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FFICIAL DIRECTORY 



2



3

전시회 개요 _ Overview

부대행사 _ Events

제4회 국제뿌리산업포럼 일정 안내 _ PPURI Forum Schedule

제4회 국제뿌리산업포럼 연사 프로필 _ Speakers Profile of PPURI Forum

제3회 국제수소포럼 일정 안내 _ Hydrogen Forum Schedule

제3회 국제수소포럼 연사 프로필 _ Speakers Profile of Hydrogen Forum

부스 배치도 _ Floor Plan

참가업체 목록 _ List of Exhibitors

참가업체 소개(가나다 순) _ Introduction of Exhibitors

채용박람회 참가 업체 목록 _ Exhibitor List of Job Fair

Contents



4

기  간

장  소

규  모

주  최

주  관 

후  원

품  목 

 

구  성

_ 2018. 4. 25. (수)~27. (금) / 3일간 

_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_ 3개국 137개사 288부스 / 6,084㎡

_   

_          

      

_     

_   6대뿌리기술 및 소재•부품, 3D프린팅, 스마트팩토리 

융복합, 4차산업

_   전시회, 수출상담회, 국제뿌리산업포럼, 국제수소포럼, 일자리박람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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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_ April 25(Wed) ~ April 27(Fri), 2018 / 3days

Venue  _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Gwangju, Korea 

Scale  _ 3 Countries, 137 Company, 288 Booth / 6,084㎡ 

Host  _   

Organizer  _          

      

Support  _     

Exhibition Item  

_ Technologies of PPURI Industry (Casting, Molding, Plastic Working, 

Welding, Surface Treatment, Heat Treatment), Materials & Components, 3D 

Printing, Smart Factory, Convergence, Industry 4.0

Program  _   Exhibition, Business Meeting, PPURI Industry Forum, 

Hydrogen Forum, Job Fair

Casting

Materials Components 3D printing Smart Factory Convergence Industry 4.0

Mold Plastic working Welding Heat treatment Surface 
treatment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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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표 부대행사
구분 일자 시간 행사명 장소 주최

공식
행사

4.25(수)
14:00

~15:00
개막식 2전시장 입구 광주광역시

상담회
4.25(수)
~26(목)

10:00
~17:00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전시장內

참가기업부스
광주광역시, KOTRA

국제
뿌리
기술
포럼

4.25(수)
11:00

~17:00
제4회 국제뿌리기술포럼

전시장 內
세미나장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26(목)
10:00

~17:05
제3회 국제수소포럼

광주광역시
자동차부품연구원
(재)그린카진흥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특별
프로
그램

4.25(수)
17:00

~19:00
뿌리깊은 밤

201
~204호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26(목)

13:30
~14:40

2018상반기취업설명회 다목적홀
광주·전남지방
중소기벤처업청

14:00
~17:00

제2회
광주·전남합동
일자리박람회

다목적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투어

4.26(목)
09:30

~11:30
테크니컬투어1 아시아문화전당

광주광역시

4.27(금)
09:30

~11:30
테크니컬투어2

무각사 
동곡수소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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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s

Section Date Time Event Venue Host

Official 
Event

25(Wed)
14:00

~15:00
Opening Ceremony

Entrance of
2 Exhibition hall 

Gwangju Metropolitan City

Business
Meeting

25(Wed)
~26(Thur)

10:00
~17:00

Business Meeting for Export
Visiting booths by 
scheduled plan

Gwangju Metropolitan City
KOTRA

International 

Manufacturing 

Technology 

(PPURI) Forum

25(Wed)
11:00

~17:00
The 4th Int’l Manufacturing 
Technology Forum

Seminor room 
in Exhibition 
Hall

Gwangju Metropolitan City
KDJCenter

26(Thur)
10:00

~17:05
The 3rd Int’l hydrogen 
Forum

Gwangju Metropolitan City
Korea Automotive 
Technology Institute,
Gwangju Greencar 
Promotional Center,
Gwangju Center 
for Creative 
economy&innovation

Special 
program

25(Wed)
17:00

~19:00
Welcome Reception for all 
participants

Unit
201~204

Gwangju Metropolitan City
KDJCenter

26(Thur)

13:30
~14:40

Job seminar
Multipurpose 
Hall 

Gwangju Chonnam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4:00
~17:00

The 2nd 
Gwangju·Jeonnam Joint 
Recruitment Fair 

Multipurpose 
Hall 

Gwangju Chonnam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Gwangju Metropolitan City, 
JeollaNamd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Tour

26(Thu)
09:30

~11:30
Technical Tour 1

Asia Culture 
Center

Gwangju Metropolitan City

27(Fri)
09:30

~11:30
Technical Tour 2

MugakTemple, 
Multi Energy 
Station in 
Dong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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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국제뿌리기술포럼

구분 시간 주제

뿌
리
기
술

11:00~11:30
스마트팩토리 방식 절삭가공기술 소개  

- 캠틱종합기술원 이희관 수석연구원

11:30~12:00
차량 경량화를 위한 복합재료 적용  

- ETS-Soft(주) 이돈규 이사

13:00~14:00

중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방안 

- KIMIES 키미이에스 홍성민 선임연구원

Simcenter를 사용한 해석 적용 사례  

- KIMIES 키미이에스 김동진 책임연구원

14:30~15:00
자본재공제조합 뿌리산업이행보증 사업소개  

- 자본재공제조합 서민재 대리

15:00~15:40
「경제자유구역」과 「세풍산업단지」 소개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신연호 단장 

15:40~16:20
부품국산화/정비능력개발 절차 및 주요품목 소개  

- 공군군수사령부 박철우 사무관

16:20~17:00
e-모빌리티 국내현황 및 미래발전방향  

- 전라남도 송동하 팀장, 자동차부품연구원 나종관 팀장

4.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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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4th International Manufacturing Technology (PPURI) Forum

Section Time Title

M
a
n
u
f
a
c
t
u
r
i
n
g
 
T
e
c
h
n
o
l
o
g
y

11:00~11:30
Metal cutting technology of Smart factory 

- Lee, Hee-gwan / Head of R&BD Division, Camtic

11:30~12:00
Application of composite material for light weight vehicle  

- Lee, Dong-yu / Member of board of directors ETS-Soft 

13:00~14:00

Smart Factory building plan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 Hong, Seong-Min / Senior researcher of KIMIES 

Simcenter for product development  

- Kim, Dong-jin / Deputy department head of KIMIES 

14:30~15:00

Introduction of business : assurance of performance for 

PPURI industry 

- Seo, Min-jae / Machinery Financial Cooperative

15:00~15:40

Introduction of Free Economic Zone and SEPOONG Industrial complex 

-   Shin, Yeon-ho 

GREZ(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15:40~16:20

Key Item Description & Procedure For Domestic 

Development of Air and Space weapon System Parts  

-   Park, Chul-woo  

Deputy director of Air Force Logistics Command

16:20~17:00

Status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e-mobility   

-   Song, Dong-ha / JeollaNamdo  

Na, Jeong-gwan / KATECH(Korea Automotive Technology Institute)

4.25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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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프로필

연사 시간 강연 제목

캠틱종합기술원  
이희관 수석연구원

11:00~11:30
스마트팩토리 방식 

절삭가공기술 소개 

ETS-Soft(주)  
이돈규 이사

11:30~12:00
차량 경량화를 위한 

복합재료 적용 

KIMIES 키미이에스  
홍성민 선임연구원

13:00~14:00

중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방안

KIMIES 키미이에스  
김동진 책임연구원

Simcenter를 사용한 

해석 적용 사례 

자본재공제조합  
서민재 대리

14:30~15:00

자본재공제조합 

뿌리산업이행보증 

사업소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신연호 단장

15:00~15:40
「경제자유구역」과 

「세풍산업단지」 소개

공군군수사령부  
박철우 사무관

15:40~16:20
부품국산화/정비능력

개발 절차 및 주요품목 소개

전라남도 
송동하 팀장
자동차부품연구원 
나종관 팀장

16:20~17:00
e모빌리티 국내현황 및 

미래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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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s Time Title

Lee, Hee-gwan 
:   Head of R&BD 

Division, Camtic

11:00~11:30
Metal cutting technology of 

Smart factory

Lee, Dong-yu 
:   Member of board of 

directors ETS-Soft 

11:30~12:00

Application of composite 

material for light weight 

vehicle

Hong, Seong-Min  
:   Senior researcher of 

KIMIES 

13:00~14:00

Smart Factory building 

plan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Kim, Dong-jin 
:   Deputy department 

head of KIMIES 

Simcenter for product 

development

Seo, Min-jae 
:   Machinery Financial 

Cooperative

14:30~15:00

Introduction of business : 

assurance of performance for 

PPURI industry

Shin, Yeon-ho 
:   GREZ 
(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15:00~15:40

Introduction of Free Economic 

Zone and SEPOONG 

Industrial complex 

Park, Chul-woo 
:   Deputy director  of 

Air Force Logistics 
Command

15:40~16:20

Key Item Description & 

Procedure For Domestic 

Development of Air and Space 

weapon System Parts

Song, Dong-ha 
:   JeollaNamdo 

Na, Jeong-gwan 
:   KATECH 

(Korea Automotive 
Technology Institute)

16:20~17:00

Status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e-mobility  

Speakers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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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제수소포럼

수
소
산
업

SESSION 1   국내외 투자계획 및 현황

10:00~10:40
일본 수소 R&D산업과 미래
- 일본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Shinichi GOTO 객원연구원

10:40~11:20
중국 수소 에너지 산업과 미래
- ZongQiang MAO / Prof. Dr. INET, Tsinghua University

11:20~12:00
국내 수소산업 육성 방향과 지자체 역할 

- H2 KOREA 추진단 권성욱 실장

12:00~12:30 패널토의

SESSION 2   국내수소산업분야 기업동향

13:30~14:00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기술 개발 현황  

- 현대자동차 윤상호 박사

14:00~14:30
천연가스 개질 수소제조장치 개발 동향 및 향후 전망  

- 한국가스공사 이영철 수석연구원 

14:30~15:00
수전해 기술에 의한 수소 원가 및 수소 원가 저감을 위한 연구  

- 엘켐텍 문상봉 대표

15:00~15:30
LG전자 개발 현황 및 제언  

- LG 전자 허성근 팀장 

15:30~15:50 - Coffee Break

SESSION 3   광주수소산업 육성추진현황

15:50~16:05
광주광역시 수소산업의 추진현황 및 정책 방향 

- 광주광역시 

16:05~16::20
광주수소충전소 보급현황  

- 광주 그린카진흥원 명광재 부장

16:20~16:35
수소융합스테이션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추진현황  

- 자동차부품연구원(KATECH) 정길성 센터장

16:35~16:50
수소전기차 카쉐어링 현황  

- 제이카 강오순 대표

16:50~17:05
액화수소기반 이동식 수소충전소  

- 하이리움산업 최동규 부사장

4.26 (목)



13

The 3rd International Hydrogen Forum

H
y
d
r
o
g
e
n

F
o
r
u
m

SESSION 1   An investment plan and present condition of Global Country

10:00~10:40
R&D of Hydrogen and Future Prospect in Japan 
- Shinichi GOTO / Advanced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 (AIST) 

10:40~11:20
The current situation of hydrogen energy in China 
- ZongQiang MAO / Prof. Dr. INET, Tsinghua University

11:20~12:00
Domestic hydrogen industry promoting direction and role of 
local government 
- Kwon, Sung-wook / Head of a department H2korea

12:00~12:30 Panel Discussion

SESSION 2   A development project and present condition of domestic hydrogen industry

13:30~14:00
Current status of Hyundai FCEV technology development 
- Yoon, Sang-ho / Hyundai Motor Company, Fuel Cell Division

14:00~14:30
Development trends and future prospect of hydrogen generator 
for natural gas 
- Lee, Young-chul / Chief researcher of Korea Gas Company

14:30~15:00
Study on hydrogen production cost by water electrolysis and 
reducing its production cost 
- Moon, Sang-bong / CEO, Elchemtech(present)

15:00~15:30
R&D status in LG electronics and suggestions for hydrogen industry 
- Heo, Seong-geun / Team leader of LG Electronics 

15:30~15:50 - Coffee Break

SESSION 3   Promotion status of hydrogen industry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15:50~16:05
Status and policy of the hydrogen industry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 Gwangju Metropolitan City 

16:05~16::20
Status and plan of Gwangju hydrogen charging infrastructure 
- Myeong, Gwang-jae / head of department in GIGA

16:20~16:35
The Status of localiz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of 
hydrogen fusion station
- Jung, Gil-sung / Head of powertrain research center in KATECH

16:35~16:50
Status of Fuel Cell vehicle Carsharing Service 
- Kang, Oh-soon / CEO, J’car co,.ltd.

16:50~17:05
LH2 Mobile Hydrogen Refueling Station 
- Choi, Dong-kyu / CEO, Hylium Industries, Inc

4.26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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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프로필

연사 시간 발표주제

일본산업기술종합연
구소(AIST) Shinichi 
GOTO 객원연구원

10:00
~10:40

일본 수소 R&D산업과 미래

ZongQiang MAO 
/ Prof. Dr. INET, 
Tsinghua University

10:40
~11:20

중국 수소 에너지 산업과 미래

H2 KOREA 
권성욱 실장

11:20
~12:00

국내 수소산업 육성 방향과 

지자체 역할

현대자동차 
윤상호 박사

13:30
~14:00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기술 개발 현황

한국가스공사 
이영철 수석연구원 

14:00
~14:30

천연가스 개질 수소제조장치 

개발 동향 및 향후 전망

엘켐텍 
문상봉 대표

14:30
~15:00

수전해 기술에 의한 수소 원가 및 
수소 원가 저감을 위한 연구

LG전자 
허성근 팀장 

15:00
~15:30

LG전자 개발 현황 및 제언

광주광역시 
15:50

~16:05
광주광역시 수소산업의 

추진현황 및 정책 방향

광주 그린카진흥원 
명광재 부장

16:05
~16::20

광주수소충전소 보급현황

자동차부품연구원 
정길성 센터장

16:20
~16:35

수소융합스테이션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추진현황

제이카 
강오순 대표 

16:35
~16:50

수소전기차 카쉐어링 현황

하이리움산업 
최동규 부사장

16:50
~17:05

액화수소기반 이동식 수소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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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s Profile

Speakers Time Title

Shinichi GOTO / 
Advanced Industrial Science 
& Technology (AIST) 

10:00
~10:40

R&D of Hydrogen and Future 

Prospect in Japan

ZongQiang MAO /
Prof. Dr. INET, Tsinghua 
University

10:40
~11:20

The current situation of 

hydrogen energy in China

Kwon, Sung-wook / Head of 
a department H2korea

11:20
~12:00

Domestic hydrogen industry 

promoting direction and role of 

local government

Yoon, Sang-ho / 
Hyundai Motor Company, 
Fuel Cell Division

13:30
~14:00

Current status of Hyundai 

FCEV technology development

Lee, Young-chul / 
Chief researcher of Korea 
Gas Company

14:00
~14:30

Development trends and 

future prospect of hydrogen 

generator for natural gas

Moon, Sang-bong / 
CEO, Elchemtech(present)

14:30
~15:00

Study on hydrogen 
production cost by water 
electrolysis and reducing its 
production cost

Heo, Seong-geun / Team 
leader of LG Electronics 

15:00
~15:30

R&D status in LG electronics 
and suggestions for  
hydrogen industry

Gwangju Metropolitan City 
15:50

~16:05

Status and policy of the 
hydrogen industry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Myeong, Gwang-jae / 
Head of department in GIGA

16:05
~16::20

Status and plan of Gwangju 
hydrogen charging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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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
~16:35

The Status of localiz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of hydrogen fusion 
station

Kang, Oh-soon / 
CEO, J’car co,.ltd.

16:35
~16:50

Status of Fuel Cell vehicle 
Carsharing Service

Choi, Dong-kyu / 
CEO, Hylium Industries, Inc

16:50
~17:05

LH2 Mobile Hydrogen 

Refuel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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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배치도 Floor Plan

참가업체 목록 List of Exhibitors

주최자
사무국

출입구/Entrance 출입구/Entrance

H-101

H-102

A-110

A-109

A-106

A-105

B-108

A-107

A-103 A-104

A-102A-101

B-105 B-106

B-102B-101

B-116 B-117

B-113B-112

B-118 B-119

B-115B-114

C-111 C-112

C-109C-108

C-106 C-107

C-103C-102

E-103 E-104

E-101D-118

E-110 E-111

E-108D-107

G-108 G-109 G-110 G-111

G-102 G-103

F-107 F-101

F-104

G-107G-106G-105

F-107 F-108

F-104F-103

F-109 F-110

F-106F-105

F-101

F-102

H-103

F-102

C-113 C-114

E-105 E-106C-110

E-109

D-116 D-117

D-113 D-114

D-111

E-102C-104 C-105

C-101

B-110 B-111

B-109

D-107

D-103 D-104

D-101

D-105 D-106

D-102

D-109 D-110

D-108

D-115

D-112

B-103 B-104

B-107

A-108

A-111

A-112 A-113 A-114 A-115

A-116

H-104

부스번호 업체명 Company Name Page

A-101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근로자건강센터

Gwangju Workers Health Center -

A-102 밀양시청 MIRYANG CITY HALL 60

A-103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용접·접합과학공학과

DEPARTMENT OF WELDING AND JOINING SCIENCE ENGINEERING,
CHOSUN UNIVERSITY

-

 A-104 ㈜금오몰드 KUMO MOLD CO.,LTD 33

A-105

3D 스튜디오 보스 3D STUDIO VOS 69

광주·전남 3D프린팅 협회 GWANGJU·JEONNAM 3D PRINTING ASSOCIATION 30

케이시스템 K SYSTEM 106

㈜다윈테크 DARWIN TECH 39

리플 RIPPLE 55

㈜트라이앵글랩 TRIANGLELAB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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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번호 업체명 Company Name Page
A-105 ㈜한스디지털 HANS DIGITAL 124

A-106 사단법인 대한용접협회 CORPORATION AGGREGATE DAEHAN WELDING SOCIETY 48

A-107
제8회 광주국제 금형 및 
기계, 스마트공장자동화전

GWANGJU INTERNATIONAL MOLD, MACHINERY,(SMART)FACTORY AUTOMATION 
FAIR2018 98

A-108 ㈜한국종합기술 KOREA TOTAL TECHNOLOGY CO.,LTD. 122

A-109

국방기술품질원 
전남국방벤처센터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

㈜디엠티 DMT CO.,LTD 52

㈜서광 SEOGWANG 64

㈜웨이브쓰리디 WAVE3D Co., Ltd. 90

케이에스광학㈜ KS Optical Co.,Ltd. 107

A-110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 Enterprise Support Foundation in CU -

광주히트펌프산업 Gwangju heatpump Company 31

나우웍스㈜ NowWorks Co., Ltd. 36

㈜덴탈에이스 DENTAL ACE Co,.Ltd. 50

한울이엔지 HANUL ENG 125

A-111

국방기술품질원 
광주국방벤처센터

GWANGJU DEFENSE VENTURE CENTER -

공간정보 Geospatial Information Co.,Ltd 23

㈜옵토닉스 OPTONICS Co., Ltd 87

에프비지 코리아 FBG KOREA Inc, 82

㈜엔티시 NTSEE 83

이상테크 LSTECH Co., Ltd 92

㈜프리시젼옵텍스 Precision Optechs Co., Ltd. 113

A-112

전라남도 공동관 JeollaNamdo Co-Exhibition -

순천시청 Suncheon City Hall 67

전남테크노파크 Jeonnam Technopark 94

대우건설 Daewooenc 45

A-1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itech 120

A-114

광주그린카진흥원 GIGA -

현대하이텍 HYUNDAI 28

한일정공 Hanil Precision Ind. Co., Ltd 27

캠스 CAMS 26

나전 NAJEON 25

화인특장 FINE MOTORS CO., LTD. 29

호원 HOWEN 141

서진 SEOJIN -

A-115

전북뿌리산업연합회 JeonBuk Association for Root Indstry -

(사)전북금형산업협회 Association of Jeonbuk mold industry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JIAT -

세화정공 SEHWA PRECISION co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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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번호 업체명 Company Name Page

A-116
국립군산대학교 
해양산업기술교육센터

KUNSAN NATIONAL UNIVERSITY MARIN TECHNOLOGY EDUCATION CENTER 32

B-101 대경제이엠㈜ DAEGYEONG JUNGMYEONG CO.,LTD. 42
B-102 하나정밀 HANAJUNGMIL 118
B-103 ㈜동양금속 DONG YANG METAL CO.,LTD. 51
B-104 ㈜대일기공 DAEIL MACHINERY CO.,LTD 46
B-105 대경보스텍㈜ DAEGYEONG BOSTECH CO.,LTD. 40
B-106 대경에이티㈜ DAEGYEONG AT CO., LTD. 41
B-107 ㈜우성마그네트 WOOSUNG MAGNET CO., LTD 88
B-108 광주전남뿌리산업진흥회 Ppuri lndustry Promotion Assosiation -
B-109 ㈜전진티티에스 JUNJINTTS CO.,LTD 96
B-110 ㈜와이케이시스템 YK SYSTEM CO.,LTD 133
B-111 ㈜한성스틸 HANSUNGSTEEL CO.,LTD. 123
B-112 GEC GEC 103
B-113 ㈜에이에이테크 AA-TECH CO.,LTD. 129
B-114 ㈜은혜기업 EUNHYE INDUSTRIAL.CO.,LTD 91
B-115 ㈜엠티에스 MTS CO.,LTD. 84
B-116 리빙시스템 LIVING SYSTEM CO.,LTD. 127
B-117 남도금형㈜ NAMDO MOLD CO.,LTD. 43
B-118 ㈜웨비오 WEVIO INC. 134
B-119 ㈜대진 DAEJIN CO.,LTD. 47

C-101
디지몰드
(대구.경북 금형컨소시움)

DG.MOLD(DARGU.GYUNGBUK MOLD CONSORTIUM) 53

C-102 ㈜신양테크 SHINYANGTECH CO.,LTD 68
C-103 원일키 WONIL KEY 89
C-104 모아커팅테크날리지 MORE CUTTING TECHNOLOGY CO. 59
C-105 ㈜한국센서 HANKOOK SENSORS CO.,LTD. 121
C-106 주식회사 루브캠코리아 LUBCHEM CO.,LTD 54
C-107 연도통상 YEONDO 86
C-108 피씨케이㈜ PCK.CO.,LTD. 116
C-109 ㈜씨티에이플러스 CTAPLUS CO., LTD. 71
C-110 브라토㈜ BRATO CO.,LTD. 61
C-111 대동금속㈜ DAEDONG METALS CO.,LTD. 44
C-112 ㈜에스씨피 SC SHINCHANG SCP CO.,LTD 75
C-113 ㈜아이피에스오토 IPS AUTO CO.,LTD 73
C-114 2018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DAEGU MACHINERY EXPO 2018 -
D-101 ㈜픽슨 FIXON INC. 117
D-102 아이비머티리얼즈 IB MATERIALS 72
D-103 에스지티 주식회사 SGT CO.,LTD 78
D-104 에스아이에스㈜ SIS 76
D-105 에스엠티 SMT 77
D-106 (주)G알켐 G-ALCHEMY 102
D-107 ㈜한성스틸 HANSUNGSTEEL CO.,LTD. 123
D-108 ㈜새온누리그린테크 SAEONNURI GREEN TECH CO.LTD 63
D-109 ㈜티에이 TA CO.,LTD. 111
D-110 금화철강주식회사 KEUMHWA STEEL CO.,LTD.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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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번호 업체명 Company Name Page
D-111 ㈜프릭사 FRIXA CO.,LTD 114
D-112 베네로바이크 ㈜마루 BENEBIKE MARU.CO.,LTD 56
D-113 ㈜에이원엔지니어링 A1ENGINEERING CO.,LTD. 81
D-114 ㈜피디텍 PDTEC CO., LTD 115
D-115 ㈜더블유원 W-ONE CO.,LTD 49
D-116 ㈜첨단환경 CHUMDAN ENVIRONMENT CO.,LTD. 104
D-117 프로텍코리아㈜ PROTECH KOREA CO., LTD. 112
D-118 모아산업 Moa Industry 58
E-101 ㈜엠티에이 MTA CO., LTD. 85
E-102 샌드그래피 SANDGRAPHY 62
E-103 ㈜큐브테크 CUBETECH.CO.,LTD 108
E-104 ㈜메탈코리아 METAL KOREA CO.,LTD 57
E-105 에스케이에프코리아 SKF KOREA Ltd 79
E-106 ㈜네오넌트 NEONENT INC. 37
E-107 티타늄 티티아이㈜ TTi CO.,LTD. 136
E-108 SF태후 SFTAEHU 142
E-109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GFEZ 24
E-110 금속가공열처리지원센터 METAL PROCESSING HEAT TREATMENT CENTER 94
E-111 씨컴퍼니 C-COMPANY 139
F-101 현대자동차 HYUDAI -
F-102 하이리움산업㈜ HYLIUM INDUSTRIES, INC 119
F-103 알티엑스 RTX 74
F-104 ㈜쏠락 CORP, SSOLLOCK 130
F-105 하이리움산업㈜ HYLIUM INDUSTRIES, INC 119
F-106 에이스크리에이션㈜ ACE CREATION CO., INC. 131
F-107 주식회사제이카 J'CAR CO.,LTD. 135
F-108 엔팩㈜ ENFAC CO.,LTD 137
F-109 ㈜엠텍정보기술 MTEK INFORMATION TECHNOLOGY CO.,LTD. 132
F-110 휴그린파워㈜ HUGREEN POWER INC. 126

G-101

대구테크노파크 DAEGU TECHNOPARK -
씨엠에스 CMS CO.,LTD. 70
일신플라스틱 Ilshin Plastic Co., Ltd. 93
정화이엠에스 Jeong Hwa Co. 97
테스크 TESK CO.,LTD. 109

G-102 ㈜지스핀 G·SPIN CO.,LTD 101
G-103 ㈜케엠사 KM CORPORATION 105

G-104

KOTRA광주전남지원단 KOTRA 100
미크론텍 MICRON TECH -
제이와이솔루션㈜ JYSOLUTION -

G-105 ㈜쓰리디테크놀로지 3DTECHNOLOGY 128
G-106 마빈 MABIN 140
G-107 기공시스템㈜ GIGONGSYSTEM CO.,LTD. 35
G-108 한국스마트콘텐츠협회 GIGONGSYSTEM CO.,LTD. -
G-109 3D융복합교육협동조합 KOREA SMART CONTENTS ASSOCIATION 138
G-110 다빈치테크놀로지 GIGONGSYSTEM CO.,LTD. 38
G-111 에이아이컨트롤스 DaVinci Technology 80





Introduction of Exhibitors

참가업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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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1
공간정보

Geospatial Information Co.,Ltd

대 표 자 _ 강효석  Suk-Gu, Kang

주    소 _   전남 나주시 정보화길 26

전     화 _   062-385-3660 / FAX _   062-385-3661

이 메 일 _ jesusliving@nate.com

홈페이지 _ http://www.geomatic.co.kr

회사소개

㈜공간정보는 드론공간정보 기반의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융합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공간정보는 무인 비행체인 드론 기술을 국내에 
일찌감치 도입해 선도적으로 발전시켜 온 업체로써 현재는 드론 운용 기술을 통해 3D 영상지도 제작, 지리정보시스템(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분야를 섭렵, 산업 분야를 개척해 나감으로써 고부가가치의 경제 효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목분야에서는 드론 솔루션과 건축물 3차원 모델링 기술력 등을 앞세워 해외 토지정보구축사업에 뛰어들었으며 드론은 위치와 각도에 
구애받지 않고 입체적인 촬영을 진행하여 콘크리트구조물 안전점검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 건설 공정 관리 체계인 ‘듀심(DUCIM)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불도저와 포크레인 등 중장비 곳곳에 부착된 센서를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해 공사 감독 및 감리자 역할을 
24시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개발 예정 지역을 입체 영상으로 제작하여, 정책 입안 단계에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돕기도 
합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작물 생육 DB 구축과 농업 컨설팅 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항공촬영을 통해 얻은 농작물 생육정보를 정밀 분석하고 
여기에 빅데이터 등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경작 농민이 비료나 농약을 언제 얼마만큼 살포해야 적절한지, 또는 최적의 수확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과학적으로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밖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무인비행시스템을 활용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무인비행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측량, 안전진단, 재난, 
건설 관리 플랫폼 및 정확한 영농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과학 영농시대 등을 꿈꾸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첨단 기술 융-복합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eospatial Information Corporation provides convergence content for the activation of the fourth industry based on the drone geospatial 
information. As a leading manufacturer of unmanned aerial vehicle drones, We are now exploring not only hardware but also software field, 
and exploring the industrial field of economic value, such as creating 3D image maps and building 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database using drone operation technology. 

In the civil engineering field, we have launched overseas land information construction projects using drone solutions and 3-dimensional 
modeling technology, and drones are utilized in the concrete structure safety inspection areas by taking three-dimensional imaging 
regardless of location and angle. We also focuses on the Dusim (DUCIM) Project, a comprehensive construction process management 
system that connects sensors that are attached to heavy machinery, such as bulldozers and pockers, to the Internet of Things. The system 
also produces three-dimensional images of areas to help accurately simulate areas to be developed during the policy-making stage. 

In agriculture, We focuses on the construction of a database for growing crops and agriculture consulting industries, analyze the crop 
growth information obtained by aerial photographing and use statistics such as big data to determine when the farmers should distribute 
fertilizer or agricultural chemicals to their farmers, or when the best harvest time can be achieved.

In a wide range of other areas, we also have a number of tasks using unmanned flight systems, dreaming of playing a key role 
in bringing about 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ge of scientific farming based on unmanned flight systems, safety diagnosis(disasters, 
construction management platforms) and accurate farming information.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1. 무인항공사진측량 RTK/PPK 드론
  - 측량급 정확도를 갖는 지형도 제작을 위해 정밀위성측량 방법인 
    RTK/PPK 기능이 탑재되어, 넓은 면적에 대한 최적의 사진측량이 가능한 
    고정밀 드론 매핑 시스템입니다.
2. 인공지능 맵핑 & 안전점검 전문 드론
 - 고해상도 영상으로 구조물의 3D 모델을 구현하여 외관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안전점검 드론 시스템입니다
3. 드론원격탐사 시스템
 - 회전익 드론에 다중분광센서를 장착하여 보이지 않는 식물의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농작물 생육 정밀데이터 구축, 영농 
   현황조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Unmanned Aerial Photogrammetric RTK/PPK Drone
  - The system is equipped with RTK, a precision satellite survey method, 
    to create a terrain map that has a precise accuracy, enabling the 
    optimal photogrammetry of large areas.
2. Artificial intelligence mapping & safety inspection specialist drone
  - It is a safety inspection drone system that performs 3D models of 
     structures with high-resolution images to accurately diagnose
     appearance conditions.
3. Remote Sensing System
  - Multispectral sensor installed on rotary wing drones can measure 
    invisible plant health more accurately and can be used for various 
    areas, such as precision plant growth, construction of crop growth 
    data, and agricultur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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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09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대 표 자 _ 강효석  Hyo-Seok, Kang

주    소 _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1100 Indeok-ro, Gwangyang-eup, Gwangyang-si, Jeollanam-do

전     화 _   061-760-5531 / FAX _   061-760-5711

이 메 일 _ andylee@korea.kr 

홈페이지 _ www.gfez.go.kr

회사소개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세계최고의 산업·물류 중심도시 GFEZ

(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는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육성시키고자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동북아 해운물류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비교우위의 산업인프라,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갖춘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선두주자입니다.

GFEZ(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was designated in 2 0 0 3 to serve 

as a global business hub to cater to the rapidly growing Northeast Asian market. Thanks 

to its geographical location at the center of one of the most dynamic places in the world, 

GFEZ is one of the leading free economic zones in Korea, offering a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It also offers a competitive industrial infrastructure, a deregu-lated business 

environment and generous government support.



25

Booth No.

A-114
나전

NAJEON

대 표 자 _ 윤시탁  Si-Tak, Yoon

주    소 _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239-20 (옥동) 
Pyeongdongsandan-ro 239-20, Gwangsan-gu, Gwangju

전     화 _   062-951-9251 / FAX _   062-945-9260

이 메 일 _ cs3@najeon.co.kr

홈페이지 _ http://www.najeon.co.kr

회사소개

전 임직원이 일체 단합하여 플라스틱 산업분야에 밑거름이 되어 혁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주)나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1986년 설립된 

(주)나전은 오랜시간 축적된 기술력과 자동화 시스템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BUMPER, 

INSTRUMENT PANEL 등 자동차용 플라스틱 내/외장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형, 

도장, 조립의 일체화된 생산 SYSTEM을 구축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산업발전을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은 2017년 품질 5스타를 달성하여 최고의 품질을 통해 

명실상부한 자동차 내외장재 선두 업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나전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업체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The ultimate goal of NAJEON Co. Ltd. is to become a world famous company which 

leads an industrial revolution being a foundation for the plastic industrial field through 

strong unification of the staffs. NAJEON, since established in 1986 has produced the 

plastic interior/exterior materials for automotive such as the bumpers and instrument panels 

based on the technology accumulated for long time and automation system. In addition, 

it plays a role of the company which satisfies the customer requirements establishing an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of molding, painting and assembly and still tries our best 

in order to lead the development of the automotive industry. Such efforts achieved the 

5-star quality in 2017 and placed us at the leading manufacturer of the interior/exterior 

materials for automotive through the top premium quality. We, NAJEON Co. Ltd. will not 

become complacent but further use an effort to jump to the world famous automotive parts 

manufacturer.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PLR TRIM 칵핏 모듈 FEM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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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4
캠스

CAMS

대 표 자 _ 김정중  Jeong-Joong, Kim

주    소 _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9번로 30 
30 Hanamsandan 9bunro. Gwangsan-gu. Gwang ju. Korea

전     화 _ 062-960-3300 / FAX _   062-960-3359

홈페이지 _ www.i-cams.co.kr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

(주) 캠스는 고객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고객지상주의”경영철학을 경쟁력 우위 전략으로 

삼고, 최신 설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이룩함으로써 21세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초일류 기업이 되겠습니다.   

A Company that challenges continuously toward the future

Based on the management philosophy of “Customer Centricity”that furnishes enjoyment 

and satisfaction to customers as a strategy for competitive advantage, CAMS will also 

be the world best company winning success in the 21st global market by achieving 

ceaseless management innovation using the most advanced facilities and technologies.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회사소개

BUMPER 및 내·외장부품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에 적극 부응하고자 지속적인 연구환경을 통해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전문 MAKER로 자리매김 하고자 최첨단 설계 장비로 독자적인 설계 능력을 갖추고 BUMPER 

및 내·외장 부품의 다양한 시험평가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BUMPER & Interior & Exterior

To actively come up to the quality that customers demand and to become a worldwide 

automobile parts maker through continuous research environment, CAMS has been 

performing a variety of tests and evaluations of bumper and interior and exterior parts 

combining its own design ability with the most advanced desig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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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4
한일정공

Hanil Precision Ind. Co., Ltd

대 표 자 _ 임재윤  Jae-Yoon, Lim

주    소 _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31 
231, Haeb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31-491-2511 / FAX _   031-491-2516

이 메 일 _ kbok3221@hanilpre.co.kr

홈페이지 _ www.hanilpre.co.kr

1978년 9월 창립이래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허브 앗세이 및 너클 / 캐리어 전문업체 

한일정공입니다.

The hanil precision ind. co., ltd is the HUB and KNUCKLE / CARRIER specialty company 

that has maintained the highest quality since it is founding in september 1978.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회사소개

CARRIER HUB

■ 폼코어 타입의 CFRP 경량 캐리어

 -   환경과 연비개선을 위한 기존  

스틸 캐리어 대비 약 48%의 중량 감소.

 - 최적조건의 카본섬유 패턴설계.

 - 스프렁하중량 감소.

■ CFRP light weight CARRIER of Foam-core type

 -   Reduced WEIGHT(≒48%) than  

STEEL CARRIER for Emission and  

Fuel economy improvement.

 - Design of CFRP Pattern in optimal condition.

 -   Reduce UNSPRUNG MASS for better driving  

performance.

■ CFRP 하이브리드 허브

 -   환경과 연비개선을 위한 기존 스틸 허브 대비  

약 50% 중량 감소.

 - 이종재질 접합기술(스틸 - 탄소섬유복합재).

 - 스프렁하중량 감소.

■ CFRP HYBRID HUB

 -   Reduced WEIGHT(≒50%) than  

STEEL CARRIER for Emission and  

Fuel economy improvement.

 - Bonding technique to two material.

 -   Reduce UNSPRUNG MASS for better  

driv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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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4
현대하이텍

Hyundai Hi-tec

대 표 자 _ 김용구  Yong-Gu, Kim

주    소 _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47 
47 Hanamsandan 6beon-ro, Gwangsan-Gu

전     화 _   062-953-2240 / FAX _   062-952-2186

이 메 일 _ kq24@daum.net

홈페이지 _ www.hdhitec.com

현대하이텍은 중소 제조업체로 1991년 현대공업으로 설립되어 이듬해 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로 등록하면서 자동차 부품 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며, 2000년에 

현대하이텍으로 상호명을 바꾸었습니다.

Hyundai Hi-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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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business name to Hyundai Hi-tec

주요 생산품목은 차량용 프레스와 차체 A`ssy 등이 주종을 이루고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와 

카렌스, 쏘울 등의 핵심 차체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Main products are automobile presses and bodywork A`ssy. KIA`s Sportage, Carens, 

Soul and other key body parts are produced.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회사소개

회사전경

자동용접라인 프레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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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4
화인특장

FINE MOTORS CO., LTD.

대 표 자 _ 최종석  Jong-Suk, Choi

주    소 _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08 
108, Pyeongdongsandan 2beon-ro, , Gwangju, Korea

전     화 _   062-576-2370 / FAX _   062-576-2372

이 메 일 _ fine@finemotors.co.kr

홈페이지 _ www.finemotors.co.kr

국내유일 특장차 부문 UN조달 등록업체인 화인특장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설립한

특장차 전문 제조업체로 꾸준한 기술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군.경， 환경， 건설， 농업분야 등 각각의 용도에 맞는 기능성과 

효율성을 부과한 맞춤형 차량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결과물로 퇴비살포차량을 포함한 현재까지 약 129차종을 인증 개발하였습니다. 주력차종으로 

액비살포차, 암롤트럭， 믹서트럭， 구난트럭， 및 진개덤프 뿐만 아니라 특수덤프 등 건설차량도 개발 제조하고 있으며 국내 뿐 아니라 베트남， 

방글라데시， 크로아티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2013년 저150회 무역의 날을 맞아 100만불 수출탑 수상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000만불수출의 탑을수상하며 급격한 매출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밖에도 ISO 9001, INNOBIZ 기업인증， 명품강소기업 

인증. 우수기업， 고용우수기업 인정， 안전행정부장관표창 (소방행정발전)등 다양한 성과를 올리며 품질 및 기술력 뿐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기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We, FINE MOTORS CO., LTD., who is only korean company registered in UNGM as a special vehicle was established in 2002 by 

gathering manpower who had worked in the related fields of special purpose vehicle. The skillful

technicians who worked in R&D center make effort to improve the quality and technologies. As a result of this effort, we have thus been 

develop 129types of certified vehicle including a compost-scattering vehicle and customized

vehicle with functionality and efficiency for each different purpose. Our main vehicle have been construction vehicle such as special 

dump, mixer truck as well as Hook Roll Truck, Tank lorry and Garbage Truck. These vehicle have been exported to various country such 

as Vietnam, Bangladesh, Croatia, Saudi Arabia and so on as well as domestic.

FINE MOTORS have been showing rapid sales growth since its start of export. It has been awarded a $10 million export prize at the 53rd 

Trade Day commemoration event hos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in 2016, starting with the $1 million export tower 

in 2013. In addition, Various certificate such as ISO 9001, INNOBIZ,

World best company certificate and commendation of Minister of safety administration have proved we are making steady effort to 

become a cooperation that contributes not only to quality and technology but also to society by making various achievements.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회사소개

<무인주행 전기작업차>

바닥에 놓인 자계레일을 따라 무인주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어테치먼트 교체가 가능하며 이에따라 리프트, 스프레이, 

카고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AVM(Around View Monitoring) 시스템>

AVM(Around View Monitoring) 시스템은 차량 전/후/좌/우 방향에 설치된 4개의 초광각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을 처리하여 상공에서 

차량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조감영역을 생성해주는 주차 보조 및 주행 안전 시스템입니다. 통학버스차량의 경우, AVM과 Ultrasonic Sensor를 

통해 차량 및 주변환경을 모니터 함으로써 어린이들을 보다 안전하게 차량에 탑승/하차시킬 수 있습니다. 

 

<AGV (Auto Guided Vehicle)>

It could be automatically dived following the magnetic rail which is laid on the ground. Also, As per the user’s requirement, It can be used 

for Cargo, Lift and Spray by changing the attachment on the platform.

<AVM(Around View Monitoring) System>

The AVM(Around View Monitoring) System is Driving Assistance & Safety System that processes images from 4 super wide angle lens 

cameras, providing a top-view of the vehicle as if looked from the Sky. For school bus, AVM and Ultrasonic Sensor can be used to protect 

children while 

 boarding on/off and monitor the surrounding of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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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05
광주전남3D프린팅협회

Gwang-Ju·Jeonnam 3D Printing Association

대 표 자 _ 최성용  Choi seong yong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404호 
249, Chuam-ro, Buk-gu, Gwangju, Korea

전     화 _   062-602-0390 / FAX _   062-602-0391

이 메 일 _ sunlion82@naver.com

회사소개

법인명칭 : 사단법인 광주전남 3D프린팅협회 (제 2016-광주광역시-02호)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404호

대 표 자 : 최성용

3D프린팅 교육, 지역산업 연계, 3D프린팅산업 저변확대, 기술지원

광주전남지역의 3D프린팅산업 저변확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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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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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0
광주히트펌프산업

Gwang ju heatpump Company

대 표 자 _ 김홍운  kim hong woon

주    소 _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411호 
in room 411 309 Chosun University Business Incubator Center, 
Pilmundearo Dong - gu , Gwangju, Korea 

전     화 _   062-227-6729 / FAX _   062-228-6729

이 메 일 _ h6w5425@naver.com 

홈페이지 _ gjheatpump.co.kr

회사소개

광주히트펌프산업  

* 2014년 설립 산업용 히트펌프자체 특허 기술 

* 확보 OEM 생산하고 있음.

* 30여년 히트펌프 실무 경력 보육.

* 국내 특허 9개 보유.

* 전기자동차용 냉난방시스템 사업화

Gwangju heatpump company

* Established in 2014 industrial heat pumps

* Otain patent techonology OEM produce has exxist.

* 30 years of experience in heat pumps.

* Holds 9 domestic patents.

*Commercialization of heating and cooling system for electric vehicles.

산업용 히트펌프생산

* 어가의 물고기 양식장 물온도 콘트롤

* 농가의 비닐 하우스 공기 온도 콘트롤

* 전기자동차용 히트펌프식 냉난방시스템

* 기타 히트펌프기술 응용제품 

Indutrial heat pump production

* Fish store aqaaculture water temperature control

* Household vinyl house temperature control

* EV car heatpump type air-conditioning system

* Heat pump Technology Applications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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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6
군산대학교

KNU Marin Technology Education Center

대 표 자 _ 이기영  LEE KI YOUNG

주    소 _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번지 
558, Daehak-ro, Gunsan-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63-471-2993 / FAX _   063-471-2992

이 메 일 _ hq@cdca.kr

홈페이지 _ http://www.mtec.kunsan.ac.kr/

회사소개

해양산업기술교육센터는 해양산업의 길을 걸으시는 수많은 이들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각종 첨단 잠수장비의 발달로 잠수사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깊은 수심에서도 

잠수작업이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인간의 손길이 닿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산업잠수사의 손길입니다.

이러한 산업잠수사의 노고를 알기에 저희 해양산업기술교육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잠수 

인생에 큰 도움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Marin Technology Education center aims to provide the best service and the best 

education program to many people who are walking the maritime industry and helping the 

future for the future.

In recent years, the development of various advanced diving equipment has made it 

possible for diving operations to be carried out even at deep water depths where the 

divers can not enter.

As you know about the efforts of these industrial divers, we would like to take a great 

interest in your future diving life through our Marin Technology Education Center. 

수중용접 시연, 산업잠수장비, 재압챔버, 수중드론

Underwater welding demonstration, Commercial diving equipment,

Decompression chamber, Underwater drones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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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04
㈜금오몰드

KUM O MOLD Co.,LTD

대 표 자 _ 도대용  DO DAE YONG

주    소 _   경북 칠곡군 북삼읍 외율5길 121-18 
#121-18, Yul-ri, Buksam-eup, Chilgok-gun, Gyeongsangbuk-do, KOREA

전     화 _   054-974-1329 / FAX _   054-974-1559

이 메 일 _  kumomold@unitel.co.kr

홈페이지 _  www.kumomold.co.kr

회사소개

저희 (주)금오몰드는 2001년부터 QDM금형을 제작해 온 업체입니다.

“끊임없는 개발과 노력으로 일류기업으로 도약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아주 작은 곳에도 

최선을 다해 매년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직 작은 규모이지만, QDM에 대한 우리의 역량과 전문성은 작지 않습니다. 다년 간의 

겸험과 KNOW0HOW를 QDM이라는 단 하나의 아이템에 모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대형이중사출, INSERT사출, 필름INSERT사출, 휴대폰, 커넥터, 무선전화기, 디지털카메라, 

네비게이션, 자동차 부품, 에어백 등 다양한 QDM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중사출 안경테, 선글라스, 메탈을 이용한 안경 등 여러 안경 부품을 

사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끝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QDM업체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자동차 busbar 류 자동차 connector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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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110
금화철강

KEUMHWA STEEL CO.,LTD.

대 표 자 _ 황창회  Chang-Hwe, Hwang

주    소 _   전남 담양군 무정면 무옥로 70 
70, Muock-Ro, Mujeong-Myeon, Damyang-Gun, Jeolla-Namdo, Korea

전     화 _ 061-381-8451 / FAX _ 061-381-8454

이 메 일 _ mhnam@dkref.co.kr

홈페이지 _ www.keumhwasteel.com

회사소개

농업용, 건설용, 구조용파이프를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고객이 원하는 신기술 연구과 

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우수한 품질과 신속한 납기로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철강(강관) 전문업체입니다.

As a company that produces and sells agricultural, construction, and structural pipes, 

we have explored new markets with the new techn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products that our clients want, and receive good results from our clients (based on quality 

and good results).

원형파이프 절단 & 면취 & 압관 자동 생산 시스템

사각파이프 압관 자동 생산 시스템

Pipe Cutting & Brushing & Swaging Auto On-line Production Systems

Square Pipe Swaging Auto On-Line Production Systems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SWAGE공정 사각관SWAGE 원형관S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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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G-107
기공시스템㈜

GIGONG SYSTEM CO.,Ltd

대 표 자 _ 문병기  Byung-Gi, Moon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333 생활지원로봇센터 410호 
No.410 RobotCenter 333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Korea

전     화 _ 062-973-7101 / FAX _ 062-973-7102

이 메 일 _ gigongk@gmail.com

홈페이지 _ www.gigongsys.co.kr

회사소개

1993년 창립한 기공시스템은 항상 젊고 도전적인 영업 전략으로 교육기관과 산업체를 

연동하여 인력양성과 함께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산업 환경과 

3D 산업의 선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신뢰 할 수 있고 가장 빠른 정보와 기술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정성을 모아서 큰 힘을 만들어내는 기공시스템(주)가 되겠습니다.

nx : 기계설계 및 금형업체 전반적으로 사용한 DESIGN TOOL로서 강력하고 광범위한 제품 

설계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설계에서부터 제품모델링 분석, 제조에 이르기 까지 전체 제품 

개발 프로세서를 위한 소프트웨어

mds : Autocad OEM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Autocad 및 DWG와 호환성을 유지하고 3D 

MODVIEW의 강력한 기능으로 약 20종의 3D CAD 파일을 읽어 들여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moldex3d : 제품 및 금형 설계자를 위한 쉽고 빠르고 편리한 3D 사출해석으로 다양한 해석 

모듈지원과 제품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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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0
나우웍스㈜

NowWorks Co., Ltd.

대 표 자 _ 안영태  Young-Tae Ahn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51, A동 202호 (우) 61003 
A-202, 51, Cheomdan venture so-ro, Buk-gu, Gwangju, Korea, 61003

전     화 _ 062-974-2560 / FAX _ 062-974-2561

이 메 일 _ sdscom95@naver.com

홈페이지 _ http://nowworks.co.kr

회사소개

나우웍스(주)는 LED조명 제조업체로서, 동종업계에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7월에 창업하여 현재까지 일본에 LED FPL Lamp 및 태양광 LED 보안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Solar, LED, Battery의 다양한 응용제품의 개발로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기술과 품질로 

인정받는 최고의 회사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NowWorks Co., Ltd is a manufacturer of LED lighting, founded in July 2015 based on 

many years of experience in the same industry, exporting LED FPL Lamp and solar 

LED security light to Japan. We will make efforts to become the best company that is 

recognized as technology and quality in domestic market as well as world market by 

developing various application products of solar, LED and battery.

태양광 LED 보안등 (SL-60S08W)

- MPPT 충전제어 방식 적용

- SoC 검출을 통한 디밍 제어

- 과충전, 과방전 보호

- 일출/일몰을 자동 검출하여 에너지 효용성 향상

- 야간 점소등 시간 설정 가능

- 배터리 일체형의 경량구조 설계로 설치의 편리성

- 신규 또는 기존의 등주에 설치가능

- 제어기의 개폐식 구조로 유지보수의 편리성 

Solar LED Security Light (SL-60S08W)

- Adopting MPPT charging control

- Dimming control through SoC detection of battery

- Overcharge and over-discharging protection

- Improved energy efficiency by automatically detecting sunrise / sunset

- Possible to set on-off time during the night

- Convenient installation with light weight structure design integrated with battery

- Can be installed in new or existing column of street light

- Convenient maintenance due to the retractable structure of the control box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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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06
㈜네오넌트

Neonent Inc.

대 표 자 _ 조인호  CHO IN HO

주    소 _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남 10길 31 
31 Sanmak_gongdan_Nam 10_gil Yangsan_Si Gyeongnam Korea

전     화 _ 055-781-0119 / FAX _ 055-781-0116

이 메 일 _ neonent@neonent.co.kr

홈페이지 _ http://neonent.co.kr

회사소개

1. 설립연도 : 1996년 03월

2. 종업원수 : 81명

3. 주요사업 :   자동차 부품 (80%), 조선기자재 부품 (10%), 일반기계 부품 (10%)

4. 주요고객 : 현대기아차, 현대중공업, 현대위아, 우수정기, 코렌스

5. 회사비젼 :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접근, 최고가 되고 최고의 것을 제공 

고객의 성공을 위한 헌신, 우리 회사와 세상을 위한 헌신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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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G-110
다빈치테크놀로지

Davinci Technology

대 표 자 _ 소순권  So Sun Kwon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50 208호 
50 Cheomdangwagi-ro 208 Beon-Gil  Buk-gu Gwangju Korea

전     화 _ 010-3174-9868 / FAX _ 062-973-7102

이 메 일 _ skso3@natel.com

회사소개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지역산업을 국제사회에 경쟁력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다빈치테크놀로지입니다. 당사에서는 3차원 기본분야에(CAD/CAM/CAE)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D Print와 연계되는 산업분야에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새로운 IT 기술을 접목한 솔루션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nx : 기계설계 및 금형업체 전반적으로 사용한 DESIGN TOOL로서 강력하고 광범위한 제품 

설계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설계에서부터 제품모델링 분석, 제조에 이르기 까지 전체 제품 

개발 프로세서를 위한 소프트웨어

mds : Autocad OEM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Autocad 및 DWG와 호환성을 유지하고 3D 

MODVIEW의 강력한 기능으로 약 20종의 3D CAD 파일을 읽어 들여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큐비콘 3D Printer : 분리/교체형 노즐을 장착하여 탈부착이 쉽고  국내최초 착탈식 3중 

클린필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토레벨링플러스, 대류순환기능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저소음인 

3D 프린터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mds nx 큐비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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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05
다윈테크

Darwin tech

대 표 자 _ 박대원  Park dae-won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407호 
249, Chuam-ro, Buk-gu, Gwangju, Korea

전     화 _ 062-602-0390 / FAX _ 062-602-0391

이 메 일 _ master@darwin3d.co.kr

홈페이지 _ www.darwin3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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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수지용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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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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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105
대경보스텍

DAEGYEONG BOSTECH CO.,LTD

대 표 자 _ 최미경  Mi-Gyeong, CHOI 

주    소 _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2번로 39-11 
39-11, Jingoksandan 2beon-ro, Gwangsan-gu, Gwangju, Korea

전     화 _ 062-956-9600 / FAX _ 062-956-9604

이 메 일 _ www.bostech2012@hanmail.net

홈페이지 _ www.dae-gyeong.com/dgbt/

회사소개

당사는 삼성전자 1차 벤더로서 가전제품의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 

제품을 개발하여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명품강소기업입니다.  

DAEGYEONG BOSTECH CO., LTD. is an innovative automotive parts injection 

manufacturer located in the Gwangju metropolitan area. We specialize in battery cases, air 

cleaner parts, and interior injection parts for automotive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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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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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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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106
대경에이티

DaeGyeong AceTech (DGAT)

대 표 자 _ 유진열  Jin-Yeol, Yoo

주    소 _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5번로 11 
11, Jingoksandan 5beon-ro, Gwangsan-gu, Gwangju, Korea

전     화 _ 062-973-8185 / FAX _ 062-973-8188

이 메 일 _ gmeco@hanmail.net

홈페이지 _ www.dae-gyeong.com

회사소개

정밀 프레스 및 정밀 사출 금형 제작, 전기·전자부품, Connector, Socket 등 다양한 제품들을 

설계에서 생산 (Stamping, injection, insert molding, assembly)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품이나 제품도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 고객의 보배가 될 수 있도록 개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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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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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스, 사출, insert 사출 금형 제작

○ 프레스부품 –   Regulator housing insert frame, terminal parts, automobile room lamp 

connector, terminal ASM deep drawing component)

○ 사출 & insert 사출부품 –   BLDC 하우징, cover류, R.O.V case, volume housing, 

리드커버, electric home appliances components

○ 조립부품 – R.O.V. (Roll over valve)

○ Press, injection, insert injection, molding manufacture

○ Press components –   Regulator housing insert frame, terminal parts, automobile room 

lamp connector, terminal ASM deep drawing component)

○ Injection molding –   BLDC housing, cover, R.O.V case, volume housing, 리드커버, 

electric home appliances components

○ Assembly – R.O.V. (Roll over valve)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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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101
대경제이엠㈜

DAEGYEONG JUNG MYEONG Co., Ltd

대 표 자 _ 이명숙  Lee Myung-Sook

주    소 _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43번길 10 
10, Pyeongdongsandan-ro 143beon-gil, Gwangsan-gu, Gwangju, Korea

전     화 _ 070-7437-7430 / FAX _ 062-959-2212

이 메 일 _ pomijm@naver.com / mdsmile4829@hanmail.net 

홈페이지 _ www.dae-gyeong.com

회사소개

대경(大京)제이엠㈜은 자동차 엔진부품 ,조명. LED, 카 오디오 방열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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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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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노력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경제이엠㈜는 “정직과 믿음으로 처음처럼“이라는 사훈과 같이 모든 임직원들이 열정적인 
마인드와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새롭고 발젂된 고객이 원하는, 고객이 신뢰하는, 고객이 만족하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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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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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렉터 디젤엔진 부품(Timing 

gear case, Rocker cover), 

END PLATE ,  연잎 구이팬, 

색소폰 지지대

Tra c t o r  d i e s e l  e n g i n e 

product, END PLATE, Lotus 

leaf Barbecue Grill, Saxophone 

holder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연잎 구이팬 

Lotus leaf Barbecue Grill

색소폰 지지대

Saxophone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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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117
남도금형

NAMDO MOLD CO.,LTD

대 표 자 _ 오기종  Ki-Jong, Oh

주    소 _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7번로 54 
54, Hannamsandan, 7 beon-ro, Gwangsan-gu, Gwanjy, City, 62216, South Korea

전     화 _ 062-951-6470 / FAX _ 062-951-6450

이 메 일 _ Nathan_lee@ndmold.co.kr

홈페이지 _   www.ndmold.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
사업분야 : 금형, 사출, 도금, 도장, 조립
주된제품 : 자동차 부품 및 가전 부품
Main Customers : JVIS USA, SAMSUNG,VENTURE Australia

We are nominated for “WORLD CLASS 300”
Business Area : Molding, Injection, Assembly, Plating, Painting
Main Products : Automotive parts, Household appliances
Main Customers: JVIS USA, SAMSUNG,VENTURE Australia

자동차용 카메라 미러, 자동차용 청소기, 열화상 카메라 등

Automotive camera mirror, Automotive vacuum, Automotive thermal image camera

mailto:Nathan_lee@ndmo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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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111
대동금속㈜

Daedong Metals.Co.,Ltd

대 표 자 _ 이성태  Sung-Tae, Lee

주    소 _   4298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02 
#602 Nongong-ro, Nonkong-Eup, Dalseong-Gun, Daegu, Korea

전     화 _ 053-610-5022 / FAX _ 053-615-0715

이 메 일 _ lcy@daedongmetals.co.kr

홈페이지 _ www.daedongmetals.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대동금속은 1947년 설립 이후 디젤엔진용 실린더블록과 실린더헤드, 건설장비용 

유압밸브(MCV, Valve Casing), 산업용 기능 주조품 생산 뿐만 아니라 일반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주물소재를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대동금속은 국내 고난이도 주물소재 생산 선두업체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상생협력/인간존중/공정안정을 모토로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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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very much proud of having been a leader of high-end casting industry in Korea.

Daedong Metals supplies best products with the motto of Win-win Growth/Respects for 

People/Stable Process. Customer Success is our bes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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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linder Block Cylinder Head MCV 헤드, 블록, M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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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2
대우건설

Daewoo E&C

대 표 자 _ 송문선  Mun-Seon, Song

주    소 _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35 
135, Hyangmaero, Haeryongmyeon, Suncheon-si, Jeollanam-do, Korea

전     화 _ 061-721-3463 / FAX _ 061-721-3425

이 메 일 _ junyeon.yun@daewooenc.com

홈페이지 _ ic.daewooenc.com/sc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자체개발 및 책임시공하는 순천 해룡산업단지는 2014년 

뿌 리 산 업 특 화 단 지 로  지 정 되 어  총  13 개  업 종 이  입 주 가 능  할  뿐 만  아 니 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떠오르는 투자중심지이며 편리한 교통·물류인프라! 최적의 

산업인프라! 최상의 입지여건을 갖춘 산업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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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해룡산업단지의 입주가능업종은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1차 금속 제조업,C25.금속가공 
C26.전자제품, C28.전기장비 제조업,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C31.기타운송장비, D35. 전기,가스,증기공급업, E38. 폐기물수집처리, M70.연구개발업 등 총 
13개의 업종이 입주가능

Business sectors to be located in Haeryong Industrial Complex 
C20.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C22.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 Products
C23.Manufacture of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C24.Manufacture of Basic Metal Products
C25.Processing of Metal Products
C26.Manufacture of Electronic Parts
C28.Manufacture of Electrical Equipment
C29.Manufacture of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C30.Manufacture of Car & Trailer
C31.Manufacture of Othe Transport Equipment
M70.Research and Development etc.
Availability with 13 business sectors i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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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104
대일기공

Daeil Machinery co.,ltd 

대 표 자 _ 남창희  Chang-Hee, Nam

주    소 _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1길 39-21  
39-21,Deokheung 1-gil, Seo-gu, Gwangju, Korea 

전     화 _ 062-942-0361 / FAX _ 062-942-0363

이 메 일 _ di0363@naver.com

홈페이지 _ www.coolant.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주식회사 대일기공 모든 임직원들은 “고객에게 가치를”이라는 슬로건을 회사경영의 중심에 두고 
고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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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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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째 공작기계용 coolant system을 제작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Press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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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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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119
대진

DEAJIN CO.,LTD.

대 표 자 _ 김영록  Young-Rok, Kim

주    소 _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 3번로 71-15 
71-15, jingoksandan 3beon-ro, Gwangsna-gu, Gwangju-city, 62207 Korea

전     화 _ 062-956-0289 / FAX _ 062-956-0424

이 메 일 _ dj05483@hanmail.net

홈페이지 _ http://www.대진.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당사는 2014년 설립된 이래 알루미늄, 아연 다이캐스팅의 금형설계 및 주조, 가공, 조립 등을 

하는 제조회사로서, 2015년부터 동남정밀 자동차부품 1차 협력사로 발돋움하고, 다이캐스팅의 

선두주자로 전 사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그간 축척된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ISO/9001, 14001의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 및 인증을 획득하고 제품 개발을 통해 

최상의 품질, 최적의 납기,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ILTER COVER FILTER BODY

터널등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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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06
(사)대한용접협회

Corporation Aggregate Daehan Welding Society

대 표 자 _ 민영철  Young-Cheol, Min

주    소 _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102번길 9-13.1004호 
No.1004,9-13,Bongwol-ro, 102beon-gil, Nam-gu,Ulasn 44670,Rep.of KOREA

전     화 _ 010-3574-4627 / FAX _ 052-288-1809

이 메 일 _ mount0597@naver.com

홈페이지 _ www.koreawelding.org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우리나라 용접산업의 중흥과 업체의 발전을 도모하며,우수한 기능인력을 해외지역 및 국내 

각지의 기업체와 연계하여 기능인력이 공급 되어지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며, 또한 일반인들이 

용접기술을 쉽게 습득할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산업 현장의 기능인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회원들의 기능을 향상하여 체계화 ,전문화, 표준화하는 것이 협회의 주된 

목적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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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rmation 

services and technical training.

This includes assistance and consultation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solutions 

for companies struggling with insuffcient skilled manpower. Our purpose is to create 

efficency gains through sytemization, standardization and specialzation of the labor force.

사) 대한 용접 협회의 홍보자료와 용접성능 시범 교육 시행.

Materils & Capability testing education of koreawelding association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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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115
더블유원

W-ONE CO., LTD.

대 표 자 _ 한재석  Jea-Seok, Han

주    소 _   전남 곡성군 석곡면 연반 농공길 9 
NongGong-Gil 9, Yonban, GokSung-Gun,JeonNam,Korea

전     화 _ 061-363-0459 / FAX _ 061-363-9779

이 메 일 _ w-one@w-one.co.kr

홈페이지 _ www.w-one.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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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제품의 다각화에도 (주)더블유원의 임직원 일동은 정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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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용 LPG 용기, 레귤레이터, LPLi 펌프모듈, LPG 용기 부품, 가정용 LPG 용기, LPG 제조설비 
수출, 자동차 배기 후처기 장치

LPG TANKS, PUMP MODULE AND REGULATORS FOR VEHICLES, LPG TANK FOR HOUSEHOLD 
, LPG TANK PARTS, GAS CYLINDER PLANT EXPORT, SCR PUMP MODULE

K-16 K-17 K-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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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0
㈜덴탈에이스

DENTAL ACE Co,.Ltd.

대 표 자 _ 노정현  Jeong-Hyeon, Noh

주    소 _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50 107호 
107 Cheomdangwagi-ro 208beon-gil Buk-gu Gwangju Korea (South)

전     화 _ 062-228-7800 / FAX _ 062-232-8258

이 메 일 _ njh4208@naver.com

홈페이지 _ www.dentalace.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우리 회사는 광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LED 패키징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의료 환경에 적합한 LED 

조명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Our company is developing and producing optical medical devices.We have secured 

our own LED packaging technology and are continuously researching and developing 

LED lighting suitable for medical environment.

CUBE X9 LED 멀티 조명은 치과 진료에 필요한 기능과임플란트 수술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레진 모드, 보철 모드, 수술 모드에 최적화 된 광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넓은 조사 영역과 

높은 연색지수를 가지고 있어 의료 조명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The CUBE X9 LED multi-lighting features the functions required for dental It has all the 

functions necessary for implant surgery.

Resin mode, Prosthetic mode, Surgical mode optimized light source is provided, It has a 

wide irradiation area and high color rendering index and is suitable for medical illu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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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103
㈜동양금속

DongYang Metal Co.,Ltd.

대 표 자 _ 김용범  Yong-Bum, Kim

주    소 _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126 (장덕동) 
126, Hanamsandan 3beon-ro, Gwangsan-gu, Gwangju,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62-972-1431~2 / FAX _ 062-972-1433

이 메 일 _ xownsnl89@naver.com

홈페이지 _ http://dongyangmt.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당사는 Al, Zn 다이캐스팅의 금형설계 및 제작, 주조, 가공, 조립 등을 하는 제조회사로 

2003년부터 삼성전자 가전부분 1차 협력사로 선정되어 다이캐스팅 전 공정의 일관설비와 

그간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가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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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플랜지 샤프트

2. 힌지

3. 래크하우징

1.  Flange Shaft

2.  Hinge

3.  Rack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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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09
㈜디엠티

DMT CO., Ltd.

대 표 자 _ 허 만  Man, Huh

주    소 _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1로 80-9 
80-9, Yulchonsandan 1-ro, Haeryong-myeon, Suncheon-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61-724-2143 / FAX _ 061-724-2144

이 메 일 _ dmt3412@dmtflex.com

홈페이지 _ www.dmtflex.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주)디엠티는 각종 산업 System의 운전 시에 발생되는 열팽창·수축 및 진동에 의한 피로파괴 

등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신축이음관(Expansion Joint)을 맞춤 설계, 제작, 시공까지 전문으로 

수행하는 total Solution을 제공합니다.

발전, 시멘트, 제철 석유화학 등 Plan 설비에 사용되는 각종 Expansion Joint를 대형 Size까지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내화학성이 우수한 Teflon Expansion 

Joint를 개발 및 NEP(신제품)을 인증 받아 국내 발전소, 석유화합 업체등에 납부 하고 있습니다. 

Expansion joint enterprise specializing in manufacturing

DMT CO., LTD is thermal expansion that is generated in industry System and have 

been used in order to prevent fatigue failure or the like due to vibration Developed as a 

company that specializes in manufacturing expansion joint pipe, steel. It is used to Duct 

Line and plumbing Chemical Plant Metal & Non Metallic, Rubber around the internal edible 

product, And field production from initial design, such as Teflon Expansion joint It offers a 

Total Solution to construction. 

Metal Expansion Joint Non- Metal Expansion Joint Teflon Expansion Joint

mailto:dmt3412@dmtfl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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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101
디지몰드

DG Mold

대 표 자 _ 임용희  Yeung-Hee, Lim

주    소 _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35길  
35gil seongseogongdan-street Dalseo-Gu Daegu 704-170 Korea

전     화 _ 053-608-2322 / FAX _ 053-584-2072

이 메 일 _ didsua@dmi.re.kr

홈페이지 _ www.dgmold.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대한민국의 남쪽 대구와 인근지역 반경 20km에 위치하고 있는 10개 회원사로 구성된 

중·대형 프레스 금형개발 전문업체 컨소시움으로 대한민국정부 공인시험 인증기관인 

DMI(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D.G.Mold는 중·대형 프레스금형을 연간 

15,000TON 개발하여 전 세계 어디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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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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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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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106
㈜루브캠코리아

LUBCHEM CO.,LTD

대 표 자 _ 이승우  Seung-Woo, Lee

주    소 _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109길 20 206호 
206 20, Dalseo-daero 109-gil, Dalseo-gu, Daegu,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53-636-9191 / FAX _ 053-525-9192

이 메 일 _ newbes@nate.com

홈페이지 _ www.lubchem.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루브캠코리아는 21세기 윤활 분야의 기술독립을 이루고 관련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루브캠코리아는 현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고품질의 윤활제 요구에 대한 다양한 

고객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식 기반의 고품질의 윤활제 국산화와 국외 시장 개척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leading the lubrication industry and make an efforts to achieve 

technical independence on lubrication sector of the 21st century.

자동차 엔진오일, 엔진코팅제

Engine oil, Engine coating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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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05
리플

Ripple

대 표 자 _ 김세례  Se-Lye, Kim

주    소 _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06호

전     화 _ 010-9944-5536 / FAX _ 062-251-3447

이 메 일 _ ripple_hoho@naver.com

홈페이지 _ www.rippleandhoho.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스튜디오로 일상의 사소한 습관, 행동들을 감성적인 제품을 풀어내어  

상품화 하고 있습니다. 

씻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가 담긴 유아용 천연비누 입니다. 

비누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망을 불어 방울을 풍선처럼 만들어 아이들에게 흥미를 줍니다.

천연비누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피부자극테스트,성분테스트 거친 아이의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은 순한비누입니다.

Natural Baby Soaps for children who don't want to wash.

Natural Baby Soaps can makes bubble to blow soap lather and It gives additional 

interest to children.

It's pretty mild and has Passed Test for skin irritants and ingredients with 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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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112
마루

MARU.CO.,LTD

대 표 자 _ 유문종  Moon-Jong, YU

주    소 _   전남 순천시 해룡산단3로10 
10, Haeryongsandan 3-ro, Haeryong-myeon, Suncheon-si, Jeollanam-
do,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61-723-9687 / FAX _ 061-723-9688

이 메 일 _ benerobike@naver.com

홈페이지 _ https://benerobike.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CO-프로젝트 EISANBIKE benero

친환경 기술이 각광받는 요즘 오염물질 발생이 거의 없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진 장점을 

자전거에 입히면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고자하는 것이 저희 (주)마루가 추구하는 본 제품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전기자전거 시장의 블루칩으로서 거품을 뺀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길 희망합니다.

Benero manufactured by maru.

Green Technology is popular subject nowdays with almost no pollutants lithium-ion 

battery. Benero is environment friendly e-bike manufactured by maru. benero is launched   

on Feb 2015 in Korean Market with high performance,Good design and quality.

마루 베네로

친환경 개념을 도입한 마루의 베네로는 효율성이 뛰어난 삼성 SDI의 리튬이온 밧데리를 채용, 

안정된 성능과 디자인으로 전동자전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maru benero 

Maru benero adopted eco-friendly concept. Benero is developed in korea market with 

high performance,good design and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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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04
메탈코리아

METAL KOREA CO.,LTD

대 표 자 _ 이윤칠  Yun-Chil, Lee

주    소 _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1번로 10 
10, PYUNGDONGSANDAN 1 ROAD GAWANGSAN GU GAWANG-JU

전     화 _ 062-714-1466 / FAX _ 062-714-1468

이 메 일 _ rokj1231@hanmail.net

홈페이지 _ www.metalkorea.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당사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며 탁월한 생산기술을 갖추고 slTsms 인사를 영입하여 상장회사 

등의 수주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물량공급이 늘어 날 예정이며 점진적으로 

판매량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환겨오염을 줄이는데 기여 할 수 있고 고부가가치를 실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주)메탈코리아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Based on our involvement in peer industry for many years, recruiting excellent-skilled 

personnels and securing order quantity from 

listed companies, our supply will continue to expand and sales will gradually increase.

Also we found Metalkorea co., Ltd with our pride that we can contribute 

to reducing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accomplish high added values in our 

business. 

알루미늄합금의 생명은 합금융해과정에서 발생되는 기포현상을 없애는 핵심기술로 당사는 

인젝션머신 방식을 사용하여 최대한 균질화 시키는 공정으로 기포현상을 없애는 제조공법으로 

생산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동종타사와 경쟁력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Key to manufacturing aluminium ingot is removing bubbles during alloy fusion process. 

We use injection machine to  maximize homogenizing process in bubble-removing, 

surpassing our competitors i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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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118
모아산업

MOA Industry

대 표 자 _ 추용대  Yong-Dae, Chu

주    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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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061-723-1491 / FAX _ 061-723-1490

이 메 일 _ moa1490@daum.net

홈페이지 _ www.moain.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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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과 조달청의 “조달우수물품”으로 지정된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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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선택 교량용 집수구는 높이선택이 가능한 분리형 집수구이다. 교면 포장 단계별 시공두께(5-

15cm)에 맞추어 집수구 높이선택 적용이 가능하다. 집수구 돌출부분이 없어서 기계일괄시공이 

가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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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dge-de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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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A T-4 단부굴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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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104
모아커팅테크날리지

MORE CUTTING TECHNOLOGY

대 표 자 _ 김상경  Sang-Gyeong, Kim

주    소 _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36번지 
236. SEONGSEO-GONGDANRO, DALSEOGU, DAEGU

전     화 _ 053-582-4140 / FAX _ 053-587-0946

이 메 일 _ morewaterjet@gmail.com

홈페이지 _ http://blog.naver.com/sea20050103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모아커팅테크날리지는 대구 성서공단에서 워터젯 임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OMAX사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철금속을 비롯한 

특수금속 절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량 다품종에 대응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과의 협업도 가능합니다.

무역업무로 한국 제품의 수출 및 선진국의 최신장비를 수입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화이버 레이저는 2kw~12kw급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CNC 서보절곡기는 정밀 판금용으로 유압유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고 절곡합니다. 기온 

변화에 지장 없이 항상 일정한 절곡작업이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의 블로그를 방문하시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얻으시길 빕니다.

1. 워터젯 임가공

2. CNC 화이버 레이저 절단기(NEW)

3. CNC 서보 절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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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02
밀양시청

Miryang City Hall

대 표 자 _ 박일호  Il-Ho, Park

주    소 _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교동) 밀양시청 3층 나노융합과 
2047, Miryang-daero, Miryang-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3rd floor, Nano Convergence Branch

전     화 _ 055-359-5074 / FAX _ 055-359-5756

이 메 일 _ sin30728@korea.kr

홈페이지 _ www.miryang.g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경남 밀양시청은 경상남도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Miryang City Hall is the local government in Gyeongsangnamdo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Miryang Nano-convergenc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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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110
브라토㈜

BRATO CO.,LTD.

대 표 자 _ 김인배  In-Bae, Kim

주    소 _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71길 6 
6, Seongseo-ro 71-Gill, Dalsed-Gu, Daegu, KOREA

전     화 _ 053-588-9327 / FAX _ 053-588-9328

이 메 일 _ kib8623@empas.com

홈페이지 _ www.brato.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당사는 Low Backlash 감속기 전문 제조회사로서, 유성치차 구조 감속기의 제조에 있어서, 

고객 만족을 위해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We BRATO CO.,LTD., specialize in manufacturing of low-backlash reduction gear 

systems. Our mission is to make reliable, high-quality planetary reduction gears which 

can provide our customers with better satisfaction.

고도의 생산기술과 전문기술에 뒷받침 된 당사의 유성감속기는 Pre-Load가 없이 낮은 

백래쉬를 실현하였고 , 또한 고 효율, 저소음 및 내구성 등의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산업용 로봇, 자동제어 장치, 공작기계, 반도체장비,LCD장비, 자동차 조립라인, 조선 등 폭넓은 

용도의 정밀 제어용 감속기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Our planetary reduction gears, created on the basis of high production technology and 

professional expertise, feature no pre-load and low backlash as well as high efficiency, 

low noise, and long durability. They can be used as reduction gears for precision control 

in a variety of industrial fields such as industrial robots, automatic controls, machine tools, 

semiconductor systems, LCD equipment, car assembly lines, and ship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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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02
삼영기계㈜(샌드그래피)

SANDGRAPHY

대 표 자 _ 한금태  Geum-Tai, Han

주    소 _   충남 공주시 월미농공단지길 39, 삼영기계㈜ 
39, wolminongnongdanjigil, Gongju, Chungnam

전     화 _ 041-840-3012 / FAX _ 041-853-4855

이 메 일 _ sand@sandgraphy.com

홈페이지 _ www.sandgraphy.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샌드그래피는 삼영기계㈜의 3D프린팅 서비스 전문 브랜드이다. 2014년 초 모래를 이용한 바인더 젯팅 방식의 

샌드3D프린터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 고정밀/고품질의 엔진 부품 주조 생산에 활용하고 있다. Silica Sand를 

이용하여 보다 정밀하고 품질이 우수한 샌드몰드 및 코어 생산이 가능하다. 샌드그래피는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 제작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먼 미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주조품 양산 공정에도 샌드3D프린팅 기술을 

직접 적용하고 있다. 샌드3D프린팅이 뿌리산업인 주조 산업의 4차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기반기술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수한 사례이다. 또한, 샌드그래피는 샌드3D프린팅 기술을 주조산업뿐만 아니라 디자인 목업, 

조형물, 피규어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샌드그래피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설계 및 주조방안, 3D 프린팅 몰드 기술을 이용하여 복잡한 형상의 시제품을 

소재부터 가공, 검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주문형 시제품 제작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3D프린터가 가지고 있던 크기 및 시간, 고비용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갖는다

Silica sand is used to produce sand molds and cores with more precision and quality. It can be used in 

prototyping mock up for checking appearance. We also provide customized one-stop production service for 

complex prototypes such as engine parts by using Sandmold from raw materials to machining and inspection. 

“목금형이 필요 없는 시제품 제작 서비스”

1.  샌드몰드 - 고정밀도를 요구하는 고품질 샌드몰드/코어(1회 

출력당최대크기 1,800*1,000*700) 제작이 가능하며, 설계 변경이 빈번한 

복잡한 형상의 부품 몰드, 다품종 소량 생산 제품용 몰드, 금형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한 형상의 몰드 및 주조용 몰드로 최적의 솔루션 제공함

2. 샌드목업 - 고정밀/고품질이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목업 제작이 

가능함. 디자인 및 산업용 목업 뿐만 아니라 대형 조형물, 신규 개발 

프로토타입, 맞춤형 대형 로고 등 다양한 제품 제작이 가능하며, 디자인 

변경에 대하여 자유롭게 대응 가능하고 목업 제작 후 자유로운 조색이 

가능함.

3. 주조품 시제품 제작 - 엔진 부품과 같은 복잡한 형상의 금속 주물 

시제품을 소재부터 가공, 검사까지 단기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 샘플 

3D스캔을 통한 역설계 서비스도 제공.

1. Sandmold – Produce high-precision and high-quality required 

customizing product. (a single mold up to 1800x1000x700mm size)

2. Sandmockup – high-precision and high-quality customized product 

with reasonable cost

3. Prototype and machine parts - customized production service for 

complex prototypes such as engine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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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108
새온누리그린테크

Sae Onnuri Green Tech co.LTD

대 표 자 _ 김춘식  Chun-sik, Kim 

주    소 _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3길 9-1 
9-1, Sujeong 3-gil, Yeosu-si, Jeollanam-do, Korea 

전     화 _ 061-665-8678 / FAX _ 061-662-8678

이 메 일 _ bada2013@hanmail.net

홈페이지 _ 우만스타.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주)새온누리그린테크의 관심과 사랑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창업이래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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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일하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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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雨)만스타’는 오물 및 악취차단 기능을 갖는 그레이팅으로 악취, 모기, 쥐, 유해곤충 
차단과 임산부, 아동, 관광객에게 혐오감을 방지하며, 오물이 막혀 역류되는 침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기초위생과 각 지자체의 민원을 해결하고, 지자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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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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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09
서광

SEOGWANG Co.,LTD

대 표 자 _ 이상섭  Sang-Seop, Lee

주    소 _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농공단지길 64 
64, Nonggongdanji-gil, Donghwa-myeon, Jangseong-gun,  
Jeollanam-do, Korea 57241

전     화 _ +82-61-394-6458 / FAX _ +82-61-394-6469

이 메 일 _ njh@seog.co.kr

홈페이지 _  www.seog.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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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요구에 맞게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고객 여러분을 

만족 시키기위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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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횡단 보도용 조명기구는 횡단보도내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어 횡단 보행자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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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새로운 

LED횡단보도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는 세 개의 모듈이 

횡단보행자의 위치에 따라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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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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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G-103
㈜세원정공

Sewon Precision Industry 

대 표 자 _ 김문기  Moon-Ki, Kim

주    소 _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4 
554, Dalseo-daero, Dalseo-gu, Daegu,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53-608-5154 / FAX _ 053-583-3555

이 메 일 _ bwhan@se-won.co.kr

홈페이지 _ www.se-won.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세원그룹은 1985년 창립이래 자동차 차체 및 의장부품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세원정공, 세원물산, 세원테크, 세원E&I의 국내 4개사를 비롯해 중국(삼하세원, 황화세원, 

충칭성원)과 미국(세원아메리카) 시장에 진출하여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Since 1985, SEWON has been leading the development of automobile BIW(Body-in-

White) & interior plastic field. SEWON has its competitive power not only domestic market 

but also overseas in China(Samha SEWON, Huanghua SEWON, Chongqing SUNGWON) 

and USA(SEWON America) including 4 plants in South Korea.

자동차 차체부품

-   센터플로어, 리어플로어 등 차체부품 

(1.5Gpa 냉간성형 차체부품 외)

- 카울크로스 멤버, 금형(자동차부품)

Automobile BIW itmes(Body-in-White)

-   Center Floor, Rear Floor 

and other body components  

(1.5Gpa Ultra High Strength Cold Forming, etc)

-   Cowl Cross Bar, Stamping & Injection Mold 

(for Automobile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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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5
세화정공

SEHWA PRECISION co

대 표 자 _ 권상식  Sang-Shik, Kwon

주    소 _   전북 완주군 완주산단3로 197 
197 Wanjusandan 3ro, Bongdong-eup, Wanju-gun, Jeollabuk-do

전     화 _ 063-261-0190 / FAX _ 063-261-0191

이 메 일 _ sehwa@sehwa-korea.co.kr

홈페이지 _ sehwa-korea2013.koreasme.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세화정공은 1997년 설립하여 자동차금형을 전문으로 제작, 생산하고 있다.

당사는 정확한 납기와 고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ISO9001 인증과 현대기아 자동차SQ인증 그리고 타타대우 상용차 금형1차 업체로 등록되었다.

현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업체와도 기술교류와 판로를 통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회사입니다. 앞으로 경량화 트렌드에 맞춰 비철금속 소재인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그리고 초고강력강판 980MPa 급 이상의 소재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금형을 R/D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여 제작 생산하고 있다. 또한 첨단 장비인 대형 CNC M/C, 와이어 커팅, 

스캔 3차원측정기 및 CAD/CAM 시설을 갖추어 어떠한 제품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해석을 

하여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 입니다. 

Sehwa Precision was established in 1997 and specializes in manufacturing automotive 

molds. We have established a system to meet customers' expectations and demands 

with on-time delivery and high quality. We have acquired ISO 9001 and obtained SQ 

certification from Hyundai-Kia Motors, and we have been designated as one of the first-

tier suppliers of Tata Daewoo.

Now, we have grown up as a future-oriented company with various specialized skills 

through technology exchange and market opening in domestic and foreign markets. In 

accordance with the market trend, or weight lightening of steel, we are developing and 

producing the molds through aggressive R/D investment. So now,  we can manufacture 

products using non-ferrous metals such as aluminum and magnesium, and super high-

strength steel over 980MPa. We are equipped ith advanced CNC machines, wire EDM 

machines, 3D coordinate measuring machines, and CAD/CAM equipments. So now, we 

can make accurate simulation analysis of any products.

경량화 트랜드에 맞춰알루미늄 소재와 초고강력강판 부품을 생산할수 있는 금형(progressive 

die, Transfer die, Tandem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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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2
순천시청

Suncheon City Hall

대 표 자 _ 조충훈  Chung-Hun, Cho

주    소 _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청)

전     화 _ 061-749-5745 / FAX _ 061-749-4418

이 메 일 _ evergreen32@korea.kr

홈페이지 _ www.suncheon.go.kr

회사소개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순천은 천혜의 자연환경, 우수한 인적자원, 기업활동에 필요한 항만, 

항공, 철도, 고속도로 등 편리한 물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남 동부권 100만인의 교육, 관광, 

문화, 경제의 중심지이다.

현재, 분양중인 해룡일반산업단지는 매립으로 조성된 산단과는 달리, 견고한 지반으로 

조성되어 침하방지를 위한 보강공사 및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견고한 산업단지로, 산단 

일부는 뿌리산업 특화단지(표면처리, 소성가공)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호남권의 철강, 조선, 

기계, 자동차 부품소재 등 지역산업 기반 관련 뿌리산업 육성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인근에는 연구개발(R&D)산업, MICE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 주거, 상업의 

복합기능을 갖춘 도시첨단산업단지(185,857㎡)를 조성중에 있다.

광양만권 중심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각종 행정규제 완화 및 조세감면 등 투자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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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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102
신양테크

SHINYANG TECH CO.,LTD

대 표 자 _ 배재호  Jae-ho, Bae

주    소 _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1로 101 
101, 1RO, DALSEONG 2CHA, GUJI-MEON, DALSEONG-GUN, DAEGU

전     화 _ 053-631-7711 / FAX _ 053-631-7737

이 메 일 _ shinyang7711@gmail.com

홈페이지 _ http://www.shinyang.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신양테크 (리빙바이오)주식회사 신양테크는 다양한 스폰지 부품류를 생산하여 GM, 현대, 기아 

등 부품을 공급하는 2차 밴더 업체입니다. 다양한 스폰지류의 소재를 이용한 꾸준한 기술개발로 

바이오우레탄 건강베개(바이오실키베개)와 매트, 우레탄타일과 방음보드 등 폴리머 소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상품과 소재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충격성, 탄력성, 복원성, 단열성이 우수한 우레탄 소재에 바이오소재를 융합하였고, 이는 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방출하며 항균기능을 가지고 있고 포름알데히드를 

감소시킵니다. 

신양테크는(생활용품 브랜드 : 리빙바이오) 이와 같은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상품을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Our Shinyang Tech Co.,Ltd is second vendor which produces various kind of sponge materials 

and supplies parts to GM, Hyundai, Kia and etc. With continuous technology development by 

using various sponge-kind materials, we constantly try our best on development of diverse 

products and materials as applying polymer materials such as bio-urethane functional pillow, 

mat, urethane tile, soundproofing board and etc. 

Additionally, We mix Urethane materials and Bio materials. The merit of Urethane materials are 

superior shock resistance, elasticity, stability, and sound absorption. And another material 'Bio' 

emits far-infrared rays and anions. At the same time, it has anti-bacterials and deodorization 

functions.

By applying these characteristics, we have been producing various functional living products.

자동차의 엔진 룸 방음커버 ,콘솔커버 ,배터리 커버 ,Gasket 등 자동차 실내를 정숙하게 부품과 

충격 흡수용 Tray Box, 스크래치 방지 패드 및 포장 등 산업용 자재를 제조하며, 최근 우레탄과 

바이오융합에 성공하여 부드러운 촉감과 긴 내구성을 가진 바이오 우레탄폼을 개발하여 원적외선과 

음이온 ,향균 ,소취기능이 풍부한 숙면용 바이오 실키 베개 등을 생활용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Shinyang Tech manufactures auto parts that help keep cars quiet ,such as soundproof 

covers for the automobile engine room ,console covers ,battery covers ,and gaskets; industrial 

materials such as shock-absorbing tray boxes ,scratch prevention pads ,and packing materials; 

Bio Silky pillows for a good night's sleep , which emit far infrared and negative ions and feature 

antibacterial and deodorant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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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05
쓰리디스튜디오보스㈜

3D Studio VOS

대 표 자 _ 최성용  Seong-Yong, Choi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405호 
Kwang-ju city Buk-gu chooam st 249, No405

전     화 _ 062-602-0380 / FAX _ 062-602-0381

이 메 일 _ kkcivil@nate.com

홈페이지 _ www.3d-vos.com

회사소개

회사소개

3D 스튜디오 VOS(당신을 뜻하는 라틴어)는 광주전남 최초의 실사 인물 미니어처를 제작하는 

곳입니다.

3D Studio VOS(Latin word for ‘you’) is where you create your first live-action miniature 

figures Gwangju and Jeonnam. 

PROJECT660pro, Object30PRIME, RaFaEI 550, SLA5000, REXCON4 기종보유

시제품 제작, 피규어제작, 역설계, 치수검사, 3D모델링

Retention models : PROJECT660pro, Object30PRIME, RaFaEI 550, SLA5000, REXCON4 

Prototyping, production figures, reverse engineering, dimensional inspection, 3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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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G-103
㈜씨엠에스

CMS CO.,LTD.

대 표 자 _ 오경호  Kyoung-Ho, Oh

주    소 _   (41508) 대구시 북구 검단로 27길 65 (검단동 887-166번지) 
65, Geomdan-ro 27gil, Buk-gu, Daegu, 41508. KOREA.   

전     화 _ 070-4446-1999 / FAX _ 053-384-5215

이 메 일 _ cms@chol.com / sokagkrjp@gmail.com

홈페이지 _ http://www.cmsworld.co.kr / e-worldcms.com/eng/index.php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a)메탈 에칭이 주요 아이템. SUS나 알루미늄 소재에 포토 에칭 처리하여 각 회사의 로그, 글씨, 

패턴, 동호회 이름 등 자동차 부품과 전자 부품(카메라 VCM 등), 생활 용품(녹즙기 필터 등) 다양하게 

표현한 제품을 제조. (b)특히 자동차 부품 중에서는 내장제로 도어 스텝(스카프), 스피커 그릴, 페달 

커버, 트렁크 부위의 트림(트랜스버스) 제조. 외장제로 가니쉬를 제조함.

OEM으로 현대 기아차, 르노삼성 차로 납품. 해외는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 (c) OEM 이외에 

애프터마켓 (용품)으로 제작하여 새차, 중고차 등 모든 차종에 장착 가능한 원하는 패턴과 로고, 글씨 

등을 에칭 처리하여 판매(금형비

별도 필요 없음)하고 있습니다. (d)국내 유일하게 NANO코팅 특허소유 (e)메탈에 색깔 구현 등 가능.

We Manufacture some etching products that by means of transferring print with photo etching 

technology of a pattern & a LOGO on the aluminum or SUS metal in the field automotive & 

electronic (VCM of camera) & Daily supplies (fiiter of juicer).

We manufacture some automobile interior parts (door step&scuff, speaker grille, pedal cover, 

tranverse) and exterior parts (pillar garnish). We use to work with Motor maker by the OEM 

directly and have some our Tier1 customers also. Now, We trade the Hyundai automobile, Kia 

motor, Renault Samsung automobile in Korea and export to the China(BEIJIN Hyundai), USA<GM 

by JVIS UAS, LLC>, Japan<Nissan motor>. And we

also make some aftermarket door step parts. *OEM and After market possible *Surpace 

treatment (PATENT): NANO coating with SUS, AL , CU *Various Colors Available. 

(1)OEM제품 및 애프터마켓 제품 모두 가능 

(2)메탈 포토 에칭 제품 

(3)표면처리: 나노 코팅 등 

(4)가능 재질 : 스텐레스, 알루미늄, 구리  

(5)메탈 재질에 다양한 색상도 구현 가능

(a) OEM and After market possible 

(b) Metal photo etching Product 

(c) Surpace treatment(Option): NANO coating 

(d) Metreial: SUS, AL , CU 

(e) Various Colors Available 

1) 도어 스텝(스카프) 

1) Door step & scuff  

(2)스피커 그릴

(2)Speaker gr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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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109
㈜씨티에이플러스

CTAplus Co., Ltd.

대 표 자 _ 정대영  Dae-Yeong, Jeong 

주    소 _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109길 20 MJ 테크노파크 124호 
Room 124, MJ Techno-park, 20 Dalseo-daero 109-gil, Dalseo-gu, Daegu, Korea

전     화 _ 053-584-2202 / FAX _ 053-584-2213

이 메 일 _ ctaplus@ctaplus.com

홈페이지 _ www.ctaplus.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2002년 창립 이래 ㈜씨티에이플러스는 계측기기 및 자동화기기 전문업체로서 토크 트랜스듀스, 

리니어 포텐셔미터, 케이블 센서 및 로드셀 등을 국내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계양전기, 포스코, 

현대제철 등 유수한 업체를 포함, 수 많은 업체들에게 토크, RPM, 거리, 로드셀에 대한 솔루션 및 

자동화장비를 제공해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토크 트랜스듀스와 리니어 포텐셔미터는 자체 설계 및 제조를 통하여 최고의 품질(CE 인증 포함)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케이블 센서, 로드셀, 디지털 인디케이터, 

스트레인 앰프리파이어 등과같은 다양한 종류의 계측기기들도 제작 및 납품하고 있습니다.

CTAplus, has grown into a specialized company in measuring instruments and automation 

equipments ever since 2002. We have beenproviding automation equipments and solutions for 

torque, RPM, distance and load to a lot of companies including Samsung Electronics,Samsung 

Heavy industry, Key-yang Electric Machinery, POSCO and Hyundai Steel etc and exporting 

them to more than 50 countries. Torque Transducer and Linear Potentiometer have been 

supplied to our customers by our own design and manufacture with the best quality(CE 

certification) and competitive price. We also manufacture and supply various kinds of measuring 

instruments such as Cable Sensor, Load Cell, Digital Indicator and Strain Amplifier and so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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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드셀 : 컴팩트화 되어 각 조건별 인장 및 하중 등 계량 측정

- 디지털 인디케이터 : 디지털 표시, 아날로그 출력 및 릴레이 표시 기능

- Torque Sensor

- Linear Potentiometer

- Wire Position Sensor 

- Load Cell

- Digital Indicator

디지털 인디케이터 리니어 포텐셔미터 케이블 센서 토크 센서로드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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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102
아이비머트리얼즈

IB MATERIALS 

대 표 자 _ 김정우  Jeong-Woo, Kim

주    소 _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1로 24  
24, DAEBULSANDAN 1-RO, SAMHO-EUP, YEONGAM-GUN, 
JEOLLANAM-DO 58453, KOREA

전     화 _ 061-460-7661 / FAX _ 061-462-3085

이 메 일 _ info@ibmaterials.co.kr

홈페이지 _ www.ibmaterials.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아이비머티리얼즈는 SiC DPF를 생산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유일한 국내 업체로서 

기공률 49%, PM 포집율 96%의 성능을 발휘하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SiC DPF를 통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고, EURO V, VI 와 같은 엄격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실내외 공기청정기용 

광촉매, 음식물 악취제거용 촉매, 도장공장용 VOC 촉매, 선박 및 발전소 용 SCR촉매 등의 

환경소재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IB MATERIALS is a unique KOREAN company that is skilled in Ceramics and Catalysts. 

With our products, you can reduce the harmful emission gas from devices such as 

Vehicle, Ship and Power generator. 

In case of SiC DPF, Our products are  known for high-performance. (porosity 49%, PM 

collection 96% over) Also, it can meet with a strict environmental regulation such as EURO 

V, VI.

Regarding Catalysts, it can apply to various applications like photo catalyst for Air purifier 

and VOCs catalysts for industry field. With this, IB MATERIALS has committed to give 

our customers the best experience and tried to preserve our environment as much as 

possible. 

1.자동차 후처리 

1-1) 가솔린 자동차: TWC

1-2) 디젤 자동차: DPF, DOC, SCR, AOC

2. 촉매

2-1)  가정용 및 자동차용 실내외 공기 정화기,  

음식물 악취제거, 마스크

2-2) VOCs 촉매, 로터

3. 세라믹

3-1) 세라믹 필터/막

3-2) SiC/PTC 히터

3-3) SiC 볼 지지체

1. Emission parts for Vehicle 

1-1) For Gasoline: TWC

1-2) For Diesel: DPF, DOC, SCR, AOC

2. Catalysts

2-1)   Air purifier for the indoor of house and 

car / the odor of food / Mask

2-2) VOCs catalyst, Rotor

3. Ceramics 

3-1) Ceramic filter / Membrane

3-2) SiC/PTC heater 

3-3) Support ball for chemical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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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113
㈜아이피에스오토

IPS Auto CO.,LTD

대 표 자 _ 권지훈  Ji-Hoon, Kwon

주    소 _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 벤처공장2호관 422호 
422-2 technology B/D 62 Seong Seo gondanro 11gil Dalseo-gu Daegu

전     화 _ 053-262-2242 / FAX _ 053-587-3068

이 메 일 _ ipsauto@naver.com

홈페이지 _ www.ips-auto.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비젼 장치를 이용하여 볼트, 너트, 베어링, 와샤등 주로 자동차 부품의 불량 유무를 검사하는 

비젼 검사기 전문업체입니다. 60여개 업체에 머신비젼 시스템을 납품했던 경험과 노하우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다가가겠습니다.  

IPS Auto Co.,Ltd is a manufacturer of vision tester that inspects defective product such 

as bolts, nuts, washers, o-rings using vision devices.

Our company specialized in the manufacture of FA equipment has developed vision 

tester using machine vision and a factory automation system.

*글라스 디스크형: 기준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필요 시 상하측면 동시 검사 가능한 검사기

*각도분할 회전형: 지그에 걸어서 검사할수 있도록 머리에 비해 몸통이 긴 제품에 적합한 검사기

*컨베이어형 : 특정면을 기준으로 세우기 어려운 제품, 측정 단면이 항상 일정한 방향의 제품, 

공급 방향이 일정한 제품에 적합한 검사기

*Glass Disk Type : Since the reference surface is made of glass, it is possible to inspect the 

top and bottom sides simultaneously if necessary.

*Index Type: Inspector suitable for long body compared to head for jig inspection.

*Conveyor Type : Products that are difficult to set up based on a specific surface, products 

whose measurement cross-section is always constant, and which are suitable for products 

with constant supply direction.

글라스 타입 사진 인덱스 타입 사진 콘베어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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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F-103
알티엑스

RTX

대 표 자 _ 유시영  Si-Yeong, Ryoo

주    소 _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67-6 
167-6, Techno 2-ro, Yuseong-gu, Daejeon, Korea

전     화 _ 042-863-9380 / FAX _ 042-863-9381

이 메 일 _ ysyoung123@irtx.co.kr

홈페이지 _ http://www.irtx.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알티엑스는 소형전자빔장치를 이용한 신소재개발의 선두기업으로서 녹색성장에 발맞춰 환경, 에너지, 나노 분야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연료전지용 촉매(Pt/C, PtNi/C, PtCo/C 등), 인쇄전자용 

나노입자, 은(Ag), 금(Au)나노입자 등을 개발하였으며 축적된 기술을 통해 세계적인 R&D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RTX is devoted to be leading R&D company based on these accumulated technology. RTX has developed fuel 

cell metal nano particle catalysts(Pt/C, PtRu/C, PtCo/C), Core-Shell type printed electronic nano particles and 

metal nano particles(Pd, Ni). RTX places a value of environmental management considering the coexistence of 

human & nature and fair & clean ethical management. RTX will make a constant effort to take social responsibility 

and to be respected company.

RTXPC, RTXDC : PEMFC용/DMFC용 촉매로써 입자의 크기 및 Pt의 함량을 자유롭게 조절 가능합니다. (Pt/C, 

PtRu/C, PtNi/C, PtCo/C, PtY/C, PtIr/C etc.)

 # Sample name(Platinum content, wt%)

 - RTXPC50(48-51wt%), RTXPC40(38-41wt%), RTXPC20(28-31wt%) 

 - RTXDC75(73-76wt%), RTXDC65(63-66wt%), RTXDC50(48-51wt%)

RTXPC, RTXDC: The size, morphology, content of the metal particles on the carbon support for PEMFC, DMFC 

can be well controlled by electron beam method. (Pt/C, PtRu/C, PtNi/C, PtCo/C, PtY/C, PtIr/C etc.)

# Sample name(Platinum content, wt%)

 - RTXPC50(48-51wt%), RTXPC40(38-41wt%), RTXPC20(28-31wt%) 

 - RTXDC75(73-76wt%), RTXDC65(63-66wt%), RTXDC50(48-51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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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112
주식회사에스씨피

SCP CO.,LTD

대 표 자 _ 김용하  Yong-Ha, Kim

주    소 _   427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4길 8(파호동)  
8, Seongseogongdanbuk-ro 4-gil, Dalseo-gu, Daegu, South Korea

전     화 _ 053-587-4900 / FAX _ 053-587-4905

이 메 일 _ kitano72@naver.com, kod53@rubbersc.com

홈페이지 _ www.rubbersc.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당사는 1977년 고무금형 전문 생산공장으로 설립되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현재는 고무금형 및 자동고무성형기를 전문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설립이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한 신제품개발 및 생산공정 자동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1999년에는 우수자본 재개발유공자 국무총리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품질 시스템확립 및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양질의 제품생산을 위하여 2000년에는 

ISO9001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동안의 축적된 기술력과 체계화된 품질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겠으며, 아울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e, Shin Chang Precision Co.,Ltd, are a manufacturer of rubber mold and rubber 

injection molding machine since 1977. After establishing, we concentrated to develop 

advanced technology and automation of production processing. With our continuous  

efforts, we can be awarded from Prime Minister for excellent developing of raw materials 

on 1999. On 2000, we can gained the certification of ISO9001 for high quality productions  

through systemic quality control and applied advanced new technology. In future, we will 

do our best for customer’s satisfaction and having strong competition in world wide market.

더스트커버, 다이아프램, 그로멧, 부트, 오링,엑스링, 컵씰, 오일씰, 스피커엣지, 와이어씰, 

베어링커버, 워터펌프 카본 등 여러산업에 쓰이는 고무 제품의 금형을 제작하고 있으며, 41년 

노하우로 고객맞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SCP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재료비, 불량률, 

인건비, 사상비를 절감 할 수 있는 자동화, 고정밀, 고기능의 금형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We manufacture molds of rubber products for various industries such as dust cover, 

diaphragm, grommet, boot, O-ring, X-ring, cup seal, oil seal, speaker edge, wire seal, 

bearing cover, water pump carbon. We are specialist for  custom-made.  SCP specializes 

in the production of automation, high-precision, high-performance molds that can reduce 

material cost, defect rate, labor cost.

mailto:kitano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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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104
에스아이에스

SIS corporation

대 표 자 _ 신인승  In-Seung, Shin

주    소 _   전라남도 광양시 옥굑면 강변로 221(우:545-833) 
211, gangbyeon-ro, okgok-myeon, gwangyang-si, jeollanam-do

전     화 _ 061-793-2367 / FAX _ 061-795-2367

이 메 일 _ sales@sisinc.co.kr 

홈페이지 _ www.sisinc.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에스아이에스(주)는 자동화 설비 전문 회사로 2004년 시스템 사업을 시작한 이래 외국의 

선진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시대를 리드해 나갈 시스템 관련 신기술을 개발하여 기술 및 

품질 수준에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메이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 전문 업체로서 자동차, 제철, 중공업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분야로는 Laser welding, Cutting, Arc welding, Press automation, Gantry system, 

Laser vision inspection 등으로 전문화되고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IS is a engineering company with technical background beginning in automated 

handling system for automotive and steel and railway industry customers. Our engineering 

service are based on utilizing multi axis robot, various gantry with over 4 axis, 3D laser 

vision, and our understanding of various welding method including laser. We are confident 

to be the partner for successful partner to make successful turn key project. With our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in design, fabricating and commissioning in the selected 

systems above, we are capable of making a flexible partnership with your company

SIS에서는 주력생산품목으로 레이저 가공 시스템, 제철 자동화 시스템, Fa 시스템, 철도차량 

자동화 시스템, 레이저 가공 서비스, 방위사업, 드론 사업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레이저 

절단 장비를 제공해 드리며,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사양의 제품을 보유하고 연구 

개발중에 있습니다.

SIS In We provide laser cutting machine, steel automation systems, Fa systems, rail 

vehicle automation, laser processing services, defense projects, laser recognized 

worldwide, such as drones Business Machines cutting flagship production items, the user 

needs fit has a variety of specifications of the products ar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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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105
에스엠티

SMT

대 표 자 _ 최준호  Jun-Ho, Choi

주    소 _   전남 여수시 화양면 영터길 35-25 
35-25, Yeongteo-gil, Hwayang-myeon, Yeosu-si, Jeollanam-do

전     화 _ 061-691-9441 / FAX _ 061-691-9440

이 메 일 _ smtsonic@naver.com

홈페이지 _ http://www.smtsonic.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SMT는 방산부품, 농기계 부품 국산화를 시작으로 알루미늄 파이프 세척분야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5.5미터 길이의 세척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축적된 

가공 및 설계 기술력으로 해양산업 플랜지 및 플로우등 제품 개발하여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튼튼한 기업으로 발전되기 위해 꾸준히 제품개발에 전념 할 것입니다.

플라스틱 플랜지

▣   필요성 및 중요성

- 수도, 해수 및 가스, 약품 이송관 등 내식 / 내화학성이 요구되는  프라스틱 배관 line 분해, 

조립이 요구되는 연결부에 사용되는 플랜지에 적용한다.

- 현재 사용되는 제품은 STS, STEEL 아연도금, PE 플랜지가 있으나 STS는 가격부담이 크고,  

STEEL 도금 플랜지는 부식 발생이 된다. PE 플랜지는 고 내식성은 있으나 강도에 약하여 

소구경 및 소압 배관에 일부 적용된다.

▣ 기술개발과제의 기술

- STS 제품 가격대비 저렴하며 내부식성은 향상됨. 

- 시공 비용절감은 물론 부품 수명연장으로 유지 보수 비용이 절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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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103
에스지티

SGT CO.,LTD

대 표 자 _ 위계대  Kay-Dae, Wui

주    소 _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1로 80-38 
80-38, Yulchonsandan 1-ro, Haeryong-myeon, Suncheon-si, Jeollanam-do, korea

전     화 _ 061-724-8989 / FAX _ 061-724-4477

이 메 일 _ sgt8989@naver.com

홈페이지 _ www.sgtju.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많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업 

SGT(주)는 여러 모델의 시설원예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전문 제작하고 있으면 SGT(주)의 제품은 급격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도 전혀 문제점이 없이 안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성능과 편리성 안전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시설원예에 사용되는 자재는 최고급의 원자재를 사용하며 당사 공장에서 파이프를 직접생산 제작하므로 보다 

소비자에게 우수한 제품을 보다 널리 공급할 수 있습니다. 

A Company chosen by many consumers.

As the company executes wind tunnel tests and precision volume weigh analyses following heavy snow falls 

to prepare for the strong winds and heavy snows caused by earth climate changes, the systems made by the 

company can deal with extreme seasonal natural events associated with global warming and the performance 

of these systems have been recognized internationally. in consequence, the excellence of the products made by 

SGT, an importer of controlled horticulture systems, has been widely as knowledged at home and abroad. SGT 

has continuously manufactured various models of controlled horticulture items and does its best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products and enhance their convenience and reliability so that consumers can use them without 

problems in emergency situations. the company produces pipes at its factory using the highest-quality materials, 

so it can supply excellent products to consumers.

스마트 복합 온풍 난방기 : 마이컴 컨트롤에 의해 설정 후 전자동으로 동작하며 사용이 편리합니다. SGT 온풍 

난방기는 최고급의 스테인레스 열교환기를 채택하여 높은 열효율과 수명이 반 영구적이며 유지비가 절감되고 냉풍 환기 

및 온풍겸용 사용이 가능합니다.SGT의 특허 기술로 설계, 제작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온실내부의 조건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 생산을 증대시킵니다.

다목적 광폭형 트러스 온실 : SGT의 특허 기술로 제작 생산, 공급되는 광폭형 트러스 온실, 본 제품은 겨울철 

폭설 및 계절별 태풍에 적응하도록 특수 기술로 설계, 제작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 소비자의 수익을 한층 더 만족시켜 줍니다. 또한 러시아 및 

동남에서도 발주가 계속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Smart complex hot air heater : This product works automatically after setting- up by micom control and people 

can use it easily, A SGT hot air heater that features a high- quality stainless steel heat exchanger has high heat 

efficiency and is semi-permanent. Consumers can reduce maintenance costs and use it to ventilate with cool air 

and to warm with hot air. As it is designed and manufactured with SGT’S patented technology, this heater is stable 

and economical. it also maintains the best conditions inside greenhouses and increases production.

Multi-purpose wide-type truss greenhouse : This wide-width truss greenhouse manufactured and supplied 

with SGT patented can be applied in heavy snow and typhoon conditions. its excellence has been recognized at 

home and abroad. with this facility, people can grew plants regardless of the season and consumers can increase 

profits. Russia and Southeast asian nations are continuously placing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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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05
에스케이에프코리아㈜

SKF Korea Ltd

대 표 자 _ 이재호  Jae-Ho, Lee

주    소 _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60, 센텀IS타워20층 
60, Centum buk-daero, Haeundae-gu, Busan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51-946-5300 / FAX _ 051-946-5310

이 메 일 _ skfkr-bsm@skf.com

홈페이지 _ www.skf.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SKF는 세계 130개국 이상에 15,000개 이상의 대리점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저희의 국제적 입지는 기술과 

서비스에 있어서 폭넓은 범위의 지역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여기 소개된 여러 핵심 제품과 기술은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가까운 SKF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 시스템 그리고 상담서비스 관련하여 SKF의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00년이상 베어링 기술분야에서 글로벌 리더 그리고 혁신자로서, SKF는 모든 주요 산업분야에서 

회전체장비와 기계부품 그리고 산업공정의 밀접한상호 관계의 독특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씰링솔루션, 윤활 

시스템, 리니어 모션, 기계류장비, 메카트 로닉스 그리고 서비스에서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저희는 기계적 

성능을 최대화 하는데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SKF is represented in more than 130 countries and has 15,000 distributor locations worldwide. Our 

global footprint provides local access to our extensive range of thechnologies and services and ensures 

that you can benefit from local support.

As the world leader and innovator in bearing technology for more than 100 years, SKF has a unique 

understanding of rotating equipment and how machine components and industrial processes are 

interrelated, in every major industry worldwide. This knowledge - coupled with our expertise in sealing 

solutions, lubrication systems, linear motion, machinery maintenance, mechatronics, and services - 

enables us to deliver real-world solutions that help maximize mechanical performance over the entire 

lifecycle of an asset. As a result, SKF is your single source for off-the-shelf and customized technology 

products, solutions and services.

산업용 베어링 & 유닛, 씰링 솔루션, 기계가공씰, 자동윤활시스템, 유지보수제품, 설비진단시스템, 

동력전달장치, 

Bearing & Unit, Sealing Solution, Machined Seal, Auto. Lubrication System, Maintenance Products, 

Condition Monitoring System, Power Transmissio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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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G-111
㈜에이아이컨트롤스

AI Controls, Inc.

대 표 자 _ 장태민  Tae-Min, Jang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번지 3D융합상용화센터 311호 
NO.311 3D Fusion Center 249 Chuam-ro Buk-gu Gwangju Korea

전     화 _ 062-973-7101 / FAX _ 062-973-7102

이 메 일 _ cms8613@hanmail.net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에이아이콘트롤스는 인공지능기술 및 사물인터넷등 정보통신기술과 융합을 통해 경제,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에 맞춰 다양한 제품과 영업 전략으로 교육기관과 산업체를 연동하여 

산업 환경과 3D 산업의 선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가장 빠른 정보와 기술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에이아이콘트롤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x : 고성능 설계, 시뮬레이션 및 통합 솔루션을 통한 전체 제품 개발 프로세서의 소프트웨어

VIS 3D Printer : 일체형 케이스, 프로파일 바디구조와 자체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자동베드 Mapping 기능을 장착한 저소음인 3D 프린터

nx 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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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113
에이원엔지니어링

A1 Engineering Co,.Ltd

대 표 자 _ 장세경  Se-Kyeong, Jang

주    소 _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1로 80-19 ㈜에이원엔지니어링 
80-19, Yulchonsandan 1-ro, Haeryong-myeon, Suncheon-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61-727-3477 / FAX _ 061-727-3479

이 메 일 _ a1eng9894@hanmail.net

홈페이지 _ http://www.a1eng.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주식회사 에이원 엔지니어링은 하이브리드 농수산물 건조장치 / 열 교환기 연구개발 / 

태양광 발전 플랜트 제작 및 설치 / 산업기계 개발 및 제작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품질관리로 산업의 전 분야의 

종합엔지니어링으로써의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A1engineering Co., Ltd. provides not only solutions that meet customers' needs in all 

industries such as hybrid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drying equipment / heat 

exchanger research and development, solar power plant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 industrial machinery development and production, It is a company that pursues 

development as a comprehensive engineering of all fields.

감압 열펌프 하이브리드 건조 기술, 다단분리 열교환기, 멀티 홀 가공장치

Decompressed Heat Pump Dryer, Multi-Stage-Separated Heat Exchanger, Multi Hole 

Process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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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1
에프비지코리아

FBG KOREA Inc

대 표 자 _ 이금석  Geum-Suk, Lee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801호 
Room 801, Gwangju Innopolis Biz Center, 249, Chuam-ro,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42-933-5438 / FAX _ 042-933-5477

이 메 일 _ fbg777@naver.com

홈페이지 _ http://www.fbg.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주)에프비지코리아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적 변형의 종류에 따라 광섬유 센서를 다양하게 제품화 하였고, 더욱 광범위한 
구조물 안전성 모니터링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 제품들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에프비지코리아의 광섬유 센서는 주로 지하철 터널이나 도로의 터널, 교량, 댐, 발전소, 대형건물 등과 같은 토목구조물에 
설치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선박, 항공기, 송전탑, 철로, 도로 등과 같은 구조물에도 센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더욱 새롭고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FBG KOREA have made diverse kinds of sensor by purpose of use. also we are improving and developing sensor for 
safety monitoring of structures widely.

Sensor of FBG KOREA perform long-term structure health monitoring for subway tunnel, roadway tunnel, dam, bridge, 
power plant, etc. FBG KOREA is planning for installation for vessle, aircraft, power-line tower, railroad, road, etc and keep 
doing R&D to apply various area. 

광섬유 내공변위센서(FBG Extensometer)
- 모델명 : FBG-EX-310
- 용도 :   터널, 댐, 발전소, 대형 건물, 교량 등  

광범위한 구조물의 응력 및 길이 변형 측정
- 특징 
· 구조물의 응력 및 길이 변형의 장기적 측정
· 외력에 의한 구조물의 변형률 측정
· 파장 세팅 볼트 적용으로 감도 매우 우수
· 센서 교체가 용이하고 재사용 가능
·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유럽, 중국, 일본에 특허 등록
- 사양
· 측정범위(με) : ± 2,000
· 게이지 길이(mm)1) : 100
· 반치대역폭(FWHM, -3 dB point)(nm) : ≦ 0.25
· 분해능(% F.S) : ± 0.05
· 정확도(% F.S) : ± 0.25
· 반사율(%) : ≧ 70
· 민감도(με) : ≧ 1,000 @120g tension
· 측정 파장범위(nm) : 1,511 ~ 1,584
· 동작 온도(℃) : -20 ~ 80

FBG Extensometer
- Model : FBG-EX-310
- Usage :   Measuring displacement and  

crown settlement of tunnel type structures.
- Features
· Safety evaluation structures
· Measurement of tunnel convergence and crown settlement
· Simultaneously measuring both angle and deformation
· No Effect of electromagnetic waves
· High Accuracy of measurement
·   FBG Strain sensor(length deformation)+FBG  

Tiltmeter(tilt angle) =Possible to calculate 2D tunnel  
deformation with 2D vector diagrams

- Specification
· Measurement range(με) : ± 2,000
· Measurement range(deg) : ± 3
· Gauge length(mm)1) : 250~1,500
· FWHM, -3 dB point(nm) : ≦ 0.25
· Resolution(% F.S.) : ± 0.05
· Accuracy(% F.S) : ± 0.25
· Reflectivity(%) : ≧ 70
· Sensitivity(με) : ≧ 1,000 @120g tension
· Wavelength(nm) : 1,511 ~ 1,584
· Operating temperature(℃) : -20 ~ 80

광섬유 

내공변위센서

광섬유

각도센서

광섬유

변형률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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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1
엔티시

NTSEE Co.,Ltd

대 표 자 _ 류민웅  Min-Woong, Ryoo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15번길 36 
 36, Cheomdan venture so-ro 15beon-gil, Buk-gu, Gwangju, Korea

전     화 _  062-972-1241 / FAX _ 062-972-1242

이 메 일 _ ntsee@ntsee.co.kr

홈페이지 _ http://www.ntsee.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엔티시는 석유화학 공정과 환경정화 및 유해화학 물질 발생 억제 공정에서 필수적인 촉매제의 

개발에 투자와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왔음. 최근에는 국방산업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유도탄의 핵심 

부품소재인 열전지용 열원인 다공성 영가철(Fe0) 개발과 열원을 발화시키는 열지에 대한 제조기술을 

자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하였음. 상기 기술은 세계적으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분야로 당사의 

독자적인 열전지용 열원과 열지의 생산 기술 확보는 관련 국방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Founded in 2004, NTSEE Co., Ltd is company focused on the purification of environment and toxic 

chemicals control catalyst. Recently, we developed technology that porous Fe0 used heat sources 

for thermal battery that core materials for guided missile and heater paper with ignite a heat source. 

The manufacturing technique of thermal battery for power supply of guided missiles is an important 

technology that is limited in the world. Therefore the technology that we have secured independently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related defense industries.

∷ 열전지용 열원(Fe0, 다공성 영가철)

∷ 열전지용 열지  

∷ 보유기술

   유도탄 전지 열전지용 열원인 산호모양 다공성 영가철(Fe0)의 생산 제조기술

   열전지용 점화제인 섬유형 열지 제조기술

   각종 무기물 촉매(실리카, 알루미나, 제올라이트 등) 제조 및 성형기술

   자동화 시스템 설계 및 제작기술 /  밧데리 전극소재 제조기술

∷ Heat sources for thermal battery(Fe0, porous iron)

∷ Heat sources for heater paper

∷ Technological possession

 - Securing of porous fe0 manufacturing technology in the shape of coral.

 - Securing of heater paper manufacturing technology in the fiber type.

 - Securing of inorganic catalyst manufacturing and molding skills.

 - Securing of automated system plan and fabrication skills.

 - Manufacturing techniques for battery electrod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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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115
㈜엠티에스

MTS CO.,LTD

대 표 자 _ 안명길  Myeong-Gil, An

주    소 _   전남 순천시 해룔면 율촌산단3로66 
Head Office & Factory 66, Yulchonsandan 3-ro, Haeryong-myeon, 
Suncheon-si, Jeonnam, Korea (58035)

전     화 _ 061-763-7900 / FAX _ 061-763-7909

이 메 일 _ mts@mts98.co.kr

홈페이지 _ http://www.mts98.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당사는 산업용 대형 특수밸브 및 댐퍼 전문 제조업체로서 1997년 설립 이후, 포스코를 중심으로 철강현장의 다양한 

전략과제 및 원가절감형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등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있는 기술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대기업인 포스코, 현대제철, 한진중공업등은 물론이고 일본 신일본제철의 스미토모 제철소, 

가와사키중공업, JFE등에 많은 납품실적을 보유한 전도 유망한 기업으로 업계 최고를 목표로 판매처 다각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기술력 향상 및 인재양성을 중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여 외화획득과 

수출증대에도 적극 앞장선다는 경영이념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중소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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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품 명 : High-Performance Butterfly Valve

 - 제품특징 :   ① 주물Type & Welding Type 

② 작동기 수동 및 자동

ⓑ 제 품 명 : Damper

 - 제품특징 :   ① 고객 주문에 의한 다양한 Size 제작. 

② 작동기 수동 및 자동

ⓒ 제 품 명 : 특수밸브(제철산업용)

 - 제품특징 :   ① Waste Gas V alve 

② Castable Butterfly Louver Damper 

③ Cock Valve

1) Product : High-Performance Butterfly Valve

  - Features  :   ① Casting Type, Welding Type  

② Manual & Auto Actuators available

2) Product : Damper

  - Features  :   ① Various Size fabrication available 

according to customer’s order 

② Directly attach Manual & Auto 

Actuators available

3) Product : Special Valve

  - Features  :   ① Waste Gas Valve 

② Castable Butterfly Louver Damper 

③ Coke Valve

CONTROL 
VALVE

CONTROL 
VALVE

CONTROL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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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01
엠티에이

MTA Co., Ltd.

대 표 자 _ 이광춘  Kwang-Choon, Lee

주    소 _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155, 경기대진테크노파크 413호 
#413 Gyeonggi Daejin Technopark, jajak-ro155, pocheon-si Gyeonggi-do, Korea

전     화 _ 031-533-3957 / FAX _ 0504-080-3956

이 메 일 _ mtaceo@naver.com

홈페이지 _ http://www.mta9100.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불가능한 용융합금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있는 철(Fe) 과 구리(Cu)의 용융합금(Fe 90%, 

Cu10%) 양산 성공으로 고기능성 Fe합금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주)엠티에이의 FeCu 용융합금 용해주조기술에 주목할 점은

● 일반 대기용해로에서 생산 가능 (생산비 절감 및 사업화 가능)

● 금속분말, 극세사 연속주조 등을 위한 재용해 공정 이후에도 합금 유지

● 압연, 단조, 인발, 신선 등의 후가공이 용이하여 블록, 분말, 판재, 와이어 등 모든 형상이 

가능.

● 높은 열전도율에 따라 연속 사출에 따른 금형 사출면의 열집적이 낮아 금형 전체의 

적정온도를 제어하는데 매우 우수하다.

● 냉각수관이 금형사출면과 멀리 위치해도 냉각효과가 우수하여 정밀 부위의 냉각수관의 

근접에 따른 두께가 얇아져서 압력에 변형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냉각속도가 빨라 성형사이클을 단축할 수 있다.(LAK 대비) (일본에서는 1엔/1초의 

비용절감이 된다는 연구보고가 있음.)

● 기타 주요 특성 : 탄소 Free-표면 미려,  정전기 발생 억제- 금형 분리 용이, Repair 용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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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107
연도통상

YEONDO

대 표 자 _ 장만식  Man-Sig, Jang

주    소 _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9길 17-3

전     화 _ 053-357-5703 / FAX _ 053-359-1153

이 메 일 _ ceo@yeondo.co.kr

홈페이지 _ www.yeondo.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당사는 1995년도에 창업한 하이스 원형톱날, 나이프, 초경톱날, 밴드쏘 등 전문 제조 및 

유통업체입니다.   

하이스 원형톱날 초경톱날 밴드톱날 나이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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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1
옵토닉스

OPTONICS Co., Ltd

대 표 자 _ 이영우  Young-Woo, Lee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15번길 63 (61003) 
63, Cheomdan venture so-ro 15beon-gil,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62-973-1260 / FAX _ 062-973-1261

이 메 일 _ youngwoo.lee@optonics.net

홈페이지 _ www.optonics.net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2004년 설립된 ㈜옵토닉스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수 및 민수, 산업 

전 분야에 걸쳐있는 초정밀 레이저 광학 전문기업입니다. 초정밀 치수제어 기술을 적용하여 

레이저 합법장치용 핵심부품 및 의료, 산업용 초고출력 레이저 광학부품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관성항법장치(RLG)의 핵심부품인 초정밀 광학부품을 주력으로 양산하고 

있으며, 이를 제작하기 위한 국내 최고 핵심기술인 초정밀 표면형상가공 및 초저손실코팅, 

초정밀광학접합 기술 등을 개발/보유하고 있고, 이는 전세계 극소수 기업만이 구현하고 

있습니다.

OPTONICS is established in 2004 and specialized in LASER or ULTRA-PRECISION 

OPTIC components.  With the most advanced technical team in South KOREA, we 

apply technologies for realization of ultra-low-loss performance, optical contact bonding 

performance(no used  of glue) and ultra-precision performance. The major applications 

can be found in the field of high power lasers, precision optic measurements, RLG(Ring 

Laser Gyro) optics, IR optics or fiber optics. 

저손실반사경

(Low Loss Mirror) 

적외선 광학계 (IR Optic)  

모노블럭 (Monoblock)

End-Capped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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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107
㈜우성마그네트

WOOSUNG MAGNET CO.,LTD

대 표 자 _ 정기동  Gi-Dong, Jeong

주    소 _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28-5 
7, Usan-ro 95beon-gil, Gwangsan-ju, Gwangju, Korea

전     화 _ 062-514 - 0550 / FAX _ 062-514 - 0561

이 메 일 _ wsm5140550@daum.net

홈페이지 _ http://www.magnetplaza.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2000년 5월 : 우성마그네트 설립

2013년 10월 : 영전자척 개발 완료  

2014년 12월 : (주)우성마그네트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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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103
원일키

WONIL KEY

대 표 자 _ 황인화  In-Hwa, Hwang

주    소 _   대구 달서구 갈산동 260-1 
206-1, Galsan-gong, Dalseo-gu, Daegu, Korea

전     화 _ 053-584-4463 / FAX _ 053-584-4465

이 메 일 _ newwonil@naver.cim

홈페이지 _ www.newwonil.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저희 원일은 국내유통시장과 전자, 자동차, 산업기계 등 전분야의 제조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각종 스냅링, 사각키, 핀류, 각종 와샤, 스프링 및 프레스 가공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업종 최고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께 최상의 만족을 실현 시키도록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We are specialized insupplying snap ring,key,pin,was her,and coil spring in the 

automobile,electronic and machinery induster.

Based on experience and technology know-how,we promise to make he best efforts to 

give you astisfaction.

We wish all the best for your competitivrness and success.

사각키 , 스냅링, 스프링핀, 스프링

KEY , SNAP RING , SPRING PIN ,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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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09
㈜웨이브쓰리디

WAVE 3D Co., Ltd.

대 표 자 _ 서경식  Kyung-Sik, Seo

주    소 _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52, 전남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8호 
Business Incubator 108, 152 Juknokwonro Damyang-eup Damyang-gun, Jeonnam 517-802

전     화 _ 061-381-1966 / FAX _ 061-381-1967

이 메 일 _ wave3dcom@naver.com

홈페이지 _ www.wave3d.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WAVE3D는 플랜트 유지보수용 드론 및 비행 제어 모듈, 플랜트 유지보수용 충돌방지 및 

거리유지 센서, 코딩이 가능한 교육용 로봇 및 드론, 드론 해킹을 최소화 하는 해킹 방지 

시스템을 연구 및 개발하는 무인항공기 솔루션의 선도적인 회사입니다.

WAVE3D is a leading company of drone(UAV) solutions that research and develop Drone 

flight control module for plant O&M, Plant sensors for smart distance interval, Educational 

Drones based on coding and H/W and S/W minimizing drone hacking.

<플  랜트 진단용 드론 및 비행 제어 모듈> 

-   플랜트 시설 진단시 장애물 감지 및  

충돌 방지가 가능한 드론

<플  랜트 진단용 센서> 

- RF 기반의 센서로 최대 감지 거리 12m

<코  딩이 가능한 교육용 로봇 및 드론> 

-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한 로봇 및  

드론 코딩 교육 시스템

    -   다양한 센서 탑재 가능한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시스템

<D  rone and flight control module for plant O&M> 

- Obstacle detection, collision avoidance for O&M

<P  lant sensors for smart distance interval> 

- Sensor based on RF 

- 12m of max operating distance

<E  ducational Drones based on coding> 

- Drone coding using various contents 

- Various sensors are available 

- Creative software education

플랜트 

진단용 드론

교육용 

로봇 및 드론

플랜트 진단용 

비행 제어 모듈

플랜트 진단용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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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114
은혜기업

eunhye industrial.co.,ltd

대 표 자 _ 나용근  Yong-Geun, Na

주    소 _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1번로 14 
14, Pyeongdong Industrial Complex, Gwangsan-gu, Gwangju Metropolitan City

전     화 _ 062-951-4802 / FAX _ 062-951-4805

이 메 일 _ eh4405@bill36524.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은혜기업은 20 여년간 자동차 부품업체에 종사하며,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봉고트럭의 

힌지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카렌스, 소울에 들어가는 샷시 및 ARM 종류의 

브라켓을 생산 공급하며, 일심(一心), 전심(全心), 지속(持續)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완벽하게 

제품을 공급하고 품질혁신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새롭게 펼치며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Grace Enterprise has been engaged in auto parts manufacturer for 20 years and 

specializes in producing hinge parts of bongo truck based on accumulated technology 

and produces and supplies sashes and ARM type brackets for carens and souls, We are 

growing to become a company that provides perfect products for customer satisfaction 

with wholeheartedness and persistence, renews the second leap through quality 

innovation and gives trust to customers.

자동차용 어퍼암 및 로어암을 다년간 제작하여 기아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동차 부품용 프레스 금형을 제작하여 서진산업 및 동희오토모티브 등 다양한 고객에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금형제작부터 부품생산까지 토탈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 니즈에 맞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manufacturing auto upper arm and lower arm for many years to Kia 

Motors. At the same time, we are producing press mold for automobile parts and supplying 

it to various customers such as Seojin Industry and Donghee Automotive.

We have built a total system from mold production to parts production to build a system 

to meet customer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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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1
이상테크

LSTECH Co., Ltd

대 표 자 _ 김선주  Seon-Ju, Kim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38번길 33-3 
33-3, Cheomdan Venture so-ro 38Beon-gil, Buk-gu, Gwangju, 61007, Korea

전     화 _ +82-62-942-0170 / FAX _ +82-62-942-0180

이 메 일 _ kseonju@gmail.com

홈페이지 _ www.lstech.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주)이상테크는 수동 광부품 및 모듈 전문업체로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Fiber Optics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주요 생산품목은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용 펌프 컴바이너, 펌프 모듈, 고출력 광 커넥터 등과 광통신 용 광 점퍼코드, 광 커플러 

등이 있음.  

LSTECH is a passive optical component manufacturer for the applications in lasers, 

telecoms, fiber optics and biophotonics. We specialize in fiber laser components such as 

high power pump combiners and pump modules, related drivers and controllers, high 

power and specialty fiber coupler. Also we provide a special fiber optic solutions based on 

long-team experiences and techniques to fulfill customer requirements.

- 고출력 컴바이너, 고출력 펌프 모듈, 

- 고출력 및 특수 파이버 커플러

- PM & 고출력 커넥터 및 패치코드

- 광 점퍼코드, 광 커넥터, 광 커플러 등

- High Power Combiner, High Power Pump Modules, Related Drivers and Controllers 

- High Power and Specialty Fiber Couplers

- PM & High Power Connectors and Patch Cords

- Optical communication Components such as Optical Jumper Cords, Optical 

Connectors, Optical Couplers and Optical Attenuators. etc

comb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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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G-103
일신프라스틱㈜

Ilshin Plastic Co., Ltd.

대 표 자 _ 전동근  Dong-Geun, Jeon

주    소 _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북로 80 
80, Gukgasandanbuk-ro, Guji-myeon, Dalseong-gun, Daegu

전     화 _ 053-615-5111 / FAX _ 053-615-0006

이 메 일 _ ilshinmail@hanmail.net

홈페이지 _ www.ilshin-plastic.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일신프라스틱㈜는 1971년 창립이래 안전하고 튼튼한 차량용 프라스틱 내ㆍ외장재 부품 

및 산업용 강화 프라스틱 제품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도약 하여 자동차용 프라스틱 내ㆍ외장재 부품의 국내1등 품질을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으로 산업을 주도해 왔습니다.

ILSHIN PLASTIC Corp. has implemented ceaseless R&D activities and efforts in order to 

manufacture many safe and robust interior and exterior plastic components of automobile 

and industrial reinforced plastic products since it was founded in 1971.

- 리테이너:   자동차 차체에 범퍼를 조립할 때 사용되어지는 부품으로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전 차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차량용 재떨이:   자동차 이용자 중 흡연자의 편의성을 위해 공급되고 있으며,  

담배 재떨이 및 동전 보관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HVAC Door Ass`y Vent:   자동차용 에어컨 모듈 내 증발기와 방열기 등 열과 환기와 

바람을 불어주는 송풍기 그리고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을 공급 및 유도하는 기능

- Retainer:   It is used to assemble the bumper & Fender to the vehicle body and  

it is applied to all car model of HMC & KMC

 - Ashtray:   It provides convenience to smoking driver and it is used as coin container too.

 - Door Ass'y(Double Injection) of HVAC:   Wind controler that controls the wind from Air 

conditioner & Heater to induce direction driver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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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10
금속가공열처리지원센터, 전남테크노파크

Metal Processing Heat Treatment Center

대 표 자 _ 류세선  Se-Seon, Ryou

주    소 _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756-9, 756-10 (익신산단) 
756-9, 756-10, Iksin-ri, Gwangyang-eup, Gwangyang-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61-720-9340 / FAX _ 061-724-9315

이 메 일 _ leemy@jntp.or.kr

홈페이지 _ www.jntp.or.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전라남도와 광양시의 지원으로 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광양시 익신일반산업단지 내에 

금속가공 열처리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음. 센터 건물은 2019년 중에 완공, 열처리 장비는 

2020년 중에 구축 완료 예정이며, 이때 부터는 본격적인 기업지원이 가능함

With the support of Jeollanamdo and Gwangyang City, Jeonnam Techno Park is 

constructing a Metall Processing Heat Treatment Center in Gwangyang Iksin General 

Industrial Complex. The center building will be completed by the end of 2019, The heat 

treatment equipment is expected to be completed in 2020, and full-scale enterprise 

support is available from then on.

금속가공 열처리 장비를 통한 기업 지원

Enterprise support through metal processing heat treatmen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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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G-103
전북자동차기술원

JeonBuk Association for Root Industry 

대 표 자 _ 권상식  Sang-Shik, Gwon

주    소 _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22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01호 
222, Palbok-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Korea

전     화 _ 063-211-2184 / FAX _ 063-472-2399

이 메 일 _ wook-1052@hanmail.net

홈페이지 _ http://jroot.jiat.re.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전북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형, 소성가공, 용접, 주물, 표면처리  5개 분과에 

161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사간 일감공유 및 정보교류 등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eonBuk Association for Root Industry is consisted of 161 member companies in the 

area of Mold&Die, Plastic working, Welding, Casting, Surface treatment industries in 

Jeollabuk-do, Korea. 

It promotes cooperative business by sharing of business and exchanging of information, 

etc.

금형, 소성가공, 용접, 주물, 표면처리 관련 제품

Mold&Die, Plastic working, Welding, Casting, Surface treatment relat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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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109
㈜전진티티에스

junjintts co.,ltd

대 표 자 _ 박정호  Jeong-Ho, Park

주    소 _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45(고룡동) 
245, Jingoksandanjungang-ro, Gwangsan-gu, Gwangju-city, 62207, Korea 

전     화 _ 062-955-3337 / FAX _ 062-955-2662

이 메 일 _ richmill3337@naver.com

홈페이지 _ www.junjintts.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주)전진티티에스는 밀링척(CNC선반 등 금형가공을 하는 설비의 주요 가공 부품)을 생산하는 

최첨단 가공 전문기술 기업 입니다. 당사는 항상 지속적인 개발로 품질 향상과 고객감동 서비스 

실현, 무한경쟁시대에 21세기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공존공영이라는 경영방침을 

확고한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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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박음척, 고주파전자유도가열장치

shringk fit chuck, high frequency electromagnetic induction heat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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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_ 정규화  Gyu-Hwa, Jung

주    소 _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 5길 120 
#120, Seongseo-ro 5-gil, Dalseo-gu-Daegu. 

전     화 _ 053-583-8257 / FAX _ 053-583-8259

이 메 일 _ jhe36383@jhems.co.kr

Booth No.

G-103
정화이엠에스㈜

Jeong Hwa Co.

mailto:jhe36383@jhe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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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07
제8회광주국제금형및기계, 스마트공장자동화전
Gwangju International Mold, Machinery,
(Smart)Factory Automation Fair2018

대 표 자 _ 정시현  Si-Hyun, Jeong

주    소 _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길59(서초빌리지프라자) 301호 
#301, Seocho Village Plaza, Banpo-daero 22-Gil 59, Seocho-Gu, Seoul, Korea

전     화 _ 02-588-2526 / FAX _ 02-588-2599

이 메 일 _ jch@kimikorea.com

홈페이지 _ www.gimma.or.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 제8회 광주국제 금형 및 기계, 스마트공장자동화전 

- 제9회 부산국제기계대전

- Gwangju International Mold, Machinery,(Smart)Factory Automation Fair2018

- Busan International Machinery Fair 2019

- 제8회 광주국제 금형 및 기계, 스마트공장자동화전 

- 제9회 부산국제기계대전

- Gwangju International Mold, Machinery,(Smart)Factory Automation Fair2018

- Busan International Machinery Fair 2019

mailto:jch@kim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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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03
조선대학교뿌리사업단
Department of Welding and Joining Science Engineering, 
Chosun University

대 표 자 _ 방희선  Hee-Seon, Bang

주    소 _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서석동, 조선대학교) 
309 Pilmun-daero Dong-gu Gwangju 61452 Korea

전     화 _ 062-230-7215 / FAX _ 062-230-7137

이 메 일 _ banghs@chosun.ac.kr

홈페이지 _ http://www.chosun.ac.kr/weldingjoining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 국내 최초 신설학과

용접·접합과학공학과는 국내 유일한 단일학과로 모든 산업에 근간이 되는 뿌리기술인 용접·접합기술의 전문 

교육과정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를 리더하는 고급 용접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산학협동 맞춤형 교육

국내산업체와 MOU를 체결해 산학일체형 맞춤형 교육 (인턴쉽, 현장실습, 견학 등) 및 기 구축된 최첨단 장비 (현재 

1,000평 크기 실험실과 60억원 상당의 장비 50여종) 활용을 통해 산업현장의 기술수요에 대응하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배출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대학원’ 선정, 30억 지원

신규인력(미래 사원), 재직자(산업체 및 기관 근무자) 대상 석사과정 2년 동안 등록금 전액 지원되며, 신규인력은 

생활비 월 50만원 추가혜택이 있으며, 학위-취업 연계형 산업체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 First to be founded in Korea

As the only singular department in Korea, the 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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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Through the use of advanced equipments (laboratory as big as 300 square meters along with 5 million dollars 

worth of 50 different kinds of equipments) and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fostered by an MOU contract with 

the industry, (internships, work experiences, field training, and etc) the Department produces practical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that meet the technological demand of the industrial sites.

￭ Exemplary Graduate School for Ppuri Industry” designated by government 

MOIE(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designates Dept. of Welding and Joining Science Engineering,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as an “Exemplary Graduate School for Ppuri Industry such as fundamental 

manufacturing technology” (2014.6.19). This supports three-million dollars funding over a span of five years and 

guaranteed full national scholarship and employment for one’s master's degree.

￭ 신용접기술개발 및 부품적용/용접부 해석

· 아크용접 - 로워암(차체부품), 압력용기 등

· 레이저/레이저-아크하이브리드용접  

      -리턴휠(석탄화력발전), 카울, 휀더(차체부품) 등

· 마찰교반/하이브리드마찰교반용접  

      - 엔진서브프레임, 멤버센터플로워사이드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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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turn wheel(Coal-
fired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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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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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G-104
KOTRA광주전남지원단

KOTRA

대 표 자 _ 최동석  Dong-Seok, Choi

주    소 _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12 Gyeongyeol-ro, 17beon-gil, Seo-gu, Gwangju

전     화 _ 062-369-9055 / FAX _ 062-369-9056

홈페이지 _   http://www.kotra.or.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수출 진흥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주요 업무내용은 국내 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이다. 
이를 위해 전략산업 해외마케팅 및 맞춤형 수출지원 활동 등을 벌인다. 해외 진출 지원 및 
정보 조사도 한다. 국내 기업 해외 투자 및 프로젝트 진출을 지원하며 해외시장 정보의 수집과 
전파 활동을 한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착을 돕고 
고충을 처리해 준다. 또 EXPO 참가 및 무역·투자 유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It is a specialized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Main business contents are overseas market development for domestic 
companies. To this end, it will engage in strategic marketing overseas marketing and 
customized export support activities. We also support overseas advancement and 
investigate information. Support domestic companies' overseas investment and project 
advancement and collect disseminate overseas market information. To help attract 
foreign investment, it helps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in Korea to settle in and deal with 
complaints. It also plays a role in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EXPO participation 
and trade and investment inducement policy.

1) 무역사절단 
 :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KOTRA 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을 지원한다.

2) 수출상담회
 : 한국 상품(및 서비스)의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바이어의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업체와의 1:1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을 지원한다. 

KOTRA Support Center Gwangju-Jeonnam will organize a sales team with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send them overseas to provide export 
consultation opportunities with local buyers. KOTRA supports export of domestic 
companies by providing consultation with local buyers at overseas trade centers. KOTRA 
support the export of domestic companies by providing a one-to-one consultation 
opportunity with Korean companies by attracting purchasers who want to import Korean 
products (and services) or individual bu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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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G-102
㈜지스핀

Gspin Co.,LTD

대 표 자 _ 정병주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창업진흥센터 112호 
#112 Business Incubator Bldg. A, 123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61005(ZIP Code), Korea 

전     화 _ 062-716-2987 / FAX _ 070-8277-2987

이 메 일 _ jayeon9@gist.ac.kr

홈페이지 _ http://www.gspin.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지스핀은 기능성 고분자 나노소재 및 나노섬유 전문기업입니다. 나노섬유 및 나노소재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기방사 나노섬유 및 나노소재 기술은 

아주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지스핀의 대량생산 기술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여 앞으로 더 많은 성장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선도적인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GSPIN is specialized in functional polymer nanomaterials and nanofibers. Nanofiber 

and nanomaterial technologies have already been applied in our lives. Electrospinning 

nanofibers and nanomaterial technologies can be applied in a wide variety of applications. 

The fields that can be applied as mass production technology of GSPIN Co., Ltd. are 

unlimited, and more growth potential will be opened in the future. We will pioneer new 

markets with leading technologies.

- 나노섬유 및 나노소재

- 일반소비재 제품 : 자연숨결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Main Product: Nanofiber and nanomateria

Consumer Products: Nano Fiber mask, 阻挡灰尘的口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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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106
지알켐

G-Alchemy

대 표 자 _ 이상규, 김재근  Sang-gyu, Lee, Jae-Keun, Kim

주    소 _   전남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길 46 
#46 Jeonjanonggongdanjigil, Donghwa-myeon, jangseong-gun, Jeonnam

전     화 _ 061-393-3114 / FAX _ 061-393-3115

이 메 일 _ abita74@naver.com

홈페이지 _ http://www.galchemy.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주)G알켐은 전자, 자동차, 산업 분야의 가구를 생산하는 전문 다이 캐스팅 회사입니다. 

G-Alchemy는 ‘정직’, ‘의’, ‘존중’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 경영을 최고의 품질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기술과 정신을 추구 합니다. 특히 AD 기술연구소는 고객의 우려와 

상상력을 최고의 두뇌 집단으로, 20년 동안 생산 기술 지식을 축적하는 진정한 G-Alchemy 

(Green & Gold Alchemy)로 발전 할 것입니다. 

G-Alchemy Co., Ltd is a professional die casting company that produces electronics, 

cars, furniture for industrial field. G-Alchemy practices eco-friendly management with 

the best quality based on 'Honesty,' 'Righteousness' and 'Respect.' G-Alchemy pursues 

the topnotch quality of technology and spirit. In particular, the AD Technical Laboratory 

will advance as the true G-Alchemy (Green & Gold Alchemy) that solves the concerns 

and imaginations of customers as the best group of brains and 20 year accumulation for 

knowledge in production technology.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 자동차용 콤푸레셔, DC MOTOR

 - 생활가전 및 산업용 기능 부품

 - 고진공 다이캐스팅 기술 적용

 - 하이브리드 주조공법 적용 SUV 차량용 AL 엔진 크래들 브라켓 부품 개발

Aluminium DIE CASTING

 - Automobile Compureshire, DC MOTOR

 - Electonics Parts(household appliances & Industrial)

 - Application of High-Present Die casting

 - Development of the All-Engine cradle bracket part for SUV application  

   to Hybrid cas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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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112 GEC

대 표 자 _ 장영현

주    소 _   광주 북구 첨단벤처소로 51 B-101 
B-101, 51 Cheomdan venture so-ro, Buk-gu, Gwangju, Korea

전     화 _ 062-955-4895 / FAX _ 062-955-4796

이 메 일 _ yh8402@hanmail.net

홈페이지 _ www.w-gec.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GEC는 전 직원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면 된다. 해야 한다. 해내야 한다.’는 강인한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무장하여,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품질개선 노력과 품질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께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드리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형의 냉각수 유로 차단장치 : GEC의 냉각수 유로 차단장치는 긴밀하고 견고하게 

냉각수 유로를 차단하고 가열과 냉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도 변형이 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내구성을 가지며 최소한의 구성으로 제조 원가를 낮춰 원가절감과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금형의 냉각수 체크(워터체크) : GEC의 워터체크는 냉각수의 온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계로, 냉각시간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하며 불균일한 냉각을 

방지하여 제품이 비틀거리는 현상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타이형스노우체인(스노스탑) : 내구성이 강한 재질 사용으로 퀄리티가 뛰어나고 마찰부가 

스파이크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눈길과 빙판길에서 제동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버스 및 대형 

트럭을 제외한 전 차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주행 중 자동 마멸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분리형LED삼각대(세이프 시그널) : 강력한 LED램프로 시각 인지성이 우수하며 강력 

네오디뮴자석 채용으로 어느 위치에나 안정적으로 부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쉽고 간단한 

설치로 빠른 상황 대처가 가능해 2차사고 예방에 탁월하며 자유로운 각도, 분리 활용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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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116
첨단환경

CHUNMDAN Environment Co., Ltd.

대 표 자 _ 허 관  Kwan, Huh

주    소 _   전남 장성군 동화면 전자농공단지2길 35 
35, Jeonjanonggongdanji 2-gil, Donghwa-myeon, Jangseong-gun, Jeollanam-do 

전     화 _ 061-392-1199 / FAX _ 061-392-1197

이 메 일 _ bvd@cdan.co.kr

홈페이지 _ www.cdan.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주)첨단환경은 기능성 산림자원과 토착미생물 등의 천연소재를 활용하여 생활용과 산업용의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다. 특히, 강력한 항균력과 탈취력, 곤충퇴치력이 우수하고 
스트레스 저감과 항염, 우울증 치유력이 뛰어난 편백피톤치드 농축물인 ‘피톤치오’ 항균탈취제를 생산하고 
있다. 그 외에 산업용탈취제와 융합형탈취장치, 보조사료(생균제), 편백오일 등의 환경친화적인 제품 생산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Chumdan Environment Co., Ltd. that is technology innovation comapany(Inno-Biz) manufactures the 
highest quality eco-friendly deodorant based on excellent features of natural bio materials such as Hinoki 
cypress, bamboo and beneficial microorganisms. 

Major product is "PHYTONCIO" which is made by high concentration of emulsified Hinoki Cypress oil 
without any chemicals. 'Phytoncide' has strong antibacterial, antifungal activity and deodorization effect. 
Also it can boost immune system and reduce stress level in our body.

Besides we produce industrial products including odor reducer, complex microorganism for enhancing 
the environment and creating better human life and health.

(주)첨단환경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시중의 합성(화학)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천연물로 알려진 
피톤치드 중에서도 항균력과 탈취력, 곤충 퇴치력, 스트레스 감소, 각종 질병 치유력이 가장 우수한 편백나무 
피톤치드 농축물인 ‘피톤치오’를 생산하고 있다. ‘피톤치오’는 유일기술로 첨가제 전혀 없이 편백오일과 편백수를 
융합하여 유화상태가 2년 이상 유지되고 항균 99.9%, 탈취 99.6%, 중금속/위해물질 불검출, 피부 보습, 
항염효과가 확인된 안전한 천연물이다. ‘피톤치오’는 학교 교실과 어린이집, 요양원, 입원실, PC방, 스크린골프장, 
작업장, 지하철역사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보육원, 양로원, 어린이집의 실내 공간의 미세먼지, 부유세균, 냄새 
제거와 모기, 진드기 등의 곤충 퇴치에 사용한다. ‘피톤치오’를 실내 공간에 분사(스프레이) 하거나, 가습기, 
휘산기, 자동분사기에 넣어서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되고 편리하다.

Phytoncide is only a good alternative to disinfectants in humidifier that has strong antibacterial, antifungal 
activity and reducing stress hormone effect and many kinds of 
odor.

'PHYTONCIO' is made by high concentration of emulsified 
Hinoki Cypress oil without any chemicals but it keeps its form 
until 2years. Our natural products have effects on 99.9% 
antibacterial effect and 99.6% deodorization. Traces of harmful 
metals were not detected in our products. Is is 100% natural 
and safe product. 'PHYTONCIO' can be used for antibacterial 
air freshener, deodorant for fabric or sick house syndrome. It 
can be used at school, kindergarten, hospital, gy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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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G-103
㈜케엠사

KM Corporation

대 표 자 _ 최광숙  Kwang-Sook, Choi

주    소 _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23번길 21 (소촌동) 
21, Sochon-ro 123beon-gil, Gwangsan-gu, Gwangju 62386, KOREA

전     화 _ 062-941-0011 / FAX _ 062-941-6530

이 메 일 _ kmcorp@chol.com

홈페이지 _ http://www.kmcorp.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케엠사는 1971년 창업이래, 약 47년에 걸쳐 내열·내식·내마모를 특징으로 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주강품을 

공급해온 전문업체로서 각종의 기계가공, 조립, 표면처리등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일본, 중국, 태국,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수출을 통한 선진 기술의 축적과 품질요구의 효과적인 대응으로서 기죽하여 온 당사의 독보적인 노하우로 

양질의 제품을 보다 경제적으로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술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SO/TS 16949:2009의 인증을 받은 활발한 품질 보증활동으로, 21세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문화의 구축과 

한국금속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기업으로서의 향상을 위해 도전하는 활력 있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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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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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로스트왁스: 정밀도가 높고 재질 선택에 용이하며 복합부품의 일체화에 따른 코스트다운 효과.

2. 셀몰드: 기계화에 의한 뛰어난 작업성과 생산성, 주형이 얇기 때문에 통기불량으로 인한 주조결함이 적음.

3. 사형주조: 다른 주조방법에 비해 공기(工期)가 빠름, 크기와 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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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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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05
케이시스템

K System

대 표 자 _ 양정규  Jung-Gyoo, Yang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사업화3동 202호 
Gwangju Techno Park 333,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Korea

전     화 _ 010-9890-3837

이 메 일 _ yangmory@nate.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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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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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cm(W)⨯15cm(D)⨯15cm(H) 로 출력이 가능한 조립형 키트제품

미니미

오토레벨링 적용 착탈형 베드 적용

20cm(W)⨯20cm(D)⨯15cm(H) 로 출력이 가능한 데스크탑 제품 Core-A

오토레벨링 적용, 착탈형 베드, 히팅베드

pre assembled kit Mini-Me available maximum volume 15cm(W)⨯15cm(D)⨯15cm(H)

Auto Leveling using proximity sensor, removable bed plate

Desktop 3D Printer core-a available Maximum volume 20cm(W)⨯20cm(D)⨯15cm(H)

Auto Leveling using proximity sensor, removable bed plate

heating bed that temperature is rising rapi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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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09
케이에스광학㈜

KS Optical Co., Ltd, 

대 표 자 _ 김근식  Keun-Sik, Kim

주    소 _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26-108  
26-108, Yulchonsandan 4-ro, Haeryong-myeon, Suncheon-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61-753-9717 / FAX _ 061-753-9718

이 메 일 _ semiyong@kslabo.co.kr

홈페이지 _ www.kslabo.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케이에스광학(주)는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세계 최고를 지향하며 고품위 정밀화학과 

기능성 소재 등을 연구개발하고 제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내충격성과 내열성이 

우수하면서 경량인 폴리우레탄계 수지 합성기술을 보유한 업체로서 전투용 안경, 방독면, 

방탄유리와 같은 방산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를 바탕으로 그 외 민수용 수요처 발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KS Optical Co., Ltd. is specialized in manufacturing high quality fine chemicals and 

functional materials with the best technology.   

 We continually inves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so We have sufficient technology 

to meet the needs of defense industry. In particular, we have a experience of design 

and synthesis technology of special polyurethane that have high-impact resistance and 

excellent resistance to heat. With these properties, our product is used in glasses, face 

shield, bulletproof glass and so on.  

∷   고기능성 고분자 소재 

- 고기능성 고분자 소재 

- Isocyanate 류 : 고기능성, 특수 isocyanate 류 

- Thiol 류 : 고기능성, 특수 thiol 류

∷   안경렌즈 / 특수안경렌즈 / 전투용 안경  

KR-56 : 중굴절 렌즈 

KR-60 : 고굴절 렌즈 

KR-67 : 초고굴절 렌즈 

SUPEX NIR : 근적외선 차단 렌즈  

∷   monomer for functional polymer 

- Isocyanates 

- Thiols

∷   lens for glasses / Millitary galsses 

- KR-56 : middle refractive Index 

- KR-60 : high refractive Index 

- KR-67 : Ultra-high refractive Index 

- SUPEX NIR : Lens for NIR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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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03
㈜큐브테크

CUBETECH

대 표 자 _ 유동환  Dong-Han, You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연신로 29번길 12 
12 Cheomdan yeonsin ro 29beon-gil Buk-gu Gwangju

전     화 _ 062 717 2780 / FAX _ 062 717 2781

이 메 일 _ cube@cubetech.co.kr

홈페이지 _ www.cubetech.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주) 큐브테크는 국내 자체기술을 이용한 3D 메탈 프린터를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국산화 시킨 유일한 회사입니다.

CubeTech Co., Ltd. manufactures and sells 3D metal printers using domestic 

technology And is the only company that has localized software and hardware.

CUBE250, CUBE250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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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G-103
테스크

TESK CO.,LTD.

대 표 자 _ 황정상  Jeng-Sang, Hwang

주    소 _   경북 김천시 어모면 산업단지로 20번지 
SANEUPDANJIRO-20, EUMO, GIMCHON, KYUNGBUK, KOREA

전     화 _ +82-54-437-8101 / FAX _ +82-54-437-8104

이 메 일 _ jason.choi@tesk.co.kr

홈페이지 _ www.TESK.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당사는 배기파이프 및 머플러 부품 제조 전문 기업인 정도정밀에서 분사되어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엔진에서 발생되는 유해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장치를 개발, 제조,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주 거래처는 현대기아, 쌍용, 두산, 대동, LS,국제등 ON/OFF-ROAD 차량제조사 및 엔진 

제조사입니다. 

TESK is a specialized manufacturer and developer of the Exhaust and Emission solution 

in Korea.

It covers Euro4 ~ 6 Emission Norms for On/Off road vehicles.

DOC/DPF/SCR/ADBLUE TANK MODULE/EXHAUST MANIFOLD/CATALYT IC 

CONVERTER

EURO-6 SCR SYSTEM.

DOC/DPF/SCR/

ADBLUE TANK MODULE

EXHAUST MANIFOLD/CATALYTIC CONVERTER

FUD (UREA QUALITY DETECTOR - HANDY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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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05
트라이앵글랩

TriangleLab CO.,LTD

대 표 자 _ 김정회  Jung-Hoi, Kim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505호 
Gwang-ju Buk-ku Chooamro 249, No505

전     화 _ 062-602-0360 / FAX _ 062-602-0361

이 메 일 _ oipkim1@naver.com

홈페이지 _ www.trilab.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당사는 2014년 5월 19일 설립 

이래 ,  8 K이 상 의  초 고해 상 도 

Panorama 리그와 360도 VR 

리 그 를  자 체  개 발 하 고  이 를 

기반으로 실사 AR/VR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실감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전문 업체이다.   

- 360VR 촬영 시스템

- 다중리그기반의 파노라마 리그 시스템

- 8K Panorama 기반 실사 콘텐츠 제작

- 360도 2D/3D VR 실사 콘텐츠 제작

- 360VR Rig System

- Muti-camera based Panorama Rig System

- 8K Panorama & 360 VR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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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109
티에이

TA CO., LTD.

대 표 자 _ 류경렬  Kyeong-Ryul, Ryoo

주    소 _   (57927)  전남 순천시 서면 산단2길 63 
TA Co., Ltd. 63, Sandan 2-gil, Seo-myeon, Suncheon-si, Jeollanam-do, 
57927,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61-755-4806 / FAX _ 061-755-4807

이 메 일 _  jwlim@tungstenrecycle.com

홈페이지 _  www.tungstenrecycle.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국문: (주) 티에이는 2011년 5월 창업한 벤처기업으로서, 초경 롤, 초경 인서트 팁, 초경 드릴 등과 같은 

초경합금 스크랩과 텅스텐 헤비알로이 스크랩을 아연 증류법으로 리사이클 하여 초경합금 리사이클 분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친환경적이며 가장 경제적인 초경 리사이클 방식으로 월 30톤 규모의 

초경 스크랩 재생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16년부터 초경 리사이클 분말을 소재로 초경 보링바, 초경 

가이드롤러 등 기타 다양한 내마모용 초경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 티에이의 임직원들은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며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영문: TA Co., Ltd. was founded in May 2011 as a venture company for recycling cemented tungsten 

carbide and tungsten heavy alloy scraps such as WC rolls, WC insert tips, drills, mining tools and 

circular knifes by zinc-distillation process. TA Co., Ltd. could reclaim 30 ton WC scrap per month 

with Zinc-Distillation process, the most economical and environment-friendly process to reclaim large 

quantity of tungsten scrap. Since 2016 TA Co., Ltd has produced WC boring bar, WC guide roller and 

WC wear parts with our WC reclaimed powder. TA Co., Ltd. cooperates with Mother Earth to complete 

natural resource circulation. 

∷ 주요 생산품 

-   텅스텐 리사이클 분말 초경 및 텅스텐 헤비알로이 리사이클 분말, 하드페이싱용 텅스텐 소결 분말 

다양한 초경 부품  초경 보링바, 초경 가이드 롤러, 각종 초경 내마모용 부품들

∷ 핵심 보유 기술

-   아연증류법을 이용한 텅스텐 카바이드 스크랩 재자원화 기술

∷ Main Products 

-   Tungsten Reclaimed Powders- WC and WHA Reclaimed powder, Sintered & Aggromorated 

Tungsten powder for Hard-facing.

-   Cemented WC products  WC boring bar, WC guide roller, WC ware parts

∷ Key Technology 

-   Modified zinc-distillation Technology for tungsten recycle 

초경 보링바 소재 초경합금 리사이클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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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117
프로텍코리아

PROTECH KOREA CO., LTD.

대 표 자 _ 윤정록  Jeong-Lok, Yun

주    소 _   광주 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287번길 88 
88, Sonjae-ro 287beon-gil, Gwangsan-gu, Gwangju,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62-719-3120 / FAX _ 062-719-3125

이 메 일 _ protech@protechkorea.com

홈페이지 _ www.protechkorea.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2000년에 창립된 프레스 성형용 금형개발 전문업체인 프로텍코리아(주)는 가전제품 및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프로그레시브 증육공법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프로텍코리아(주)는 현재 6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전 및 전자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양산까지의 논스탑 개발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인프라와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기, 디젤 자동차용 배기가스 온도센서, 수상 태양광 부유체, 로봇청소기 

등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Protech Korea Co., Ltd is a mold company founded in 2000.

We produces a mold for home appliances and parts of an automobile in professionally, 

and also have a original technology of progessive thickening method.

We holds the six subsidiary companies, and have a nonstop development system 

from design to mass production of the home appliances and electronics. In addition, 

commercialization of electric car charger, exhaust temperature sensor for diesel automobile, 

floating body for solar energy generation, and robotic vacuum cleaner is proceeded based 

on our infrastructure and research capacity.

EMS 공법은 Drawing, Forging, Up-Setting 공법이 결합된 금속성형 기술로써 원소재를 이용하여  

Nut, Gauge, Pin 등의 제품을 프레스 가공만으로 성형하는  공법

The EMS method is a metal forming technology combining drawing, forging, and up-setting 

(Nut, Gauge, Pin, etc. can be manufactured by pressing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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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1
프리시젼옵틱스

Precision Optechs Co., Ltd.

대 표 자 _ 한상현  Sang-Hyun, Han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15번길 59 (월출동) 
59, Cheomdan venture so-ro, 15beon-gil, Buk-gu, Gwangju, Korea

전     화 _ 062-973-3601 / FAX _ 062-973-3604

이 메 일 _ han6801@naver.com

홈페이지 _ http://www.p-optechs.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주)프리시젼옵텍스는 2003년 6월 설립, 열상광학시스템 비구면렌즈 및 반사경, 

대물렌즈모듈 전문생산업체로 군사 및 의료, 기타 산업용 열상광학시스템 핵심광학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Precision Optechs Co., Ltd, founded in June of 2003, is a specialized manufacturing 

company of core parts such as aspheric lenses, reflectors, and object lenses for thermal 

imaging system that has been supplied to military services, medical services, and to 

commercial industries.

품목명 : 비구면렌즈 및 반사경

제품특징 :

▫   구면광학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구면수차 제거를 함으로써, 전체광학 시스템 성능 

향상 및 소형화 할 수 있는 핵심 광학 부품임.

▫ Diamond Turning Machining 공정을 통하여 정밀 광학부품 제작 공급.

Products : Aspheric Lensed and Mirrors

Technology information:

▫   Aspheric surface is an optical element that is used to make optics lighter and for 

aberration correction while replacing spherical surface with aspheric surface.

▫   Precision Optechs co., Ltd. utilizes transmitted and reflected optics that are applied to 

optical system of thermal imaging. 

모듬 반사경 회절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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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111
프릭사

FRIXA CO.,LTD

대 표 자 _ 김은수  Eun-So, Kim

주    소 _   전남 순천시 별량면 봉낙길 1 
1 Bong-nak gil, Byeollyang-myon, Suncheon-si, Jeonnam, 58032

전     화 _ 02-3675-9622 / FAX _ 02-515-9622

이 메 일 _ export@frixa.com

홈페이지 _ www.frixa.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1991년 8월 설립되고 순천에 위치한 본사와 대전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기술 연구소를 

통하여 제품생산과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한국타이어를 통하여 효율적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TS16949와 ISO14001 인증을 획득하면서 SYSTEM을 한단계 UP GRADE 하였으며, 이를 

발판으로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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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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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을 인정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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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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114
피디텍

PDTEC Co., Ltd.

대 표 자 _ 박진완  Jin-Wan, Park

주    소 _   전남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5 
Jecheol-ro 5 Kwangyang-eup, Kwangyang-si, Jeonnam

전     화 _ 061-761-0172 / FAX _ 061-761-0174

이 메 일 _  pdt0172@naver.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주식회사 피디텍은 200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타이타늄과 합금을 용해하기 

위한 진공유도용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격경쟁력과, 우수한 품질은 갖는 주조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경쟁력있는 제품들을 제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Pdtec Co., Ltd was founded in 2008 and we operate a machine VIM(vacuum Induction 

Melting) to cast titanium and alloy. so we can provide you with manufacturing costs-down, 

high quality and rapid supply of cast products. we are making great efforts with a staffs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products.

타이타늄 주조품

titanium casing

mailto:pdt01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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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108
피씨케이

PCK CO.,LTD.

대 표 자 _ 이동원  Dong Won, Lee

주    소 _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42길 14 
14 Seongseogongdanbuk-Ro42Gil Dalseo-Gu Daegu-City

전     화 _ 053-593-6787 / FAX _ 053-593-6788

이 메 일 _ pck74989@daum.net

홈페이지 _ www.pckinfo.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피씨케이(주)는 2000년 창업 이래 고분자 기술 분야에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로 성장해 

온 전문 기술 기업입니다. 당사는 합성고무의 Compound를 공급하는 업체로 시작하여 각종 고무 

배합물 조성에 관한 특허와 기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철도용 고무 부품, Oil Seal용 고무 

부품 및 산업용 특수 고무 부품 등의 고무 배합물 및 제품을 생산하며, 방사선 차폐 의료기용 고무 

부품, 휠바란스용 고무 제품, 그리고 생활 전반의 고무용품 개발, 특히 합성 고무용 고내열 접착제와 

피착제 표면 처리에 관한 기술의 보유로 국내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CK is a technology business which has developed  through endless R&D and facility 

investment in the field  of high molecular technology since its foundation in 2000. Our company 

began as a Comp’D of synthetic rubber supplier, and currently, we are developing and 

manufacturing  adhesives for rubber forming, and manufacturing special  rubber products 

for vehicles and industrial purpose, and we are doing our best to become the cornerstone of 

domestic industrial development.    Even in the future, as trusted companion, PCK CO.,LTD.  

will utilize its R&D ability accumulated until now to the  maximum and do our best to contain 

competitive power as professional component material business in the field of high molecular 

technology true to our name.

1)   특수컴파운드  

Material : FKM / ACM / AEM / VMQ / EPDM / HNBR / NBR / ECO / NR

2)   자동차 및 산업용의 고기능성 고무제품 제조 

:   Oil-Seal, O-Ring, Diaphragm, Bearing-Seal, DIAPHRAGM, Gasket, U-Packing Flexible Coupling 

for MDPS, Rubber parts for Trains, Fuel Cell Gasket, Rubber Sheet for the Radiation Shielding, 

Rubber Wheel Balance Weight, Rubber Compounding Knife, Mold cleaning Compound

3) 고무가류성형용 접착제 개발 및 제조  

1) Car & Industrial Rubber Compound 

2)   Special Purpose Rubber Products  

:   Oil-Seal, O-Ring, Diaphragm, Bearing-Seal, DIAPHRAGM, Gasket, U-Packing Flexible Coupling 

for MDPS, Rubber parts for Trains, Fuel Cell Gasket, Rubber Sheet for the Radiation Shielding, 

Rubber Wheel Balance Weight, Rubber Compounding Knife, Mold cleaning Compound

3) Special adhesive synthetic rub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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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101
픽슨

FIXON Inc.

대 표 자 _ 정성만  Sung-Man, Jung

주    소 _   57752 전남 광양시 광양읍 숲샘길 129 4층 
Jeonnam Gwangyang-si, Gwangyang-eup Soopsam-gil 129, 4F

전     화 _ 1577-5077 / FAX _ 061-760-7690

이 메 일 _ fix@fixoninc.com

홈페이지 _ www.fixoninc.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픽슨은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파형강관, 파형강판을 동시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픽슨은 1994년 창립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조달청 우수제품, 건설신기술, KS, ISO9001, ISO14001, 

INNO-BIZ 등을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픽슨의 기술은 해외에서 더욱 인정받으며 중국, 

미국, 러시아 등 해외 10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픽슨의 기술은 친환경 토목산업의 선두주자로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을 만듭니다.

The World Best Technology! Only FIXON Inc. makes Corrugated Steel Pipe and Corrugated Steel 

Plate together in Korea. The high quality Corrugated Steel Pipe and Corrugated Steel Plate are 

transported to 10 countries in the world. With the innovative technic through continuous R&D since 

1994, FIXON constructs a safe and clean future.

HPL파형강관: 아연도금 강판에 파형성형하여 강성을 높인 다음 나선형식으로 조관한 뒤, 고강도PE 

+ 접착성PE + 망사형PE를 삽입하여 세겹 적층 구조필름을 적용한 제품. 구조적 안정성과 내구성이 

탁월하며, 부식에 강하고 수명이 길어 경제적이고 시공이 간편한 배수구조물.

파형강판 : 구조형 강판재를 파형 형성하여 강성을 증가시킨 뒤 용융아연을 도금 하여 내구수명을 

50~100년 이상 확보. 공기 단축, 우수한 내구, 경제성, 친환경성 등 장점을 가지며 교량, 터널, 군사시설 

등에 활용도가 우수함.

HPL Corrugated Steel Pipe has strong impact-resistance with solid coating! Elimination of damage 

on coating layer generated at the transportation and construction of product through the high 

strength mesh-type film coating. Max stability, durability and corrosion-resistance.

Corrugated Steel Plate is for the emergency construction of a tunnel with corrugated steel plate. 

It enables traffic passing while the construction, shortening construction period, and reductiing the 

construction cost.

HPL 파형강관 파형강판 생태터널 파형강판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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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102
하나정밀

HANA JUNGMil

대 표 자 _ 이복만  Bok-Man, Lee

주    소 _   62410 광주광역시 평동산단외로 303(송천동) 
303, Pyeongdongsandanoe-ro, Gwangsan-gu, Gwangju,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62-955-0922 / FAX _ 062-945-0922

이 메 일 _ hana3012@hanmail.net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하나정밀은 금형, 정밀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금형 설계, 가공, 제작, 조립, 

납품까지 그 동안의 경험과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작지만 탄탄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Hana Precision is a company specializing in molds and precision machining. It is a 

company with experience and expertise in mold design, machining, fabrication, assembly 

and delivery. We will do our best to be a small but firm competitiveness company. I want to 

do everything. 

금형(다이캐스팅&사출금형), 정밀 가공

Frame(Diecasting&Injection mold), Precision mach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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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_ 김서영  Seo-Young, Kim

주    소 _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 3동 326호 
#3-326, 20, Pangyo-ro 289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2-1670-0609 / FAX _ 070-4762-3023

이 메 일 _  yoona@hylium-industries.com

홈페이지 _  www.hylium-industries.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하이리움산업(주)는 2014년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창업 벤처기업으로 국내 최초 극저온 액화수소 기술을 

자체개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생산품은 수소 액화기와 액화수소 저장 및 이송기술을 활용한 제품 등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협력으로 수소연료전지차량의 보급확대를 위한 이동식 수소스테이션을 

개발하였으며, 무인항공기의 체공시간 연장을 위한 액화수소 기반 연료전지 파워팩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이리움산업(주)은 액화수소와 관련된 제반 기술을 모두 국내의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2015년 7월 미국 극저온학회가 시상하는 최고 응용 논문상인 Russell B. 

Scott Memorial Award의 수상에서도 증명된 바와 같이 하이리움산업(주)이 보유한 수소액화기술의 세계적 우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Hylium Industries, Inc. which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4  is the spin-off venture company from KIST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We have developed creative technologies on hydrogen liquefaction 

and liquid hydrogen storage.

Using our own cryogenic technologies, Hylium Industries, Inc. was developed a mobile liquid hydrogen refueling 

station, collaborating with Gwangju Metropolitan City, Korea and Hyundai Motor Company, in order to proliferate 

hydrogen fuel cell vehicles in Korea.

Moreover, Hylium Industries, Inc. is developing a fuel cell power pack for drones, based on the technologies 

with respect to liquid hydrogen. Thanks to higher charging capability at liquid state of hydrogen, the drones (UAV: 

Unmanned Areal Vehicle) can keep longer endurance time, compared with the existing battery or power pack 

with hydrogen gas. Hylium Industries, Inc. has proved its top liquefaction technology receiving the Russell B. Scott 

Memorial Award from the Cryogenic Engineering Conference, USA in 2015.

하이리움산업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초기 보급시장에 맞추어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동식 액화수소 

스테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동식은 고정식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므로 인프라 구축에 유리합니다.

또한 액화수소는 기체수소 대비 1/700이하 부피로 저장효율성이 매우 높아 혁신적인 운송비 절감이 가능하며, 

고압가스에 비해 안성정이 매우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초기 수소충전 인프라 형성을 통한 수소연료전지 차량 확대 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According to the initial supplying market for hydrogen fuel cell car, we have developed the liquid hydrogen 

mobile refueling station for building hydrogen infrastructure.

The liquid hydrogen mobile refueling station requires relatively low initial investment compared with stationary 

hydrogen stations and can transport high-purity hydrogen with low cost.

Because the volume of liquid hydrogen is less than 1/700 compared with hydrogen gas, the liquid hydrogen 

has high storage efficiency and is safer than compressed hydrogen.

Our refueling system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propagation of hydrogen fuel cell cars by the advantages 

outlined above.

Booth No.

F-105
하이리움산업㈜

Hylium Industri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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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대 표 자 _ 이성일

주    소 _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89, Yangdaegiro-gil, Ipjang-myeon, Seobuk-gu,cheoan-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41-589-8114 / FAX _ 041-589-8120

홈페이지 _   www.kitech.re.kr    www.kitech.re.kr/webzine   
https://blog.naver.com/kitechblog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산업계,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용화기술 전문 종합연구기관으로, 제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3대 

중점 연구분야(뿌리산업기술, 청정생산시스템기술, 융복합생산기술)의 산업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3개 연구소・7개 지역본부 체제를 통해 지역 

특화・전략산업과 연계한 R&D를 수행하고 기업이 생산현장에서 겪는 기술애로를 밀착지원하며 

대한민국의 제조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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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중견기업과 제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뿌리산업기술, 청정생산시스템기술, 융·복학생산기술을 3대 중점 연구 영역으로 선정하고, 수요 

지향적 R&D 및 실용화, 미래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우리 산업의 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ITECH designated Root Industry Technology, Green Manufacturing System Technology, and 

Industry Convergence Technology as the three key research areas essential to advance SMEs 

and Korea’s entire manufacturing industry.

KITECH makes efforts to strengthen the nation’s industrial fundamentals with needs-based 

R&D and commercialization, and securing fundamental technology to lead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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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105
㈜한국센서

HANKOOK SENSOR CO.,LTD.

대 표 자 _ 신정원  Jung-Won, Shin

주    소 _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1길 37-17 
37-17, Maeyeo-ro 1-gil, Dong-gu, Daegu, Korea

전     화 _ 053-856-8561 / FAX _ 053-856-8565

이 메 일 _ hansen@hansen.co.kr

홈페이지 _   www.hansen.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주)한국센서는 96년 법인설립으로 제2의 창업을 시작하여 5개의 공식대리점과 110개 유통업체 및 
850여개사의 제조업체와 직거래를 하므로 한국내수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내 CMDA,IMT2000 
국가통신망의 무선기지국내 전류센서가 사용되는 전력기기의 80%가량을 납품, 장착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이미 검토 받은 바 있습니다. 국내 용접기 및 UPS 전원공급장치에 전류센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수출을 시작하여 세계 시장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TUV,CE, UL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인증을 받음으로서 제품과 생산,관리측면에서 보다 높은 
신뢰성을 확보 했습니다. 

HanKook Sensor Co.,Ltd.  started a new enterprise in 1996 as a corporation. Now we got 5 formal 
agencies, and doing business directly with 110 traders and over 850 makers, so that we are No.1 
company in Korea Also we are suppling our electric current sensors to about 80 % of  electric power 
machines using current sensors for telegraphy base of CMDA, IMT2000 national communication facility, 
and win safety and public  confidence already.

We are also suppling our electric current sensors for welding machines and UPS sources of electricity 
suppling equipments in Korea. We started exportaion in 2003 to worldwide and work hard to become 
excellent company in the world. Also we got TUV, CE, UL, ISO9001 certification, achieved higher 
production and management ability,and got higher trust.

피측정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부품으로 홀효과 이론을 이용한 
전류자기 효과형 센서입니다. 

예전에는 용접기,UPS ,산업용 장비 외 전류측정 관리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활용했지만, 최근에는 전기전자 시스템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요되는 전력 동력 및 관리 제어를 하기 위한 전류량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배터리 상태를 측정 및 진단하는 응용 부품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Current sensor is a part of measuring current flow on the measured 
electric wire.

It is sensor of current galvanomagnetic effect type using hall effect 
theory.

In the old days, it was used for welding machine, UPS,  equipment for 
industry, and  watch and control system for current measurement. But 
these days, it is using application parts for  battery situation measuring 
and diagnose  in accordance with increasing  rapidly of electricity and 
electronics system use, electric power consuming and monitoring of 
current amount for watch and control of curren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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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08
㈜한국종합기술

Korea Total Technology CO.,Ltd.

대 표 자 _ 김영철   Young-Cheol, Kim

주    소 _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86 삼성리더스타워 710호 
RM 710, 286 Beotkkot-ro, Geumcheon-gu, Seoul, Korea

전     화 _ 02-2026-6900 / FAX _ 02-2026-6889

이 메 일 _ kttadmin@engnews.co.kr

홈페이지 _   www.yeogie.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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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지를 발행하여 신기술 정보제공과 제품홍보는 물론 경제 전반에 관련된 

정보를 수록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포털사이트 “여기에”를 통한 기업간의 직간접적 거래와 엔지니어, 경영인, 그리고 

산업계의 모든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온라인 산업정보의 공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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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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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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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111
한성스틸

HANSUNGSTEEL CO., LTD.

대 표 자 _ 이종순  Jong-Soon, Lee

주    소 _   전남 순천시 별량면 신간동길 13 
13, Singandong-gil, Byeollyang-myeon, Suncheon-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61-743-1135 / FAX _ 061-743-1180

이 메 일 _ hansungsteel@nate.com

홈페이지 _ http://hansungfire.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한성스틸은 벽난로 및 철강가공업체로서 2009년 설립된 이래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스마트에어시스템을 장착한 
벽난로를 생산하여 고객들에게 가치 있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73년 한성공업사를 발족한 이래, 국내 최초로 조리 기구를 연구개발하고 보일러, 철 구조물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40년간 발전해왔습니다. 현재 한성스틸은 벽난로와 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업 뿐 아니라 각관, 전기아연 등을 
생산하는 철강사업, 이를 바탕으로 한 건축물 부자재와 플랜트 기자재 등의 가공 사업까지 튼튼하고 친환경적인 그린 
홈을 구성하기 위한 사업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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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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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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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05
㈜한스디지털

Hans Digital

대 표 자 _ 장경수  Kyoung-Su, Chang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249 광주테크노파크2단지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201, 202호

전     화 _ 062-602-0322 / FAX _ 062-602-0323

이 메 일 _ elan8735@naver.com

홈페이지 _   www.hansdigital.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3차원 응용기술은 제조산업, 토목/

건축산업, 문화재, 플랜트, 공장자동화, 도시모델링, 제품디자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가능하고 이러한 산업들은 고부가치 산업으로 혁신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3차원 스캐닝 및 3차원 프린팅 등 3차원 기술 분야의 축적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한스디지털은 이러한 혁신을 이끌어 관련사업체의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기술을 선택해야 할 바로 그 시점입니다.

3차원프린트, 역설계, 치수검사, 시제품 제작, 모형제작

3D printing, Rapid Prototype, 3D Inspection, Revers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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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0
한울이엔지

HANUL ENG

대 표 자 _ 김병철  Byung-Chul, Kim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50, 본부동 1층 
F1, Bonbudong, 50 Chundangagiro 208 beon-gil, Buk-gu, Gwang-ju, Rep. Korea

전     화 _ 010-3431-1122 / FAX _ 062-956-3349

이 메 일 _ hanul3348@naver.com

홈페이지 _   http://www.hanuleng.net/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2014. 09 한울이엔지 설립

2015. 02 조선대학교첨단산학캠퍼스 입주

2015. 08 반도체패키지용 몰드 다이 및 그 제조방법(특허등록)

2016. 07 창업선도대학 사업 선정

2016. 06 사출금형장치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화장품 케이스(특허등록)

2016. 06 냉각유로에 열전도코팅층이 마련된 금형장치(특허등록)

2016. 11 산단R&D역량강화사업 선정

2017. 09 창업선도대학 후속지원 사업 선정

Since its founding in September 2014, Hanul ENG has been in the process of machining. 

It is organized as a group of experts and a group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rts 

composed of functional areas of processing.

- 초정밀 가공

- 반도체 장비 및 그 외 부품

- 자동화 장비

- 정밀 금형 및 설계

- Precision machining

- Semiconductor equipment and other parts

- Automation system

- Precision mold a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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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F-110
휴그린파워㈜

Hugreen Power Inc.

대 표 자 _ 강신왕  Shin-uang, Kang

주    소 _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49, 1030호(화정동, 유탑유블레스) 
#1030 UTOP UBLESS, 349 Naebang-ro, Seo-gu, Gwangju

전     화 _ 062-369-3301 / FAX _ 070-8899-3305

이 메 일 _ bizmaster@hugreenpower.com

홈페이지 _   www.hugreenpower.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휴그린파워(주)는 연료전지용 수소발생기 및 연료전지시스템 제조 전문기업입니다. 소형의 

경량화된 고에너지밀도의 수소발생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美 Boeing사의 고고도 무인항공기용 

수소발생기 수출, NATO 구호용 배터리팩 차량의 보조전원용 연료전지시스템 수출 외에 국내 

방산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UAV 및 드론용 연료전지시스템, UPS, Back-up Power, 

휴대용 발전기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We specialize in developing and manufacturing hydrogen generators for fuel cells, and 

fuel cell systems targeting the UAV and drone, UPS, Back-up Power, Portable generator 

etc. Our business goal is making the product more compact, lighter, and with greater high 

energy density than any other product in the world. We currently export our products to 

Spain, Greece, Hungary, and Israel, etc., and we also conduct the military projects with 

a Korean defense industrial company. Furthermore, we have conducted a fuel-cell-

powered UAV project for a worldwide aircraft company in the U.S.

무정전전원장치(UPS), 예비전력시스템(Back-up Power), 휴대용 발전기, UAV 및 드론용 

연료전지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 생산.

Hydrogen generators for fuel cells, Fuel cell systems for UAVs and Drones, UPS, Back-up 

Power, Portable generato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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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116
효성테크놀로지㈜(리빙시스템)

LIVING SYSTEM CO., LTD.

대 표 자 _ 임득춘  Duck-Choon, Lim

주    소 _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탈1로 33-33 대륭테크노타운2차 405 
405 Daeryung Techno Town 2-Cha 33-33, Gasan digital 1-ro, 
Geumcheon-gu, Seoul, Korea

전     화 _ 02-853-9052-4 / FAX _ 02-853-9044

이 메 일 _ hs040@hanmail.net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리빙시스템은 주방 및 생활전반의 고객이 원하는 ‘더 나은삶(Better Life)’을 향한 제품 연구와 

개발을 통한 음식물분쇄기 및 total 생활문화의 편의를 위한 제품들을 모든 고객 만족을 위해 

계속해 나갈 것이며 Business Leader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의 명품 리빙시스템 깨끗한 삶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Living System will continue striving to be the best in all that we do in order to offer a 

Better Life for a Better Tomorrow, to all customers by doing R&D on food garbage disposer 

and the products for the benefit of total living lifestyle.

Safe, convenient Living System's premium food garbage disposer Your great choice on 

clean beautiful life.

음식물분쇄기 

Food garbage disposer

바로씽 원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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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G-105
㈜쓰리디테크놀로지

3D Technology. CO.

대 표 자 _ 박병운  Byeong-Woon, Park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생활지원 로봇센터 205호 
205,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62-974-8700 / FAX _ 062-974-8701

이 메 일 _ lxjava@hanmail.net

홈페이지 _   3dtechnology.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3D프린터 개발업체로써 FDM 방식의 VIS-Series 제품과 DLP 방식의 Mobius Series  제품을 

개발 및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친환경소재 Material Filament와 Resin등을 개발을 주력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 아파트 조감도, 케이스 제품 디자인 등 다양한 시제품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DM 3D프린터 (비즈 Series)

DLP 3D프린터 (모비우스 Series)

3D프린터 소재개발(레진, 필라멘트)

시제품 제작

FDM 3D Printer (VIS Series)

DLP 3D Printer (Mobius Series)

3D Printer Material(Resin, Filament)

Protototy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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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113
㈜에이에이테크

AA-TECH CO.,LTD.

대 표 자 _ 박석철  Suk-Chul, Park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52 
52, Cheomdan venture so-ro, Buk-gu, Gwangju, Korea

전     화 _ 062-972-0721 / FAX _ 062-972-0720

이 메 일 _ aa-tech@hanmail.net

홈페이지 _ 현재 구축 준비 중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주)에이에이테크 대표이사 박석철입니다.

2014년 광주광역시에 설립된 (주)에이에이테크는 정밀기계부품, 자동화 설비용 치공구 개발 및 제작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광학 모듈, 생활가전, 

의료기기 등을 가공생산하는 기계 가공전문기업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차별화된 가공기술개발과 품질 최고, 인재육성이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다양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여 나라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며 변화와 도전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This is Park Suk-Chul, the CEO of AA-tech Inc.. 

AA-tech Inc. is a professional machine-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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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tec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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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야

1.   컨셉개발 

제품 개발단계에서 부터 참여. 

제조설비 특성 파악 및 제조환경 분석. 

생산성 및 제작성 고려한 구조 도출.

2.   3D 설계 

설계단계에서 정확한 구조 확인으로 샘플 제작 간소화. 

정확한 형상전달로 가공 불량륭 감소.

3.   제작 

정형화된 가공 패턴 정립으로 최적화된 가공조건 확립. 

작업성 균일화를 통한 신규인력 활용 가능성 극대화.

4.   공정개선 

지속적인 현장 대응으로 제조생산성 향상. 

초기컨셉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 활동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제품소개

·  트레이류 

소형 정밀부품의 보관 및 이송 기능을 수행하는 치공구. 

경량화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알루미늄 소재적용→최적화된 가공조건 확립. 

박판소재의 특성인 평탄도 및 고정방법에 대한 문제해결→진공척 시스템 구축.

·클램프, 진공 플레이트류 : 각 제품의 효율적인 고정 및 작업성을 고려한 최상의 구조 개발.

·  핸들 베이스류 

수출형 냉장고 문의 핸들류 가공 제작. 

다이케스팅제품 정밀 후가공.

·  플로트 레벨러 게이지류 

냉각수 라인의 파손 및 불량 확인용 게이지. 

현재 마그네틱 센서 적용 제품 개발 진행중.

◎ Technical field.

1.   Concept Development 

Participation from product development stage. 

Identification of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analysis of manufacturing environment. 

Deriving structure considering productivity and composition.

2.   3D Design 

Simplify the creation of new designs with accurate structure identification at the design stage. 

Accurate shape transfer reduces machining defect rate.

3.   Production 

Establishment of optimized machining conditions by standardized machining pattern setting. 

Maximization of new workforce through equalization of workability.

4.   Process improvement 

Continuous on-site response improves manufacturing productivity. 

Increase customer satisfaction with voluntary improvement activities on initial concept.

◎ Product introduction

·  TRAY Type 

Small precision parts storage and the tooling that performs the transfer function. 

Aluminum material is applied for light weight and durability  

→ Optimized processing conditions are established. 

Solving the problem of flatness and fixing method which is characteristic of thin plate material  

→ Construction of vacuum chuck system.

·  Clamp Vacuum Plate Type 

Developed the best structure considering efficient fixing and workability of each product.

·  Float Leveller Gauge Type 

Check gauge for breakage and defect of cooling water line. 

Currently developing magnetic sensor products.

·  Handdle Base Type 

Manufacture of door handle of export refrigerator door. 

Precision post-processing of die casting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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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F-104
(주)쏠락

CO.Ssollock

대 표 자 _ 김정남  Jeong-Nam, Kim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333(대촌동), 사업화2동 101호(테크노파크) 
Gwangju Technopark Saeophwa 2 Dong 101, 333,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61008, korea

전     화 _ 062-973-6889 / FAX _ 062-602-7618

이 메 일 _ ssollock@naver.com

홈페이지 _   http://www.ssollock.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쏠락은 2013년12월에 설립되었으며, 산업용 안전시스템(피팅 및 밸브 풀림방지 제품, 수소센서)분야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피팅 및 밸브용 투명 락 디바이스를 납품하고 있으며, 이 제품은 지난 40년간 미국 

Swagelok사에서 독점하고 있던 장치의 문제점을 개선한 제품입니다. 

더불어 산업시설용 디지털 풍속계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의 아날로그풍속계가 가지고 있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가된 상품으로서 산업시설의 관리측면에서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수소연료전지차 및 충전소용 수소감지 센서 개발완료 하였고 감지 키트를 개발 진행중에 있습니다. 

Our company is established in December 2013. Major field is industrial safety system(product for inhibiting 

fitting & valve release, hydrogen sensor). Currently, we sell transparent lock device for fitting & valve to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and this product is improved version which solved problem of the device that had been 

monopolized by Co. Swagelok, America for 40 years. 

In addition, we are now developing digital anemometer for industrial facilities. This product removed unnecessary 

factors used in analog anemometer and increased convenience for users. It is expected to show great impact on 

industrial facility management. 

Recently, we are on developing Hydrogen fuel cell vehicles and charging stations have been developed and 

hydrogen detection sensors are being developed.

고감도 수소감지 센서

스펙(성능)   - 감지범위 : 4%↓ 

- 응답시간 : 1s ↓ 

- 정 확 도 : 0.1%↓

High sensitivity hydrogen sensor 

Sepcifiaction   - Sense range : 4%↓ 

- Response time (seconds) : 1s ↓ 

- Accuracy : 0.1%↓

고감도 수소감지 센서

스펙(성능)   - 감지범위 : 5%↓ 

- 응답시간 : 5s ↓ 

- 정 확 도 : 8%↓

High sensitivity hydrogen sensor 

Sepcifiaction   - Sense range : 5%↓ 

- Response time (seconds) : 5s↓ 

- Accuracy : 8%↓

mailto:ssolloc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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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F-106
에이스크리에이션㈜

ACE CREATIOIN CO., INC.

대 표 자 _ 서준택  Joon-Taik, Suh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7, 나동2호 
(2, Nadong)7, Cheomdanbencheoso-ro, Buk-gu, Gwangju, Korea

전     화 _ 062-942-9556 / FAX _ 062-942-9557

이 메 일 _ surjung1@naver.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에이스크리에이션(주)는 수소 연료전지용 카본복합소재분리판과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 (ENERGY STORAGE 

SYSTEM)의  RFB용 카본복합소재집전체 연구개발로 미래의 꿈과 비전, 가치실현을 위해 최고의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창조적인 회사입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보다 새롭고 보다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제품의 실현을 통해, 최고의 

제품&마케팅기업으로 성장 하고자 합니다.  

ACE CREATION CO., INC. is a creative company specialized in R&D of hydrogen fuel cell-only carbon 

composite bipolar plate and RFB-only carbon composite current collector, which is ESS (ENERGY STORAGE 

SYSTEM), striving for realizing future dream, vision and value. 

With continuous passion and spirit of challenge, our company intends to be the best product & marketing 

business, based on fresher and more differentiated ideas and products. 

저희 회사는 임직원의 다년간의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연구개발하여 카본복합소재분리판을 보다 저렴하고 고성능으로 

대량생산 하는 독창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Our company has a unique technology that churns out carbon composite bipolar plate, by cheaper price and 

high efficiency, based on many years of field experiences of the staff for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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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F-109
(주)엠텍정보기술

MTEK Information Technology Co.,Ltd.

대 표 자 _ 김명준  Myoung-Jun, Kim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226 전자부품연구원 연구동 312호 
312,313ho,226,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61011 Rep.of KOREA

전     화 _ 062-975-7200 / FAX _ 062-975-7201

이 메 일 _ pidaki@naver.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엠텍정보기술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전력변환시스템, 시스템 컨트롤러 및 SW 개발을 

하는 전문업체입니다. 
주요 개발 제품은 PEMFC BOP System, ESS Smat BMS System , 연료전지 파워팩 등이 있습니다.

MTEK Info-Tech Co., Ltd. is a venture company established in 2013, specialized in power conversion system, 

system controller and SW development. We are committed to providing the best quality in the industry by offering 

renewable energy power solution products. Major products include PEMFC BOP System, ESS BMS System and 

Fuel Cell PowerPack.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파워팩은 소형 이동형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ESS형 하이브리드 파워팩으로 수소차에서 

공급되는 수소나, 포터블 수소공급기로부터 제공되는 수소를 이용하여 300W급 PEMFC(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를 

구동제어하며 200W급 Li-Ion 전지의 충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양방향 DC/DC 컨버터와 500W급 인버터가 탑재된 

One-Board Type의 Stand-Alone형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시스템으로  이동성과 휴대성, 방열 설계된 콤팩트한 하우징 

패키지로 구성된다. 

Hybrid Fuel Cell Power Pack is an ESS type hybrid power pack that can be used as a small portable power 

source. It drives and controls a 300W PEMFC (Polymer Electrolyte Fuel Cell) using hydrogen supplied from a 

hydrogen car or a portable hydrogen supplier. A one-board type stand-alone hybrid fuel cell system featuring 

a bidirectional DC / DC converter capable of controlling the charging and discharging of Li-Ion batteries 

and a 500W inverter. It is a compact housing package designed for mobility, portability and heat dissipation. 

Configuration.

연료전지AC파워팩 DC파워팩 제품전체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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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_ 김영환  Young Hwan, Kim

주    소 _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4번로 51-26  
51-26, Jingoksandan 4beon-ro, Gwangsan-gu, Gwangju,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62-714-2670 / FAX _ 062-714-2680

이 메 일 _ yk5177@naver.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와이케이시스템은 다이캐스팅의 금형, 주조, 가공을 하는 전문기업 입니다. 다이캐스팅은 다양한 환경과 기술에 

접목되어 산업용 (자동차, 의료, 조명) 부품 분야에서 꼭 필요한 기술력으로 와이케이시스템은 품질, 기술, 혁신을 

실현하여 고객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와이케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주조물 (건축자재, 개발제품 등 다수)

Booth No.

B-110
(주)와이케이시스템

YK SYSTEM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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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118
(주)웨비오

WEVIO Inc.

대 표 자 _ 이승원  Calvin, Yi

주    소 _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5길 9 칠보빌딩 7층 
7th floor, 9 Saemal-ro 5-gil Songpa-gu, Seoul, Korea

전     화 _ 02-3452-3690 / FAX _ 02-3452-3691

이 메 일 _ alvin@wevio.com

홈페이지 _ www.weviokorea.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저희 Wevio Global, Inc는 1998년부터 뉴욕본사를 배경으로 2005년 인도지사 그리고 2010년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3,000개 이상의 대.중소 기업들의 글로벌사업화 & 해외비지니스개발의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업으로 아래와 같은 

글로발사업개발을 주요사업으로 하고있습니다.

1. 수출무역대행(Agent, Import, Distribution)

2. 마케팅 지원(홍보물 제작,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3. 기술이전 & 기술라이센싱

4. 투자유치

5. 합자법인 설립

6. 정부 & 기관들과 국제교류 및 MOU 행사

We, Wevio Global, Inc., have established a branch office in India in 2005 and a branch office in Korea in 2010 

with a headquarters in New York in 1998. We have the capability of global commercialization and overseas 

business development of more than 3,000 large and small enterprises. Business development is our main 

business.

1. Export Trade Agent (Agent, Import, Distribution)

2. Marketing support (production of publicity materials, market research, discovery of Babila)

3. Technology Transfer & Technology Licensing

4. Attract investment

5. Establishment of joint venture corporation

6. International Exchange & MOU with Governments & Organizations

1. 수출무역대행(Agent, Import, Distribution)

2. 마케팅 지원(홍보물 제작, 시장조사, 바비어 발굴)

3. 기술이전 & 기술라이센싱

4. 투자유치

5. 합자법인 설립

6. 정부 & 기관들과 국제교류 및 MOU 행사

1. Export Trade Agent (Agent, Import, Distribution)

2.   Marketing support (production of publicity materials,  

market research, discovery of Babila)

3. Technology Transfer & Technology Licensing

4. Attract investment

5. Establishment of joint venture corporation

6. International Exchange & MOU with Governments & Organizations

mailto:alvin@wev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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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F-107
제이카

J'CAR Co., Ltd.

주    소 _   123,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Gwangju Center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전     화 _ +82 070-8611-9899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First in korea! EV & Fuel cell car-sharing service

J’car was established in 2016. EV & Fuel cell car-sharing service, we will contribute 

to the spread of eco-friendly automobiles by mitigating the economic burden of citizens 

by improving passenger cars. J’car has tried to develop the reliable products and new 

technology for Mobilit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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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07
티타늄TTi㈜

TTi Co.,Ltd (Titanium Technology Industries)

대 표 자 _ 김복문  Bog-Moon, Kim

주    소 _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314 
314,Hwaseong-ro,Songsan-myeon,Hwaseong-si,Gyeong gi-do

전     화 _ 031-4321-399 / FAX _ 031-4331-399

이 메 일 _ titaniumtti@hanmail.net

홈페이지 _   http://www.ttiti.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티타늄TTi (주) 는 프랑스FORECREU사의 캐뉼러바 한국공급사로서 의료용티타늄 

,우주항공용, 화학장치설비,발전설비 등 공업용티타늄, 니켈 합금 ,지르코늄 등 특수금속 

소재 수입 공급 및 이를 적용하여 기계장치류를 제작하는 전문회사입니다. 유럽,미국,일본, 

중국,러시아 등 글로벌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고객서비스 토대위에 고품질의 소재와 제품을 

최적가격으로 적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TTI Co.,Ltd. will do always our best to supply the best services to the customers with the 

most speedy delivery, best quality, most reasonable price in supplying Commercial and 

Medical Titanium, Nickel Alloys, Zirconium,Tantalum etc.materials and manufacturing the 

machinery and parts. 

TTI Co.,Ltd. is dedicated to being a globally respected company with the global netwok 

of EU,USA,JAPAN,CHINA,RUSSIA

- 티타늄정밀주조제품 주문생산,X-RAY검사패스 용접, 

- 티타늄 내지문칼라링기술 세계최초 개발 응용한 제품임가공

- 세계최초 개발 티타늄1step Multi coloring 기술 - 서비스

-   티타늄/니켈/지르코늄탄탈륨 판, 파이프,환봉소재, 티타늄볼트 패스너류, 핏팅류, 

티타늄아노드, 이리듐코팅전극, 타겟, 티타늄칼라링제품, 임플란트처리기구, 방식전극

- Titanium investment Lostwax Casting, X-Ray inspection welding service

- Worldwidely 1st developed New tech. of Ti 1step multi anodising

- Worldwidely 1st developed New tech. of anti-fingerprint Ti anodising

1.Materials : Titanium Plate , Round ELI Bar, Pipe, Wire

2.Parts : Ti Bolt, Nut, Washer, Fittings

3.Products :   Ti Anode, IrO2 Coatead Anode, Titanium Coloring Products, Titanium 

Instrument for imp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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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F-108
엔팩㈜

ENFAC CO.,LTD

대 표 자 _ 김병관  Byoung-Goan, Kim

주    소 _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53 계명대학교 첨단산업지원센터 409호 
Daegu TechnoPark 409. 1053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Rep. of KOREA

전     화 _ 053-584-1257 / FAX _ 053-584-1259

이 메 일 _ neo@koreaem.co.kr

홈페이지 _   www.koreaem.co.k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세계 최고수준의 고체수소에너지저장시스템(H-ESS) 개발전문업체“

1. 국내유일 상용 수소저장물질 원천특허 4건 보유

2. 차세대 고체수소저장기술확보(차기잠수함적용기술)

3. 고안전성 및 고 에너지밀도 에너지저장 기술확보

4. 건설기계, 군사용 발전시스템, 수소스테이션, 수소전기자전거 적용

“World-Class Source Technology for Hydrogen Storage Materials”

The Solid Type Hydrogen-Energy Storage System(H-ESS)

1.   Secured Technology for the next Generation Solid Hydrogen Storage Systems 

Compression

2.   High Safety and High Energy Density Energy Storage System          

3.   Simultaneous Application for Construction Equipment, Military Power Generator System, 

and Hydrogen Station

4.   Withholding Permission of 4 Source Patents for Commercial Hydrogen Storage 

Materials

1. 잠수함용 수소저장 시스템

2. 수소 유통공급용 수소저장시스템

3. 수소 스테이션용 저장시스템

4. 건설기계 및 수소 전기자전거용 저장시스템

1. High Safety and High Energy Density Energy Storage System

2.   Simultaneous Application for Construction Equipment, Military Power Generator System, 

and Hydrogen Station

3. Hydrogen electric bi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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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G-109
3D융복합교육협동조합

3D-CE co-operative

대 표 자 _ 이길범  Gil-Beom, Lee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생활지원로봇센터 109-2B 
109-2B,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62-376-0112 / FAX _ 062-376-0170

이 메 일 _ intenseardor@hanmail.net

홈페이지 _   blog.naver.com/intenseardo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여

3D printing, VR, AR등의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초, 중, 고, 대학교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D모델링 교육 콘텐츠 제작

VR 교육 콘텐츠 제작

강사양성 및 자격증 과정 운영

3D modeling Contents Production

VR Education Contents Production

3D Teacher training / 3D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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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11
씨컴퍼니

C-Company

대 표 자 _ 이길범  Gil-Beom, Lee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생활지원로봇센터 109-2B 
109-2B,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a

전     화 _ 062-376-0112 / FAX _ 062-376-0170

이 메 일 _ intenseardor@hanmail.net

홈페이지 _   blog.naver.com/intenseardor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3D modeling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로써, 3D Data를 이용하여 3D프린터, CNC, 

레이저커팅기로 시제품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만들어 건축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3D모델링

VR콘텐츠 제작

시제품 제작

3D모델링 교육

3D modeling

VR Contents Production

3D modeling education

Prototy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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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G-106
마빈

mabin

대 표 자 _ 고복석  Bok-Serk, Ko

주    소 _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08-2번지

전     화 _ 062-385-5875

이 메 일 _ mabindesign@naver.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mabin은 3D프린트 후가공 전문 업체로 시제품 제작, 미니어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관절인형 소품, 미니어쳐제작, 디오라마제작, 워킹 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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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4
호원

HOWON CO.,LTD

대 표 자 _ 양진석  Jin-Seog, Yang

주    소 _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85번길 40-23 (소촌공단내) 
40-23, Sochonro No.85, GwangSangu GwangJu, KOREA

전     화 _ 062-940-8311

이 메 일 _ howon@howon.com

홈페이지 _   www.howon.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1986년 창사이래 ㈜호원은 지속적인 인재양성, 기술개발, 품질 혁신을 통하여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광주지역 선두업체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07년  터키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기업 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Since foundation in 1986, HOWON has Through constant human talent training, R & 

D and quality innovation,we grow to become the leading company in Gwangju which is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automotive parts industry. additionally, the buildup of a 

Turkish subsidiary in 2007 proved to be a stepping stone en route to becoming a global 

company.

승용/SUV,상용차종의 COWL, DASH, REAR FLOOR 등 BIW 구성품 및 HOOD, T/GATE 등 

무빙파트 생산 및 완성차 납품  

F-APRON, COWL,REAR FLOOR Etc, All BIW Part  and HOOD, T/GATE Etc, Mooving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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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E-108
SF태후

SFTAEHU

대 표 자 _ 김동우  Dong-Woo, Kim

주    소 _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333, 광주테크노파크 생활로봇지원센터 405호 
Gwangju Techno Park life Support Robot Center #405 333,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Korea

전     화 _ 062-962-6044 / FAX _ 062-962-6045

이 메 일 _ kimdwok@naver.com

홈페이지 _ www.sftaehu.com

회사소개

주력품목 (신기술 및 신제품)

크기에 놀라고 디테일에 놀란다!

사람이 탑승하고 조종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로봇!

상상이 현실이 되다 !

SF영화 속에 등장하는 로봇을 가상현실이 아닌 실제 존재하는 로봇. 

다양한 크기와 각각의 컨셉에 맞는 로봇들로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로봇, 춤과 노래 그리고 연기가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로봇을 만드는 유인로봇 전문기업입니다.

Surprised at the size and surprised at the details!

An entertainment robot that a person can board and control!

Imagination becomes Reality!  

A robot that only exists in SF movies made in reality.

A robot capable of communicating with humans with various sizes and each individual concept. We are a 

company specializing in manned entertainment robots that can dance, sing, and act.ot content. 

-   사람의 팔과 로봇의 팔에 기계구조로 연결해서  

사람의 팔이 움직일 때 로봇의 팔도 함께 움직임 

-   유인로봇 착용시 사람의 키에 맞게 높이 조절가능  

(키165CM~175까지 착용가능) 

-   사람이 직접 착용한 상태에서  

로봇을 자유자재로 조정 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

-   로봇에 음성변환장치 장착하여  

사람의 음성을 로봇음성으로 다양하게 표현

-   족장의 관절음향장치 장착하여 로봇이 도보할 때 마다 기계음 발생

- entertainment robots 

-   Connect human arm with the robot arm via the machine structure  

to move the robotic arm when moving the human arm

-   Can adjust height when equipping the manned robot  

(can equip between 165~175cm in height)

- Can control the robot freely when a person is boarding

-   Can express wide range of robotic voice with  

human voice via the voice change system on the robot

-   Have mechanic sound produced every step  

with a joint sound system in the p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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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리스트
기업부스 _ 광주기업 43개사, 전남기업 45개사    

특성화고 _ 특성화고등학교 14개교

뿌리기업

A-01 ㈜광일기공

A-02 ㈜금호에이치티

A-03 ㈜달마전자

A-04 대경보스텍㈜

A-05 ㈜대명엘리베이터

A-06 디케이㈜

A-07 ㈜성일이노텍

A-08 ㈜신흥정밀 광주지점

A-09 ㈜알에프에이

A-10 애니젠㈜

A-11 ㈜에스에스솔루션

A-12 옵토이엔지㈜

A-13
㈜은혜기업 

㈜이에이치지 

A-14 ㈜현우기공 

A-15 ㈜티엠씨

A-16 ㈜프리모

A-17 ㈜하연

A-18 ㈜하이코리아

A-19 현대로오텍㈜

A-20 ㈜현진기업

에너지밸리
A-21 ㈜그린정보시스템

A-22 ㈜금성보안

A-23 ㈜남원터보원

A-24 ㈜네모이엔지

A-25 ㈜누리텔레콤

A-26 ㈜더조은에너지

A-27 데스틴파워주식회사

A-28 ㈜도건시스템

A-29 도우디지텍㈜

A-30 ㈜동남

A-31 동우전기㈜

A-32 ㈜디투엔지니어링

A-33 ㈜만렙소프트

A-34 보성파워텍㈜

A-35 ㈜선운이앤지

A-36 ㈜성율이앤지

A-37 ㈜세진엔지니어링

A-38 신성산전㈜

A-39 ㈜신호엔지니어링 

A-40 ㈜애드캡슐소프트

A-41 에이치케이에너지㈜

A-42 ㈜엔텔스

A-43 영인기술㈜

A-44 유니언테크㈜

A-45 ㈜유테크노

A-46 ㈜이노셈코리아

A-47 이디에스㈜

A-48 ㈜인비전아이티

A-49 ㈜전기안전

A-50 지오씨㈜ 

A-51 타이아㈜

A-52 ㈜탑인프라

A-53 ㈜해비치테크

우수중소기업

A-54 고려정밀㈜ 

A-55 ㈜네온포토닉스 

A-56 농업회사법인㈜자연식품 

A-57 ㈜뉴런모터스 

A-58 ㈜뉴텍 

A-59 ㈜다원 

A-60 대경제이엠㈜ 

A-61

대한타이어공업㈜ 

㈜플러버 

A-62 대화정공㈜ 

A-63 ㈜덕신 

A-64 ㈜동양금속 

A-65 동하코퍼레이션㈜ 

A-66 ㈜범우 

A-67 ㈜보명전자 

A-68 ㈜성동테크

A-69 (유)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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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중소기업

A-70 ㈜세일금형

A-71 ㈜씨엠텍

A-72 에이비메디컬㈜

A-73

㈜엔시테크 

㈜티지에프 

A-74 ㈜이화산업 

A-75 ㈜정우엔지니어링

A-76 주식회사 샬롬 

A-77 주식회사 동인엔지니어링

A-78 ㈜지알캠 

A-79 ㈜지오메디칼 

A-80 ㈜지오티

A-81 케이비엠주식회사 

A-82 ㈜코셋

A-83 ㈜하나테크 

A-84 한국IMC㈜

A-85 ㈜호남범우

특성화고

B-01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나주공업고등학교

B-02

담양공업고등학교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B-03

목포공업고등학교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B-04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순천공업고등학교

B-05

순천전자고등학교

순천제일대학교

B-06

순천효산고등학교

전남공업고등학교

B-07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유관기관

C-01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C-02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산업기능요원/취업맞춤특기병)

C-0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C-04 제대군인지원센터

C-05
광주광역시 
일자리종합센터

C-06
전라남도
일자리종합센터

C-07
한국전력공사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C-08
건설근로자취업지원센터 

(재)한국능력개발원

C-09
잡코리아 
광주전남지사

C-10 한국산업단지공단

C-11

국제직업전문학교

제일전기직업전문학교

C-12

현대직업전문학교

호남직업전문학교

부대관

D-01 사진관

D-02 이미지컨설팅

D-03 운영본부

 산업기능요원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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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01
뿌리기업

㈜광일기공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38번길 6-17

주생산품 자동차부품

근로자수 43명 /   근무예정지 첨단산업단지

모집직종 보전팀

모집인원 1명

직무내용 프레스, 자동용접로봇 등 공장 내 설비 보수

경력 및
자격조건

연장 및 주야근로 가능자만 지원/ 수습1개월있음

급여 시급 7,650원 이상/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야2교대 8:00~5:00

복리후생 통근버스/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차현영

부서 : 관리팀

전화번호 : 951-6013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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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02
뿌리기업

㈜금호에이치티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오선동)

주생산품 자동차용 조명 생산

근로자수 470명 /   근무예정지 하남산단

모집직종 생산직 연구직 연구직

모집인원 10명 3명 3명

직무내용 자동차조명  
SMT오퍼레이터 

사출제품설계 회로설계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 신규 가능, 
경력자 우대 

신입가능, 
경력자우대

급여 신입기준 월급:
190만원(주40시간)

신입기준 연봉:
2900만원

신입기준 연봉:
29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간 - 8:30~17:30
생산직 - 잔업12시간 시급의 1.5배 지급 

복리후생 통근버스,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이남용

부서 : 관리팀

전화번호 : 958-2727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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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03
뿌리기업

㈜달마전자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38번길 6-17

주생산품 PCB 반도체 검사

근로자수 146명 /   근무예정지 첨단산업단지

모집직종 생산직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PCB 반도체 검사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

급여 시급 : 7,530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간, 평일/토요일 : 09:00~18:00

복리후생 통근버스 운행,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김형환

부서 : 경영관리

전화번호 : 070-4915-7716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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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04
뿌리기업

대경보스텍㈜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 2번로 39-11

주생산품 제조업 (제품개발 및 제조판매)

근로자수 6명 /   근무예정지 진곡산단

모집직종 연구개발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연구개발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

급여 초봉 연봉 : 2400만원 경력에 따라 면담 후 조절

근무시간
(휴일정보)

9:00~18:00/ 중식제공

복리후생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김형수

부서 : 기업부설연구소

전화번호 : 062-956-9600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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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05
뿌리기업

㈜대명엘리베이터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81, 2층

주생산품 승강기 보수

근로자수 70명 /   근무예정지 서구

모집직종 기계설계

모집인원 3명

직무내용 승강기유지관리 및 설치업무

경력 및
자격조건

승강기기능사 우대

급여 158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09:00~18:00 
주말당직 월1회 (오후6시~다음날8시)별도수당지급

복리후생 퇴직연금

채용담당 성명 : 강일구

부서 : 총무팀

전화번호 : 365-6363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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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06
뿌리기업

디케이㈜

소재지 광산구  평동산단로 360 (장록동)

주생산품 제조업

근로자수 256명 /   근무예정지 평동산단

모집직종 현장생산직

모집인원 5명

직무내용 세탁기 및 공기청정기조립  

경력 및
자격조건

경력자 우대, 신입 가능

급여 연봉 : 30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간 : 8시~5시 잔업2시간(7시30분퇴근)  
한주 : 52시간 잔업시

복리후생 기숙사/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양현국

부서 : 경원지원팀

전화번호 : 600-1624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불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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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07
뿌리기업

㈜성일이노텍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62번길 11 

주생산품 전기전자 (데코글라스 및 냉장고 Door)

근로자수 116명 /   근무예정지 평동산단

모집직종 연구개발 해외마케팅

모집인원 2명 1명

직무내용 H/W 설계자 및 
Embedded S/W 개발

해외 마케팅추진

경력 및
자격조건

3년이상 경력자 및 전공자 영어회화 가능자 우대 
(신입가능)

급여 연봉 3,000만원 연봉 2000~25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야 2교대 :   아침 8시 ~ 저녁8시 

저녁 8시 ~ 다음날 8시
8시~18시

복리후생 통근버스/ 기숙사/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최순진 부장

부서 : 종합R&D연구소

전화번호 : 010-62360-9267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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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08
뿌리기업

㈜신흥정밀 광주지점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88번길 40

주생산품 사출금형 제조

근로자수 65명 /   근무예정지 첨단

모집직종 사상 MCT

모집인원 1명 1명

직무내용 사출금형 부품 가공

경력 및
자격조건

경력자 우대

급여 월 22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간: 8:30~17:30 잔업 2시간 포함한 급여 
특근시: 8:30~12:30 특근비 별도 지급

복리후생 기숙사 /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이창언

부서 : 기획관리

전화번호 : 010-9988-6184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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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09
뿌리기업

㈜알에프에이

소재지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소재

주생산품 재조(로봇제조)

근로자수 1명 /   근무예정지 소재지와 동일

모집직종 기술기획, 연구개발엔지니어

모집인원 1명

직무내용 하드웨어 설계, 회로 설계 및 펌웨어 개발

경력 및
자격조건

전기, 전자, 제어공학 관련학과 우대

급여 월급 : 158만원이상

근무시간
(휴일정보)

9시~18시  주5일근무

복리후생 퇴직금

채용담당 성명 : 박병운

부서 : 인사부

전화번호 : 376-0034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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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0
뿌리기업

애니젠㈜

소재지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5호

주생산품 원료의약품

근로자수 67명 /   근무예정지 첨단산업단지

모집직종 생산직 QC 공정개발

모집인원 3명 3명 3명

직무내용 펩타이드원료의약품  
합성 및 정제

Guideline에 따른 
품질관리

펩타이드 
원료의약품공정개발 

및 상업화 연구

경력 및
자격조건

동종업계경험자 원료의약품 및 제약
회사 QC경력자

Pilot  plant 생산지
원 경험자

급여 초봉연봉 : 235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9:00~18:00  

복리후생 기숙사 /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권보경

부서 : 경영지원본부

전화번호 : 714-1166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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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
뿌리기업

㈜에스에스솔루션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333 
벤처기업지원센터 별관 302호

주생산품 제조업 (자동차 컨트롤 박스)

근로자수 17명 /   근무예정지 첨단산업단지

모집직종 제조업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C/L박스 제작

경력 및
자격조건

신입 / 경력 1년 이상

급여 월급 : 168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8:30~5:30 잔업, 특근 없음

복리후생 중식 제공

채용담당 성명 : 엄진숙

부서 : 총무부

전화번호 : 062-974-1593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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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2
뿌리기업

옵토이엔지㈜

소재지
광주 북구 첨단벤처소로 38번길 20-13 308호 
(한국광기술원신가술창업센터)

주생산품 LED광원, 광센서개발제조

근로자수 45명 /   근무예정지 평동산단

모집직종 연구직 생산직

모집인원 1명 1명

직무내용 제품관련연구 및 개발 제품생산

경력 및
자격조건

전공 : 전자 및 H/W, S/W 무관

급여 월급 200만원 월급: 16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간근무 : 8:30~18:00

복리후생 중식제공 / 퇴직금

채용담당 성명 : 전인영

부서 : 관리/마케팅

전화번호 : 974-1410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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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3
뿌리기업

㈜은혜기업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 1번로 14

주생산품 제조 (자동차)

근로자수 40명 /   근무예정지 평동산단 

모집직종 연구개발 R&D

모집인원 1명

직무내용 연구과제 수행

경력 및
자격조건

엑셀, CAD, PT 상급

급여 연봉: 3,600만원 이상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간 : 7:00~16:00 주6일근무  

복리후생 중식 제공

채용담당 성명 : 김형일

부서 : 관리부

전화번호 : 062-951-4802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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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3
뿌리기업

㈜이에이치지

소재지 광산구 평동로 803번 안길 97

주생산품 제조업 (금형제조, 자동차부품)

근로자수 16명 /   근무예정지 평동산단

모집직종 구매사무원 연구개발

모집인원 1명 1명

직무내용 사무70%, 현장30% 
비중의 구매관리

금형 연구 개발과제 수행 

경력 및
자격조건

경력자 2년우대, 신입가능 경력자 4~5년

급여 연봉 : 3000~3500만원 연봉 : 4000만원이상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간:   7시30~16시  
30분 잔업 2시간 있음  
토요일 특근 포함한 연봉

월~토 : 7:30~16:30

복리후생 중식제공/ 퇴직연금

채용담당 성명 : 권영철

부서 : 관리팀

전화번호 : 951-4802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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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4
뿌리기업

㈜현우기공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651 (오선동)

주생산품 쌍축압출기 제조, 수출

근로자수 36명 /   근무예정지 하남산단

모집직종 기계설계

모집인원 2명 (산업기능요원 / 일반 채용병행)

직무내용 산업기계 설계 

경력 및
자격조건

산업기계 설계 경력자 우대 

급여 3000만원이상

근무시간
(휴일정보)

8:00 ~ 17:00

복리후생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강민영

부서 :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954-4369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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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5
뿌리기업

㈜티엠씨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37번길 61-3

주생산품 TSP 제조, SW개발

근로자수 11명 /   근무예정지  첨단산업단지

모집직종 소프트웨어개발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소프트웨어개발 SI (유지보수)

경력 및
자격조건

JAVA경력자 1년~5년차, 서버나 보안 경력자 우대

급여 2000만원~3000만원 사이 경력에 따라 면담 후 조절

근무시간
(휴일정보)

9시~18시 주5일근무

복리후생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홍진옥

부서 : 총무

전화번호 : 062-971-2570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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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6
뿌리기업

㈜프리모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1번로 30

주생산품 제조업 (자동차 전장부품)

근로자수 12명 /   근무예정지 광주 진곡산단

모집직종 연구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기구, 회로설계

경력 및
자격조건

관련업무 경력자우대(2년~3년)

급여 월급 : 250만원이상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근무 : 9:00~18:00

복리후생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김경태

부서 : 경영기획부

전화번호 : 062-523-2011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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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7
뿌리기업

㈜하연

소재지 광산구 용아로 401 A동 2층

주생산품 화장품 제조업 (유통 및 제조)

근로자수 2명 /   근무예정지 하남 산단

모집직종 무역바이오 관리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무역 및 바이오 관리

경력 및
자격조건

경력자 및 영어 시험자 우대

급여 월급 : 200만원~25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간 : 9:00~18:00 중식제공

복리후생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최민주

부서 : 관리팀

전화번호 : 062-956-1795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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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8
뿌리기업

㈜하이코리아

소재지 광산구 평동산단 1번로 121

주생산품 친환경 고무 단열재 생산

근로자수 150명 /   근무예정지 평동산단

모집직종 생산직
(출하)

생산직
(믹싱과)

생산직
(포장)

생산직
(압출)

생산직
(가공)

모집인원 1명 2명 2명 2명 4명

직무내용 창고관리
제품입출고

고무원료
가공

제품포장, 
검사

고무발포
단열재 

생산관련전반

완제품 
점착, 재단, 

가공

경력 및
자격조건

관련업무 경력자우대 (1~2년우대), 관련학과 우대 
지게차면허 및 운전가능자우대

급여 시급 : 7530원이상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야2교대 : 08:00~20:00 (연장 2시간) 1주씩 순환 
※ 출하과만 주간근무 08:00~20:00 (연장 2시간) 

복리후생 차량유지비 / 상여금150% / 기숙사 /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강종국

부서 : 총무팀

전화번호 : 513-8000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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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9
뿌리기업

현대로오텍㈜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62번길 20-7

주생산품 전기 수배전반제조, 전기공사

근로자수 46명 /   근무예정지 첨단2단지

모집직종 전기 수배 전반제조,전기공사  품질관리사무원

모집인원 1명 1명

직무내용 NCT, CNC가공 품질관리, 거수, 품질대응

경력 및
자격조건

경력 1년 이상
기계가공자격증우대

경력 2년 이상 
전기자격증우대

급여 연봉 : 2000만원~25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간 : 8:30~17:30 / 필요시 토요일근무

복리후생 기숙사/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정상현

부서 : 경영관리

전화번호 : 070-4495-4502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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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20
뿌리기업

㈜현진기업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15번길 2

주생산품 상하수도 설비

근로자수 20명 /   근무예정지 첨단과학단지

모집직종 연구개발직

모집인원 1명

직무내용 연구과제 수행

경력 및
자격조건

연구과제수행 경력자 우대/ 차량소지자 우대

급여 연봉 2800만원~30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8:30~18:00

복리후생 중식제공/ 퇴직금

채용담당 성명 : 임아름

부서 : 관리부

전화번호 : 972-8235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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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21
에너지밸리

㈜그린정보시스템

소재지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9 (기업부설연구소)

주생산품 정보통신공사, 계측장비제조

근로자수 39명 /   근무예정지 나주시

모집직종 연구개발원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전력계측장비 H/W, 펌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 및
자격조건

경력3년/전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소지자

급여 연봉 2,49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9:00~18:00

복리후생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권대윤

부서 : 연구소

전화번호 : 062-226-1133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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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22
에너지밸리

㈜금성보안

소재지 전남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804-9

주생산품 정보통신 및 통신방법기기설비 생산

근로자수 40명 /   근무예정지 혁신산단

모집직종 연구개발팀 기술지원팀 기술지원팀

모집인원 1명 2명 2명

직무내용 제품개발 및 상용화 현장기술지원
(A/S설치운영)

조립생산,품질관리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 (동종 경력 및 정보통신기술자격증 우대)

급여 연봉 2760만원 연봉 2160만원 연봉 216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9:00~18:00

복리후생 중식제공, 자녀학자금지원

채용담당 성명 : 변아름

부서 : 관리부

전화번호 : 031-707-3800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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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23
에너지밸리

㈜남원터보원

소재지 전남 나주시 혁신산단5길 73-9

주생산품 터보블러워

근로자수 43명 /   근무예정지 혁신산단

모집직종 영업팀 생산기술팀

모집인원 1명 1명

직무내용 영업 및 대리점관리 기계조립 및 가공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외국어능통자 무관/선반기능사소지자

급여 연봉 2700만원 연봉 27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8:30~18:30

복리후생 중식, 통근버스 제공

채용담당 성명 : 권혜진

부서 : 경영지원부

전화번호 : 070-4335-4988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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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24
에너지밸리

㈜네모이엔지

소재지 전남 나주시 혁신산단로 168

주생산품 태양광 구조물 제작, 시공

근로자수 52명 /   근무예정지 혁신산단

모집직종 설계사무원 생산직

모집인원 1명 1명

직무내용 설계 및 대관업무 구조물 생산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 무관/무관

급여 연봉 2500만원 연봉 25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8:30~19:00

복리후생 중식, 기숙사 제공

채용담당 성명 : 이세훈

부서 :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61-350-7600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불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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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25
에너지밸리

㈜누리텔레콤

소재지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196-1 

주생산품 원격검침기 개발 및 생산

근로자수 155명 /   근무예정지 나주시

모집직종 설치 및 유지보수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원격검침기 설치 및 유지보수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운전 가능자 (신입은 전기전자전공자)

급여 연봉 25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9:00~18:00

복리후생 중식제공,교육비지원,주택자금지원

채용담당 성명 : 이준휘

부서 : 인사팀

전화번호 : 02-781-0725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불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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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26
에너지밸리

㈜더조은에너지

소재지 전남 나주시 혁신산단3길 130

주생산품 태양광시공, 접속함 제조

근로자수 19명 /   근무예정지 혁신산단

모집직종 캐드원 태양광인허가

모집인원 1명 1명

직무내용 태양광도면작업 및 현장지원 태양광인허가관리 및 현장지원

경력 및
자격조건

경력1년/무관 
(CAD자격증 소지자 우대)

무관/무관

급여 월 250만원 월 25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9:00~18:00

복리후생 중식 제공

채용담당 성명 : 안미순

부서 : 관리부

전화번호 : 1544-8972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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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27
에너지밸리

데스틴파워주식회사

소재지 전남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815-5

주생산품 ESS용 PCS

근로자수 54명 /   근무예정지 혁신산단

모집직종 인증업무 구매자재

모집인원 1명 1명

직무내용 UL, CE등 해외인증업무 구매/자재관리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외국어(영어)능통자 
(관련경력자, 자격증 우대)

무관/무관 
(관련경력자우대)

급여 연봉 2600만원 연봉 26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9:00~18:00

복리후생 하계휴가, 포상휴가지원, 중식비지원

채용담당 성명 : 박혜영

부서 : 경영지원본부

전화번호 : 031-8060-0386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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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28
에너지밸리

㈜도건시스템

소재지 전남 나주시 신대리 1301-1

주생산품 태양광설치공사

근로자수 11명 /   근무예정지 신도산단

모집직종 태양광설계공무 경리사무직

모집인원 1명 1명

직무내용 전기관련 설계 및 공무직 행정, 사무보조

경력 및
자격조건

경력3년/무관
(전기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무관/무관
(컴퓨터관련자격증 소지자 우

대)

급여 연봉 2800만원 월 16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9:00~18:00

복리후생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김창훈

부서 : 태양광 국내사업팀

전화번호 : 062-263-1000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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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29
에너지밸리

도우디지텍㈜

소재지 전남 나주시 혁신산단 1길 20

주생산품 자동차제어반, 계장제어장치

근로자수 17명 /   근무예정지 혁신산단

모집직종 기술직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전기관련제품 설치 시운전 및 시험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 (전기, 전자자격증 소지자 우대)

급여 연봉 24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9:00~18:00

복리후생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신길수

부서 : 기획관리

전화번호 : 031-732-5902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176

Booth No.

A-30
에너지밸리

㈜동남

소재지 전남 나주시 혁신산단5길 54

주생산품 가스절연개폐장치 제조

근로자수 70명 /   근무예정지 혁신산단

모집직종 품질경영사원 생산직

모집인원 1명 2명

직무내용 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 제품 조립 및 생산

경력 및
자격조건

경력2년/무관
(전기산업기사 소지자 우대)

무관/무관

급여 연봉 2700만원 이상 시급 7530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8:30~17:30

복리후생 중식 제공

채용담당 성명 : 김기헌

부서 : 경영지원부

전화번호 : 061-803-2000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177

Booth No.

A-31
에너지밸리

동우전기㈜

소재지 전남 나주시 혁신산단9길 100

주생산품 변성기, 개폐기, 변압기, 전력량계 제조

근로자수 300명 /   근무예정지 혁신산단

모집직종 생산직

모집인원 3명

직무내용 제품 조립 및 시험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 (전기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8:30~17:30

복리후생 중식, 기숙사, 자녀학자금 지원

채용담당 성명 : 김민수

부서 : 기기사업부

전화번호 : 070-4014-2059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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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32
에너지밸리

㈜디투엔지니어링

소재지 전남 나주시 혁신산단5길 82

주생산품 엔지니어링, 제조

근로자수 260명 /   근무예정지 혁신산단

모집직종 설계원 품질관리원 생산직

모집인원 2명 2명 3명

직무내용 개폐기, 변압기, 
GIS중전기 설계

개폐기, 변압기, 
GIS중전기 품질관리

계폐기, 변압기 
조립 및 생산

경력 및
자격조건

경력2년/무관 경력2년/무관 무관/무관

급여 연봉 2700만원 연봉 2700만원 면접시 협의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9:00~18:00

복리후생 중식 제공

채용담당 성명 : 이정웅

부서 : 영업본부

전화번호 : 070-7493-5409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불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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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33
에너지밸리

㈜만렙소프트

소재지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

주생산품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근로자수 16명 /   근무예정지 나주시

모집직종 3D디자이너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게임 그래픽디자인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

급여 연봉 24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10:00~19:00

복리후생 교육비 지원

채용담당 성명 : 남미경

부서 : 개발팀

전화번호 : 02-2104-6578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불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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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34
에너지밸리

보성파워텍㈜

소재지 전남 나주시 혁신산단3길 40

주생산품 전력기자재 제조

근로자수 25명 /   근무예정지 혁신산단

모집직종 품질관리원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전력기자재 품질검사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

급여 연봉 26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8:30~17:30

복리후생 중식, 자녀학자금지원

채용담당 성명 : 이병수

부서 : 에너지밸리팀

전화번호 : 061-337-0311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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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35
에너지밸리

㈜선운이앤지

소재지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428

주생산품 측량, 전기설계

근로자수 51명 /   근무예정지 신도산단

모집직종 정보처리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소프트웨어개발,DB구축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정보처리기능사 소지자

급여 월 158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9:00~18:00

복리후생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박수경

부서 : 기획관리부

전화번호 : 062-652-9272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불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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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36
에너지밸리

㈜성율이앤지

소재지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

주생산품 전력, 측량, R&D사업

근로자수 20명 /   근무예정지 나주시

모집직종 사무행정 측량보조

모집인원 2명 2명

직무내용 기획 및 관리 측량 업무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
(OA,그래픽,CAD 우대)

무관/운전가능자

급여 연봉 2000만원 연봉 20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9:00~18:00

복리후생 중식 제공

채용담당 성명 : 조재명

부서 : 기획관리부

전화번호 : 061-373-9508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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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37
에너지밸리

㈜세진엔지니어링

소재지 전남 나주시 혁신산단5길 121

주생산품 태양광발전장치, 전력량계 제조

근로자수 68명 /   근무예정지 혁신산단

모집직종 사무기술직

모집인원 3명

직무내용 공무 및 감리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소지자
(CAD, 태양광 인허가 공무 경험자 우대)

급여 연봉 28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8:30~19:00

복리후생 중식 제공

채용담당 성명 : 박찬생

부서 : 총무부

전화번호 : 062-384-6333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불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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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38
에너지밸리

신성산전㈜

소재지 전남 나주시 혁신산단9길 8

주생산품 개폐기, 차단기, 전력량계 제조

근로자수 71명 /   근무예정지 혁신산단

모집직종 도장/용접/조립

모집인원 5명

직무내용 개폐기, 차단기 등 제품생산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

급여 월 157만원 (상여금400%별도)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8:30~17:30

복리후생 중식, 기숙사, 통근버스 제공

채용담당 성명 : 박경준

부서 : 관리팀

전화번호 : 041-582-5025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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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39
에너지밸리

㈜신호엔지니어링

소재지 전남 나주시 혁신산단 3길 133

주생산품 태양광발전장치, 수배전반 

근로자수 38명 /   근무예정지 혁신산단

모집직종 전기기사 생산직

모집인원 1명 2명

직무내용 전기설계 및 공무 태양광발전장치 생산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전기기사 소지자
(CAD 가능자 우대)

무관/무관
(전기기능사 소지자 우대)

급여 월 220만원 월 2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9:00~18:00

복리후생 중식, 기숙사 제공

채용담당 성명 : 김주일

부서 : 신재생에너지부

전화번호 : 070-7713-0005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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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40
에너지밸리

㈜애드캡슐소프트

소재지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61

주생산품 프로그램 개발

근로자수 200명 /   근무예정지 나주시

모집직종 프로그래머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웹개발, 퍼블리셔

경력 및
자격조건

경력1년/무관 (정보처리기사 우대)

급여 연봉 24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9:00~18:00

복리후생 교육비 지원

채용담당 성명 : 김계영

부서 :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70-4012-6200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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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41
에너지밸리

에이치케이에너지㈜

소재지 광산구 진곡산단 5번로 1-20

주생산품 태양광발전소, ESS

근로자수 21명 /   근무예정지 진곡산단

모집직종 일빈헹정 기획 회계사무원 전기설계 및 
시공

모집인원 1명 1명 1명 7명

직무내용 일반행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정부지원사업신청

재무회계 전기설계 및 
시공업무

경력 및
자격조건

신입/경력 우대 신입/경력 우대 신입/경력 우대 
(2년이상)

신입/경력 우대

급여 초봉 신입: 2400만원/ 경력직 면접후 조정 

근무시간
(휴일정보)

9:00~18:00

복리후생 기숙사/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이진화

부서 : 경영관리본부

전화번호 : 010-2676-4300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불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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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42
에너지밸리

㈜엔텔스

소재지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주생산품 유무선 통신 운용솔루션

근로자수 250명 /   근무예정지 나주시

모집직종 IOT개발

모집인원 1명

직무내용 IOT개발, GIS개발, 한전관련 기획업무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 (GIS개발자 우대)

급여 연봉 28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9:00~18:00

복리후생 교육비 지원, 직원대출제도

채용담당 성명 : 박기웅

부서 : 전남지사

전화번호 : 070-7004-5441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불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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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43
에너지밸리

영인기술㈜

소재지 전남 나주시 혁신산단5길 50

주생산품 한전보호반 제작

근로자수 12명 /   근무예정지 혁신산단

모집직종 수배전반 설계 설계 및 생산

모집인원 1명 1명

직무내용 보호배전반, 수배전반 
설계 및 생산

보호배전반, 수배전반 
설계 및 생산

경력 및
자격조건

경력2년/수배전반설계 가능자 무관/전기기사 소지자

급여 연봉 3500만원 연봉 29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9:00~18:00

복리후생 중식,기숙사,교육비 지원, 직원대출

채용담당 성명 : 신새롬

부서 : 총무팀

전화번호 : 070-5090-3166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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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44
에너지밸리

유니언테크㈜

소재지 전남 나주시 혁신산단 5길 73-6

주생산품 변압기 제조

근로자수 11명 /   근무예정지 혁신산단

모집직종 경리사무원 생산직

모집인원 1명 1명

직무내용 경리 및 회계 업무 변압기 조립 및 생산

경력 및
자격조건

경력2~3년/컴퓨터능숙자 무관/무관

급여 면접 시 협의 월 180~22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8:00~17:00

복리후생 중식, 기숙사 제공

채용담당 성명 : 권수연

부서 : 관리부

전화번호 : 061-337-9800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불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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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45
에너지밸리

㈜유테크노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5번길 46

주생산품 공기조화장치제조

근로자수 15명 /   근무예정지 첨단산단

모집직종 자재납품  생산직

모집인원 1명  3명

직무내용 자재관리납품직 생산포장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 무관

급여  연봉 2600만원 158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8:30~17:30

복리후생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김승주

부서 : 인사팀

전화번호 : 971-9891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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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46
에너지밸리

㈜이노셈코리아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36

주생산품 LED 조명제품 외

근로자수 24명 /   근무예정지 광주 첨단

모집직종 생산 기술관리
사무원 

생산관리
사무원

품질관리
사무원

모집인원 1명  1명  1명  1명

직무내용 생산LED 조명
제품 조립

제품개발 생산관리 품질관리

경력 및
자격조건

이공계 우대

급여 월급 
158만원이상

월급 250만원이상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간: 8:30~17:30 토요일 휴무

복리후생 중식 제공

채용담당 성명 : 박창선

부서 : 본사

전화번호 : 062-521-8030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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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47
에너지밸리

이디에스㈜

소재지 전남 나주시 신도산단길 31-17

주생산품 광통신부품, ESS

근로자수 51명 /   근무예정지 신도산단

모집직종 생산직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ESS조립 생산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전기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급여 연봉 2000~25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8:30~17:30

복리후생 중식제공, 교육비제공

채용담당 성명 : 박수연

부서 :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61-334-8889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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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48
에너지밸리

㈜인비전아이티

소재지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61

주생산품 보안솔루션 구축 및 컨설팅

근로자수 12명 /   근무예정지 나주시

모집직종 솔루션엔지니어링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기술지원 및 컨설팅

경력 및
자격조건

경력3년/무관

급여 연봉 30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9:00~18:00

복리후생 기숙사, 교육비 지원

채용담당 성명 : 황규현

부서 : 기술사업부

전화번호 : 031-696-0370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불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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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49
에너지밸리

㈜전기안전

소재지 전남 나주시 동수동 401-4

주생산품 태양광발전소건설, 전기공사

근로자수 20명 /   근무예정지 동수농공단지

모집직종 CAD설계

모집인원 1명

직무내용 태양광설계, 감리 지원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CAD가능자

급여 연봉 24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9:00~18:00

복리후생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이현수

부서 :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61-375-1026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196

Booth No.

A-50
에너지밸리

지오씨㈜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60번길 10

주생산품 광통신 등 (광케이블 제조 등)

근로자수 110명 /   근무예정지 첨단국가산업단지

모집직종 생산관리 생산 회계

모집인원  1명     2명 1명

직무내용 생산전반 관리 광케이블 생산 회계

경력 및
자격조건

경력 3년 이상 무관 경력5년이상

급여 연봉 3,000만원 시급 7,530원 이상 연봉3,400이상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야2교대: 8:30~17:30 / 잔업, 주말특근있음

복리후생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지홍석 

부서 : 인사팀

전화번호 : 062-973-6114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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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51
에너지밸리

타이아㈜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27, 신창타워 8층

주생산품 자동제어기기 및 산업용소프트웨어

근로자수 21명 /   근무예정지 광산구

모집직종 시스템팀 개발팀

모집인원 1명 1명

직무내용 시스템엔지니어서버
네트워크 구축

응용프로그램개발
 Java, c++

경력 및
자격조건

신입/경력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급여 신입연봉 : 2300만원 경력자급여 협의

근무시간
(휴일정보)

09:00~18:00

복리후생 중식비 연봉포함/ 퇴직연금

채용담당 성명 : 이희일

부서 : 솔루션팀

전화번호 : 973-0782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불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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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52
에너지밸리

㈜탑인프라

소재지 전남 나주시 혁신산단 3길 32-6

주생산품 태양광설치공사

근로자수 80명 /   근무예정지 혁신산단

모집직종 설계 및 시공

모집인원 1명

직무내용 태양광 관련 제반업무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전기기사, 산업기사 소지자

급여 연봉 27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9:00~18:00

복리후생 중식, 교육비, 자녀학자금 지원

채용담당 성명 : 김철균

부서 : 경영지원실

전화번호 : 062-714-3397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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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53
에너지밸리

㈜해비치테크

소재지 전남 나주시 동수동 402-13

주생산품 변압기 제조

근로자수 16명 /   근무예정지 동수농공단지

모집직종 생산직

모집인원 5명

직무내용 변압기 조립 및 생산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

급여 면접시 협의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8:00~17:00

복리후생 중식, 기숙사 제공

채용담당 성명 : 곽영준

부서 : 경영지원부

전화번호 : 031-433-3869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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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54
우수중소기업

고려정밀㈜

소재지 광산구 진곡산단 3번로 59-41(진곡동)

주생산품 프레스금형제작

근로자수 38명 /   근무예정지 진곡산단

모집직종 품질관리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입.출검사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

급여 연봉 : 2400만원이상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간 :  8:30~17:30 / 토요일 8:30~12:30 격주근무

복리후생 기숙사/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유승국

부서 : 관리부

전화번호 : 953-0910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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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55
우수중소기업

㈜네온포토닉스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37번길 22

주생산품 광통신 등 (광케이블 제조 등)

근로자수 68명 /   근무예정지 첨단산단

모집직종 생산직

모집인원 5명

직무내용 광통신부품생산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

급여 월급: 162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간 : 8:30~18:00
100%상여금 별도 / 잔업 특근시 시급의 1.5배지급
잔업 성수기기간 주 20시간 및 잔업 및 특근있음 
주간2교대 오후5시~다음날 3시30분 (2주)

복리후생 중식제공, 퇴직금

채용담당 성명 : 방성훈

부서 : 관리부

전화번호 : 062-603-6921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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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56
우수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자연식품

소재지 전남 담양군 무정로 390

주생산품 식품 생산

근로자수 18명 /   근무예정지 무정공단

모집직종 생산직

모집인원 3명

직무내용 식품생산 및 배송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

급여 월 16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9:00~18:00

복리후생 중식, 통근버스 제공

채용담당 성명 : 송은주

부서 : 총무부

전화번호 : 061-381-7411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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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57
우수중소기업

㈜뉴런모터스

소재지 광산구 진곡산단  6번로 33

주생산품 특장차,농기계

근로자수 14명 /   근무예정지 진곡산단

모집직종 용접원 / 산업기능요원 채용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특장차 용접작업

경력 및
자격조건

용접, 기계가공 조립 기능사 보유자 우선채용, 신입 가능

급여 시급:7530원  이상

근무시간
(휴일정보)

정상근무 : 8시부터~17시까지 / 잔업 평일 8시 30분
토요일 : 8:00~14:00 3회근무 
특근잔업 : 평균한달 40시간

복리후생 휴가명절때성과급지급 :기본급의80%를 3회분할/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조미영

부서 : 관리부

전화번호 : 962-0061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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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58
우수중소기업

㈜뉴텍

소재지 전남 해남군 농공단지길 65

주생산품 양식장관리기, 선박크레인 제조

근로자수 33명 /   근무예정지 해남군

모집직종 생산직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용접, 전기관련 작업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8:30~18:00

복리후생 중식 제공

채용담당 성명 : 조아라

부서 : 경리부

전화번호 : 061-535-4366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불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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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59
우수중소기업

㈜다원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천변우로 108

주생산품 인쇄

근로자수 15명 /   근무예정지 하남산단

모집직종 생산직/ 산업기능요원만 채용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인쇄보조업무

경력 및
자격조건

야간 근무라 출퇴근 가능하신분

급여 월급 : 18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17시~01시 토요일 휴무. 금토 단축근무 주40시간 

복리후생 상여금200%

채용담당 성명 : 조석봉

부서 : 총무부

전화번호 : 955-6811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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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60
우수중소기업

대경제이엠㈜

소재지 광산구 평동산단 143번길 10

주생산품 금형, 다이캐스팅, MCT가공

근로자수 35명 /   근무예정지 평동산단

모집직종 생산직/ 산업기능요원 채용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금형, 다이캐스팅, MCT가공 현장근무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

급여 시급 : 7530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간 8:00~17:00 / 격주 토요일  주간 8:00~17:00 근무

복리후생 중식제공/ 퇴지금

채용담당 성명 : 박승직

부서 : 사업본부

전화번호 : 959-2211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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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61
우수중소기업

대한타이어공업㈜

소재지 전남 함평군 백야길 88-70

주생산품 고무튜브, 재생타이어 제조

근로자수 32명 /   근무예정지 함평군

모집직종 생산직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고무관련 생산 및 기술영업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

급여 연봉 25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2교대

복리후생 중식 제공, 자녀학자금 지원

채용담당 성명 : 박미정

부서 :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61-323-5200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불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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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61
우수중소기업

㈜플러버

소재지 전남 함평군 백야길 88-70

주생산품 고무제품생산, 재시공

근로자수 32명 /   근무예정지 함평군

모집직종 생산직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제품생산 및 시공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

급여 연봉 25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2교대

복리후생 중식 제공, 자녀학자금 지원

채용담당 성명 : 박미정

부서 :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61-323-5200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불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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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62
우수중소기업

대화정공㈜

소재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8로 58

주생산품 용융 아연도금 제작

근로자수 25명 /   근무예정지 대불산단

모집직종 생산직

모집인원 3명

직무내용 용접, 지게차, 선반 등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8:00~17:00

복리후생 기숙사 제공

채용담당 성명 : 김상우

부서 : 관리부

전화번호 : 061-464-0161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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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63
우수중소기업

㈜덕신

소재지 전남 장성군 황룡로 155

주생산품 금형

근로자수 72명 /   근무예정지 장성군

모집직종 금형 NC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CNC 조작 및 작동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8:30~17:15

복리후생 중식, 기숙사 제공

채용담당 성명 : 박래춘

부서 : 품질환경부

전화번호 : 061-394-4171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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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64
우수중소기업

㈜동양금속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26 (장덕동)

주생산품 다이케스팅제품생산

근로자수 34명 /   근무예정지 하남산단

모집직종 생산 / 산업기능요원(보충력) 및 일반채용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세탁기부품생산

경력 및
자격조건

관계없음

급여 시급:7530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야2교대 : 8:00~17:00

복리후생 상여금 200%별도/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구본춘

부서 : 생산관리부

전화번호 : 010-3395-0598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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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65
우수중소기업

동하코퍼레이션㈜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9-30

주생산품 반도체 제품 제조

근로자수 156명 /   근무예정지 첨단산업단지

모집직종 생산직 (기계조작) / 산업기능요원만 면접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기계조작

경력 및
자격조건

산업기능요원 자격자 우대

급여 월급: 1,573,770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야2교대 : 8:30~17:30/ 17:30~19:30

복리후생 통근버스 /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지은요

부서 : 인사총무부

전화번호 : 070-7547-7195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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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66
우수중소기업

㈜범우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714

주생산품 C형강,  테크플레이트 등 제조판매

근로자수 15명 /   근무예정지 하남산단

모집직종 생산부/ 산업기능요원 채용

모집인원 15명

직무내용 철강제품 생산

경력 및
자격조건

철강관련 경력자 우대

급여 월급 : 1,573,770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간근무 : 8:30~17:30분

복리후생 공단버스 있음/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황주연

부서 : 관리부

전화번호 : 955-7887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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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67
우수중소기업

㈜보명전자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246-4

주생산품 가전전자 부품 인쇄, 가공

근로자수 45명 /   근무예정지 평동산단

모집직종 회계사무원 생산직

모집인원 1명 2명

직무내용 법인결산, 세무회계 (더존) 전자부품 육안검사

경력 및
자격조건

회계 경력자 우대 무관

급여 월 160만원 월 1,573,770

근무시간
(휴일정보)

8:30~17:30 주간근무: 8:30~17:30분
(잔업2시간) 토요일 잔업가끔

복리후생 중식제공/ 퇴직연금

채용담당 성명 : 김춘화

부서 : 경영기획부

전화번호 : 515-8918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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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68
우수중소기업

㈜성동테크

소재지 전남 장성군 남면 삼태리 878-1

주생산품 금속제품 가공

근로자수 26명 /   근무예정지 나노산단

모집직종 생산직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밴딩, 용접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

급여 연봉 24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토요 격주, 08:30~18:00 (토 17:00)

복리후생 중식 제공

채용담당 성명 : 박정아

부서 : 경리총괄부

전화번호 : 1577-1326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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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69
우수중소기업

(유)성문

소재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등로 105

주생산품 선박구성부품 제조

근로자수 59명 /   근무예정지 대불산업단지

모집직종 생산직

모집인원 5명

직무내용 용접, 취부, 사상, 단순조립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6일, 08:00~18:00 (토 17:00)

복리후생 중식, 기숙사 제공

채용담당 성명 : 노현순

부서 : 재경팀

전화번호 : 070-4348-2526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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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70
우수중소기업

㈜세일금형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00-14

주생산품 프레스금형제작

근로자수 48명 /   근무예정지 하남산단

모집직종 생산직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조립/와이어

경력 및
자격조건

해당경력자우대

급여 시급 : 7560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간 평일 : 8:30~17:30/ (토): 08:30~15:30

복리후생 중식/석식

채용담당 성명 : 강길원

부서 : 관리부

전화번호 : 959-5311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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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71
우수중소기업

㈜씨엠텍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70-8

주생산품 제조/자동차부품 (자동차 시트조립, 사출성형)

근로자수 193명 /   근무예정지 평동산단 2단지

모집직종 개발직 설계직

모집인원  3명 1명

직무내용 자동차 부품 및 과제사업 개발 자동차 부품 및 과제사업 설계

경력 및
자격조건

경력 3년 이상 
(유경험자 우대)

문서작성 우수, 운전 가능자

경력 5년 이상 
(유경험자 우대)

문서작성 우수, 운전 가능자

급여 연봉 : 3200~3500만원 연봉 : 3500~40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간 : 주5일근무 7:30~16:10

복리후생 기숙사/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김영곤

부서 : 기술연구소

전화번호 : 062-956-4081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219

Booth No.

A-72
우수중소기업

에이비메디컬㈜

소재지 전남 장성군 나노산단 5로 6-24

주생산품 진공 채혈관 제조

근로자수 33명 /   근무예정지 나노산단

모집직종 품질개발 생산및품질관리 단순조립원

모집인원 1명 1명 1명

직무내용 제품품질관리 제품생산 및 품질관
리

진공채혈관 조립

경력 및
자격조건

경력2년/무관 무관/무관 무관/무관

급여 연봉 2400~2600만원 연봉 2400만원 시급 7530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8:30~17:30

복리후생 중식, 통근버스 제공

채용담당 성명 : 정경희

부서 :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62-710-5006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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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73
우수중소기업

㈜엔시테크

소재지 전남 순천시 주석로 276-33

주생산품 PE관 제조

근로자수 9명 /   근무예정지 주암농공단지

모집직종 생산직

모집인원 1명

직무내용 PE관 생산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

급여 월 157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8:30~17:30

복리후생 중식, 기숙사, 통근버스 제공

채용담당 성명 : 노우현

부서 : 관리팀

전화번호 : 061-755-9300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불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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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73
우수중소기업

㈜티지에프

소재지 전남 순천시 주석로 290-9

주생산품 일반플라스틱관련제품 제조

근로자수 24명 /   근무예정지 주암농공단지

모집직종 생산직

모집인원 1명

직무내용 PVC관 생산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

급여 월 157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8:30~17:30

복리후생 중식, 기숙사, 통근버스 제공

채용담당 성명 : 노우현

부서 : 관리팀

전화번호 : 061-755-4600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불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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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74
우수중소기업

㈜이화산업

소재지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8번로 26

주생산품 폴리염화 알루미늄

근로자수 12명 /   근무예정지 하남산단

모집직종 생산직  /  산업기능요원만 채용

모집인원 1명

직무내용 폴리염화알루미늄생산

경력 및
자격조건

관계없음

급여 월급 : 1,701,780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간 : 8:00~17:00 토요일 휴무

복리후생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윤정식

부서 : 총무부

전화번호 : 951-3717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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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75
우수중소기업

㈜정우엔지니어링

소재지 전남 장성군 나노산단로 186-6

주생산품 태양광공사, ESS 및 밧데리 제조

근로자수 22명 /   근무예정지 나노산단

모집직종 BMS개발 태양광설계 밧데리 제조

모집인원 1명 1명 2명

직무내용 BMS회로 연구개발 전기분야설계 및 
시공관리

전자제품(밧데리) 
조립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전기전자
 전공자

무관/전기기능사 
소지자

무관/전기기능사 
소지자

급여 월 300만원 이상 월 200만원 이상 월 160만원 이상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9:00~18:00

복리후생 중식 제공

채용담당 성명 : 최대용

부서 : 태양광관리부

전화번호 : 061-383-5110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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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76
우수중소기업

주식회사 샬롬

소재지 전남 나주시 여시물길 10

주생산품 동결건조 식품제조

근로자수 30명 /   근무예정지 나주시

모집직종 품질관리원 연구원 생산직

모집인원 2명 1명 5명

직무내용 일반시험, HACCP 
서류작업

PILOT기계사용 및 
신제품 기획

현장기계 OP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식품공학 무관/식품공학 무관/무관

급여 면접시 협의 면접시 협의 시급 7530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8:30~17:30

복리후생 중식, 기숙사, 통근버스 제공

채용담당 성명 : 김경진

부서 : 관리팀

전화번호 : 062-652-2701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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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77
우수중소기업

주식회사 동인엔지니어링

소재지 전남 장성군 남면 서태길 62-5

주생산품 상하수도진단 및 누수탐사용역

근로자수 30명 /   근무예정지 나노산단

모집직종 관망관리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누수탐사, 유수율제고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토목기사,수질환경기사 소지자 (관련경력자 우대)

급여 연봉 24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9:00~18:00

복리후생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배형진

부서 : 경영지원부

전화번호 : 070-2564-7678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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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78
우수중소기업

㈜지알캠

소재지 전남 장성군 전자농공단지길 46

주생산품 자동차부품 제조

근로자수 55명 /   근무예정지 동화전자농공단지

모집직종 생산직

모집인원 5명

직무내용 다이케스팅 주조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2교대

복리후생 중식, 기숙사, 통근버스(장성내) 제공

채용담당 성명 : 박도우

부서 : 경영관리본부

전화번호 : 061-393-3114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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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79
우수중소기업

㈜지오메디칼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38번길 20-10

주생산품 제조업 (콘택트렌즈)

근로자수 286명 /   근무예정지 첨단1산업단지

모집직종 제조업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검사, 포장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간 : 9시~18시 / 주간2교대 :  9시 ~22시
(주4회 12시간근무/ 주1회 6시 퇴근 )

복리후생 통근버스/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맹순심

부서 : 인사과

전화번호 : 062-973-0740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228

Booth No.

A-80
우수중소기업

㈜지오티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연신로 284  (연제동)

주생산품 광케이블, 광부품생산

근로자수 48명 /   근무예정지 첨단산단

모집직종 광케이블/ 플라스틱압출 생산팀 현장직모집

모집인원 4명

직무내용 광케이블 / 플라스틱압출생산 보조 작업

경력 및
자격조건

관계없음

급여 연봉:  2,600 ~ 2,8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야 2교대 : 8:30~19:30 / 19:30~8:30
(잔업/심야/휴일수당포함) 

복리후생 기숙사(한국인가능), 상여금 200% 별도지급,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오경렬

부서 : 경영지원

전화번호 : 433-6000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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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81
우수중소기업

케이비엠주식회사

소재지 전남 나주시 황동3길 39-20

주생산품 반도체검사장비 부품 제조

근로자수 63명 /   근무예정지 나주시

모집직종 생산관리원 품질검사원 물류관리원

모집인원 1명 1명 1명

직무내용 제품생산 관리 제품검사 및 포장 입출고 관리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운전가능자 무관/무관 무관/무관

급여 월 173만원 월 163만원 월 173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9:00~18:00

복리후생 중식 제공

채용담당 성명 : 박규환

부서 :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61-820-5005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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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82
우수중소기업

㈜코셋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60번길 39

주생산품 정보통신기,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모듈)

근로자수 121명 /   근무예정지 광주 첨단

모집직종 개발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광통신반도체 연구개발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

급여 연봉 : 초봉200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간 : 9:00~18:00 

복리후생 기숙사/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이근행

부서 :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62-975-8814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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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83
우수중소기업

㈜하나테크

소재지 전남 광양시 금촌길 1-22

주생산품 철구조물 제조 및 제관

근로자수 28명 /   근무예정지 광양시

모집직종 생산직

모집인원 1명

직무내용 용접 및 사상보조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무관

급여 월 158만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5일, 09:00~18:00

복리후생 중식 제공

채용담당 성명 : 정동환

부서 : 관리부

전화번호 : 061-772-7781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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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84
우수중소기업

한국IMC㈜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913-36 (월전동)

주생산품 자동차 KNOB류외

근로자수 113명 /   근무예정지 평동산단

모집직종 설비 납품운전 금형 생산

모집인원 1명 2명 1명 10명

직무내용 공장기계설비 거래처납품 금형관리,
조립, 세정

생산

경력 및
자격조건

신입 신입 경력5년이상
대리급

무관

급여 연봉2800만원 연봉2800만원 연봉3200만원 시급:7530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8시~19시40분 
토요일 : 8시~12시 10분

평일 8시~19:40분
토요일격일근무 
8:00~12:10분

주야2교대 
월~토요일 
8시~8시 

복리후생 통근버스/ 중식제공

채용담당 성명 : 서희경

부서 : 업무관리팀

전화번호 : 944-7200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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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85
우수중소기업

㈜호남범우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347 (연제동)

주생산품 자동차부품

근로자수 16명 /   근무예정지 첨단지구

모집직종 생산직

모집인원 2명

직무내용 자동차부품 생산

경력 및
자격조건

무관

급여 시급 : 7530원

근무시간
(휴일정보)

주야2교대 : 07:00 ~ 04:00 

복리후생 상여금 : 1년뒤 200% 지급 (매월 12개월로분할지급)

채용담당 성명 : 이한상

부서 : 영업부

전화번호 : 955-1128

온라인박람회 
참여여부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