized Aluminieum Die Casting technique.
· Mould Development ability, High Vacuum/Squeeze Casting
· Deliberate Measurement Device ①3-Dimension ②X-ray
③Hardness ④Illuminance ⑤Component Analysis
-Automobile QMA SYSTEM:SQ Mark(HKM), ISO/TS 16949
-Horizontal Die Casting Machine:850ton, 650ton
-Obtain Patent
· Automobile Parts Field 14 · Electronic Parts Field 5

Booth No.

D-111

지이씨
GEC

대표자 _ 장영현
광주 북구 첨단벤처소로 51 B-101
B-101, 51, Cheomdan venture so-ro, Buk-gu, Gwangju,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55-4895
yh8402@hanmail.net
www.w-gec.kr

FAX

062-955-4796

회사소개
GEC는 전 직원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沌玖俑홱 해야한다, 해내야만 한다爛 강인한 신념과 투
철한 사명감으로 무장하여,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품질개선 노력과 품
질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께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드리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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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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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인증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험성적서 인증 받은
‘냉각수 홀 고정마개’(Water Zero)
- 확장스프링 : 냉각수로에 확장되면서 밀착되어 고정
- 룰렛 : 엠보가 있어 바이톤링이 헛돈는걸 방지

캠틱종합기술원
CAMTIC

Booth No.

C-106

대표자 _ 이남호 Nam Ho, Lee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첨단벤처단지내 캠틱종합기술원
CAMTIC, 67 Road of Yusang, city of Jeonju, Seoul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3-219-0302
pass@camtic.or.kr
www.camtic.or.kr

FAX

063-219-0303

회사소개
캠틱은 제조분야의 시스템통합(System Integrator)과 교육을 수행하고 있고, 제조기업의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FESTO와 SI 파트너 협약을 체결하였고, 혁신적 금형가공과 부품가공을 위한 스마트팩토리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이번에 출시한 SFMS 스마트팩토리시스템은 금형가공, 부품가공 등의 분야에서 가공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커팅다이나믹스기반 NC데이터의 최적화와 가공진행 중에 가공상태 센서 모니터링/진단 및 적
절한 대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황삭과 정삭 등 모든 가공단계에서 가공의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향
상시킬 수 있습니다.
The SFMS(Smart Factory Manufacturing System) has functions of NC optimization on
cutting dynamics as well as on-machine-sensing monitoring/diagnosis/active control
about machining conditions to improve productivity of manufacturing Mould&Die and
mechanical parts. It can innovate productivity in every stages including rough cutting,
semi-finishing and fin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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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TIC has worked as System Integrator and education facility in manufacture, tried to
give manufacture enterprises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training. For the 4th
industrial innovation, CAMTIC has an agreement with FESTO KOREA, developing smart
factory system for innovative machining of Mould&Die and mechanical parts, and so on.

Booth No.

F-108

(주) 케엠사
KM Corporation

대표자 _ 최광숙 CHOI KWANG SOOK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23번길 21 (소촌동)
21, Sochon-ro 123beon-gil, Gwangsan-gu, Gwangju 62386,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41-0011
kmcorp@chol.com
http://www.kmcorp.co.kr

FAX

062-941-6530

회사소개
케엠사는 1971년 창업이래, 약 40년에 걸쳐 내열小뻥콩내마모를 특징으로 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주강품을
공급해온 전문업체로서 각종의 기계가공, 조립, 표면처리등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일본, 중국, 태
국,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수출을 통한 선진 기술의 축적과 품질요구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서 기죽하여 온 당사의 독보적인 노하우로 양질의 제품을 보다 경제적으로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끊
임없이 기술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SO/TS 16949:2009의 인증을 받은 활발한 품질 보증활동으
로, 21세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문화의 구축과 한국금속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기업으
로서의 향상을 위해 도전하는 활력 있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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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after its foundation in 1971, has been a professional supplier of stainless steel casting
products, with the features of heat-resistance, anti-corrosion, wear-resistance for over 30years.
We are exporting high quality products to Japan, China, Thailand, US, based on abundant
knowledge and experience on machine manufacturing, surface treatment, assembly, etc. The
exclusive know-how accumulated sinc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enabled us to
manufacture high quality products more economically, which responds to requests for higher
quality products. Through guarantee of quality activity by the ISO/TS 16949:2009 Certifications,
we are continuously driving forward for technology improvement
to become a leading business in metal industry in the 21st
century.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1.로스트왁스: 정밀도가 높고 재질 선택에 용이하며 복합부품의 일
체화에 따른 코스트다운 효과.
2.셀몰드: 기계화에 의한 뛰어난 작업성과 생산성, 주형이 얇기 때
문에 통기불량으로 인한 주조결함이 적음.
3.사형주조: 다른 주조방법에 비해 공기(工期)가 빠름, 크기와 형상
에 제약받지 않음.
1.LOST WAX: High dimension number and minuteness, Easy
to select the material quality, Cost-down function due to
unifying the composite part.
2.SHELL-CASTING: Excellent workability and productivity due
to mechanization, Less casting defects caused by poor
ventilation since the mold is thin.
3.CO2 PROCESS: Quicker compared to other casting
method, No restrictions regarding size or shape.

케이시스템
K System

Booth No.

G-107

대표자 _ 양정규 Yang Jung-Gyoo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사업화3동 202호
Gwangju Techno Park 333,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10-9890-3837
yangmory@nate.com

FAX

회사소개
조립이 간편하고 출력이 잘 되는 키트형 모델 FDM 3D 프린터 미니미를 개발했으며 출력물 품질이
좋은 데스크탑 FDM 3D 프린터 Core-A를 개발했습니다. FDM 3D 프린터의 핵심 기술인 노즐을 자
체적으로 개발한 기술력이 있는 3D프린터 연구 개발 전문기업입니다.
We are developed assembly easily and good printing kit FDM 3D Printer Mini-Me We are
developed Good quality desktop FDM 3D Printer Core-A. We are FDM 3D printer
research and develop company
91

15cm(W) x 15cm(D) x 15cm(H) 로 출력이 가능한 조립형 키트제품
미니미
오토레벨링 적용 착탈형 베드 적용
20cm(W) x 20cm(D) x 15cm(H) 로 출력이 가능한 데스크탑 제품 Core-A
오토레벨링 적용, 착탈형 베드, 히팅 베드
pre assembled kit Mini-Me available maximum volume 15cm(W) x 15cm(D) x 15cm(H)
Auto Leveling using proximity sensor , removable bed plate
Desktop 3D Printer Core-a available Maximum volume 20cm(W) x 20cm(D) x 15cm(H)
Auto Leveling using proximity sensor , removable bed plate
heating bed that temperatue is rising rapi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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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케이티모터스
Kt Motors

Booth No.

D-106

대표자 _ 박종현 PARK JONG HYUN
전남 여수시 율촌면 율촌산단 203-86
203-86 Yulchonsandan 2-ro,Yulchon-myeon,Yeosu-si Jellanam-do,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1-727-4535
kpl@kplbb.net
www.bbotshop.co.kr

FAX

061-727-4536

회사소개
BBBOT는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다양한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구 개발하고생산·판매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전문 기업입니다.BBBOT이라는 브랜드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고품질 제품 그리고
Board와 Bike에 기반을 둔 Smart Mobility 분야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BBBOT의 활동은 인간 중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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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OT이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가지는기술 혁신에 대한 도전정신, 추진하는 용기, 남을 배려
하는 자세입니다.따라서 BBBOT은 경제성과 환경을 상호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오히려 후세를 위
해 추구해야 할 최종적 도전으로 여깁니다.BBBOT은 미래를 생각하며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
디어와해결책을 찾기 위한 내부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또한 고객과 기술자 그리고 생산자
간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하여BBBOT만의 전통을 만들고자 합니다.
Passionate about Consumers
소비자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Be the Best
회사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 니다.
What you need
고객의 요구 사항을 항상 듣는 open mind를 갖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제품(신개인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
제품군은 크게 Kick board type, Nine-bot type, 역삼륜 type, Scooter-type으로 나눌 수 있
음.Kick board type은 Aluminum Frame으로 되어 있으며, 바퀴는 8-10inch로 구성되어 있
음.Nine-bot type은 바퀴 및 기타 사양들은 동일하지만 조향위치에 따라 무릎바 type, 핸들바 type
으로 나뉨.역삼륜 type은 3-Way type이며 전륜 조향을 이룬 것이 특징임.Scooter-type은 Motor 출
력이 800W로서 다소 높은 편이며, 크기 또한 스쿠터오토바이와 비슷함.
용도 : 전기 구동에 의한 친환경 소형 개인 이동 수단.- 관공서 및 관광지에서의 Eco-Friendly 이동
수단.- 대형 공장 및 특수 지역에서의 장내 이동 수단.- 야외 공원, 휴양지, 천변로 등 다양한 공간에
서의 레포츠 활동 수단.- 근거리 출퇴근용, 배달 운송 수단

주식회사 테크빌
TECHVILL CO., LTD.

Booth No.

B-110

대표자 _ 백상구 Baek Sang Gu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1로 50 (신소재센터 206-2)
50, Yulchonsandan 1-ro, Haeryong-myeon, Suncheon-si, Jeonnam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1-722-8336
techvill_ceo@naver.com
http://www.techvill.co.kr

FAX

061-722-8337

회사소개
당사는 치과용 합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유도용해를 통해 생체친화적인 Co-Cr계 합금으로 치과용 합금을 개발하여 현재 수입에 의존하는
Co-Cr계 합금을 국산화 하였으며, 인체 해로운 Ni(니켈), Be(베릴륨)등의 원소를 사용하지 않고 생체
적합성에서 우수한 합금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하고 있습니다.
㈜테크빌은 기업 윤리를 바탕으로 인간과 환경 사업의 역점을 두어 생체친화적인 제품의 품질로 믿음
을 주며 신뢰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A dental alloy with biocompatible Co-Cr based alloys was developed through the
induction melting, which succeeded in domestically producing alloys where there were no
harmful materials for human body such as Ni, Be, and so on. In addition, we do
constantly carry out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excellent biocompatible alloys.
Techvill co., ltd., it will have grown into the company based on the business ethics, which
gives faith and confidence with the quality of biocompatible product, placing an emphasis
on human and environmental business.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치과재료
1. 절삭가공용치과금속“ Co-Cr disk block "
2. 주조용 치과금속“ Co-Cr 파샬메탈“
Dental alloys
1. Dental metal for cutting machining " Co-Cr disk block "
2. Dental metal for casting " Co-Cr Metal Partial "

2017 국제뿌리산업전시회

Our company is a manufacturer dealing with dental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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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3

㈜ 티엠씨
TMC Co., Ltd.

대표자 _ 김이태 KIM LEETAE
광주 북구 첨단벤처소로37번길 61-3
61-3, Cheomdan venture so-ro 37beon-gil. Buk-gu, Gwangju,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71-2570
wjjung@tdl.co.kr
www.i-tmc.co.kr

FAX

062-971-2685

회사소개
(주)티엠씨는 TSP 제작 전문기업으로서 최고의 기술력과 1,000Class급의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
며 독보적인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특히, TSP 제
조뿐만 아니라 Refurbish 분야로 알려진 LCD/TSP Rework, EVA Film과 메탈로센 Film 등 Slitting
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2014년부터는 키즈폰 TSP 양산, 아이폰/HTC 리퍼비시, 희성전자 7/8/10
인치 TSP 모듈을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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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www.mftshow.kr

터치스크린 패널(TSP) : 사용자가 화면(스크린)을 사람의 손 또는 물체로 터치하는 것만으로 편하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입력장치, 마그네슘 산화아연 기반 다층구조 투명전극을 기반으로
한 TSP 개발.
Refurbish : 초기불량이 난 LCD/TSP를 재가공하여 신상품 수준으로 정비하여 다시 내놓은 제품

파로코리아
FARO KOREA

Booth No.

E-101

대표자 _ 조셉앤서니아리존 Joe Arezone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케이엔엔타워) 1208호 48058
#1208, 30, Centum seo-ro, Haeundae-gu, Busan, South Korea 48058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51-662-3410
korea@faro.com
www.faro.com/kr

FAX

051-664-6900

회사소개

FARO is the world’
s most trusted source for 3D measurement, imaging and realization
technology. The Company develops and markets computer-aided measurement and
imaging devices and software. Technology from FARO permits high precision 3D
measurement, imaging and comparison of parts and complex structures within production
and quality assurance processes. The devices are used for inspecting components and
assemblies, rapid prototyping, documenting large volume spaces or structures in 3D,
surveying and construction, as well as for investigation and reconstruction of accident
sites or crime scenes. FARO’
s global headquarters are located in Lake Mary, Florida. The
Company also has a new technology center and manufacturing facility consisting of
approximately 90,400 square feet located in Exton, Pennsylvania containing research and
development, manufacturing and service operations of its FARO Laser Tracker and FARO
Factory Array Imager product lines. The Company’
s European regional headquarters is
located in Stuttgart, Germany and its Asia Pacific regional headquarters is located in
Singapore. FARO has other office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Mexico, Brazil, Germany,
the United Kingdom, France, Spain, Italy, Poland, Turkey, the Netherlands, Switzerland,
India, China, Malaysia, Vietnam, Thailand, South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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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O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3D 측정 및 이미징, 구현 기술을 실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써
컴퓨터를 이용한 측정 및 이미징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고 있습니다. FARO의 기술을 통해
생산이나 품질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부품 비교, 부품에 대한 이미징 작업이 가능하며 고정밀 3D 측
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부품이나 조립을 검사하는데에 사용되며, 신속하게 시제
품을 제작하거나 대형 공간이나 구조물을 3D로 문서화하는데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측량이나 건설 작
업 또는 사고 현장이 나 범죄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복원하는데에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FARO의 글로벌 본사는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 메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엑스톤에는 새로운 기술센
터와 약 90,400평방 피트에 이르는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펜실베니아에서는 FARO Laser
Tracker와 FARO Cobalt ArrayImager 제품 라인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제조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을 운영 중입니다. 유럽 지역 본사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해 있으며, 싱가포르에 아시아-태
평양지역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FARO는 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독일, 영국, 프랑스, 스
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 네덜란드, 스위스, 포르투칼,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에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ooth No.

D-101

㈜프리모
PRIMO Co.,Ltd

대표자 _ 윤성훈 Yoon, Sung Hoon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1번로 30
30, Jingoksandan 1beon-ro, Gwangsan-gu, Gwangju,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AX
062-523-2011
black@prim1o.co.kr
www.primo1.co.kr / www.tunfac.com

062-951-1504

회사소개
㈜프리모는 자동차 실내외 조명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장부품 개발 및 생산 전문기업입니다. 실내 무드
램프 및 외장용 LED조명을 중심으로한 회로설계 및 광학설계기술, 기구설계 및 금형설계등 축척된 요
소기술과 차별화된 컨셉 및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동차 전장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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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 Automotive LED lighting total solution
- Custom lighting application
- Control system design
- LED project management

www.mftshow.kr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 LED 도어스커프 및 실내등
- 쌍용자동차 순정부품
○ LED안개등 외 전구류
- LED램프 (H7, H4Bi, 9006, H8, H11, 880/881, S20, S25, T10, 31/36mm외)
○ LED Door Scuff & Inside Mood Lamp
- SSANGYOUNG MOTOR Genuine parts
○ LED Bulb
- H7, H4Bi, 9006, H8, H11, 880/881, S20, S25, T10, 31/36mm ETC..

(주)프릭사
FRIXA CO.,LTD

Booth No.

B-104

대표자 _ 김은수 KIM EUN SOO
전남 순천시 별량면 봉낙길 1
1 Bong nak gil, Byeollyang-myon, Sunchoen-si, Jeonnam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1-742-5821
inform@frixa.com
www.frixa.com

FAX

061-742-5825

회사소개
1991년 8월 설립되고 순천에 위치한 본사와 대전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기술 연구소를 통하여 제품생
산과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한국타이어를 통하여 효율적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TS16949와
ISO14001 인증을 획득하면서 SYSTEM을 한단계 UP GRADE 하였으며, 이를 발판으로 세계로 수출
하고 있습니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프릭사 제품은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며 우수한 브레이킹 성능과 내구성, 내열성, 저소음 및 Wheel
dust 방지에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프릭사 제품은 전세계 20여개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그 기술
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Frixa products protect driver’
s safety and enhance comfort with the excellent braking
performance, thermal endurance, durability, low noise and minimized wheel dust. It is
exporting the products to more than 20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Brake power
reduction of noise, Minimization of Disc damages, Minimization of wheel dust, superior
stability at high temperature, Environment friendl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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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xa was established in August, 1991 with the head office and production site in
Suncheon. It has been developing new products and improving the quality with the
support of Hankook Tire R&D center in Daejoen, and supplying the products through
Hankook Tire’s ditribution network. Frixa has upgraded its production system by
certification of TS16949 and ISO14001 In January, 2004, and selling its products to all over
the world.

Booth No.

A-109

(주)픽슨
Fixon Inc.

대표자 _ 정성만 Jung Sung-man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산단1길 10
10 Shingeumsandan 1 gil, Okgokmyeon, Gwangyang Jeonnam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AX

1577-5077
fix@fixoninc.com
www.fixoninc.com

061-760-7690

회사소개
글로벌 넘버원의 파형강관, 파형강판을 생산하는 (주)픽슨은 1994년 창립해 2001년 기업부설기술연구
소를 설립하고 매출의 8%를 기술과 제품개발에 투자한 결과 2001년 PL파형강관, 2006년 PF파형강
관, 2007년 파형강판 RC보강방법, 2012년 HPL파형강관을 상용화하여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픽슨의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미국, 호주, 러시아, 이란 등 세계 10여개
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경영 실천을 위해 장애인시설 사회복지법인 참샘동산을 설립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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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ON INC. is a leading Korean manufacturer of corrugated steel pipe(CSP) and innovative
polyethylene laminated(PL) CSP, High strength polyethylene laminated(HPL) CSP and
smooth inside CSP(SMART PIPE) for various applications including drainage systems. In
addition to the 120 year history of the corrugated steel pipe industry, our experience and
technology has changed the conventional concept of corrugated steel pipe and plate.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 HPL파형강관 : 일반파형강관에 고강도의 망사형 필름을 코팅한 내충격제품으로 제품 운반, 시공시
발생하는 찢김 현상을 제거해 수명을 연장시킨 제품. 조달청 우수제품이며 배수관으로 쓰인다.
○ 파형강판 : 3~8mm 두께의 열연강판에 파형의 골을 성형해 강성을 높인 구조용 재료로 터널, 교
량, 암거 등에 쓰인다. 세계최초로 RC 보강 공법을 개발해 구조물의 지간을 기존 16m에서 26로
늘렸으며 세계 10개국으로 기술력과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 HPL CSP: I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service life by applying high strength fabric
polyethylene firm to normal CSP. It has very superb strength against external impact
during transportation & installation.
○ Eco Plate: They are structural plates with an enhanced strength by making 3mm to
8mm steel plates corrugated. They can be applied to tunnels, bridges and culverts etc.
by assembling each plates with bolts and nuts and their maximum span can be
increased up to 26m with world first RC reinforcement which is patented in more than
10 different countries.

파형강판

HPL파형강관

파형강판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SMEs One-stop Service Center

Booth No.

H-105

대표자 _ 박용현 Park Yong-Hyun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KOITA Bldg. 37, Baumoe-ro 37-gil, Seocho-gu, Seoul, 06744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2-751-0205
yhpark82@koita.or.kr
http://www.sos1379.go.kr

FAX

02-751-0119

회사소개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부부처 산하 60여개 전문기관의 R&D 전문인력과 기술기반 과제, 특허, 논문, 연
구시험장비 등을 통한 활용한 맞춤형 One-Stop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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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상담신청서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사업소개

큐브 모양 포스터

2017 국제뿌리산업전시회

기술고민상담센터, 기술애로사항 상담서비스, 기술상담서비스

Booth No.

D-11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대표자 _ 이성일 YI SUNG-IL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89 Yangdaegiro-gil, lpjang-myeon,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31056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41-589-8039
left0723@kitech.re.kr
www.kitech.re.kr

FAX

041-589-8020

회사소개
□ 임무 및 주요 기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산업계,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되
어 산업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지원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 Mission and Key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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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ftshow.kr

KITECH was founded in 1989 with the objective to support industry sector, especially
SMEs.KITECH drives the nation’s industrial advancement by developing and
commercializing fundamental technologies, technology support and disseminating the
achievements of SMEs.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3대 중점 연구 분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중견기업과 국내 제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뿌리산업기술, 융·복
합생산기술, 청정생산시스템기술을 3대 중점 연구분야로 선정하고, 미래를 이끌 수요지향적 원천기
술 개발 및 실용화를 통해 우리 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R&D IN THREE KEY AREAS OF KITECH
KITECH designated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industrial technology
convergence, sustainable manufacturing system technology as the three key research
areas essential to advance SMEs and Korea’
s entire manufacturing industry. KITECH
makes efforts to strengthen Korea’
s industrial fundamentals with needs-based R&D
and commercialization and securing fundamental technology to lead the future.

한국이에스아이㈜
ESI KOREA

Booth No.

E-104

대표자 _ 장봉식 Jang Bongsik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357, 4층 (가양동, 려산빌딩)
4F, 357 Yangcheonro, Gangseogu, Seoul, 07530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2-3660-4500
lgh@esi-group.com
www.esi-group.com/kr

FAX

02-3662-0084

회사소개
ESI는 재료 및 가상 제조의 물리학을 기반으로 가상 프로토타이핑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선도
업체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속해 있는 제조 업체들이 제작, 조립, 시험을 위한 물리적 프로토타입을 가상
프로토타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ESI만의 고유한 능력을 개발해왔습니다. ESI의 솔루션은 단일의 개방형 환경
을 통해 제품을 구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프로세스 초기에 알 수 있고, 물리적 프로토타입이 구축되기 훨씬 이
전에 성능 및 인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및 몰입형 가
상 현실 등 최신의 기술을 통합하여, 제품 출시 이전에 사용자 평가 등을 통해 고객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현재 ESI의 고객 기반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1,200여명의 수준 높은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가상 제조 솔루션 : 가상 제조 시스템은 프로세스 개발 부서에게 고유한 설계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엔지니어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전에 가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 관련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는 테스트 및 품질 보증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성 요소를 작성함으로써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주조 해석 솔루션 / 복합 소재 해석 솔루션 / 판재 성형 해석 솔루션 / 용접 및 조립 솔루션 / 적층 제조 솔루션
Virtual Manufacturing Solutions : A Virtual Manufacturing system provides unique design flexibility for
process development teams. Through virtual simulation software, engineers can anticipate and solve
process related issues before ever building processes. This gives the manufacturer the ability to cut
costs by creating components, via simulation, for testing and quality assurance purposes. With all of
these benefits, there has never been a better time to become of virtual manufacturer.
Casting Simulation Solution / Composites Simulation Solution / Sheet Metal Forming Solution /
Welding & Assembly Solution / Additive Manufactur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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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ESI Group. ESI Group is a leading innovator in Virtual Prototyping software and services.
Specialist in material physics, ESI has developed a unique proficiency in helping
industrial
manufacturers replace physical prototypes by virtual prototypes, allowing them to virtually
manufacture, assemble, test and pre-certify their future products. Coupled with the latest
technologies, Virtual Prototyping is now anchored in the wider concept of the Product Performance
Lifecycle, which addresses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a product during its entire lifecycle, from
launch to disposal. The creation of Hybrid Virtual Twins, leveraging simulation, physics and data
analytics, enables manufacturers to deliver smarter and connected products, to predict product
performance and to anticipate maintenance needs. ESI is a French company listed in compartment
B of NYSE Euronext Paris. Present in more than 40 countries, and addressing every major industrial
sector, ESI Group employs about 1200 high-level specialists around the world.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esi-group.com.

Booth No.

H-107

(주)한국종합기술
Korea Total Technology CO.,LTD.

대표자 _ 김영철 Kim Young Cheol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86 삼성리더스타워 710호
RM 710 Leaders Tower, 286 Beotkkot-ro, Geumcheon-gu, Seoul,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AX
02-2026-6900
kttadmin@engnews.co.kr
www.yeogie.com / www.engnews.co.kr

02-2026-6889

회사소개
당사는 선점과 1등이 아니면 도태되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고객과 더불어 성장하는 Win-Win 전략’
을 경영 최우선 목표로, 자동화, 제어계측, 기계, 플라스틱, 전기전자, 화공, 로봇, 등 산업분야의 전문
지를 발행하여 신기술 정보제공과 제품홍보는 물론 경제 전반에 관련된 정보를 수록하여 배포하고 있
습니다. 또한, 산업포털사이트 "여기에"를 통한 기업간의 직간접적 거래와 엔지니어, 경영인, 그리고 산
업계의 모든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온라인 산업정보의 공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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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1st century is where people only remember the 1st place; therefore, Korea Total
Technology Co., Ltd. sets up company’
s vision to WIN-WIN strategy which leads growing
with the customers to publish specialized magazine for the automation, controller,
machinery, plastic, electric, chemical engineering and robot, etc. to promote the newest
technology and product publicize. And "YEOGIE", the industrial portal website, leads in
online community by containing not only direct trade among corporation, but also variety
contents for the engineers, CEOs, and entire industrial insiders.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월간 및 연간 산업전문지
-월간 엔지니어링 종합정보, 여기에, 로봇기술, 무인화기술, 전기박사
-연간 엔지니어링 길잡이, 총람
*산업포털사이트‘여기에’
*Monthly & Yearly Industrial Magazine
-Monthly Engineering Total News, YEOGIE
Monthly Robot Technology, Complete Automation Technology, Monthly Dr. Electricity.
-Yearly Engineering Guide, Conspectus
*Industrial Portal Site‘YEOGIE’

한국캐스터산업
HANKUK CASTER Ind.

Booth No.

E-111

대표자 _ 남분숙 Nam Bun Suk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184-19(학장동)
184-19, Hakgam-daero, Sasang-gu, Busan,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51-323-8873
3238873@naver.com
http://www.hankukcaster.com

FAX

051-315-8875

회사소개
모든 산업용 바퀴(caster)관련 제조 가공
Industry CASTER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Industry CASTER

2017 국제뿌리산업전시회

모든 공장 및 기타 바퀴관련 용도에 들어가는 caster 제조 가공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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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F-114

한국코드스트랩(주)
Hankook Cordstrap Co.,Ltd.

대표자 _ 조준범 Cho Jun Beom
인천광역시 중구 샛골로 59(도원동)
59, Saetgol-ro, Jung-gu, Incheon,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AX

032-777-7070
sales@cordstrap.co.kr
www.cordstrap.co.kr

032-777-0747

회사소개
한국코드스트랩은 세계 최고의 화물안전시스템 전문기업인 네덜란드 Cordstrap社의 국내 공식 판매
법인이며, Cordstrap社 의 수많은 경험과 꾸준한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화물안전분야에 있어 최적의
제품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화물안전시스템 전문기업입니다.
Hankook Cordstrap is the official sales company of Cordstrap B.V. which is the world
best company in cargo securing systems. We provide the best quality products and
solutions through various experience and continuous R&D in cargo secur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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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중 Cordstrap(코드스트랩)은 Steel Strapping만큼의 높은 인장하중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중량물 산업포장에 있어 제품을 손상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Strapping 할 수 있습니다. Cordlash(코
드라쉬) 제품은 스틸, 체인, 와이어로프, 라체트 Strapping의 대체재로서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등의
화물을 고정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비용절감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Dunnage Bag(더네이지백(에어
백))은 컨테이너 운송 중, 화물과 화물 또는 화물과 컨테이너와의 마찰과 충돌에 의해 제품이 손상되고
파손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Cordstrap system strengths are rated as strong as steel strapping and it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safe & quick securing, without damage to your heavy duty cargo.
Cordlash is a safe and cost effective solution to secure cargoes in containers & trailers
and offers an alternative to steel strapping, chain, wire rope and ratchet straps. Dunnage
Bags prevent damages & breakages of goods inside containers. It fills voids and
increases friction between cargo, hence preventing impacts between cargoes or between
cargo and containers doors during transportation. As strong as steel / Safe for users &
receivers / Fast to apply / Does not damage your products / Cost effective

CoverpictureLashingleaflet

Strappinggroup

더니지백

한국헥사곤메트롤로지(유)
Hexagon Metrology Korea LLC

Booth No.

G-105

대표자 _ 박한호 Hanho Park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 금강펜트리움빌딩 A305
A305 Kumkang Penterium, 215 Galmachi-ro, Jungwon-gu, Seongnam, Gyeonggi-do 13217,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AX
+82-31-730-0898
hosoo.kim@hexagon.com
http://www.hexagonmi.com/ko-KR/

+82-31-730-0891

회사소개
Hexagon Manufacturing Intelligence는 제조생산기업들이 오늘의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의 생활을
바꾸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우수한 측정 및 제조 솔루션 전문회사로서 당
사의 데이터 측정, 분석, 실행에 대한 전문적인 측정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적극적 활용으로 고객들은
제품 생산 속도를 향상시키고, 제품 품질을 개선하며, 생산성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
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Coordinate Measuring Machines, 이동형 측정 암, 레이저 스캐너, 레이저 트래커 시스템, 산업용
레이저 거리 측량기 & 레이저 스테이션, 자동화 솔루션, Multisensor & Optical Systems, 백색광 스
캐너 시스템, 게이지 및 수동 공구, 머신 툴 프로브, 소프트웨어
Coordinate Measuring Machines, Portable Measuring Arms, 3D Laser Scanners, Laser
Tracker Systems, Industrial Theodolites and Laser Stations,
Automated Solutions, Multisensor & Optical Systems, White Light Scanner Systems,
Micrometers, Calipers, Gauges, Machine Tool Probes, Computed Tomography,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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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agon Manufacturing Intelligence helps industrial manufacturers develop the disruptive
technologies of today and the life-changing products of tomorrow. As a leading
metrology and manufacturing solution specialist, our expertise in sensing, thinking and
acting-the collection, analysis and active use of measurement data-gives our customers
the confidence to increase production speed and accelerate productivity while enhancing
product quality.

Booth No.

A-106

㈜ 한성스틸
Hansungsteel. Co. Ltd

대표자 _ 이종순 Lee, Jong soon
대한민국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신간동길 13
13, Singandong-gil, Usan-ri, Byeollyang-myeon, Suncheon-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1-743-1135
hansungsteel@nate.com
http://hansung-steel.com/shop/

FAX

061-743-1180

회사소개
스마트 에어 시스템으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벽난로를 생산하며 새로운 난방 문화
를 창조하는 한성스틸. 1973년 한성공업사를 발족한 이래, 국내 최초로 조리기구를
연구개발하고 보일러, 철구조물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40년간 발전해왔습니다. 현
재 한성스틸은 벽난로와 보일러 등 난방기구 뿐 아니라 신소재 가공기술을 생산하는
철강사업, 이를 바탕으로 한 건축물 부자재와 플랜트 기자재 등의 가공사업까지 튼튼
하고 친환경적인 그린홈을 구성하기 위한 사업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106
www.mftshow.kr

Using the smart air system, Hansung Steel produces eco-friendly and safe fireplaces and creates a new heating
culture. Ever since our establishment as Hansung Industrial Co. in 1973, we studied and developed cookware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expanded businesses to produce boilers and steel structures, and have been growing for the
past 40 years. Today, Hansung steel produces not only heating instruments like fireplaces and boilers, but also Steel
business producing new material processing technology. We are also involved in the processing projects for
construction materials and plant equipment, so as to create green homes that
are eco-friendly.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 벽난로
- 10시간 이상의 버닝타임 기능(다중연소 기능)과 최대 발열온도 800℃ 이상
- 측, 후면부 화상방지 시스템 기능 과 상부 대류열 방출 시스템 기능
- 클린 윈도유(에어 커튼기능) 시스템
- 스마트에어시스템 특허 등록(10-1480980)및 PCT (PCT/KR2014/012245) 보유
- 스마트에어시스템이란 다중연소 시스템을 갖추어 가스와 타르 같은 작은 입자를 다시한번 태워 열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으로
불완전연소에 의하여 발생되는 타르와 연기를 완전 연소시켜 이산화탄소는 적게 발생, 친환경적이며 열효율을 높이는 기술
◦ 하이브리드벽난로
-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와 연동이 가능하며 보일러 기능과 벽난로 기능을 갖춘 벽난로
◦ fireplace
- Burning time function of 10 hours or more (multiple combustion functions) and maximum heat generation
temperature 800℃ or more
- side, function of the rear image protection system and function of the upper convection heat release system
- Clean window (air curtain function) system
- Retain patent registration (10-1480980) and PCT (PCT / KR2014 / 012245) of smart air system
- A smart air system is a system that has multiple combustion systems and converts small particles such as gas
and tar back into heat Combustion of tar and smoke generated by incomplete combustion to reduce carbon
dioxide,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y to enhance thermal efficiency
◦ Hybrid fireplace
- Fireplace with boiler function and fireplace function that can interlock with
oil boilers, gas boilers and electric boilers
- Once the set temperature is reached, the boiler function operates only for
reconciliation, not the heat source of oil boilers, gas boilers, electric
boilers, fuel cost reduction, and maximizing thermal efficiency
- Boiler integrated hybrid stove application (PCT / KR 2016/006881)

㈜한스디지털
Hans Digital

Booth No.

G-106

대표자 _ 장경수 Chang Kyoung Su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 시제품제작터 108호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655-2048
elan8735@naver.com
www.hansdigital.com

FAX

062-655-2049

회사소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3차원 응용기술은 제조산업, 토목/건축산업,
문화재, 플랜트, 공장자동화, 도시모델링, 제품디자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가능하고 이러한 산
업들은 고부가치 산업으로 혁신시킬것으로 생각됩니다.
3차원 스캐닝 및 3차원 프린팅등 3차원 기술분야의 축적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한스디지털은
이러한 혁신을 이끌어 관련산업체의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기술을 선택해야 할 바로 그 시점입니다

3차원프린트, 역설계, 치수검사, 시제품 제작
3D printing, Rapid Prototype, 3D Inspection, Revers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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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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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07

해원엠에스씨(주)
HAEWON MSC

대표자 _ 변정섭 Jeong-Seob Byeon
전남 순천시 서면 산단 3길 12
12, Sandan 3-gil, Apgok-ri, Seo-myeon, Suncheon-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1-759-2500

FAX

061-759-2505

http://hwmsc.co.kr

회사소개
해원엠에스씨는 2003년 설립 이래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
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 5월에는 Ecoteel 생산을 위한 신규라인(CBL,
Continuous Bonding Line)을 준공하여 제 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Ecoteel의 국내시장 판매는 물론 미주, 유럽 및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과 중국, 미국 등
해외생산 및 판매거점의 다변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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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its inception in 2003, HAEWON has been striving to continue its steady growth
through continuous technology innovation.
As part of this effort, we launched a new line of reinforcing lines for Ecoteel production in
May 2008, paving the way for a second takeoff.
Our company hopes to expand into future global markets by diversifying its domestic
markets as well as diversifying into the Americas, Europe and Asia, as well as
diversification of overseas production and sales bases.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에코틸이란 이종금속 소재 및 동종 소재를 점탄성 수지를 이용하여 접합하는 제품으로 Real 소재 대
비 진동감소, 소음감소 기능이 향상되어 원가절감이 탁월한 제품으로 건축 내·외장재, 자동차, 가전,
산업재 전반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Ecoteel uses two same kind of metals or two different kind of metals laminated together
by using an outstanding world first enviromentally friendly viscoelasic resin materal.
Ecoteel will be used industrial wid for decrease oscillation, noise damping, thermal
insulation which resuls in cost reduction.

주)현대금속
HYUNDAI METAL CO.,LTD.

Booth No.

D-114

대표자 _ 김일성 KIM IL SUNG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천변좌로63-7
63-7,Hanamsandan cheonbyeonjwa-ro,Gwangsan-gu,Gwangju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54-3730
hd3730@hanmail.net

FAX

062-954-3740

회사소개
▣ 1988년11월 현대금속 설립
▣ 1995년11월 하남산단 확장이전
▣ 2013년01월 주0현대금속 법인전환
▣ 2014년11월 INNO-BIZ 인증,MAIN BIZ 인증,벤처기업인증
▣ 2015년01월 ISO/TS16949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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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03월 SQ인증-서연인테크주식회사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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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03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15년04월 위험성평가우수사업장 인증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버스,트럭,건설장비인 굴삭기,지게차용 SEAT에 장착되어 등받이 각도(버스122.7도 굴삭기157도,지게차
136도)를 조절해 주는 장치로서 체형에 맞게 각도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우수한 제품으
로 평가받고 있다.

Booth No.

F-101

(주)화신테크
HWASHIN TECH

대표자 _ 정재형, 정유진 Chung Jae Hyung, Jung Yoo Jin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중앙대로1
1, Techno Jungang-daero, Yuga-myeon, Dalseong-gun, Daegu, 711-882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AX
053-663-5467
tacc@chol.com / shlee@hstech.co.kr
http://www.hstech.co.kr/intro/intro.html

053-615-2075

회사소개
1985년 (주)화신금형을 모태로 설립된 화신테크는 자동차용 press 금형 설계 및 제작 전문 업체입니
다. 최고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창의적인 연구와 신기술 개발을 통해 한국 자동차용 PRESS금형 산
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화신테크는 젊은 도전정신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구축된 첨단 정보화 시스
템을 통한 앞선 경쟁력으로 더 넓은 세계로 뻗어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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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shin Tech is global leader of design and manufacture of mold. Hwashin Tech is a tier
1 stamping mold maker for many major global OEMs such as Hyundai, Kia and Tesla.
Regardless of how many changes made to projects, we can reorganize its resources to
provide the best result for our customers. Our teamwork with our suppliers are Korea's
best and we are well known for our capability to revive troubled projects that are sent in
from elsewhere.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당사는 30년 이상의 금형제작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수 금형에 대
한 하이테크 선행기술과 경량화 차체 소재성형기술 등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전문화 된 기술개발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주력 품목으로는 Hot Press
Forming, High Strength Steel, A Class Part 등이 있습니다.
We manufacture HPF, HSS, class-A panel parts for all automotive customers and OEMs
who place emphasis on the highest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large visible parts. we
are flexible enough to offer additional capacity to OEMs in providing rapid and smooth
outsourcing services.

㈜화인특장
Finemotors.co.ltd

Booth No.

B-101

대표자 _ 최종석 Jongsuk Choi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08
108, 2nd-Ro, Pyungdong-Sandan, Kwangsan-Gu, Kwangju city.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43-2370
fine33@hanmail.net
www.finemotors.co.kr

FAX

062-943-2372

회사소개
특장차 및 관련부품 생산업체
1. 주요생산품
덤프트럭, 청소차, 탱크로리, 소방차, 엠브란스
2. 주요내용
1) 특장차 UN조달업체, 미8군 조달업체
2) 현대자동차,특장차 OEM 생산업체
3) 2016년 1,000만불 수출탑수상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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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of Special Vehicle & Meterial
1. Major Porduction
Dump truck, Garbage truck, Tanklorry, Fier truck, Ambulance
2. 1) UN supplier (Special vehicle UNGM No.365941)
2) OEM pratner (Hyundai Motors, Kia Motors)
3) Export (2016 11,000,000 USD)

Booth No.

G-108

쓰리디스튜디오브이오에스
3D Studio VOS

대표자 _ 최성용 Choi seong-yong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405호
Kwang-ju city Buk-gu chooam st 249, No405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602-0380
kkcivil@nate.com
www.3d-vos.com

FAX

062-602-0381

회사소개
3D 스튜디오 VOS(당신을 뜻하는 라틴어)는 광주전남 최초의 실사 인물 미니어처를 제작하는 곳입니
다.
3D Studio VOS (Latin word for‘you’
) is where you create your first live-action miniature
figures Gwangju and Jeo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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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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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T660pro, Objet30PRIME, RaFaEI 550, SLA5000, REXCON4 기종보유
시제품 제작, 피규어제작, 역설계, 치수검사, 3D모델링
Retention models : PROJET660pro, Objet30PRIME, RaFaEI 550, SLA5000, REXCON4
Prototyping, production figures, reverse engineering, dimensional inspection, 3D modeling

3D 융합상용화지원센터
3D convergence biz center

Booth No.

E-109

대표자 _ 배정찬 Bae jung chan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333
Buk-gu, Gwangju Science and Technology as a state-of-the-art 333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602-0202
wj1292@gjtp.or.kr
http://gjtp.or.kr

FAX

062-602-0210

회사소개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
신역량을 결집하여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창업보육, 시험생산, 정보
유통사업을 추진하고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병행함으로써 과학기술을 매개로 한 지역산업
의 진흥을 도모
Mecca for advancement of future strategic industries and success of high technology
companies Gwangju Techn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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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chnology park of academy-industry insitute-authority cooperation
3. Regional technological innovation / The heart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부동산, 서비스
propert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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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nowledge-based intergrated complex grafted with the venture incubation function

Booth No.

C-109

3D 테크놀로지
3DTechnology

대표자 _ 박병운 Byeongun Park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과기로333(대촌동 958-3) 생활지원로봇센터 205호
205, 333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AX

010-5577-9894
lxjava@hanmail.net
3Dtechnology.co.kr

062-350-8823

회사소개
3D프린터 개발업체로서 FDM 방식의 VIS-Power, VIS-Neo, VIS-Mega제품과 SLA방식의
Mobius2010, Mobius2410, Mobius3530 제품을 개발 및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친환경소재
Material(Resin,Filament)등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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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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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M 3D프린터 (비즈 Series)
SLA 3D프린터 (모비우스 Series)
3D프린터 소재개발(레진, 필라멘트)
FDM 3D Printer (VIS Series)
SLA 3D Printer (Mobius Series)
3D Printer Material(Resin, Filament)

CA테크이미지

VIs Mega

Vis Power

㈜ 티디엘
TDL Co., Ltd.

Booth No.

G-110

대표자 _ 김유신 KIM YUSIN
광주 북구 첨단벤처소로37번길 67-11
67-11, Cheomdan venture so-ro 37beon-gil. Buk-gu, Gwangju,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71-2560
gsseol@tdl.co.kr
http://www.tdl.co.kr

FAX

062-971-2685

회사소개
저희 티디엘은 고객 여러분과의 만남을 더없이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조, 통신, IT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티디엘의 기술과 제품이 고객 여러분을 찾아 뵙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지금의
세기는 이제껏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환경의 변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이러한 환경에
저희 티디엘은 검증된 기술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과감한 혁신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아가 비즈니스 분야의 가장 신뢰할만한 파트너, 가장 존경할만한 파트너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
을 다할 것을 고객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점착코팅 보호필름, 자가점착 보호필름, 다색도 인쇄용 1. 전자파 차폐 투명 필름 : 마그네슘산화아연 기반 다
필름, 마스킹 필름, 라미네이트 필름, EVA자가점착 보
층구조의 투명 전자파 차폐 필름 / 금속 구조 삽입에
호필름, 메탈로센자가점착 보호필름, SOFC 셀, 전자파
따른 높은 전기전도 특성 확보. (10Ω/sq이하) / 상온
차폐 필름
공정이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필름에 적용이 용이함
/ 터치스크린패널 혹은 디스플레이 유리에 적용 가능
Adheive coated protective film, Self-adhesive film,
/ 35db이상의 차폐율로 고품질의 차폐 효과.
Multicolor printing film, Masking film, Laminating
film, EVA self adhesive film, Metallocene self 1. The electromagnetic shielding transparent film :
adhesive film, SOFC Cell, EMI Sheet
A transparent electromagnetic wave-shielding film
of zinc oxide, magnesium-based multi-layer
structure / Ensure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 insert metal structure. (10Ω / sq less) / Film is
applied to various ease in accordance with the
room temperature process is possible / It is
applied to a display panel or the touch screen
glass / High quality shielding effect than 35db
shield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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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DL, we appreciate and value the chance to meet our customers. TDL offers technologies and
products for customers over a variety of industries such as manufacturing, communications and IT
service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we are encountering an
unprecedented environmental change in this century. In this environment in which change will be
further accelerated, TDL will provide bold innovations and services required bu customers based on
qualified technologies and excellent human resources. Moreover, we promise our customers to always
do our best to become the most reliable and honorable partner in the business field.

Booth No.

G-102

디지몰드
DG Mold

대표자 _ 임용희 Lim Yeung hee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35길
35gil seongseogongdan-street Dalseo-Gu Daegu 704-170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53-608-2322
didsua@dmi.re.kr
www.dgmold.co.kr

FAX

053-584-2072

회사소개
대한민국의 남쪽 대구와 인근지역 반경 20km에 위치하고 있는 10개 회원사로 구성된 중·대형 프레
스 금형개발 전문업체 컨소시움으로 대한민국정부 공인시험 인증기관인 DMI(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D.G.Mold는 중·대형 프레스금형을 연간 15,000TON 개발하여 전 세계 어
디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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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onsortium is consisted of 10 members of mid- and large-size press mold
developers located within the 20-km radius in and around Daegu on the southern part of
Korea. And also D. G. Mold is supported by Daegu Mechatronics & Materials
Institute(DMI), a testing institute certified by the Korean government. D. G. Mold has the
capacity to develop and supply 15,000 tons of mid- and large-size press mold a year.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프레스 금형 전문제작 기업 컨소시엄으로 자동차 차체부품, 구조부품, 샤시부품 생산을 위한 금형을
제작하였으며,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is a consortium of companiesthat specializes in press mold and manufactures the die &
mold for producing various automobile parts such as a car body, structure and chassis.
And also we continuous try efforts to research and develop for improving product quality.

현대하이텍
Hyundai Hi-Tec

Booth No.

D-116

대표자 _ 김용구 YoungGu Kim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47
47 Hanamsandan 6beon-ro, Gwangsan-gu, Gwangju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AX

062-953-2240
kq24@daum.net
www.hdhitec.com

062-952-2187

회사소개
현대하이텍은 중소 제조업체로 1991년 현대공업으로 설립되어 이듬해 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로 등
록하면서 자동차 부품 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며, 2000년에 현대하이텍으로 상호명을 바꾸었
습니다.
Hyundai High-Tech is a medium-sized manufacturer established in 1991 by Hyundai
Industries. The following year, Kia Motors started to produce auto parts as a first partner.
In 2000, we changed our business name to Hyundai High-tech.

주요 생산품목은 차량용 프레스와 차체 ASS`Y 등이 주종을 이루고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와 카렌스,
쏘울 등의 핵심 차체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Main products are automobile presses and bodywork ASS`Y. KIA's SPORTAGE, CARENS,
SOUL and other key body parts are produced.

CFRP 적용 Roof Rail

TRIP강 적용 A/B-Pillar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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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Booth No.

F-115

빅토리 이엔디
VICTORY E&D

대표자 _ 임준일 Lim jun il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858-7번지 (우62272)
858-7, Sanwol-dong, Gwangsan-gu, Gwangju, Korea (62272)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FAX

070-8838-7474
nbvcvb@naver.com
www.v-camp.co.kr

회사소개
캠핑용품, 이동형 사무실, 캠핑 카라반 제조 업체
camping gear,movable office, camping caravan manufactur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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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www.mftshow.kr

화목난로 - 바이오 에너지인 펠렛을 이용한 화목, 펠렛난로무연통키트 IPB - 화목난로의 폐열을 회수
하고 불필요한 연통사용을 없애주는 장치 (특허 제 10-1564034호)
caravan - 기존의 카라반과 다른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될 빅토리 이엔디의 신제품
Wood stove - Stoves that use pellets and firewood
non chimney kit IPB - The "IPB" that collect waste heat of stove and remove unnecessary
chimney. (Patent application number 10-1564034)
Caravan - VICTORY E&D will be released in the new design new products.

화목 난로

무연통 키트 IPB

Caravan

(사)광주·전남뿌리산업진흥회
(A.C)Ppuri Industry Promotion Assosiation

Booth No.

C-105

대표자 _ 이명숙 Lee Myeong Suk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43번길 10
143-10 Pyeongdongsandanro,Gwangsan-gu,Gwangju, South Korea
전
화
이 메 일
홈페이지

062-959-2900
grcamyjj@hanmail.net
www.Kpipa.co.kr

FAX

062-959-2213

회사소개

-Roots, industry promotion and advanced projects.
-Business automation and advanced technology and smart - roots projects.
-Industrial Energy Efficiency project root.
-Corporations'roots of the convergence business opportunities and operational.
-Root Technology Contest, strengthen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through taking part
and acquire advanced technologies.
-Joint business planning and operational cooper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members.
-Promoting cooperative programs for exchang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industry
areas of the University Institute.
-Difficulties members belonging to policy suggestions for the resolution an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uch as support institutions.
-Roots, industry parks and support project.
-Root through convergence industries, industries and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and
create new business models.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 열처리, 표면처리
Castings, molds, surface processing, welding, heat treatment, surfac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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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 사업 추진
-뿌리기업 자동화 및 첨단화 그리고 스마트 사업 추진
-뿌리산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뿌리기업간 연계 융합사업 기회 및 운영
-뿌리기술 경기대회등 참여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및 선진기술 습득
-소속 회원간 정보교류 및 공동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
-해당 분야 산업체.대학교.연구소.관공서간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소속 회원사 애로해결 및 정부, 지자체 등 지원기관에 대한 정책 건의사항 수립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사업 추진
-뿌리산업과 주력산업 그리고 신성장 동력산업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