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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안내

10.26 (수)

일 시 주 제 장 소

09:30∼17:40 2016년 반도체 디스플레이 심포지엄 E3호, E4호

09:30∼18:00
The 1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electronics 
and Packaging (ISMP 2016)

317호, 318호

10:00∼16:00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301호~306호

10:00∼16:30 차세대 반도체 기술 및 시장전망 세미나 308호

10:00∼17:00 2016 반도체 디스플레이 Power Company Job Fair 반도체 기업 채용관

10:00∼18:00 2016 IP-SoC Design Conference 201호, 203호

10.27 (목)

일 시 주 제 장 소

10:00∼16:00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전시장 내 부스

10:00∼17:00 2016 반도체 디스플레이 Power Company Job Fair 반도체 기업 채용관

10:00∼17:30 2016년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추계 학술대회 E3호, E4호

09:30~16:30 모션 엔지니어링 최신 기술 동향 세미나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10.28 (금)

일 시 주 제 장 소

10:00∼12:00 EDA 표준 솔루션 활용 세미나 201호

■ 명     칭 : 제18회 반도체대전

■ 기     간 : 2016. 10. 26(수)~28(금) 10:00~17:00

■ 규     모 : 182개사 478부스 

■ 참여국 : Korea, China, Japan, Taiwan, USA, Germany, India

■ 주     최 : 

■ 주     관 : 

■ 후     원 :            

                         한국진공기술연구조합    

■ Title : The 18th Semiconductor Exhibition (SEDEX 2016) 

■ Period : 2016. 10. 26(Wed)~28(Fri) 10:00~17:00

■ Size : 182 exhibitors 478 booths 

■ Participating Countries : Korea, China, Japan, Taiwan, USA, Germany, India

■ Host :  

■ Organizer : 

■ Partners :              

                              KOVRA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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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Wed)

일 시 주 제 장 소

09:30∼17:40 SSD 2016 No. E3, E4

09:30∼18:00
The 1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electronics 
and Packaging

No. 317, 318

10:00∼16:00 Overseas Buyer Trade Meeting No. 301~306

10:00∼16:00 Semiconductor Technology & Market Trend Seminar No. 308

10:00∼16:30 Semiconductor&Display Power Company Job Fair Job Fair

10:00∼18:00 2016 IP-SoC Design Conference No. 201, 203

10.28 (Fri)

일 시 주 제 장 소

10:00∼12:00 EDA Standard Solution Seminar No. 201

10.27 (Thu)

일 시 주 제 장 소

10:00∼16:00 Overseas Buyer Trade Meeting Onsite in Hall C

10:00∼17:00 Semiconductor&Display Power Company Job Fair Job Fair

10:00∼17:30 Fall Conference of KSDT No. E3, E4

09:30~16:30 Motion Engineering Technology Trend Seminar COEX InterContinental Hotel

  Date & Time : 09:30-18:00, Tuesday~Wednesday, October 25-26, 2016
  Location : Rm. 317~318, COEX
  Organized by : KMEPS
                                 (Tel : 02-538-0962 / e-mail : kmeps@kmeps.or.kr)

1st day : October 25th(Tue)

Time Rm 317 Rm 318-A Rm 318-B

09:30-11:00

Session 1 Session 2 Session 3

3D Integration and  Packaging
Soldering and Surface  Mount 
Technology

Wearable and Stretchable 
Electronics

11:00-11:10 Co�ee break

11:10-11:40 Opening Ceremony

11:40-12:30
Plenary Talk1 : System Scaling for New Era of  Automotive Electronics, The Most Complex 
Electronics and Ultimate System Integration Opportunity / 
Rao R. Tummala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USA)

12:30-14:00 Lunch

14:00-14:40
Keynote Talk1 : Wearable Electronics & Big Data; A Brave New World of Manufacturing! 
/Charles E. Bauer (TechLead Corp., USA)

14:40-15:20
Keynote Talk2 : Understanding and Predicting the Risks in Electronics Systems / 
Michael Pecht (University of Marlyland, USA)

15:20-15:40 Co�ee break

15:40-17:10

Session 4 Session 5 Session 6

Advanced Packaging 
Technologies

Nanomaterials and Its 
Application

Electronic Materials and 
Processing-1

17:10-18:10 Poster Presentation Session 1

총괄안내 ISMP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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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day : October 26th(Wed)

Time Rm 317 Rm 318-A Rm 318-B

09:10-10:15

Session 7 Session 8 Session 9

Modeling, Simulation, Quality 
and Reliability of Electronic 
Components

Electronic Materials and 
Processing-2

Sensors

10:15-10:30 Co�ee break

10:30-11:20
Plenary Talk2 : Advanced Packaging Solution in Challenge and Collaboration / Yongchul Park 
(Amkor Korea, Korea)

11:20-12:00 General Meeting

12:00-13:30 Lunch

13:30-14:10
Keynote Talk3 : Interconnection Technology for WBG Power Devices / 
Suganuma Katsuaki (Osaka University, Japan)

14:10-14:50
Keynote Talk4 : How to Link Research Outcomes to Commercial Applications / 
Jong-Gu Park (KIST, Korea)

14:50-15:00 Co�ee break

15:00-16:10

Session 10 Session 11 Session 12

Electronic Materials and 
Processing-3

Electronic  Materials and 
Processing-4

Photonic and Printed 
Electronics 

16:10-17:30 Poster Presentation Session 2

17:30-18:00 Award Ceremony and Closing Remark

  Date & Time : 10:00 ~ 18:00, Wednesday, October 26, 2016
  Location : Asem Hall · Room 203 A/B, Conference Room(North), COEX
  Organized by : Kore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Tel : 02-570-5273 / e-mail : sychoi@ksia.or.kr)

IP-SoC Design Conference

Time Program Speaker
10:00 ~ 10:10 Welcome Speech

Keynote (ASEM Hall)

10:10 ~ 10:50 Intel Beyond PC 
김두수 전무
(Intel Corp.)

10:50 ~ 11:30 Automotive Growth Drivers
이승수 대표이사
(In�neon Technologies Korea)

Foundry Track (ASEM Hall)

11:30 ~ 12:30 SMIC Thriving for Your Success
Account Director. Mike Guo
(SMIC)

12:30 ~ 13:30 Lunch Break

13:30 ~ 14:00
Magnachip Foundry Technology Introduction

최태호 부장
(Magnachip Semiconductor)14:00 ~ 14:30

14:30 ~ 15:00
Advantages of Dongbu HiTek process technology 

심천만 부장
(Dongbu Hitek)15:00 ~ 15:30

IP Track

Room 203A

11:30 ~ 12:00 ARM IP solutions
최상익 차장, 김태용 부장
(ARM)

12:00 ~ 12:30 ARM mbed - Toward secure, scalable, e�cient IoT
최병두 부장
(ARM)

12:30 ~ 13:30 Lunch Break

13:30 ~ 14:00 Andes, a small but strong CPU vendor
Sales head. KY Hsieh
(Andes Technology)

14:00 ~ 14:30 Security weaknesses in IoT-challenges and Solutions
Jordan Suchet, Business manager
(Secure-IC)

14:30 ~ 15:00
Lossy&Lossless hybrid compression IP solutions for saving 
bandwidth and memory size

김헌상 부장
(Chips & Media) 

15:00 ~ 15:30
360 surround VR, freeview point video and light 
�eld video trends

민병왕 대표
(Mn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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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rogram Speaker
15:30 ~ 15:50 Co�ee Break

15:50 ~ 16:20 IP Requirements For Automotive and Industrial IOT
CTO. Claude Gauthier
(OmniPHY)

16:20 ~ 16:50
Tensilica Customizable Processors  & Applications-Focused 
Processors  

김재구 부장
(Cadence Korea)

Room 203B

15:00 ~ 15:30 About key factors for eNVM Technology and Macro IP
송복남 대표
(Wingcore Technology)

15:30 ~ 15:50 Co�ee Break

15:50 ~ 16:20 Data converter for Automotive, IoT, Surveillances
홍동희 수석
(LeoLSI)

16:20 ~ 16:50
Ultra-Low Power ASIC Solution and Uranus™ SoC Platform 
for IoT

AVP. Raymond Lai
(Faraday Technology)

ASEM Hall

15:50 ~ 16:20 Energy-E�cient  IP Solutions for IoT Chip Design
최형배 부장
(Synopsys)

16:20 ~ 16:50 VeriSilicon IPD Technology Roadmap and Product Lines
오유섭 대표
(Verisilicon)

EDA Track 
Room 203B

11:30 ~ 12:00
Synopsys Veri�cation Solution 
(‘Shift-Left’Solution for Faster Time-to-Market)

민병언 전무
(Synopsys)

12:00 ~ 12:30 Cadence Design / Implementation / Veri�cation Platform
이상길 상무
(Cadence Korea)

12:30 ~ 13:30 Lunch Break

13:30 ~ 14:00
Early design planning and post-layout timing debugging 
of SoC design

박종주 전무
(Entasys Design)

14:00 ~ 14:30
Leverage ARM Heterogeneous Multicore SoC to develop 
the robust IoT Software Platform 

남영관 부장
(Mentor Graphics)

14:30 ~ 15:00
HOY’s Memory testing solutions for Automotive 
SoC Designs

Vice-President JJ Lai
(Hoy Technologies)

16:50~18:00 Reception (Lobby)

차세대반도체 기술 및 시장동향 세미나

  일 시 : 2016년 10월 26일(수) 10:00~16:30 
  장 소 : COEX 세미나실 308호
  주 최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문 의 : 한국반도체산업협회/조사홍보팀/송윤경 선임
                 (Tel : 02-570-5223, 5231 / e-mail : ksong@ksia.or.kr)

시 간 내  용 연 사

09:40~10:00 등록

10:00~10:40 세계반도체시장 및  투자 전망 (*영어)
Dale ford
(IHS)

10:40~11:20 전차크로스 시대의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IoT
권성률 팀장
(동부증권)

11:20~12:00 NAND 응용기술과 시장 전망
박정환 수석
(SK하이닉스)

12:00~13:30 중식 및 「반도체대전」 전시회 관람               

13:30~14:10 Mobile SoC 시장 및 기술 동향
조현덕 수석
(삼성전자)

14:10~14:50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 및 시장 전망
김병진 수석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14:50~15:10 Co�ee Break 

15:10~15:50 스마트폰 시장 현황 및 2017년 전망
강경수 위원
(Counterpoint Research)

15:50~16:30 중국 반도체산업 현황 및 전망  
이세철 위원
(NH투자증권)

* 영어 강연은 통역 지원되지 않습니다.

*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임의로 시간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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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Time : 10:00~16:30 , Wednesday, October 26, 2016
  Location : Conference Room 308, COEX
  Organized by : Kore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Tel : 02-570-5223, 5231 / e-mail : ksong@ksia.or.kr)

Semiconductor Technology & 
Market Trend Seminar

Time Program Speaker

09:40~10:00 Registration

10:00~10:40 World Semiconductor Market Outlook(*English) IHS

10:40~11:20 Car and Semiconductor Crossover & IoT DongBu Securities

11:20~12:00 NAND Application Technology and Outlook SK Hynix

12:00~13:30 Lunch Break

13:30~14:10 Mobile Processor Market Trends Samsung Electronics

14:10~14:50 Next Generation Semiconductor Package technology Amkor Technology Korea

14:50~15:10 Co�ee Break 

15:10~15:50 Status of Smart Phone Market and Outlook Counterpoint Research

15:50~16:30 Chinese Semiconductor Industry Forecast NH Investment & Securities 

  일 시 : 2016년 10월 26일(수) 09:30~17:40
  장 소 : COEX Hall E3~4
  주 최 : (사)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문 의 :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 사무국
                 (Tel : 041-555-5744 /  e-mail : ksdt@ksdt.kr)

반도체디스플레이 심포지엄(SSD 2016)

시 간 내 용 연 사
09:30 ~  09:50 등록 및 네트워킹

09:50 ~  09:55 개회사 조직위원장

09:55 ~ 10:00 인사말 학회장

세션 (I) 좌장 : 최창환 교수 (한양대)

10:00 ~ 10:30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공정/장비 R&D 전략

손광준 PD
(KEIT)

10:30 ~ 11:00
Through Silicon Via and Wafer Level Packaging in 
Memory Devices

손호영 수석
(SK하이닉스)

11:00 ~ 11:30 Advanced Packaging Solutions
황태주 수석
(삼성전자)

11:30 ~ 12:00 Technology Evolution of Integrated Package
강대병 수석
(Amkor)

12:00 ~ 13:30 점심 식사 (90분)

세션 (II) 좌장 : 최리노 교수(인하대)

13:30 ~ 14:05 Monolithic 3D Integration 동향
최창환 교수
(한양대학교)

14:05 ~ 14:40 DSA(Directed Self Assembly) 기술 동향
염근영 교수
(성균관대학교)

14:40 ~ 15:15 TSV(Through Silicon Via) 응용 확대 기술
김구성 교수
(강남대학교)

15:15 ~ 15:30 Co�ee Break (15분)

세션 (III) 좌장 : 염근영 교수(성균관대)

15:30 ~ 16:00 3D Metrology 기술
이병호 박사
(나노메트릭스)

16:00 ~ 16:30 3D NAND 장비기술
박근오 상무
(테스)

16:30 ~ 17:00 Wafer Bonding 장비기술
양원식 지사장
(EVG)

17:00 ~ 17:30 자유토론 및 간친회(다과회)

17:30 ~ 17:40 정리 및 폐회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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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추계학술대회

  일 시 : 2016년 10월 27일(목) 09:00~17:30
  장 소 : COEX Hall E3~4
  주 최 : (사)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문 의 :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사무국
                 (Tel : 041-555-5744 / e-mail : ksdt@ksdt.kr)

  일 시 : 2016년 10월 27일(목) 09:30~17:00
  장 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지하1층 모데라토 
  주 최 : 상은미디어
                 (Tel : 02-824-9655 / e-mail : shin@motioncontrol.co.kr)

시간 내용 연사

09:0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 조직위원장

10:10-10:20 인사말 학회장

초청 강연

10:20-11:00 3차원 반도체 기술 동향
이종호 교수
(서울대학교) 

11:00-11:35
Continuous challenge for 3D NAND 
fabrication

TAKASHI HAYAKAWA 
(TOKYO ELECTRON LIMITED)

11:35-11:50 Co�ee Break

11:50-12:20 3D NAND Flash memory Technologies
송윤흡 교수
(한양대학교)

12:20-13:30 점심식사 

Oral Session

Session I Session II

13:30-14:00

10나노급 3차원 NAND플래시 반도체 
공정 한계 전산모사

3D NAND 플래시 공정 진단 기술 

임연호 교수 (전북대학교) 왕현철 수석 (원익 IPS)

14:00-14:45 Oral presentation Oral presentation

14:45-15:00 Co�ee Break

15:00-16:10 Oral presentation Oral presentation

16:10-17:00 Poster Session

17:00-17:30 우수논문 시상식 / 연구윤리 교육

모션 엔지니어링 최신 기술 동향 세미나

시 간 내 용 연 사

제1강
09:30~10:40

산업용 로봇에 최적화된 EtherCAT 기반 제어기
(직교, 스카라, 델타, 수직 다관절)
- 최근 산업용 로봇 및 제어기 현황
- HMI와 모션 제어 플랫폼 일원화
- 로봇 Safety 구현 제어기
- 다양한 산업용 로봇(직교, 스카라, 병렬, 수직 다관절) 제어기

김근연 대표
(다인큐브)

제2강
10:40~11:50

엔코더 기술 발전 현황 및 산업 현장 적용 사례
- 엔코더 기술 분류에 따른 발전 방향
- 센싱 방법에 따른 분류
- 신호 처리 (보상 및 보간) 및 절대치 처리 방식
- 제어기와의 통신 방식
- 향후 발전 방향

김주한 교수
(서강대학교)

11:50~13:20 점심 시간

제3강
13:20~14:30

반도체, LCD, OLED 차세대 제조공정 연구개발동향
- 차세대 패터닝 기술

김기현 교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4:30~14:40 Co�ee Break

제4강
14:40~15:50

EtherCAT에 특화된 고성능 모션 제어기 제품의 기능과 사례 소개
- Solutions of Soft Servo Systems
- Overview EtherCAT 
- WMX2(EtherCAT Master) 개요 및 기능 
- 他 통신 방식 비교 및 향후 추세
- WMX2(EtherCAT Master) 실적 예시 및 Appeal point

양부호 대표
((주)소프트 모션 앤 로보틱스)

제5강
15:50~17:00

Safety Motion
- Safety Motion 개요 및 안전 기능 

한지명 과장
(필츠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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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Overseas Buyer Trade Meeting

  일 시 : 2016년 10월 26(수)~27일(목) 10:00~16:00 
  장 소 : COEX 3층 세미나실 301~306호 & 전시장 내 부스
  주 최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내 용 : 해외바이어 초청 1:1 무역상담회
  문 의 : 글로벌마이스전문가그룹/김민선 팀장
                 (Tel : 070-7700-0013 / e-mail : gmeg_sunny@naver.com)

  Date & Time : 10:00 ~ 16:00, October 26(Wed)~27(Thu), 2016
  Location : Conference Room 301~306, COEX 3F & onsite in Hall C, COEX
  Organized by : GMEG / Sunny Kim 
                                 (Tel : 82-070-7700-0013 / e-mail : gmeg_sunny@naver.com)

해외바이어 (소자)

SMIC, HHGRACE, Sony, Hermes-Epitek, SJ Semiconductor, UMC

해외바이어 (시스템)

TCL, VIVO, XIAOMI, ZTE, INTEX, BBK

Global Buyer (Device)

SMIC, HHGRACE, Sony, Hermes-Epitek, SJ Semiconductor, UMC

Global Buyer (Set)

TCL, VIVO, XIAOMI, ZTE, INTEX, BBK

시간 내용 연사

10:00~11:40

- EDA(Equipment Data Acquisition) 표준 개요
- 시스템 구성 방안
- 솔루션 활용 방안
- SEMI 표준에 대한 불합리 개선 항목
- 향후 과제

김형수 대표
(㈜ 두플)

11:40~12:00 - 질의 응답

2016 반도체·디스플레이 
Power Company Job Fair

EDA 표준 솔루션 활용 세미나

  일 시 : 2016년 10월 26~27일 10:00~17:00 
  장 소 : COEX Hall C 반도체기업 채용관, COEX Hall D 디스플레이기업 채용관
  주 최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내 용 :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중소·중견기업 우수인력 채용 지원
  대 상
     - 기 업 :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중소·중견기업
     - 학 생 :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학과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예정)자
  문 의 :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인적자원개발팀/함혜성 주임

(Tel : 02-570-5217 / e-mail : hsham@ksia.or.kr)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산업기반팀/전재희 대리
(Tel : 02-3014-5714 / e-mail : jjh@kdia.org)

  일 시 : 2016년 10월 28일 10:00~12:00 
  장 소 : 코엑스 201호 컨퍼런스룸
  주 관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문 의 : 한국반도체산업협회/산업기반팀/이미나 주임
                (Tel : 02-570-5294 / e-mail : leemina@ks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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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용 연사

10:00~11:40

- EDA(Equipment Data Acquisition) Standard
- System Con�guration Method
- Application Method of EDA Standard solution
- Standard Improvement plan
- Future Task

Kim Hyung-su
(Doople)

11:40~12:00 - Q&A

EDA Standard Solution Seminar

  Date & Time : 10:00 ~ 12:00, Tuesday, October 28, 2016
  Location : Asem Hall(Room 201) Conference Room(North), COEX
  Organized by : Kore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참가업체
리스트

Exhibitor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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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or Booth No. Page

소자업체

삼성전자㈜ C060 026

SK하이닉스 A050 027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C140 028

로옴 주식회사 A137 029

장비업체

㈜넥스틴 D021 032

㈜대덕이미지 C020 033

㈜두영티앤에스 A002 034

라온테크 B012 035

레이저스펙트라 C017 036

리켄 케이키 코리아㈜/매일산업 C002 037

㈜마로로봇 테크 C011 038

마이다스시스템㈜ C004 039

주식회사 배가 A030 040

주식회사 벡스코 A004 041

브루커코리아㈜ D122 042

비전세미콘㈜ C032 043

샹동교우징 (중국) D110 044

서플러스글로벌 D070 045

세메스㈜ A100 046

스프레이시스템코리아 D003 047

㈜신성이엔지 B070 048

쓰리에이치코퍼레이션 C112 049

주식회사 알파글로벌 A023 050

㈜에스에스피 C022 051

㈜에스엔텍 A110 052

주식회사 에스엔티 A005 053

㈜에스티아이 B060 054

㈜엑시콘 D060 055

㈜엔아이텍 C028 056

Exhibitor Booth No. Page

오엠에이 D100 057

올림푸스한국㈜ D120 058

와이아이케이 주식회사 D060 059

원익IPS A140 060

원익홀딩스 A140 061

유니램㈜ C023 062

㈜이오테크닉스 B040 063

㈜제4기한국 C102 064

㈜제우스 B020 065

㈜제이티 A133 066

㈜제이피티 D012 067

케이씨텍 B030 068

㈜케이오에스 D125 069

켐익코퍼레이션 C006 070

코리아스펙트랄프로덕츠㈜ C026 071

주식회사 팀즈 D123 072

피에스케이 A130 073

㈜하이록스코리아 C014 074

한국알박㈜ A010 075

한국알박머터리얼즈㈜ A021 076

한국알박크라이오 주식회사 A020 077

㈜한영넉스 B022 078

㈜현대이엔지 D040 079

㈜히다치 파워솔루션즈 D015 080

부분품업체

주식회사 나노템코리아 D010 082

㈜남일광학기기 C007 083

뉴포트코퍼레이션 D100 084

㈜대일시스템 C012 085

㈜드라스타 D020 086

㈜레오 A003 087

Exhibitor Booth No. Page

㈜넥셀 D030 119

㈜넥스트칩 D030 120

넥시아디바이스 주식회사 D030 121

다스코리아 B024 122

㈜다이나릿시스템 D030 123

대양전기공업㈜ D030 124

디에이아이오 D030 125

㈜라온텍 D030 126

주식회사 레커스 C120 127

㈜리딩유아이 D030 128

주식회사 맵스 C120 129

㈜비트리 C120 130

빌리브마이크론㈜ D030 131

㈜세미센스 D030 132

주식회사 스탠딩에그 D030 133

㈜실리콘마이터스 D072 134

주식회사 실리콘브릿지 C120 135

㈜실리콘웍스 B001 136

쓰리에이로직스㈜ D030 137

㈜씨앤유글로벌 D030 138

㈜씨자인 D030 139

㈜아이언디바이스 D030 140

㈜아이엠 D030 141

㈜아이칩스 D030 142

㈜액티브테크놀로지 C133 143

㈜언맨드솔루션 D030 144

주식회사 에스앤에이 D030 145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C040 146

㈜에이디칩스 D030 147

AP위성통신 D030 148

㈜에프씨아이 D030 149

Exhibitor Booth No. Page

산일전기㈜ C003 088

주식회사 세기정밀 C016 089

씰링크 주식회사 D102 090

㈜씰스타 C111 091

㈜알파플러스 A118 092

㈜에이티에스 A126 093

㈜엠비젼 A001 094

㈜유니락 A120 095

㈜이오비스 B080 096

주식회사 재원 C025 097

주식회사 주원 A032 098

㈜케이에스엠 A123 099

㈜코본테크 A006 100

㈜큐라이트 D001 101

키엔스코리아㈜ C001 102

주식회사 파인디앤씨 (파인옴스) D004 103

피에스테크놀러지 A022 104

하이윈코퍼레이션 C100 105

㈜한국마루이 A125 106

재료업체

다이요잉크프로덕츠㈜ D111 108

주식회사 동진쎄미켐 B050 109

㈜맥테크 C013 110

아스플로 A113 111

㈜파코인터내셔날 C030 112

㈜한국비철 D113 113

㈜후지이미지테크 C015 114

설계업체

Faraday-technology Corporation C134 116

주식회사 글로베인 D030 117

㈜네오와인 C13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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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에스테크놀로지㈜ C021 150

㈜엠씨에스로직 D030 151

엠텍비젼 주식회사 D030 152

㈜위즈네트 D030 153

㈜이구루 C120 154

주식회사 이더블유비엠 C137 155

㈜지니틱스 D030 156

칩스브레인글로벌㈜ D030 157

큐빅레이저시스템 C009 158

큐알티 주식회사 A040 159

텔레칩스 D030 160

주식회사 템퍼스 C120 161

㈜티엘아이 D030 162

㈜하이딥 D030 163

㈜한컴지엠디 D030 164

햅트릭스 C120 165

주식회사 효성기술 C120 166

학교 & 기관

전략물자관리원 C110 168

전자부품연구원 D030 169

(재)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시스템센터 C130 170

한국센서연구소 C010 17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D042 17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A033 173

모션컨트롤

강유시스템 주식회사 N001 176

㈜국제산업기계 M077 177

다인큐브 N005 178

㈜다트비젼 M071 179

㈜동화자동화 M067 180

주식회사 디에스티로봇 M049 181

Exhibitor Booth No. Page

마이크로스캔 한국지사 N003 182

산요전기코리아㈜ M003 183

상은미디어 M075 184

주식회사 세봉 M040 185

주식회사 소프트모션앤로보틱스 M015 186

에스비비테크 M061 187

에스피오㈜ M013 188

㈜에스피지 M026 189

㈜에이스테크닉스 M022 190

주식회사 엠이티 M082 191

이레텍 주식회사 M037 192

이미지포커스 M007 193

이에스테크 N004 194

㈜지엔비 M039 195

케이엔아이 M079 196

㈜터크코리아 M023 197

테크노핸즈코리아 주식회사 N008 198

㈜파스텍 M073 199

주식회사 프레스토솔루션 M064 200

주식회사 플러스텍 M063 201

피아이코리아 M025 202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N007 203

한국이구스 B010 204

㈜한신체인 N009 205

㈜현준에프에이 M001 206

주식회사 화인스텍 M065 207

미디어

더 세미콘 매거진 D081 210

반도체네트워크 C114 211

㈜전자자료사 A132 212

주식회사 첨단 C136 213

Exhibitor Booth No. Page

Device Maker

In�neon Technologies C140 028

ROHM Co., Ltd. A137 029

SAMSUNG ELECTRONICS Co., Ltd. C060 026

SK hynix A050 027

Equipment Maker

3H Corporation Co., Ltd. C112 049

ALPHA GLOBAL Co., Ltd. A023 050

BEGA Inc. A030 040

BRUKER KOREA Co., Ltd. D122 042

DAEDUKIMAGE C020 033

DooYoungT&S Co., Ltd. A002 034

EO TECHNICS Co., Ltd. B040 063

EXICON Co., Ltd. D060 055

HANYOUNG NUX Co., Ltd. B022 078

HIROXKOREA Co., Ltd. C014 074

Hitachi Power Solutions Co., Ltd. D015 080

HYUNDAI ENG Co., Ltd. D040 079

Jesagihankook Co., Ltd. C102 064

JT Corp. A133 066

KCTech B030 068

KEMIK CORPORATION C006 070

KOREA SPECTRAL PRODUCTS C026 071

KOS Inc. D125 069

Laser Spectronix C017 036

MAROROBOT Co., Ltd. C011 038

Midas System Co., Ltd. C004 039

Nextin Inc. D021 032

NITECH Co., Ltd. C028 056

OLYMPUS KOREA Co., Ltd. D120 058

OMA Company D100 057

Exhibitor Booth No. Page

PSK A130 073

RAONTECH Inc. B012 035
Riken Keiki Korea Co., Ltd. / 
Maeil Industrial Corp. C002 037

SEMES Co., Ltd. A100 046

Shandong Guojing New Material Co., Ltd. D110 044

Shenzhen JPT Opto-electronics Co., Ltd. D012 067

Shinsung ENG Co., Ltd. B070 048

SNT Co., Ltd. A005 053

SNTEK Co., Ltd. A110 052

Spraying Systems Co., Korea D003 047

SSP Inc. C022 051

STI Co., Ltd.  B060 054

SurplusGLOBAL D070 045

TEAMs Corporation D123 072

ULVACKOREA Co., Ltd. A010 075

ULVAC CRYOGENICS KOREA Inc. A020 077

ULVAC MATERIALS KOREA Inc. A021 076

UNILAM Co., Ltd. C023 062

VACSCO A004 041

VISIONSEMICON Co., Ltd. C032 043

WONIK HOLDINGS A140 061

WONIK IPS Co., Ltd. A140 060

YIKC D060 059

ZEUS Co., Ltd. B020 065

Sub-system & Components

ALPHAPLUS Co., Ltd. A118 092

ATS Co., Ltd. A126 093

COBONTECH Co., Ltd. A006 100

DAEIL SYSTEM Co., Ltd. C012 085

DRASTAR Co., Ltd. D020 086

FineDNC Co., Ltd. (FineOhms) D004 103



22 23

2016
 반

도
체

대
전

2016
 반

도
체

대
전

Exhibitor Booth No. Page

HIWIN Corp. C100 105

IOVIS Co., Ltd. B080 096

JAEWON Co., Ltd. C025 097

JOOWON INDUSTRIAL Co., Ltd. A032 098

KOREA KEYENCE Co., Ltd. C001 102

KSM Co., Ltd. A123 099

LEO Co., Ltd. A003 087

MaruiKorea Inc. A125 106

M-VISION Co., Ltd. A001 094

NAMIL OPTICAL INSTRUMENTS C007 083

Nano Tem Korea D010 082

Newport Corporation D100 084

PS Tech A022 104

Qlight Co., Ltd. D001 101

Sanil Electric Co., Ltd. C003 088

SEAKI PRECISION Co., Ltd. C016 089

Sealink Corp. D102 090

SEAL STAR Co., Ltd. C111 091

UNILOK Corporation A120 095

Materials

ASFLOW A113 111

Dongjin Semichem Co., Ltd.  B050 109

FACO International Co., Ltd. C030 112

FUJI IMAGETECH C015 114

Korea Non-Ferrous Metals Co., Ltd. D113 113

MAX TECH Co., Ltd. C013 110

TAIYO INK PRODUCTS Co., Ltd. D111 108

Design

3Alogics Inc. D030 137

Acktiv Technology Inc. C133 143

Advanced Digital Chips Inc. D030 147

Exhibitor Booth No. Page

RAONTECH Inc. D030 126

Recos Inc. C120 127

Semisense Co., Ltd. D030 132

Silicon Bridge Inc. C120 135

Silicon Mitus Inc. D072 134

Slicon Works Co., Ltd. B001 136

SNA Co., Ltd. D030 145

Standing Egg Inc. D030 133

STMicroelectronics C040 146

Telechips Inc. D030 160

TEMPUS Inc. C120 161

The-AIO D030 125

TLi Inc. D030 162

Unmanned Solution Co., Ltd. D030 144

villivmicron Inc. D030 131

WIZnet Co., Ltd. D030 153

ZINITIX Co., Ltd. D030 156

Research Center
CHUNGBUK TECHNOPARK Smart 
System Center C130 170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ETRI) D042 172

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D030 169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C110 168

Korea Sensor Lab C010 171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A033 173

Motion Control

ACETECHNICS M022 190

DAINCUBE N005 178

DATVISION Co., Ltd. M071 179

DONGWHA AUTOMATION Co., Ltd. M067 180

DST ROBOT Co., Ltd. M049 181

ERAETECH Co., Ltd. M037 192

Exhibitor Booth No. Page

Asia Paci�c Satellite Communications Inc. D030 148

BTREE Co., Ltd. C120 130

CESIGN Inc. D030 139

CHIPSBRAIN Global Co., Ltd. D030 157

CNU Global Co., Ltd. D030 138

DAEYANG Co., Ltd. D030 124

DAS KOREA Co., Ltd. B024 122

Dynalith Inc. D030 123

EGURU Co., Ltd. C120 154

eWBM Co., Ltd. C137 155

Faraday technology Corporation C134 116

Future Communication IC Inc. D030 149

Glovane Co., Ltd. D030 117

HANCOM GMD Inc. D030 164

Haptrics C120 165

HiDeep Inc. D030 163

HYOSUNG Technology Co., Ltd. C120 166

ICHIPS Co., Ltd. D030 142

IM Co., Ltd. D030 141

Iron Device Corporation D030 140

LeadingUI Co., Ltd. D030 128

MAPS Inc. C120 129

MCS Logic Inc. D030 151

MDStechnology C021 150

MtekVision Co., Ltd. D030 152

Neowine Co., Ltd. C132 118

Nexell Co., Ltd. D030 119

Nexia Device Co., Ltd. D030 121

Nextchip Co., Ltd. D030 120

Qbic Laser System Inc. C009 158

QRT Inc. A040 159

Exhibitor Booth No. Page

ES Tech Co., Ltd. N004 194

FAINSTEC Co., Ltd. M065 207

FASTECH Co., Ltd. M073 199

GnB M039 195

Hanshin Chain Co., Ltd. N009 205

HYUNJUNFA Co., Ltd. M001 206

igus Korea Co., Ltd. B010 204

ImageFocus M007 193

K&I M079 196

KANGYUSYSTEM Co., Ltd. N001 176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Dept. 
of Mechatronics Engineering N007 203

KUKJAE INDUSTRIAL MACHINERY Corp. M077 177

M.E.T Co., Ltd. M082 191

Micronscan Korea N003 182

PI Korea M025 202

PLUSTEK Co., Ltd. M063 201

PRESTOSOLUTION Co., Ltd. M064 200

SANG EUN MEDIA M075 184

SANYODENKI KOREA Co., Ltd. M003 183

SBB TECH M061 187

SEBONG CORPORATION M040 185

Soft Motions & Robotics Co., Ltd. M015 186

SPG Co., Ltd. M026 189

SPO Inc. M013 188

Technohandskorea Co., Ltd. N008 198

Turck korea Co., Ltd. M023 197

Media

CHOMDAN Inc. C136 213

Electronic Resources Inc. A132 212

SEMICONDUCTOR NETWORK C114 211

The SEMICON Magazine D081 210



소자업체
Device 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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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 박성욱 / Sung Wook Park 
• ADDRESS : 우) 17336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2091, Gyeongchung-daero, Bubal-eub, Icheo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630-4114    Fax. +82-31-630-4103
 URL. www.skhynix.com

모바일메모리, 컴퓨팅메모리, 그래픽메모리, 낸드플래시, 
SSD, CIS 등
SK하이닉스는 PC와 서버, 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각종 IT기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D램 및 
낸드플래시, CIS 등을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업계 
최고의 기술경쟁력과 제품경쟁력으로 2016년 상반기 기
준 세계 반도체 시장 5위, 메모리 반도체 시장 2위의 위상
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과 
신흥시장을 선도하며 세계 IT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도
하고 있습니다. 

Mobile Memory, Computing Memory, Graphics Memory, NAND Flash, SSD, CIS any material.
SK hynix is specialized in producing semiconductor, specifically such as DRAM, NAND Flash and CIS loaded on PCs, 
servers, smartphones, tablets, digital TVs and so on. On the first half of 2016 base, SK hynix is 2nd largest memory 
chip maker and ranked 5th in the global semiconductor market with its outstanding technology competence and 
advanced products. It is also at the forefront of the future world IT industry as it records excellent results in emerging 
markets and China, which is the biggest semiconductor market.

제조품목 Produc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 hynix

디지털 네트워크의 모바일화, 디지털기기의 스마트화, 디지털 컨텐츠의 고도화로 인해 전 세계 반도체 수요는 급증하고 있
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이해 SK하이닉스는 다양한 소비자에게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고, 앞선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글로벌 ICT산업의 리더로서 사업역량을 극대화하고 기술경쟁력 및 사업포
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등 ‘세계 최고의 메모리 기반 반도체 Solution Company’ 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The global demands for semiconductor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according to the mobility of digital network, 
smart digital devices and the enhancement of digital contents. SK hynix is to provide the best products and to 
develop the most advanced solutions which lead this digital world. SK Hynix is aiming for the ‘world’s best memory 
semiconductor solution company’ as a leader in the global ICT industry by maximizing its business competence and 
diversifying the business portfolio.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C060
Booth No.

A050

128GB 3DS LRDIMM

• CEO : 권오현 / Oh Hyun Kwon
• ADDRESS : 우) 166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129, Samsung-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2-2255-0114    Fax. +82-2-2255-0117
 URL. www.samsung.com

전자, 전기, 통신기계기구, 반도체 등

Memory, System LSI, LED, TV, PC, Monitor, Mobile phone etc.

제조품목 Product

SAMSUNG ELECTRONICS Co., Ltd.

삼성전자는 제품 특성에 따라 IM, CE, DS 3개 부문이 독립적인 경영을 통해 각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M 부
문은 스마트폰,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통신기기를, CE 부문은 TV와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프린터, 의료기기 등 각
종 전자제품을 생산·판매 하고 있습니다. DS 부문은 DRAM, NAND, 모바일 AP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The three divisions—IM, CE, and DS—are independently operated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products. The IM division includes telecommunication products such as smartphones, 
computers, and network systems; the CE division includes TVs, monitors, refrigerators, washing machines, and 
medical devices; and the DS division manufactures and sells memory products such as DRAM, NAND, and mobile AP.

회사소개 Company Info

SSD

DDR4_Module_CPM1725a_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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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Booth No.

C140

• CEO : 이승수 / Seung Su Lee
• ADDRESS : 우) 0618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글라스타워 13층
 13F, Glass Tower, 534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3460-0900    Fax. +82-2-3460-0903
 E-mail. Eunjin.park@infineon.com     URL. www.infineon.com

제조품목 Product

Infineon Technologies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는 생활의 편리함과 안전, 그리고 친환경을 추구하는 세계 반도체 솔루션 시장의 선두주자이다. 인
피니언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핵심 기술이다. 2015년 회계년도(9월 30일 마감)기준 인피니언은 
전 세계 약 35,400명의 직원들과 함께 58억 유로 매출을 달성하였다. 인피니언은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거래 심볼: IFX)
와 미국 장외시장 OTCQX International Premier(거래 심볼: IFNNY)에 등록되어 있다. 

Infineon Technologies AG is a world leader in semiconductor solutions that make life easier, safer and greener. 
Microelectronics from Infineon is the key to a better future. In the 2015 fiscal year (ending September 30), the 
company reported sales of about €5.8 billion with some 35,400 employees worldwide. Infineon is listed on the 
Frankfurt Stock Exchange (ticker symbol: IFX) and in the USA on the over-the-counter market OTCQX International 
Premier (ticker symbol: IFNNY).

회사소개 Company Info

   Automotive : 32-bit automotive microcontrollers for powertrain, safety and driver assistance systems, Discrete 
power semiconductors, IGBT modules, Magnetic and pressure sensors, Power ICs, Radar, Transceiver (CAN, LIN, Flex 
RayTM), Voltage regulators

   Industrial Power Control : Discrete IGBTs, Driver ICs, IGBT modules (high-power, medium-power, low-power)

   Power Management & Multimarket : Control ICs, ASICs, Discrete low-voltage and high-voltage power transistors, 
GPS low-noise amplifier, Industrial microcontrollers, Low-voltage and high-voltage driver ICs, MEMS and ASICs for 
silicon microphones, RF antenna switches, RF power transistors, TVS diode

   Chip Card & Security : Contact-based security controllers, Contactless security controllers, Dual-interface security 
controllers (contact-based and contactless)

Booth No.

A137

• CEO : Satoshi Sawamura
• ADDRESS : 우) 0850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59-13
 159-13, Gasan digital 1-ro, Geumcheon-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8182-700    Fax. +82-2-3281-1466
 URL. www.rohm.co.kr

IC,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SiC 파워 디바이스, LED, LED 디스플레이, 레
이저 다이오드, 광 센서, IrDA 적외선 통신 모듈, 리모컨 수광 모듈, 저항
기, 탄탈 콘덴서, 파워 모듈, 무선 LAN 모듈, 콘택트 이미지 센서, 서멀 프
린트 헤드

ICs, Transistors, Diodes, SiC Power Devices, LEDs, LED Displays, Laser 
Diodes, Optical Sensors, IrDA Infrared Communication Modules, 
Remote Control Receiver Modules, Resistors, Tantalum Capacitors, 
Power Module, Wireless LAN Modules, Contact Image Sensor Heads, 
Thermal Printheads

제조품목 Product

로옴 주식회사
ROHM Co., Ltd.

로옴 주식회사는 1958년에 설립된 종합 반도체 메이커입니다.
회사명 「ROHM」은 창업 당시의 생산 품목인 저항기 (Resistor)의 이니셜 「R」과 저항치 표시 단위인 「Ω (ohm)」의 조합입니
다. 이니셜 「R」은 신뢰성 (Reliability)의 의미도 내포하여, 품질 제일이라는 로옴의 기업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71년에 일본 기업 최초로 실리콘밸리에 진출, 반도체 및 LSI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전자부품 · 반도체 · 복합부품
인 모듈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솔루션」, 「파워 솔루션」, 「센서 솔루션」, 「모바일 솔루션」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사회 공헌을 목
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ROHM Co.,Ltd. is the integrated semiconductor manufacturer, including electronic components and semiconductors, 
established in 1958.
"R" represents the first letter of our original main product, Resistors. 
This was put together with the unit for resistance “ohm". The "R" now also stands for "Reliability". "Quality First" is our 
corporate policy. In 1971, ROHM moved into Silicon Valley as the first Japanese Company, and started developing 
semiconductors and LSIs.
Now, ROHM expands its business field to electronic components, semiconductors, component modules.
"Analog Solutions", "Power Solutions", "Sensor Solutions", and "Portable Solutions" are hung up. Furthermore, it aims 
at continuing contributing to society by continuous growth.

회사소개 Company Info

무선 충전 송수신 제어 IC 
(BD57011GW)

제3세대 SiC-SBD SCS3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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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틴

Booth No.

D021

• CEO : 박태훈 / Tae Hoon Park
• ADDRESS : 우) 134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이노밸리 C동 1층
 1st Fl., Innovalley Bldg.C, 253 Pangyo-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629-2309    Fax. +82-31-629-2399
 E-mail. nextin@nextinsol.com    URL. www.nextinsol.com

넥스틴의 독창적인 2-Dimensional Imaging Technology를 기반으로 한 
AEGIS Wafer Inspection System은 Dark-field Inspection 과 Bright-field 
Inspection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Combo-System으로 1x nanometer 
node와 그 이후 공정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넥스틴의 Patented Technology
인 Dual-Mirror Focal Plane Assembly는 355nm High-power Pulsed Laser
에서 발진하는 빛을 여러 개의 High-performance CMOS Sensor로 분할하
여 동시에 넓은 영역의 검사가 가능하며, 양산에 필요한 최고의 속도로 검사
가 가능하다.
이러한 Feature로 AEGIS Wafer Inspection System은 FEOL(Front-end of 
Line)과 BEOL(Back-end of Line)공정 중 패턴을 형성하는 Photo 및 Etch 공
정과 CVD 및 CMP 등 Film Related 공정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AEGIS Wafer Inspection System, based on NEXTIN’s innovative 2-Dimensional Imaging Technology, is a combo system 
with dark-field and bright-field inspection capabilities, optimized for 1x nanometer nodes and beyond. Dual-Mirror 
Focal Plane Assembly, NEXTIN’s patented technology, parcels out lights illuminated from 355nm high-power pulsed-
laser into multiple high-performance CMOS sensors, enabling inspection of wide areas simultaneously at maximum 
speed.
With these feature, AEGIS Wafer Inspection System can be used for all patterning photo and etch processes in FEOL 
(Front-End Of Line) and film-related processes like CVD and CMP processes in BEOL (Back-End Of Line).

제조품목 Product

Nextin Inc.

(주)넥스틴은 우리나라 기술의 불모지인 반도체 산업의 Defect Inspection과 Metrology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업체
입니다. 본사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리서치 센터는 이스라엘의 최고 기술 요충지인 Golden 
Triangle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메모리 반도체 회사와 유럽 최고의 Logic 반도체 연구소에 장비를 
공급하여 기술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주)넥스틴은 Defect Inspection과 Metrology 전문회사로 고객을 위하여 최고의 솔
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NEXTIN Inc. leads technologies of defect inspection and metrology for semiconductor. Our HQ is located at Pangyo 
Techno Valley in Korea and our Software Research Center is located at Golden Triangle of High-Technology in Israel. 
Our innovative technology is qualified by leading-edge memory and logic device manufacturers. We will keep 
providing the best solutions of defect inspection and metrology to our customers.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C020

• CEO : 김국겸 / Guk Geom Kim
• ADDRESS : 우) 34025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99 506 (미건테크노월드 1차 506호)
 #506 Migun Techno World 1-cha,  199. 2, Yuseong-gu, Daejeon, Korea
• CONTACT : Tel. +82-42-334-5757    Fax. +82-42-334-5760
 E-mail. kk-kim@daedukimage.co.kr    URL. www.daedukimage.co.kr

외관검사시스템, 현미경, 전자현미경

High Resolution Visual Inspection System , 
Microscope , Table top SEM

제조품목 Product

㈜대덕이미지
DAEDUKIMAGE

1999년에 설립된 ㈜대덕이미지는 외관검사시스템 , 현미경시스템, 주사전자현미경(Table top SEM), 산업용 X-RAY검사기,  
EDS 등 이미지 및 분석 장비를 수입 및 판매 공급 하는 이미지 & 분석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당사는 끊임없는 Service 기술력 향상과 고객만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당사는 많은 고객으로부터 기술
력, 성실성, 정직성에 대하여 신뢰 높은 업체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당사가 공급하고 있는 외관검사시스템 , Leica(현미경시스템), SEC(Table Top-SEM, X-RAY), EDAX(성분분석기), 외관검사시
스템, 시료 전 처리장비, Rikaku(열 분석기)등 최고급의 Brand name을 자랑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저희 ㈜대덕이미지 임직
원 일동은 우리의 소중한 고객들에게 세계 최고의 제품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고급 Engineering  Service Sales System
을  구축함으로써 한발 더 가까이서 우리의 소중한 고객 들을 모시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덕이미지 임직원 일동은 고객이 모든 것을 평가하며,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믿고,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소중한 
고객평가를 바탕으로 ㈜대덕이미지의 Brand 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Daedukimage  is specialized image and analysis equipment.
Founded in 1999, Daeduckimage is Visual Inspection System Microscopes, Table top SEM , industrial x-ray, BET, EDS, 
and importand sale of supplies and professional supplier of analytical instruments.
Improve our technology and customer service are endless constantly been trying to satisfy. As a result, many of our 
customers from the technology, integrity, honesty about the company is recognized as a high confidence.
We are supplying a Leica (microscope system), SEC (Table top SEM, X-RAY), EDAX (component analyzer), the sample 
pre-treatment equipment, high-end products in the world, and as Brand name.
All employees of our images Daeduck our valuable customers the best products and the world, will supply Advanced 
Engineering Service Sales System.
We are evaluating the customer is everything, I know that place become.
Based on our evaluation of the customer's brand, we will try to constantly.

회사소개 Company Info
DD Vision 650 FPCB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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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002

㈜두영티앤에스

• CEO : 조정기 / Chung Ki Cho
• ADDRESS : 우) 2764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신내로 543-8
 543-8 Sinnae-ro, Kumwang-eup, Eumsoeng-kun, Chungcheongbuk-do, Korea
• CONTACT : Tel. +82-43-881-3457    Fax. +82-43-881-3459
 E-mail. ck4002@naver.com    URL. www.foright.co.kr

제조품목 Product

DooYoungT&S Co., Ltd.

저희 (주)두영티앤에스는 2000년 4월 1일 창립이래 다양한 국책사업에 참가하며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을 생산하여 왔습
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로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두영티앤에
스는 고효율, 고출력, 고방열 LED 조명기술을 개발하였고, 저희 LED 조명기술은 국내 최초 고효율 반사갓을 이용한 초절전 
산업용 조명 시스템으로 혁신적인 전기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Since its establishment on April 1, 2000, DooYoung T&S has participated in various government-led projects and has 
manufactured diverse environmentally-friendly products. Recently, there have been a lot of policies and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round the globe.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have developed high-efficiency, 
high-power and highly thermal-dissipation LED lighting technology. In particular, we developed an ultra-power-
saving industrial lighting system using the nation’s first high-efficiency reflector. As a result, we have evolved into a 
low-carbon green-growth company which can save electrical energyin an innovative manner. 

회사소개 Company Info

(주)두영티앤에스 LED 조명등기구는 16각 형태의 히트파이프와 특수 설계된 아노다이징 고조도 반사갓을 사용해 수직/수
평광 분산 배광을 통해 최적의 균제도를 제공하고, 눈부심을 억제하여 보다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고 넓은 조사 면적
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특수 설계된 히트 싱크는 알루미늄과 구리가 이중구조로 방열판에 연결되어 효율적으로 열을 배출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DooYoung T&S’ LED luminaires provide anoptimum uniformity ratio through vertical/horizontal luminous intensity 
distribution using a 16-sided heat pipe and a specially designed anodizing high-illuminance reflector. In addition, 
it creates a more efficient working environment by inhibiting glares and guarantees a large illumination area. 
Furthermore, a heat sink is specially designed to generate heat efficiently because aluminum and copper are 
connected to the heat sink in dual structure. 

Booth No.

B012

• CEO : 김원경 / Won Gyeong Kim
• ADDRESS : 우) 1664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88-10
  88-10, Saneop-ro 156beon-gil, Gwonseon-gu, Suwo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201-0042    Fax. +82-31-227-1500
 E-mail. lallajeong@raonrobot.com    URL. www.raonrobot.com

1. Semicon - Atmosperic Robot
- Class 1 clean room environment comply.
- Meets various user requirements with fast delivery.
- Fleid proven motion control technology enables highest uptime.
  (single, dual and dump end-effector/telescopic vertical motion mechanism available)
- High stiffness with minimum weight using optimum structure design.
- Expandable up to 5 axes.

 2. Semicon - Vacuum Robot (Dual Arm Vacuum Robot, Quad Arm Type)
- High throughput & reliability : 4-Link Arm Type
- AWC function available
- Reliable Parallel Link Arm � Patent
- No Belt Mechanism : Excellent reliable & Particle free
- High Speed Arm [Reach Time < 1 Sec
- Field proven robot arm structure
- High Vac : Magnetic Seal

3. Semicon - EFEM / Vacuum Cluster System
- Designed for 200mm and 300mm wafer transfer service
- Designed for customizable configuration
- Close loop control of enclosure pressure
- Field maintenance service available
- Semi standard compliance
- Easy leveling and docking for fast preparation

제조품목 Product

라온테크
RAONTECH Inc.

라온은 로봇기술과 엔지니어링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FPD, Solar Cell 분야의 로봇 응용으로 Automation System을 개
발 공급하는 선도 기업입니다. 2000년 회사 설립 이래 로봇과 시스템 응용 기술을 기반으로 수 많은 로봇과 Automation 
System을 성공적으로 공급하여 왔습니다.

RAONTECH is a leading enterprise of robot and automation system in semiconductor, flat panel display and solar 
cell manufacturing industries based on robot technology and system engineering expertise. Since founded in 2000, 
NAONTECH has supplied various substrate transfer robots and automation tools to the semiconductor, FPD process 
equipment companies, and emerging solar energy companies in Korean market.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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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017

레이저스펙트라

• CEO : 김점술 / Jeom Sul Kim
• ADDRESS : 우) 0850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406호
 219, Gasan digital 1-ro, Geumcheon-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2627-3123    Fax. +82-2-2627-3120
 E-mail. nextin@nextinsol.com    URL. www.nextinsol.com

- 다이오드 레이저
- 파이버 레이저
- 가스 레이저
- 고체 레이저
- 가변 레이저
- 초고속 레이저 솔루션
- 특수광원 (EUV, ASE)
- 광부품 & 악세사리
- 레이저 가공기
- 레이저 빔 전송
- 고객맞춤 솔루션

- Diode laser
- Fiber laser
- Gas laser
- Solid-State laser
- Tunable laser
- Ultrafast solutions
- Special light solution (EUV, ASE)
- Optical parts & accessories
- Laser Processing system
- Laser beam delivery
- Specialty & Customized

제조품목 Product

Laser Spectronix

레이저스펙트라는 레이저광원시스템과 레이저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입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제품, 상품, 서
비스는 다양하고 전문적이며 또한 혁신적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레이저R&D센터와 레이저애플리케이션랩-LAL(Laser 
Application Lab)을 설립, 운영하면서 최적 기술개발과 더불어 창의적인 솔루션을 적극 창출하고 있습니다.

Laser Spectronix is specialized in providing laser light sources and laser-based system solutions. Our company 
established laser R&D research laboratory centers and laser application lab (LAL), and operate these centers to 
provide the best technology development and actively generate creative solutions.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C002

• CEO : 이철훈 / Chul Hoon Lee
• ADDRESS : 우) 46741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2로 134번길 23
 23, Hwajeonsandan 2-ro 134, Gangseo-gu, Busan, Korea
• CONTACT : Tel. +82-51-512-8811    Fax. +82-51-512-7737
 E-mail. maeilcom@chol.com    URL. www.maeilind.co.kr

1. 리켄 케이키(일본) - 휴대용 가스 측정기
2. 매일산업(국산) - 산 / 알카리 누출 감지 센서 페인트 / 테이프
3. 매일산업(국산) - 방폭 LED 랜턴 / 후레쉬 / 헤드 랜턴
4. 매일산업(국산) - 배기 유속 게이지
5. Coppus(미국) - 휴대용 배풍기

1. RIKEN KEIKI CO.,LTD - Portable gas detector
2.   Maeil Industrial Corp - Acid/Base leak detect sensor tape / 

paint
3.   Maeil Industrial Corp - Explosive-proof LED Lantern/

Flashlight/Head-lantern
4. Maeil Industrial Corp - Exhaust velocity gauge
5. Coppus - Portable ventilator

제조품목 Product

리켄 케이키 코리아㈜ / 매일산업
Riken Keiki Korea Co., Ltd. / Maeil Industrial Corp.

매일산업은 1980년 설립 이래로 오늘날까지 안전과 관련된 개인용 보호구로부터 높은 기술력의 장치/설비 산업용 가스 측
정기류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산재되어 있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계적 가스 측정기 회사인 RIKEN(사)의 휴대용 가스측정기와 미국의 휴대용 배풍기 회사인 Coppus(사)의 제품을 
국내 판매 및 A/S를 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여 국내 제작을 하고 있는 산/알카리 누출 감지 센서 페인트/테이프, 
방폭 LED 랜턴/후레쉬/헤드랜턴, 배기 유속 게이지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The Maeil Industrial Corp was established in 1980 and has done our best to keep the worker's safety against industrial 
disaster in the all workplace where from personal safety equipment, related to safety, to high technology, industrial 
gas detector.
We are supplying portable gas detector, made by global gas detector manufacturer, Riken Keiki Co.,Ltd. And also we 
are selling Coppus's portable ventilator.
Moreover in order to respond to the needs of customer, we have developed&supplied Acid/Base leak detect sensor 
tape / paint, explosive LED lantern, flash-light, head-lantern and exhaust velocity gauge in all Korea industry.

회사소개 Company Info

gx-6000 SC-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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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011

• CEO : 김덕근 / Deuk Geun Kim
• ADDRESS : 우) 1450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5 부천테크노파크 303동 807호
 #365, Bucheon Techno Park 303-807, Samjeong-dong, Ojeong-Gu, Busheo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2-327-1713    Fax. +82-32-327-1714
 E-mail. steel@marorobot.com    URL. www.marorobot.com

표면저항 측정 장비 (MRF-1505)
(주)마로로봇 테크의 4 Four Point Probe를 활용
한 표면저항측정기는 wafer 및 LCD의 단독 측정
은 물론 4 Inch~12 Inch의 Wafer 및 LCD의 면저
항을 PC와 전용 S/W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측정
이 가능하며, 2D/3D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Surface resistance measurement equipment 
(MRF-1505)
The MRF-1505 is a fully automatic system to 
measure Sheet Resistance and Resistivity of 
Silicon Wafer. This system can be operated by 
itself, furthermore, perfect remote control is 
available using a PC and exclusive software, 
and it gives various data analyses

제조품목 Product

㈜마로로봇 테크
MAROROBOT Co., Ltd.

㈜ 마로로봇 테크는 다가오는 최첨단 로봇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한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로봇 전문기업으로서 필수적
인 산업용 로봇 및 기자재를 세계 최고 성능의 제품으로 제조/개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EMC SCANNER  및 산업용 로봇을 모체로 하여 로봇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제어기술, 각 구동부 및 프로그래밍 등 어렵고 복
잡한 로봇 제작에서 탈피하여  누구나 로봇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마로로봇 테크는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About MAROROBOT TECH Co., Ltd.
Marorobot tech Co., Ltd. was Founded in 2008 and a global leader in the robotics industry, and own core technology 
including hardware, software, structure, mechanical design.
Marorobot tech concentrates on developing technology that is both accessible and of high quality.
Main items of company is Smart Logistics Robot/EMC SCANNER/Four Point Probe equipment. Especially, we have a 
core algorithms of Logistics Robot location recognition. 
Always welcome cooperation with your company.

회사소개 Company Info

FPP

마스크얼라이너

스핀코터

마이다스시스템㈜

Booth No.

C004

• CEO : 이철훈, 이곤철 / Cheol Hun Lee, Gon Cheol Lee
• ADDRESS : 우) 34029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20-1
 120-1, Techno 2-ro, Yuseong-gu, Daejeon, Korea
• CONTACT : Tel. +82-42-936-7620    Fax. +82-42-936-7623
 E-mail. lca@aligner.co.kr    URL. www.aligner.co.kr

마스크 얼라이너는 photo Lithography 공정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서 Wafer 및 기타 
Substrate 위의 다양한 물질에 Pattern을 형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ask Aligner and Exposure system 
Mask Aligner and Exposure system is aiming at forming pattern on various materials in 
substrate for lithography process. 
* Specification 
1. Type : Manual, Semi auto, Full auto
2. Light Source : UV (Mercury Short arc lamp)
3. Resolution : 1um < Thin PR(Thickness1um) @ Full size Si Wafer

스핀코터는 코팅하려는 시료 위의 레시피를 설정하고 용액을 떨어뜨려 원심력으로 균일
하게 코팅한다. 
Spin Coater
Spin Coater spread photo resist on substrate evenly by centrifugal force to be 
generated by spinning substrate with predetermined recipe after dropping solution 
on surface of substrate to be coated.
* Specification 
1. Type : Manual, Auto
2. Spin Speed : Max. 10,000 rpm
3. Acceleration : Variable Time (0.1 sec step)
4. Programble Coating System : 50 steps,50 recipes (Save & Load)

제조품목 Product

Midas System Co., Ltd.

마이다스시스템은 반도체, MEMS, 바이오 소자, 나노기술 관련 연구소 또는 기업체에서 필요한 마스크 정렬 노광장치 
(Mask Aligner)와 스핀코터(Spin Coater) 장비를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Wafer용 Mask Aligner의 경우 국내 최초로 개발 
상품화 하였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개발 보완하여 기술중심 기업으로서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
야에 응용이 가능하여 현재 반도체 연구 및 생산, MEMS공정연구 및 MEMS응용 상품생산, 바이오칩연구 및 나노기술의 연
구분야에 적용되어 폭 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MIDAS SYSTEM develops and produces Mask Aligner and Spin Coater equipment requird by laboratories and 
companies related semi-conductor, MEMS, Bio element and Nano Technologies. As for the mask aligner for wafer, we 
led the first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in Korea, and continued to make up for the technologi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basis as a technology centered company. Also the mask aligner for wafer is applicable for various 
fields and at present utilized in board fields such as the research and production of semi conductor, the research on 
the MEMS process and the production from MEMS applications, researched on bio chips and Nano technologies.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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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배가

• CEO : 김성원 / Joseph Kim
• ADDRESS : 우) 1405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3 디지털엠파이어 B동 902호
 #902, Digital Empire-Bdong, 383, Simin-dae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424-9279    Fax. +82-31-258-9279
 E-mail. admin@bega.co.kr    URL. www.bega.co.kr

제조품목 Product

BEGA Inc.

광계측(LED, LCD, OLED, 터치패널, Flexible Display 양산 및 R&D) 분야의Total Solution 제공 업체로서 정밀 토출Dispenser 

및 플라즈마 장비와 전기전자 계측기 등 고객의 다양한 테스트 환경에 따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공 

Optical Measurements (LED, LCD, OLED, a touch panel, Flexible Display
Production and R&D) as a Total Solution Provider in the field
Customers such as precision Dispenser discharge plasma and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instruments
The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various test environments
Reflecting by providing a system optimized

회사소개 Company Info

광계측기 / 디스펜서 / 플라즈마 / 전자계측기

- Optical Instrument : BG-7000, SPECTROMETER, LIGHT SOURCES
- Dispenser : 1~2-COMPONENT TYPE, ROBOT SYSTEM, NEEDLE, TIP
- Plasma : AF Coating AP Plasma, BG-Plasma150~300, BG-cVD150
-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Ohmmeter, Resistance Calibrator,Decade Box, Calibration Benches, 
  Amplifiers, Ground resistance Test System

Booth No.

A030

주식회사 벡스코

• CEO : 류재경 / Jae Kyeong Ryu
• ADDRESS : 우) 28185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남이외천1길 102-15
 102-15, Namioecheon 1-gil, Nami-myeon, Seo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 CONTACT : Tel. +82-43-260-4310~2    Fax. +82-43-260-4313
 E-mail. vacsco@vacsco.com    URL. www.vacsco.com

제조품목 Product

VACSCO

우성진공의 새로운 이름인 벡스코(VACSCO)는 진공펌프 및 진공시스템 제조를 기반으로 30년의 역사를 가지는 진공 전문 
기업입니다. 
다양한 진공펌프 및 진공시스템에 대해 국내 및 해외의 연구 기관, 대학, 첨단 및 일반 산업에 대해 최고의 품질로 제품을 제
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활동 및 고객 편의를 위해 A/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벡스코는 고객의 만족을 위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VACSCO is specialized in manufacturing a vacuum pump and its system with 30 years of manufacturing history. 
Diverse vacuum pumps have been provided to both domestic and overseas national institutes, research centers, 
universities and industries with the best quality. 
We are the total solution provider that conducts its business from developing a new product to providing A/S and 
related spare parts. 
We will do our best with the best quality to build customer satisfaction.

회사소개 Company Info

다양한 진공펌프 모델 중 하나인 WSSR 시리즈는 1,500 ~ 15,000 l/min 배기속도를 가지는 중대형 진공펌프로, 국제규격에 
맞는 흡기구, 배기구의 플랜지를 가지며, 도달진공도 5*10-3 Torr 와 사용자의 편의에 맞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e provide Model WSSR series, 15,00 ~ 15,000 liter/min of medium and large size vacuum pumps and apply 5*10-3 
Torr of degree of vacuum, International standard intake and exhaust size, outlet of oil, outlet of cooling water and gas 
ballast in order to make users easily operate it.

Booth No.

A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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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122

• CEO : 마이클지넬
• ADDRESS : 우) 134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 KTNET 4F
 4F KTNET, 338, Pangyo-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719-0123    Fax. +82-31-716-0021
 E-mail. yang-hee.kim@bruker.com    URL. www.brukeroptics.kr

다목적 푸리에 적외선 분광기: 
반도체 소재분석을 위한 진공 분광분석기 및 이물분석
용 적외선 분광현미경, 폴리실리콘 잉곳의 불순물 분석
을 위한 전용 적외선 분석기, 가스 공정 분석을 위한 실
시간 가스 분석용 적외선 분광기, 대기환경 내 유해가
스 감지 및 분석을 위한 원거리 원격탐지 장비 등

FT-IR Spectrometer : 
Vacuum IR spectrometer and FT-IR microscope, 
CryoSAS (dedicated Cryogenic Si analysis system), 
Realtime gas analyzer, and Remote sensing

제조품목 Product

브루커코리아㈜
BRUKER KOREA Co., Ltd.

브루커는 독일에 본사를 둔 분석기기 전문 업체로서, NMR, FT-IR, XRD/XRF, 및 Mass Spectroscopy 등 다양한 분석기술을 
활용한 분광분석기를 생산, 판매,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High-End FT-IR 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60년 이상의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하여 반도체 
원재료인 Si 의 순도분석을 위한 전용장비, 가스 공정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가스 분석기, 및 대기내 유해가스 분석을 
위한 원거리 탐지 장비 등을 개발, 판매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Bruker  has been driven  to provide the best technological solution for each analytical, based on NMR, FT-IR, XRD/XRF, 
and Mass Spectroscopy. 
Being one of the world's leading analytical instrumentation companies, Bruker has state-of-the-art technologies in 
High End FT-IR spectroscopy for R&D. Bruker has developed innovative solutions such as FT-IR microscope, dedicated 
Cryogenic Si analysis System, Gas analyzer, and Remote Sensing based on FT-IR technologies.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C032

• CEO : 윤통섭 / Tong Seab Yoon
• ADDRESS : 우) 340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2로 265(탑립동)
 265 Techno 2-ro, Yuseoung-gu, Daejeon, Korea
• CONTACT : Tel. +82-42-931-2007    Fax. +82-42-931-2008
 E-mail. vs@visionsemicon.co.kr    URL. www.visionsemicon.co.kr

Plasma Cleaning System, Oven, Descum, Management System
Process Automation System.

제조품목 Product

VISIONSEMICON Co., Ltd.

비전세미콘㈜은 반도체 및 LED 산업에 필요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정화된 기술로 플라즈마 
크리닝 시스템, 오븐 큐어 시스템 및 디스컴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세계 각국의 고객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Industry 4.0을 위한 협업로봇과 LGV를 개발 하여 차별화된 기술로 공장자동화 및 물류자동화 시스템을 고객께 제
공하고 있습니다. 

Visionsemicon has developed innovative and advanced equipment for Semiconductor, LED and material industries 
with world class technology and professional service. We have focused on developing full automatic Plasma cleaning 
systems, PC curing ovens, descum and various material management system with high quality. Recently we also 
provide the Automation process with robot and developed LGV to prepare the industrial 4.0.

회사소개 Company Info

비전세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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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동교우징 (중국)

Booth No.

D110

• CEO : Ruqiang Liu
• ADDRESS : 우) 251200 No.88, East Road Of South Loop, Yucheng City, Shandong Province

• CONTACT : Tel. +86-515253412219    Fax.  +86-534-2129222
 E-mail. sa4001@yuwangcn.com     URL. www.guojingxincai.com

VGF Crucible, MBE Crucible,  LEC Crucible, PBN Boat, PBN Plate, PBN Coating, PBN-PG Heater

제조품목 Product

Shandong Guojing New Materials Co., Ltd. 

Shandong Guojing New material Co., Ltd. is an industrial entity researches, develops, produces these technologies 
including chemical vapor deposition, single crystal growth and C-C composite material preparation. The main 
products are crucibles and coating products of PBN material, graphite crucibles and coating products of PG material, 
coating products of SIC and C-C Compound material and so on. These products are widely used in such fields as 
optoelectronic, microelectronics, solar energy and powder sintering.
Shandong Guojing New material Co., Ltd. is cooperate with many key academies of  China, specializing in chemical 
vapor deposition(CVD) research and development. Pyrolytic boron nitride ,pyrolytic graphite,silicon carbide series 
coatings products and carbon carbon composite material has the domestic leading level. One with a diameter of 
12’’pyrolytic boron nitride crucible is the largest to fill the domestic blank.

회사소개 Company Info

LEC Crucible

PBN Plate

MBE Crucible

PBN-PG Heater

PBN Boat

VGF Crucible

Booth No.

D070

• CEO : 김정웅 / Bruce Kim
• ADDRESS : 우) 18145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8-26 (갈곶동)
 78-26, Gyeonggi-daero, Osa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615-6800    Fax. +82-31-615-6866
 E-mail. sales@surplusglobal.com    URL. www.SurplusGLOBAL.com

반도체 중고장비 매입/매각
반도체 전공정
반도체 후공정
디스플레이, LED

Buy & Sell Secondary Semiconductor Equipment
Semiconductor Front-end
Semiconductor Back-end
Display, LED

제조품목 Product

서플러스글로벌
SurplusGLOBAL

서플러스글로벌은 2000년 설립되어 매년 1,000대 이상의 장비, 현재까지 약 15,000대 이상의 중고장비를 매입, 매각하고 
있습니다. 서플러스글로벌은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디스플레이, LED, 솔라 등 전자산업 전반의 중고 장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산업 전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전 세계 50대 반도체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에서는 전세계 1등을 달리고 있고, 오늘도 전세계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원스톱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urplusGLOBAL is the #1 leader in the global secondary semiconductor equipment market. SurplusGLOBAL has 
provided over 15,000 individual tool sales to many of the top 50 global semiconductor companies. Our portfolio 
consists of Front-end, Back-end, LED, Display, Solar, etc. Today, we continue to do our best to provide a one stop 
platform to our customers worldwide.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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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00

• CEO : 김용식 / Yong Sik Kim
• ADDRESS : 우) 3104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5길 77
 77, 4sandan 5-gil, Jiksan-eup,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Korea
• CONTACT : Tel. +82-41-620-8043    Fax. +82-41-620-8008
 E-mail. joonduk.moon@semes.com    URL. www.semes.com

■ 반도체 장비

     LOTUS, BLUEICE, IRIS, OMEGA, MICHELAN, Saw&Sorter, Die Bonder, Probe Station 등

■ 디스플레이 장비

     Coater Full Line, Air Floating Coater, Etcher/Stripper, Cleaner, Inkjet Printing System 등

■ Semiconductor Equipment
     LOTUS, BLUEICE, IRIS, OMEGA, MICHELAN OX, Saw&Sorter, Die Bonder and Probe Station

■ Display Equipment
     Coater Full Line, Air Floating Coater, Etcher/Stripper, Cleaner and Inkjet Printing System

제조품목 Product

세메스㈜
SEMES Co., Ltd.

세메스는 매출 1조원 이상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전(前)공정 및 후(後)공정 핵심장비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장비업체입니다.
세메스의 첨단 기술력과 독자개발장비는 이미 고객으로부터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런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영역을 해외 시장으로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감한 투자와 끊임없는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해 세메스는 세계 장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SEMES is the largest domestic semiconductor/display manufacturer, producing the core equipment for 
semiconductor/display pre- and post-processes, with an annual turnover of one trillion KRW.
Our customers already recognize the quality of SEMES's state-of-the-art technical power and independently 
developed equipment. Based on this product competitiveness, we at SEMES are steadily expanding our business into 
overseas markets. 
We will lead the global equipment markets via bold investments, continued R&D and technical innovation.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D003

• CEO : 제임스이브람센, 이진권 / James E. Bramsen, Jin Khin Lee
• ADDRESS : 우) 21635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377번길 145
 145, Hambangmoe-ro 377beon-gil, Namdong-gu, Incheon, Korea
• CONTACT : Tel. +82-32-821-5633    Fax. +82-32-811-6629
 E-mail. info@spray.co.kr    URL. www.spray.co.kr

●   스프레이 노즐 : 스프레이 세척, 스프레이 냉각, 스프
레이 건조, 스프레이 코팅, 가습 등을 위한 100,000여 
종의 스프레이 노즐과 액세서리

●   스프레이 컨트롤 : 컨트롤러, 소프트웨어와 턴키 자
동 시스템

●   스프레이 분석 : 각종 최신 설비가 구비된 스프레이 
연구소에서의 스프레이 특성화, 성능 테스트, 기술 검증 테스트와 디자인 견본 제작

● 스프레이 제작 : 맞춤 제작 스프레이 렌스, 매니폴드, 샤워 헤더와 어댑터

●  Spray Nozzle : Offering more than 100,000 different spray nozzles and accessories. Our nozzles are readily available 
in thousands of sizes, hundreds of configurations and dozens of materials.
●  Spray Control : Engineered systems can reduce overspray, consumption, production/maintenance downtime and 

improve product quality by accurately monitoring and controlling your spray application (AutoJet Brand).
●  Spray Analysis : The industry's most sophisticated spray research laboratories, conducts spray performance tests, 

proof-of-concept tests, quality control tests and designs prototypes.
●  Spray Fabrication : Designs and builds custom spray lances, spray manifolds and spray headers - which are often 

the best solution when nozzle spacing affects product quality.

제조품목 Product

스프레이시스템코리아
Spraying Systems Co., Korea

1994년에 창립한 저희 회사는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현재 세계 100여 개 국가에 200여 법인/지사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79년 역사의 세계 최대 스프레이 노즐 전문기업인 미국의 Spraying Systems Co.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현지 생산 
법인 입니다. 현재 Spraying Systems Co.,는 산업용 분사 노즐 분야 세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으로 성공적인 어플리케이션
의 필수적인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국의 시카고, 뉴햄프셔 공장, 일본, 독일,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중국, 인도, 브
라질,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8 만 7 천여 종의 노즐 및 부속품과 다양한 제어 시스템, 이를 응용한 10 만 여 종 이상의 어플
리케이션으로 거의 모든 산업 분야를 부족함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프레이시스템은 동종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완벽
한 테스트 설비를 갖추어 압력에 따른 유량, 각도, 커버리지, 패턴, 충격력, 입자경 등을 측정할 수 있고, 본사 연구소 및 각국 
공장 등에 도입된 최신 설비를 이용하여 CFD, 3D CFD 등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praying Systems Co. was founded 79 years ago in the Chicago area. We're still in the area – our headquarters is 
in Wheaton, IL. Our Wheaton facility is just one of ten manufacturing locations around the world and we have 
sales offices in more than 100 countries to provide local sales and technical support. We provide engineering and 
application assistance to help customers optimize their spray applications. Our sales engineers are dedicated 
specialists in spray technology. We use state-of-the-art tools such as Computational Fluid Dynamic (CFD) to simulate 
and predict spray performance such as the flow rate, spray angle, coverage, spray pattern, impact and drop size based 
on your actual process conditions.

회사소개 Company Info

MS1550+controller_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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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070

• CEO : 안윤수 / Yun Su Ahn
• ADDRESS : 우) 1354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95번길 8
 8, Daewangpangyo-ro 395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788-9000    Fax. +82-31-788-9420
 E-mail. clean@shinsung.co.kr    URL. www.shinsung-eng.co.kr

FFU, EFU, 휘발성 물질 제거기(V-Master), OAC, WSS, 에어샤워 등

FFU, EFU, VOCs Elimination System(V-Master), OAC, WSS, Air Shower etc.

제조품목 Product

㈜신성이엔지
Shinsung ENG Co., Ltd.

공기에 숨어있는 미세먼지와 냄새를 잡아주고 온도와 습도를 제어해주며 에너지 절감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기업, 환경과
의 조화로운 성장과 따뜻한 기술의 과학을 보여주는 기업,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기본을 잊지 않고 언제나 새로우면서도 
오랜 친구 같은 기업 신성이엔지와 함께 하세요. 
국내 최초의 클린룸 기술개발과 세계일류상품을 통한 검증된 기술력, 늘 한 발 앞선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나가
는 기업, 공기 청정 산업의 미래를 앞당기는 신성이엔지와 함께 빛나는 내일을 기대해주십시오.

Shinsung ENG treats the fine dust and hidden odor in the air. We can also solve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with 
saving energy through control of temperature and humidity. We are the company that specializes in eco-friendly 
products by developing the new technology and by strengthening research and development competitiveness. 
Shinsung ENG is the first company in Korea developing clean room technology and has technical skills demonstrated 
by its world class products. Shinsung ENG spreads its boundary over the world and realizes the future of the air 
cleaning business. 

회사소개 Company Info

EFU 미립자 가시화 시스템

Booth No.

C112

쓰리에치코퍼레이션

• CEO : 이해균 / Scott LEE
• ADDRESS : 우) 1320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45번길 14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B동 1609호
 Woorim Lions Valley 2nd B/D B-Dong, 1609, 14 Sagimakgol-ro, 45beon-gil,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721-0740    Fax. +82-31-721-0741
 E-mail. scott@3htech.co.kr     

제조품목 Product

3H Corporation Ltd.

쓰리에치코퍼레이션은 Humanity, Harmony, Humble을 창립 이념 아래 반도체, 광통신, 항공, 군수, 의료 분야에서 
Bonding을 필요 하는 고객사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H Corporation Ltd specializes in bonding solution such as wire, die, epoxy bonding and welding etc. Our company 
philosophies are Humanity, Harmony and Humble. We are doing our best with customer to satisfy our technical support.

회사소개 Company Info

에폭시, 에폭시 제거제, 와이어 본더, 
다이 본더, 본드 테스터, 초음파 검사기, 
자동화 디스펜서, 웰딩 장비, 웨이퍼 측정기, 
현미경, BERT, 진공리플로우 오븐, 
리플로우, 스크린 프린터, 웨지툴, UV Dryer.

Epoxy, Epoxy Remover, Wire Bonder, 
Die bonder, Bond tester, C-SAM, 
Robot Dispensor, Welding Machine, Wafer Inspection, 
Microscope, BERT, Vacuum Reflow Oven, 
Reflow, Screen Printer, Wedge Tool & Co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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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알파글로벌

• CEO : 김선순 / Ms. Serena Kim
• ADDRESS : 우) 14322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광명테크노파크 A동 1404호
 (A-1404, Gwangmyeong Technopark), 60 Haan-ro, Gwangmyeong-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2-2625-2692    Fax. +82-2-2625-4612
 E-mail. suntt@suntt.co.kr     URL. www.suntt.co.kr

제조품목 Product

ALPHA GLOBAL Co., Ltd.

주식회사 알파글로벌은 반도체 Package(Flip Chip, VGA & CSP) 수 세정 장비, BGA Seal Circuits & Substrate 수 세정 장
비, PCB 모듈 수 세정 장비, Stencil, Sqeegee & Nozzle 수 세정 장비, 정밀 금속 초음파 세정 장비 등의 친 환경 수 세정 장
비의 공급에 힘쓰고 있으며 , PCB 이온 오염도 측정 장비, SMT 초도품 검사 및 LCR 측정 검사 장비, BGA & SMT 수리 장비, 
Dispenser & Dispensing Robot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사 전 직원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라는 창립 이념으로 고객 

여러분의 생산성과 신뢰성 향상에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회사소개 Company Info

친 환경 반도체 Package(Flip Chip, BGA & CSP) 수 세정 장비, BGA Seal Circuits & Substrate 수 세정 장비, 
PCB 모듈 수 세정 장비, PCB & Package 이온 오염도 측정 장비, 인 라인 Dispensing, Under-fill & Conformal Coating 장비

In-line Flip Chip, BGA & CSP Cleaning System, In-line Seal Circuits & Substrate Cleaning System, 
Ion Contamination tester for Package & PCB, In-line Dispensing, Under-fill & Conformal Coating System

Booth No.

A023

• CEO : 이규호 / Gyu Ho Lee
• ADDRESS : 우) 2169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13번길 22 (남동공단 82B-9L)
 82B-9L, Namdonggongdan, 22, Namdongseo-ro 113beon-gil, Namdong-gu, Incheon, Korea
• CONTACT : Tel. +82-32-822-0881    Fax. +82-32-822-0886
 E-mail. sale@sspinc.co.kr    URL. www.sspinc.co.kr

1. Semiconductor Package Equipment
- Auto solder ball placement System (strip / boat application)
- Strip Loader & Unloader System
- Package Sorter System ( Pitch Fixed / Variable Package Sorter System)
- Automation System (Flux Pre Cleaning / Stiffener Attach MC / Strip Marking)

2. Semiconductor Test & Final Process Equipment
- Pick & Place System

3. Package EMI Shielding Equipment for H-VAM Application
- PKG Loading Pick & Place System
- PKG Unloading Pick & Place System

4. Package EMI Shielding Equipment for PI Tape Application
- PKG Loading Pick & Place System
- PKG Unloading Pick & Place System

5. Camera Module Automation Equipment
- Holder Attach System & Inline System
- Snap Cure
- Lens Blow
- Lens Fix

제조품목 Product

㈜에스에스피
SSP Inc.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 실현”을 경영이념으로 저희 에스에스피 임직원 모두는 체계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다
중적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장 편한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6년 설립 이래로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제품을 만들고 고객의 불편함을 먼저 
찾아 개선하는 신속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에스에스피는 창의적이고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
여 고객 여러분께 행복한 미래를 약속 드리는 친구 같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Our company philosophy is “Turn Your Imagination into Reality through Technology”. We are constantly trying to 
develop the most convenient equipment and comfortable services based on systemic training and learning. Since 
1996, we have been making customized products and providing quick respond services living up to customer needs. 
In the long run, we develop creative and practical human resources in preparation for future technology. SSP would 
like to be your best partner.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C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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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10

• CEO : 안경준 / Kyoung Joon An
• ADDRESS : 우) 1664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433-100 수원산업2단지
 1433-100, Seobu-ro, Gwonsun-gu, Suwo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299-3888    Fax. +82-31-299-3889
 E-mail. webmastser@sntek.com    URL. www.sntek.com

• 반도체 후공정 장비
• 저온 플라즈마 Sputtering System
• OLED 이송 장비
• 정밀 Align 장비
• 대면적 플라즈마 Sputtering System
• 연구 장비 - PVD, CVD, Etcher, RTP, etc

• Semiconductor Back-end Process Equipment
• Low Temp. Plasma Sputtering System
• OLED Transportation System
• Precision Align Equipment
• Large Size Plasma Sputtering System
• R&D Equipment - PVD, CVD, Etcher, RTP, etc

제조품목 Product

㈜에스엔텍
SNTEK Co., Ltd.

차세대 IT분야 최첨단 장비제조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주도적 역할이라는 목표 아래 현재 ㈜에스엔텍은 주로 태양전
지용, 터치스크린 패널용 In-Line Sputtering 장비 및 LED용 핵심 공정 장비를 제작, 납품하고 있으며, 미래 유연소자분야의 
핵심 장비 및 공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면적 진공 장비 설계 기술, 다양한 플라즈마 증착 및 식각 공정 기술 
장비제어(S/W) 기술 등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에스엔텍은 2002년 설립 후 꾸준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에스엔텍은 열
정과 혁신 그리고 믿음의 경영이념 하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빠르게 적응함으로써 다양한 고객층 확보 및 신기
술 개발로 지속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한 노하우를 지닌 인적 자산으로 고객의 Needs를 보다 빠르고 명확히 파악하여 최적화된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고객
에 대한 최선이며 ㈜에스엔텍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설비제작의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장비와 공정 그리고 
서비스가 하나되어 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있기
에 ㈜에스엔텍이 존재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고객 곁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에스엔텍이 되겠습니다. 앞으
로 ㈜에스엔텍의 나아가는 길에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 had an objective about IT sector over the next generation state of the art equipment and leading role in securing 
a new growth engine. Now we primarily manufacturing for solar-cell inline sputtering equipment, and LED key 
process equipment in the field of delivery devices, and future flexibility in the development of critical equipment and 
processes are accelerating. Our Company is Based on Large Area Vacuum Equipment Design Technology, and various 
plasma deposition and etching techniques, equipment and control (S/W) technologies has been steady growth from 
2002. SNTEK Co., Ltd has the Passion, Innovation and management philosophy of trust, faster than the ever changing 
environment by adapting to various customer base acquisition an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continued to 
implement a viable business model is working. We has an experience of long time in the semiconductor and display 
industries, and by the expertise in human capital more quickly and clearly identify the needs of our customers to 
provide the optimal equipments. It is best for SNTEK thinking about customers. Because of the existence of our 
customer, we will never lose the customers original purpose. And we are always seeing & listening customer’s needs. 
SNTEK will become feel like your Partner. It is our last goal of company, and we will be driving all thing. Thank you.

회사소개 Company Info

SNTEK_EMI Shielding

Booth No.

A005

주식회사 에스엔티

• CEO : 강원순 / Weon soon Kang
• ADDRESS : 우) 283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지동로 42-2 (지동동, 250)
 42-2, Jidong-ro, Heungdeok-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 CONTACT : Tel. +82-43-271-0281    Fax. +82-43-271-0283
 E-mail. kws@soulntech.com    URL. www.soulntech.com

반도체 설비 요구 사항 관리, 설계 및 제조 소프트웨어를 통한 R&D 생산성 증대, 복잡성 관리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생산     
현장 및 작업자를 고려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Semiconductor provides products that take the production environment and workers into consideration for increase 
in R&D productivity through management of equipment requirements, design and production software, and for 
management of complexity and quality assurance.

제조품목 Product

SNT Co., Ltd.

관련장비와 반도체 / LCD 관련장비 및 생명공학 관련장비 등 공장자동화설비 기술에 있어서 다양하고 폭 넓은 시공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에스엔티는 뛰어난 품질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지닌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
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접근하고자 최선을 다하는기업을 목표로 합니다.

Situated in the Green Industrial Complex, SNT has a diverse and wide variety of construction experiences regarding 
factory automation equipment technology including electric/electronic communication equipment, semiconductor /
LCD-related equipment and biotech equipment.
SNT, equipped with superb quality assurance capacity, has numerous experienced and talented experts and aims to 
attend to customers’biz needs based on such resources.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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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ow Slurry 

Booth No.

B060

• CEO : 김정영 / Jung Young Kim
• ADDRESS : 우) 17558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봉기길 1
 1, Bonggi-gil, Gongdo-eup, Anseong-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659-2677    Fax. +82-31-653-4386
 E-mail. hajinky@stinc.co.kr    URL. www.stinc.co.kr

1) Semiconductor - 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 / Chemical Mixing System
2) LCD - 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 / Chemical Mixing System / 
     WET Stations(Cleaner, Developer, Etcher, Stripper)
3) Others - Glass Etching System / Solar Cell Wet System
4) Special LCD
5) Inkjet Printer
6) Reflow System
7) Wet Blast System

제조품목 Product

㈜에스티아이
STI Co., Ltd.

에스티아이는 반도체 및 FPD 장비 생산업체로서 고순도 약액 공급장치인 CCSS(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 및 WET 
공정 장비인 Cleaner, Developer, Etcher, Stripper 등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 CCSS는 국내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FPD 업계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여 업체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해외사업의 경우 대만의 CPT, AUO 및 중국의 Inte, BOE, Tianma 등으로부터 대규모 사업을 수주 받는데 성공함으
로써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STI has so far accumulated high reputation in global market for its state-of-the-art CCSS(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 Keeping such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as ISO 14001 and ISO 9001 and maintaining several overseas 
offices, STI has shown gradually growing export performance, mainly to China, Taiwan, Malaysia, Singapore, and the 
United States markets. STI produces advanced CCSS (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 equipment and wet process 
equipment (Cleaner / Developer / Etcher / Stripper) for Semiconductor and FPD industry. Besides CCSS and wet 
process, STI’s product range also includes special LCD, inkjet, reflow and wet blast system. STI is leading the CCSS 
business in Korea and many customers recognize STI's technical competitiveness. 

회사소개 Company Info

㈜엑시콘

• CEO : 박상준 / Sang Jun Park
• ADDRESS : 우) 134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28 디에이치케이솔루션빌딩 7층
 7F, DHK Solution Bldg., 28, Pangyo-ro 255 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696-3100    Fax. +82-31-696-3120
 E-mail. sales@exicon.co.kr     URL. www.exicon.co.kr

제조품목 Product

EXICON Co., Ltd.

(주)엑시콘은 반도체 테스터 업계에서의 10년 노하우를 기반으로, ATE(Automatic Test Equipment) 사업과 Test Service 사
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ATE 사업은 ‘초고속 메모리 테스터 국산화’를 이룩하여, 외산장비와의 기술격차를 줄임과 동시에 
Global Chip Maker의 파트너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Memory Tester, Storage Tester를 공급하고 있으며, SoC Tester, DDI 
Tester와 MBT 분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Test Service 사업은 자체 생산한 테스터와 독자적인 Test PGM Solution을 제공
함으로써, 고객에 우수한 Product Quality의 Testing Service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 제일주의, 품질 제일주의를 실천하여, 고객사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엑시콘 전 임직원은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icon Co., Ltd. is leading both of ATE(Automatic Test Equipment) business and Test Service business, based upon 10 
Years Semiconductor Business Know-How. In ATE business, Exicon has performed a localized High-Speed Memory 
Tester, Exicon has been reducing engineering gap between Foreign Maker Tester and has becoming the fine partner 
with Global Chip Maker. Exicon also supplies Memory Tester, Storage Tester and expands to SoC Tester, DDI Tester, 
MBT field. In Test Service business, Exicon is performing the high-quality Test Service to our customers and producing 
our own manufactured Tester and developing Test PGM Solution also.
With acting up the best service to Customers and the Quality-first Orientation, Exicon promises you to all our 
employees will do redoubled efforts always.

회사소개 Company Info

■ ATE Business
1. Memory Tester
    (1) Memory Component Test System
          - DDR3, DDR4, LPDDR2 Full Function Test
    (2) Memory Module Test System
          - DDR3, DDR4 Platform U/RDIMM, SODIMM, Customized DIMM
2. Storage Test System 
    (1) SSD Tester - SATA3, SAS3, PCIe Gen3, NVMe
    (2) UFS(Universal Flash Storage) Tester – UFS2.0, BGASSD
3. SoC Test System
4. MBT Test System

■ Test Service Business

Booth No.

D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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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아이텍

Booth No.

C028

• CEO : 장석현 / Seok Hyeon Jang
• ADDRESS : 우) 1682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분당수지 U-TOWER A동 403호
 #A-403 U-Tower, 767, Sinsu-ro, Suji-gu, Yoni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2-6925-1048    Fax. +82-2-6925-1049
 E-mail. hjlee@nitech.co.kr    URL. www.nitech.co.kr

Stereoscopic Microscopic, Industrial Microscopic, 
Inverted Metallugical Microscopic Upright Microscopic, 
Digital Camera System for Microscopic, 
Digital Microscopic Super High Vertical Resolution Non-Contact 
3D Surface Profilers, Objective Lens, Dynamic Auto-Focus Unit, 
Modular Focusing Units Compact Reflected Microscopes, Wafer Loaders, 
CNC Video Measuring System, NEXIV, Confocal NEXIV, 
Measuring Microscopes, Profile Projectors, Autocollimators Etc 

제조품목 Product

NITECH Co., Ltd.

광학기기 전문기업으로 설립된 ㈜엔아이텍은 국내 정밀기기산업 및 생명연구 분야의 발전을 위해 끊임 없는 기술연구와 
도전정신으로 새롭게 시장을 개척해 나가며 성장하고자 합니다. ㈜엔아이텍의 임직원들은 다년간 축전해 온 기술 Know-
How를 기반으로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제품을 공부하고 있으며 여러 기업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그 경쟁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가칭 창출과 제품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통해 고객과의 상호렵력체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ounded in optics specialist NITECH co., Ltd. is a pioneer precision instruments for industrial and domestic life, 
continuous technology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eld of research and new market challenges and to grow 
in a spirit. NITECH Co., ltd is many years celebration year on technical Know-How and based on studying the products 
with superior quality and technology are recognized its competitiveness from various companies and public 
institutions. Shall We are committed to customer value creation and product satisfaction, we will continue to go after 
the cooperation with our customers through this.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D100

• CEO : 이진호 / Jin Ho Lee
• ADDRESS : 우)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96번길 64
 64, Yuseong-daero 1596beon-gil, Yuseong-gu, Daejeon, Korea
• CONTACT : Tel. +82-42-822-9501~3    Fax. +82-42-822-9504
 E-mail. mail@omacom.co.kr    URL. www.omacom.co.kr

정밀 모션 시스템, 에어베어링/세라믹 스테이지, 리니어모터스테이지
방진/제진 테이블, 진동 아이솔레이터, 액티브댐퍼
광학마운트, 길발마운트, 5축/6축 마운트/스테이지, 매뉴얼 스테이지, 
마이크로미터, 헥사포드, 피에조모터 스테이지
미러, 렌즈, 빔쉐이퍼, 전동/매뉴얼 광량 감쇠기, 릴레이렌즈 어셈블리
옵티컬 파워/에너지미터, 빔프로파일러, 레이저 드라이버

Air-Bearing System, Ceramic Material Motion Stage,  Piezo Motor 
Friction Stage/Actuator, 6-Axis Kinematic Hexapod
Optical Table, Pneumatic Vibration Isolator, Active Damping System, 
Elastomeric Isolator, Non-magnetic Table
Kinematic/Gimbal Optical Mount, 5-Axis Mount/Stage, Micrometer,
Mirror, Lens, Beam Shaper, Laser Variable Attenuator, Optical Power/
Energy Meter, Laser Beam Profiler, LD Driver, Auto-Collimator

제조품목 Product

오엠에이
OMA Company

OMA는 1991년 창립 이후로 우수한 장비와 부품을 공급해 오고 있으며 제반 서비스와 기술도 아울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의 연구소, 학교, 회사들과 기술적 교류를 통하여 적재적소에 우수한 제품을 선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 온 기술력, 경험,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시는 제품을, 원하는 형태로 Integration해서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OMA의 모든 구성원들은 항상 고객 만족을 목표로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드리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OMA is the exclusive distributor of Newport/Oriel, nLight, OZ Optics, Hinds Instruments and GOM in Korea. Those 
companies are a globally recognized leader in advanced technology products and solutions for fields such as 
Research, Life & Health Science, Aerospace & Defense, Industrial Manufacturing, Semiconductors, 3D scanning & 
deformation, Fiber alignment and Fiber optics and Microelectronics. By leveraging our expertise and experience, and 
through strategic development, we stays at the forefro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o continually bring advanced 
products and solutions to meet our customer's advanced technology needs.

회사소개 Company Info

DynamYX-Datum-8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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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 오카다 나오키 / OKADA NAOKI
• ADDRESS : 우)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8길 6-14 올림푸스타워 B동 4층
 4F, Olympus Tower B, 6-14, Bongeunsa-ro 68-gil Gangnam-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6255-3200    Fax. +82-2-6255-3377
 E-mail. industrial-micro.okr@olympus-ap.com    URL. www.olympus-scope.co.kr

금속 현미경, 반도체 검사 현미경, 레이저 컨포컬 현미경, 측정 /공구 현미경 

Metallurgical microscopes, semiconductor inspection microscopes, laser microscopes, measuring microscopes

제조품목 Product

올림푸스한국㈜
OLYMPUS KOREA Co., Ltd. 

OLS4100

올림푸스는 세계적으로 의료, 생명 과학 및 산업 분야의 R&D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과 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
다. 올림푸스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는 생산 현장의 품질 관리 및 대형 산업 플랜트 및 항공기 등의 사회 기반 시설의 검사
를 포함합니다. 올림푸스는 혁신적인 제품과 변화하는 요구를 예측하여 생명 과학 및 산업 전문가의 기대를 뛰어 넘는 서
비스를 기반으로 사회의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Olympus globally contributes to the health and safety of society in numerous ways through R&D in healthcare, 
life science and industrial fields. Other services provided by Olympus include production site quality control and 
inspections of social infrastructure, such as large industrial plants and aircraft. Olympus will continue offering society 
solutions based on innovative products and services that anticipate the evolving needs and exceed the expectations 
of life science and industrial professionals.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D120
Booth No.

D060

• CEO : 최명배 / Myung Bae Choi
• ADDRESS : 우) 31408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406번길 19
 406 Gil 19, Asanvalley-ro, Dunpo-myeon, Asan-si, Chungcheongnam-do, Korea
• CONTACT : Tel. +82-31-8038-8200    Fax. +82-31-696-3130
 E-mail. salesmaster@yikcorp.com    URL. www.yikcorp.com

 MT6133 / MT6135S
MT6133/MT6135S는 고성능 Memory Test System으로서, 메모리 시스템의 평가분석과 대량생산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성능
향상을 통하여 Test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며, 300mm Wafer Line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Memory Devices Test를 제공 합니다.

 MT6133 / MT6135S
The MT6133/MT6135S Memory Test System is a high-quality memory test system evaluation analysis and mass 
production. MT6133/MT6135S is developed to support various types of memory devices for 300mm wafer lines while 
significantly improving cost performance.

제조품목 Product

와이아이케이 주식회사
YIKC

당사는 Memory Tester 장비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서비스 등 관련분야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산업 발전
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Tester장비의 선진화와 연구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개발을 통해 High Quality 제품 
확보, 고 품질의 제조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을 극대화 하고, 제품 및 기술 서비스를 통한 매출 향상을 도모하
여 반도체 업계 최고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Tester장비의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Our company is currently expanding in a lot of fields for developing equipment, manufacturing and sales terms do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competitive national industries to be advanced in semiconductor tester and increase 
research personnel.
We have been trying hard to be the best company in the semiconductor field through developing a new skill that 
could be equipped with the high quality product. Also, we can manufacture the high quality of the products that can 
provide the customer with satisfaction to be able to improve sales by providing the product and skill service.

회사소개 Company Info

MT6133 MT613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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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140 

• CEO : 변정우 / Jung Woo Byun
• ADDRESS : 우) 17709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
 75, Jinwisandan-ro, Jinwi-myeon, Pyeongtaek-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8047-7000    Fax. +82-31-8047-7081
 E-mail. semi_in@ips.co.kr    URL. www.ips.co.kr

GEMINI CVD
GEMINI ALD
GUANTA (3D ON Stack System)
NOA (Metal CVD & ALD System) 
DB (High-k ALD System)

제조품목 Product

원익IPS
WONIKIPS Co., Ltd.

원익아이피에스는 1991년 설립된 장비전문 기업으로, 반도체 전(前)공정 핵심장비와 DISPLAY 장비, AMOLED
장비, SOLAR CELL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는 국내 최대의 종합장비회사이다.

WONIK IPS was founded in 1991 specialized equipment company.
It is the largest comprehensive equipment company in Korea that manufacture and sell semiconductor 
process core equipment and DISPLAY equipment, SOLAR CELL equipment, AMOLED equipment.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A140

• CEO : 이재헌 / Jai Heon Lee
• ADDRESS : 우) 17840 경기도 평택시 칠괴길 78-40(지제동)
 78-40, Chilgoe-gil, Pyeongtaek-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659-2371    Fax. +82-31-659-2251
 E-mail. jh0319lee@wonikholdings.kr    URL. www.wonikholdings.kr

Gas Supply System : Gas Cabinet, VMB&VMP, BSGS(Bulk Supply Gas System)
Gas Purifier Unit：Circulation Purifier (for Chamber 50㎥), ARS (Auto Refill System), Precursor Supply System
Chamber(Glove Box), Piping & GMS              

제조품목 Product

원익홀딩스
WONIK HOLDINGS

원익홀딩스는 1991년 창사 이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고객 만족 경영으로 국내 Gas 장비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오고 있습
니다. 설립 초기에는 Utility설비인 Gas Cabinet을 국산화하여 납품하였고, 2014년 Gas C-Purifier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현재까지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 상당규모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Wonik Holdings contribute to Gas Equipment industrial since 1991 with ongoing research and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early days of establishment, Gas Cabinet delivered by localization.
In 2014, Gas C-Purifier develop successfully and currently provide substantial amounts of equipment to company of 
leading companies. 

회사소개 Company Info

VMB(Valve Manifold Box)Circulation Pu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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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1) Xenon Flash Light Sintering System
2) Mask aligner system
3) UV Cleaning / Surface Modifying Device 
    (Excimer, Low pressure mercury lamp)
4) UV Curing / Drying System 
5) UV Exposure System

 Lamp 
1) Xenon flash lamp
2) Excimer Lamp
3) Super high pressure mercury lamp
4) Super high pressure xenon lamp
5) High/middle Pressure UV lamp
6) Low pressure mercury lamp

Booth No.

C023

• CEO : 윤주영 / Joo Young Yoon
• ADDRESS : 우) 3107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 2로 95, 천안 테크노타운 208호
 95, 2gongdan 2-ro,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Korea
• CONTACT : Tel. +82-41-622-8820    Fax. +82-41-622-8819
 E-mail. newchoi@unilam.co.kr    URL. www.unilam.co.kr

 장비 
1) Xenon-Flash 광 소결 시스템
2) 마스크 얼라이너 장비 
3) 표면개질 및 세정 장비 
    (Excimer , 저압 수은램프)
4) UV 경화 & 건조 시스템 
5) UV 평행 & 산란 노광시스템

 램프 
1) 초고압쇼트아크수은램프
2) 초고압쇼트아크제논램프
3) 엑시머 램프
4) 제논플래쉬 램프
5) 고압/중압UV램프
6) 저압수은램프

제조품목 Product

유니램㈜
UNILAM Co., Ltd.

유니램(주)는 삼성 SDI 독립벤처 기업으로 삼성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공정에 사용되는 
특수UV 램프 및 광원/장비를 자체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일부 선진국에서만 생산하던 Shot Arc lamp, Xenon-Flash, Excimer 램프등에 대하여 순수 한국 기술로 국산화에 성
공하여 국내/외 여러 유수의 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Unilam Co.,Ltd. is the independent venture company of the Lighting Business in Samsung Group.
Based on the accumulated technology and know-how from Samsung, we have been manufacturing special UV lamps 
and light sources applied to the cutting-edge industrial process such as electronics, automobile, and semiconductor 
etc. Especially, we provide special lamps such as Shot-Arc lamps, Xenon-Flash lamps and Excimer lamps all over 
the world, that only a few leading companies are able to provide. We will constantly strive to achieve distinctive 
technological superiority to grow as the world best company. Thank you.

회사소개 Company Info

• CEO : 성규동 / Kyu Dong Sung
• ADDRESS : 우) 1393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91
 91 Dongpyeon-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422-2501    Fax. +82-31-422-2443
 E-mail. sales1@eotechnics.com    URL. www.eotechnics.com

일반 산업용 레이저 marking 시스템
반도체용 레이저 marking 시스템
칩 스케일 패키징(웨이퍼 레벨) 레이저 marking 시스템
Micro SD laser cutting 시스템
PCB 레이저 drilling 시스템
Embedded PCB laser trimming 시스템
FPD용 레이저 trimming 시스템
FPD용 레이저 marking 시스템
레이저 웰딩 시스팀
레이저 메탈 커팅 시스템

General purpose laser marking system
Semiconductor laser marking system
Chip scale package laser marking system
Micro SD laser cutting system
PCB via-hole laser drilling system
Embedded PCB laser trimming system
FPD laser trimming system
FPD laser marking system
Laser welding system
Laser metal cutting system

제조품목 Product

㈜이오테크닉스
EO TECHNICS Co., Ltd.

(주)이오테크닉스는 20년 이상 축적된 레이저 응용기술 및 연구개발 노하우를 통해 레이저 marking, drilling, trimming, 
cutting 등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산업용 레이저 응용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 기업입니다.
폐사는 반도체, PCB, FPD, 통신 및 일반 산업에 걸쳐 최고의 레이저 응용장비 개발 및 공급업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사에는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기술상담 및 고객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첨단의 기술, 혁신적 사고 및 전문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의 기술표준을 제시하는 폐사는 레이저로 가능한 모든 
solution을 완벽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EO Technics is the worldwide leader of the laser-based application industries.
With more than 20 years of dedication in developing laser technology and applications, we bring a wide range of 
products in laser marking, drilling, trimming and cutting.
EO Technics has achieved an eminent position as a laser-based equipment supplier in the field of semiconductor, 
PCB, FPD, telecommunication and general industries.
EO Technics is headquartered in Korea and supports worldwide operation with 29 subsidiaries in 11 overseas 
countries.
These local offices have staffed with highly trained engineers to provide technical sales, service and support for local 
customers.
We develop and provide the best laser-based equipment with complete solution package including world-class 
technology, innovate idea and expertise.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B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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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102

• CEO : 백태일 / Tae Il Paik
• ADDRESS : 우) 21699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77번길 36-2
 36-2, Neungheodae-ro 577beon-gil, Namdong-gu, Incheon, Korea
• CONTACT : Tel. +82-32-817-8344     Fax. +82-32-818-8969
 E-mail. mars1942@jesagi.com    URL. www.jesagi.com

 JEPES-W300A WLP System                     
JSPES-W300A 시스템은 반도체 PKG Back-End 공
정중 Wafer를대상으로 처리하는 Wafer Cleaning 
System입니다.
300mm(12")　또는 200mm(8") Wafer 표면의 유기
물등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EMC Molding 처리 전 후 
접착력 향상을 도모해주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실속
있는 Wafer Level Plasma System입니다.

제조품목 Product

㈜제4기한국
Jesagi Hankook Co., Ltd.

제4기한국은 1991년부터 플라즈마 세정, 에칭, 코팅(PVD, PECVD)장비와 각 용도별로 적합한 다양한 Power Supply(DC, 
Pulse, High Pulse, Micro Wave)등을 개발&제작하여 장치성능 향상을 이루었으며 직접 제작한 장비들을 이용한 PCB, 반
도체, 패키지 표면처리 센터를 20년 이상 운영하여 축적된 공정, 지그 Know-How를 함께 공급하는 Total Solution Maker 
입니다.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B020

• CEO : 이종우 / Jong W Lee
• ADDRESS : 우) 18148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161-6
 161-6, Gyeonggidong-ro, Osa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377-9500    Fax. +82-31-378-8660
 E-mail. zeus@globalzeus.com    URL. www.globalzeus.com

◆ Semiconductor Equipment                
  - Single Wafer Wet Station
  - Batch Wet Station
  - Scrubber
  - LED Lift-Off

◆ Components & Electronic Materials
  - Chemical Analyzer
  - FOUP/Mask POD
  - Electronic Materials

◆ FPD Equipment
◆ Solar Cell Equipment 

제조품목 Product

㈜제우스
ZEUS Co., Ltd.

제우스는 1970년 창사 이래 반도체, LCD, LED,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이어지는 IT산업발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성장해왔
습니다. 언제든지 고객이 원하는 Solution을 제공한다는 제우스의 목표와 기업정신은 40여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핵심가치
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와 LCD산업의 핵심장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Cleaning 설비와 HP/CP, 제품의 양산
을 위해 필수적인 물류장비 및 이를 기통하는 CIM과 같은 In-Line Software, 생산에 필요한 Chemical 제품과 핵심산업부품, 
Robo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과 Solution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파트너로서, 반도체와 LCD산업에 
Total Solution Provider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제우스는 지난 성장의 40년을 돌아보고 미래의 또 다른 40년을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회사가 되고자 노력할 것이며, 고객
들에게 변함없는 의미를 가지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Global Zeus has grown alongside the development of the semiconductor, LCD, LED, renewable energy and IT 
industries. Regardless of the customer's geographic location or their specific needs and requirements, our company 
provides the highest quality in available solutions and excellence in customer support. This has been our unwavering 
goal and entrepreneurial spirit for over the last 40 years and it will continue to drive our motivation and enthusiasm 
towards good business practices. Through this objective, we have maintained our role as a total solution provider, 
implicitly partnering up with other sources to deliver a variety of products and solutions for the semiconductor and 
LCD industries. These products and services include cleaning equipment, HP/CP, in-line software (CIM), chemicals, 
parts, and robots. 
We will thrive to be a revolutionary company that develops and enhances industry-related optimization techniques 
for another 40 years and to play an unyielding significant role in today’s society and the future’s. We are more than 
grateful to accept your support and encouragement.

회사소개 Company Info

Electronic Materials Chemical Analyzer

Mask PODSemiconductor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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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 유홍준 / Jun Yoo
• ADDRESS : 우) 3104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 3로 135
 135, 4 SanDan 3 Ro, Jiksan-eup,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Korea
• CONTACT : Tel. +82-70-4904-7337     Fax. +82-31-705-0134
 E-mail. sales@jtcorp.co.kr    URL. www.jtcorp.co.kr

Burn In Loader/Unloader 
번인소터는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서 불량과 정상제품을 선별하는 검사 설비로서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필수 
장비입니다. 
“Automatic Vision Inspection System”
Eagle V8500/8500S/8600본 장비는 Final Packing 공정에서 물류 자동 공급 장치를 통해 공급 받은 Loading 
Tray의 Device를 Picker로 운반하여 Vision으로 PKG 외관 검사를 한 후 양품의 Device를 Unloading Tray에 
정렬시켜 배출하는 PKG 외관 검사 설비입니다.
“WLCSP T&R System”
Eagle V3500장비는 Wafer level package process 상에 12" Wafer 까지 호환 대응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
으며, 분리된 Die를 Wafer 형태로 공급받아 Die 위치를 자동으로 align후 순차적으로 Flip pick up하여 외관 
검사 기준으로 제품의 Good/NG를 판정한 후 Good Die만을 T&R로 분류하는 고속 System입니다.
“Fan out Flip Chip Placer”
Eagle A3000 장비는 Fan-in or Fan out Wafer level package process 중에서, 12"  Si Wafer에서 순차적으로 
Chip Pick up 위치를 자동으로 align후 순차적으로 Flip pick up하여 Substrate Wafer에 Good Chip을 순차
적으로 Place하는 고속, Motion을 수행하는  System입니다.
“Laser application for patterning, cutting and 3D shaping”

“Automatic Burn In Loader/Unloader System”, “Automatic Sorting System for Normal BIB”
“Automatic Vision Inspection System”
Eagle V 8500/8500S/8600 are automatic Vision Inspection System for outside of package with Tray to Tray loading and unloading 
mechanism.) 
“WLCSP T&R System”
Eagle V3500 is an automatic high speed Tape and Reel system to sort good chips only after vision inspection. 
“Fan out Flip Chip Placer”
Eagle A3000  is an automatic high speed system to flip & pick up the good chips only after precise alignment of FOWLP and place 
them to the Substrate Panel (Receiver). 
“Laser application for patterning, cutting and 3D shaping”

제조품목 Product

㈜제이티
JT Corp.

㈜제이티는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에서 선도적 기술로 고객 맞춤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기술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산
화 장비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현재도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World best 기업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용 특수가
스 제조 등 머트리얼즈사업에 신규 진출하면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극대화 등 수익 구조 개선 및 신규 성장 동력 확보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JT Corp. is a world best Semiconductor Equipment manufacturer located in Korea. Since 1990, JT Corp has been do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with endless passion and challenge sprit. JT Corp has been producing various equipment and 
supplying them to customers in the world. JT Corp also has been expanding the business scopes in to Laser technology and Gas 
business area.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A133
Booth No.

D012

Shenzhen JPT Opto-electronics Co., Ltd.

Booth No.

D012

• CEO : Kevin Liu
• ADDRESS : 우) 518110 3F Tellhow Hi-tech Industrial Area, Guanlan Town, Shenzhen, China
 
• CONTACT : Tel. +86-0755-29528181    Fax. +86-0755-29528185
 E-mail. sherry@jptoe.com    URL. www.jptoe.com

Fiber laser
Introduction: JPT YDFLP pulsed fiber lasers make use of master oscillator power amplifier (MOPA) configuration, and 
show excellent laser performance as well as high level of temporal pulse shaping controllability. They have many 
advantages, include broader pulse width(1~350ns), higher response speed and first pulse usability, anti-reflection 
protection, flexible and customized control, no photon darkening effect, pulse energy is up to 1.5mj. They provide 
top performance as well as high efficiency in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제조품목 Product

Registered in 2006, JPT is a National High-tech Enterprise. Now the company focuses on the R&D, production, sales 
and technology service of fiber optics and fiber lasers. During past few years, JPT has got several certifications, 
including quality system ISO 9001:2008, TL, CE, UL, RoHS, etc.
JPT has a very strong R&D team with several PhDs and Masters. The team is always ready for technical service for the 
valued customers. JPT carries out several research projects and owns many paten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ies. 
'Leading optical technologies for people' is the mission of JPT. With the rapid development, JPT will become a global 
outstanding solutions provider of fiber optics and fiber lasers in the near future.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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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 고석태, 주재동, 최동규 / S.T.Koh, J.D.Joo, D.K Choi
• ADDRESS : 우) 17599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2길 39
 39, Je2gongdan 2-gil, Miyang-myeon, Anseong-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670-8000     Fax. +82-31-677-0608
 E-mail. saleskorea@kctech.co.kr    URL. www.kctech.co.kr

반도체 장비/소재 (Semiconductor Equipment / Material)
• CMP : 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Semiconductor Equipment
• Wet Cleaning System : Etching, Delamination, Particle removal Equipment
• Gas Cabinet : Toxic Gas Delivery System
• CCSS : Central Chemical Supply System
• Slurry : Semiconductor planarization polishing consumable materials used in the process
• Nano ZrO2 disporsed Material

디스플레이 (Display Equipment)
• Wet station : Wet chemical process equipment(Etcher, Developer, Stripper, Cleaner)
• Coater : PR(Photo Resist) Coating equipment before exposure process
• APP : Atmospheric Pressure Plasma cleaning device

제조품목 Product

케이씨텍
KCTech

1987년에 설립된 KCTech은 장비 및 재료를 포함하여 관련 품목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기여
해왔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CMP소재인 슬러리 부터 CMP장비까지 제품 라인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이제 케이씨텍은 독보적인 혁신과 핵심 R&D로 가치 창출을 통해 글로벌 선도 기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CTech, founded in 1987, have contributed to domestic Semiconductor and Display industry through localization 
of related items including equipments and electric materials. And responding to unpredictable market situation we 
have created varying product line from polishing powder to CMP equipment. Now we KCTech have a goal named a 
global leading company with value creating through  seamless innovation and dedicated R&D.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B030

㈜케이오에스

Booth No.

D125

• CEO : 최대희 / Dae Hee Choi
• ADDRESS : 우) 12930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아이테코 그린존 O-213호
 O-213, Green-zone, ITECO, 150, Jojeong-daero, Ha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2-486-7930    Fax. +82-2-486-7931
 E-mail. infokos@kosinc.co.kr    URL. www.kosinc.co.kr

EUV, VIS, NIR, IR, Terahertz waves 파장대역까지의 분광계와 이미징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CCD detector 와 
Spectrometer, Lightsource, Laser, microscope 등의 광학 장비 단품이나,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장비 일체를 집적화하여 
시스템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Major Products is  1) Cooled Digital CCD Camera
  2) EM CCD , ICCD Camera and emICCD Camera
  3) Digital Holographic Microscope
  4) Image Analysis Software
 5) DPSS, LDM Lasers & Fluorescence light source
  6) Polychometer/Monochromator (EUV~ IR range)
  7) Automatic Filter wheel &Fluorescece filters
  8) Auto X.Y.Stage & Z motors

제조품목 Product

KOS Inc.

저희 (주)케이오에스는 Laser, Spectrometer, CCD Camera, Bio-Microscope등의 광학 장비를 수십년 간 다루어 설치 및 사
용에 익숙한 전문가들을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증하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신제
품을 개발하고 광학과 관련된 좋은 제품만을 공급하는 세계 유수의 업체들과 파트너를 맺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최고의 솔루션 파트너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특히, 고객께서 원하는 시간과 예산에 맞추어 주문 제작해 드릴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OS,Inc. was established in 1997, developing optical instruments and it has been selling the integrated optical 
products. As a business sector : Spectroscopy  (Optical Instruments)

 1) Laser Raman Spectroscopy 2) Confocal Raman Spectroscopy
 3) Time-Resolved Spectroscopy 4) Photo-Luminescence(PL)
 5) Electro-Luminescence(EL)  6) Fluorescence Spectroscopy
 7) Combustion Diagnostics  8) Plasma Research (OES & OAS system)
 9) Absorption and Transmittance Measurement

By Korea Industrial Technology Association June 3, 2014 Acquire Certificate of Research Institute. 
All kinds of integrated systems for Spectroscopy, Bio-physics, Microscopy Imaging, X-ray imaging, Nano-Technology 
and Material Science.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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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006

• CEO : 이종일 / Jong Il Lee
• ADDRESS : 우) 1321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27, 1012 (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1012, Woolim Lion's Valley 1st, 27, Dunchon-daero 457 beon-gil,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031-737-2121     Fax. +82-031-737-2120
 E-mail. kemik@kemik.co.kr    URL. www.kemik.kr

실내환경종합측정기, 멀티종합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PM2.5, PM10샘플러, 석면샘플러, 유량보정계, 음압기록장치, 가
스희석장치, 복합멀티샘플러(VOC, 포름알데히드, 악취), 미니볼에어샘플러, 연소가스 분석기, NDIR가스분석기, Dioxin 
Sampler, Stack Sampler, 매립지가스 측정기(Landfill Gas), 대기관련 측정장비, 냄새측정기 (OMX-SRM) 외

IAQ Monitor, WOLF PACK, PM2.5, PM10 Sampler, Asbestos Sampling HCHO, TVOC, Odor Multi Sampler GAS Dilution 
System Total Multi Sampler, Flue gas Analyzer, NDIR gas Analyzer, Stack Sampler, Dioxin Sampler, Landfill gas monitor, 
Environmental and analytical equipments

제조품목 Product

켐익코퍼레이션
KEMIK CORPORATION

켐익코퍼레이션은 지난 16년 동안 전세계 60개 이상의 국가에 위치한 회사들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켐익코퍼
레이션은 고품질의 환경장비를 전세계 고객들에게 공급해왔습니다.
켐익코퍼레이션은 포괄적 해결방안과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
다. 켐익코퍼레이션은 잠재적 위험요소인 부유 오염원의 조사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KMS 시리즈”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KMS 시리즈는 고객분들께 가장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KEMIK Corporation has been partnering with companies more than 60 countries for 16 years. KEMIK Corporation has 
delivered high quality environmental equipments to customers worldwide. 
KEMIK Corporation is committed to assisting customers with their unique needs by providing them with 
comprehensive solutions and professional service. 
KEMIK Corporation has developed “KMS Series”for customers who want to examine potentially harmful airborne 
particles such as fine dust and asbestos. The new, cutting edge samplers provide the most convenient and easiest 
way of sampling target pollutants.

회사소개 Company Info

Advancedsense pro wolfpack

Booth No.

C026

• CEO : 이창석 / Chang Sug Lee
• ADDRESS : 우) 08381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3, 402호 (에이스트윈타워2차)
 #402, ACE Twin Tower 2, 273, Digital-ro, Guro-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2109-8871    Fax. +82-2-2109-8872
 E-mail. sales@ksp.co.kr    URL. www.ksp.co.kr

Spectrometer, Monochromator, Light Source, Optical Fiber, OES, EPD

제조품목 Product

코리아스펙트랄프로덕츠㈜
KOREA SPECTRAL PRODUCTS

코리아스펙트랄프로덕츠㈜는 2003년 창립 이후 분광분석 시스템 원천 기술의 국산화를 이루어 냈고, 광학 전자 기계 설계
를 비롯한 각종  분석 및 진단 알고리즘, 응용 소프트웨어의 자체 개발 및 양산 설비를 구축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분광분석 
시스템을 고객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실시간 모니터링 및 진단을 위한 OES/EPD 응용 시스템, 
LED 및 조명의 광특성 평가 시스템을 비롯한 환경오염 저감 및 친환경 자연 순환 농업을 위한 가축 분뇨 액비 성분 분석 및 
액비부숙도 판정 시스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에 분광 검사 시스템을 상용화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Korea Spectral Products develops and manufactures various spectroscopic instruments.
We have a lot of experience in optical and electronic designs, mechanical engineering and application software.
Our main products are spectrometer, monochromator and related application systems.
Our spectrometers and monochromators cover wide spectral range (200~5000nm) and applicable to various fields 
from diagnosis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o environmental analysis.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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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팀즈

Booth No.

D123

• CEO : 정성진 / Richard (Sung Jin) Jung
• ADDRESS : 우) 18511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로 257번길 32-8
 #32-8, Geumgok-ro 257beon-gil, Dongtan-myeon, Hwaseong-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378-2871, 2894     Fax. +82-31-378-2890
 E-mail. teams@hi-teams.com    URL. www.hi-teams.com

■ Equipment
•   Twin Pneumatic High-definition Liquid Dispensing 

System 
독자적 특허기술인 TWIN AIR 방식의 고정밀 디스펜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TOP&SIDE VIEW 광학계를 탑재하였으며, Ink 
Jet 또는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 고정밀 디스펜서 시스템입니다.

•   CO2 Bubbler
탄산가스 용해 Module을 이용, 탄산가스를 급기하여 초순수의 
비저항 값을 조절하여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는 장치, 기존대비 
탄산가스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Hybrid Chiller
2원 냉동기를 탑재한 4CH Chiller로 -70~30℃의 온도범위에 설
정 가능한 신개념의 Chiller System

•   Laser Micro-machining
美IPG PHOTONICS와 함께 차세대 UV와 Ultrafast 레이저를 탑
재한 MICRO-MACHING SYSTEM을 국내에 공급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Chip & PKG Automatic Visual Inspection Machine
높은 검출력, 짧은 설비 다운타임, 짧은 레서피 튜닝 시간 등이 
강점인 이 설비는 日OKANO사의 미세 크랙, chipping, 스크래치 
등의 검출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Spin Coater& Developer & Lift off system & Mask 
Alignment system
日  A S A P사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S p i n  C o a t e r & 
Developer & Lift off system & Mask Alignment system 
동시에 공급하는 회사로 높은 프로세스 재연성, 낮은 유
지 비용 등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Components & Raw Materials
1. Pressure sensor
      0.01KPa의 미세한 압력단위의 측정, 관리가 가능한   
압력계(압력센서) 

2. UV Tape for Semiconductor
3.   Industrial Lamp: UV Lamp, Metal Lamp, Hg Lamp, 

Halogen Lamp 
4. Metal Wafer & Ware for Industry

제조품목 Product

TEAMs Corporation

주식회사 팀즈 (TEAMs)는 반도체/LCD/LED 제조용 핵심소재, 부품 그리고 시스템을 개발,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끊임 없는 연구 개
발을 통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성, 실용성, 독창성을 겸비한 신공법의 CO2 Bubbler, Chiller를 자체 개발/생산 가능한 기술선도적
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미국 등의 선진 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된 최신 버전의 생산 설비,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최대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경쟁적인 최신의 기술과 설비를 공급하는 협력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We are, TEAMs are specialized producing not only Core Raw Materials, but also high precision parts and Advanced system 
for LED, semiconductor and LCD production. Especially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in particular, we are  
TEAMs has developed CO2 Bubbler, Chiller's which is combined new method creativity, technology and We are moving to 
grow market-leading technology-intensive enterprises. We hope that your company's strategic partners.

회사소개 Company Info

RHB100C 
Dispense Unit
（Basic）

RHF100C 
Dispense Unit
（Multifunction）

도트와 라인을 일련의 동작으로 사출 가능
Dynamic · Despensing · Mode · Contro~DDMC

피에스케이 

Booth No.

A130

• CEO : 박경수 / Kyoung Soo Park
• ADDRESS : 우) 18449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4길 48(석우동)
 48, Samsung-1ro 4-gil, Hwaseong-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660-8700    Fax. +82-31-665-4520
 E-mail. ethan@psk-inc.com    URL. www.psk-inc.com

SUPRA N 설비는 300mm Ashing System에 향상된 
생산성과 가장 작은 footprint를 차지하도록 설계된 
최신 모델의 설비입니다.

SUPRA N is the latest generation Ashing system 
with increased productivity, and it is designed with 
the smallest footprint for 300mm Ashing systems.

제조품목 Product

PSK

•   PSK는 전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Wafer 표면 처리 설비 제조업의 선두자입니다.
•   PSK는 독보적인 기술의 획기적인 개발을 통해 자동화된 제조업에 Ashing / Dry Stripping & Plasma Oxide Cleaning을 
제공합니다.

•   PSK는 공동 Partnerships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지속적인 전 세계의 고객 만족을 추구합니다.

•   PSK Inc. is a leader in manufacturing Wafer Surface Treatment Equipment for the Worldwide Semi-Conductor 
Industry.

•   PSK Inc. delivers Ashing/ Dry Stripping & Plasma Oxide Cleaning solutions for automated fabrications systems 
through Innovative Development of Leading- Edge Technologies.

•   PSK Inc. pursues continuous Worldwide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Joint Partnerships and Corporate/Social 
Responsibility.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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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 윤동일 / Don Gil Yoon
• ADDRESS : 우) 1406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501호
 #501, Acrotower B, 1591, Gwanyang-dong,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385-1130     Fax. +82-31-385-9730
 E-mail. leehyeja9@hiroxkorea.com    URL. www.hiroxkorea.co.kr

제조품목 Product

㈜하이록스코리아
HIROXKOREA Co., Ltd.

㈜하이록스코리아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조사인 HIROX CO.,LTD. 과 한국 독점 대리점 계약을 맺고 반도체, 생물, 재
료,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량적인 품질검사에 적용되는 고해상도 3차원 검사 장비와 그로 인해 획득된 각종 디지털 이
미지에 대한 평면 혹은 3차원 계측 소프트웨어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고해상도 디지털 영상 현미경을 취급하는 오퍼, 
무역 업체입니다.

Hirox Korea is a representative distributor & agent of Hirox Co.,Ltd. in Japan, worldwide famous maker of high quality 
Digital Microscope System actualizing a total vision inspection solution for “Superior Quality Observation”, 
“3D Auto Calibration Software” and “High Resolution Images” in the fields of Semiconductor, Biology, Material and 
Part Industries.
Please choose Hiroxkorea! You will enjoy the essence of the world best Surface Mount Technology! Thank you so 
much for your kind interest.

회사소개 Company Info

3차원 고해상도 디지털 영상현미경(RH-2000) 

3D high resolution digital image microscope(RH-2000)

Booth No.

C014
Booth No.

A010

• CEO : 후지야마 준키 / Junki Fujiyama
• ADDRESS : 우) 17792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한산길 5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내
 5, Hansan-gil, Cheongbuk-myeon, Pyeongtaek-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683-2922(본사)     Fax. +82-31-683-9034(본사) 
 E-mail. jonh-pil_kim@ulvac.com    URL. www.ulvackorea.co.kr

반도체 및 평판 Display 제조장치, 전자소자 제조 및 산업용 R&D Equipment, Vacuum Component 

Semiconductor & FPD Production Equipment, Electronic Device & Industrial R&D Equipment, Vacuum Component 

제조품목 Product

한국알박㈜
ULVACKOREA Co., Ltd. 

ULVAC의 기술과 명성 그대로 반도체 및 FPD산업 그리고, 신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태양전지관련 산업에서
도 세계 최정상의 기술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ULVACKOREA는 최적의 품질 경영시스템을 통한 제조 및 핵심부품 
조달, 표면처리 및 CIP, AS에 이르기 까지 국내에서의 Total Solution 적용으로 최고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통한 보다 신속한 
고객대응이 가능하며 또한 반도체 및 LCD장비의 국산화 실현으로 우수 엔지니어 양성 및 신기술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uick customer correspondence is possible, and a semiconductor and domestic production of the LCD equipment 
make an effort for the excellence engineer training and new technology development by realization technology 
and fame of ULVAC consistently again than I just know it by the best technology and service by a Total Solution 
application in the country up to semiconductor and FPD industry and production even solar cell connection industry 
coming into the limelight in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newly can meet in technology of the world best, and 
to know by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which is most suitable for our ULVACKOREA and core parts, surface 
treatment and CIP, AS. 

회사소개 Company Info



76 77

2016
 반

도
체

대
전

2016
 반

도
체

대
전

• CEO : 이토 요시오 / YOSHIO ITOU
• ADDRESS : 우) 10816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2로 51
 51, Dangdong 2-ro, Munsan-eup, Paju-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937-2963     Fax. +82-31-937-2906 
 E-mail. han-jin_cho@ulvac.com    

제조품목 Product

한국알박머터리얼즈㈜ 
ULVAC MATERIALS KOREA Inc.

한국알박머터리얼즈는 Target Bonding전문회사로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Target을 양산 
Line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ULVAC의 장비와 연동하여 고객의 Need에 만족하는 Target 제조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용 Target으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ULVAC MATERIALS KOREA as a professional company Target Bonding, thorough quality control through mass 
production can satisfy the customer's to the target line to stably supply. UMK Target is committed to manufacturing 
the Target to satisfy the customer's Need works with equipment of ULVAC. In the future, even as a Target for 
semiconductors we will continue to expand its business.

회사소개 Company Info

분할형 Target(~Gen 8)
Multy Type Target(~Gen 8)

일체형 Target(~Gen 6)
Integral Type Target(~Gen 6)

Booth No.

A021

• CEO : 김철민 / Chul Min Kim
• ADDRESS : 우) 17812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현곡산단로 107
 107, Hyeongoksandan-ro, Cheongbuk-eup, Pyeongtaek-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683-2926     Fax. +82-31-683-2956
 E-mail. tai-gon_noh@ulvac.com    URL. www.ulca-cryo.co.kr

크라이오 펌프, 극저온 냉동기, 수분전용 트랩

CRYO PUMP, CRYO COOLER, Water only Super Trap

제조품목 Product

한국알박크라이오 주식회사
ULVAC CRYOGENICS KOREA Inc.

한국알박크라이오 주식 회사는 크라이오 진공 펌프의 전문 제조사로서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진공, 냉각 
기술과 제조의 Know-how, 최첨단 가공, 검사등의 생산설비 도입으로 국내 생산기술의 향상,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고객이 신뢰하고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생산으로 고객 만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4인치에서 30인치 구경까지의 크라이오 펌프 및 관련 제품의 국내생산은 물론, 국내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고
객들의 만족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As the professional manufacturer of Cryo pumps, ULVAC CRYOGENICS KOREA Inc. was established in December 2004 
with 100% of investments by ULVAC CRYO, Inc. which obtains universal recognition for its technology. By introducing 
ULVAC CRYO, Inc. production equipments including its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know-how, and the most 
advanced manufacturing process and examinations, ULVAC CRYO, Inc. is trying our best to produce products that can 
be safely used, and build customer loyalty.
  In addition to the domestically produced Cryo-Pumps of 4 inches to 30 inches caliber and the related products, 
ULVAC CRYOGENICS KOREA Inc. is doing its utmost to satisfy its customers by 'Quick Response', 'Quick Service' 
through ULVAC CRYOGENICS KOREA Inc.’s service networks.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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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022

• CEO : 한영수, 한상민 / Yeong Su Han, Sang Min Han
• ADDRESS : 우) 22121 인천광역시 남구 길파로 71번길 28
 28, Gilpa-ro 71beon-gil, Nam-gu, Incheon, Korea
• CONTACT : Tel. +82-32-867-0941     Fax. +82-32-868-5899
 E-mail. chosim905@hynux.com    URL. www.hynux.com

한영넉스는 제어기기 전문 제조기업으로서 , 온도조절계, 그래픽 기록계, 터치패널(HMI), 카운터, 타이머, 패널미터, 멀티 펄
스미터, 근접 및 포토센서, 로터리엔코더, 전력조정기, 무접점 릴레이, 전원공급장치, 제어용 스위치, 사인타워 및 경광등 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As a specialized manufacturing company in control equipment, Hanyoung Nux produces and provides a large variety 
of products, including temperature controllers, graphic recorders, touch panels (HMI), counters, timers, panel meters, 
multi pulse meters, proximity sensors, photo sensors, rotary encoders, thyristor power regulators, solid state relays, 
power supplies, control switches, sign towers, warning lights

제조품목 Product

㈜한영넉스
HANYOUNG NUX Co., Ltd.

㈜한영넉스는 1972년에 설립하였으며, 본사는 인천(주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현지 공장이 
진출해 있고 베트남,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터키, 멕시코 등에 대리점을 확보하고 있어 전 세계에 한영넉스의 제품이 신속
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Hanyoung Nux was established in 1972 and its headquarters is located in Incheon (Juan). Besides, it has factories in 
China and Indonesia, distributors in many countries (such as Vietnam, India, Thailand, Malaysia, Turkey, Mexico and 
many more), and it is building a global network, in order to provide Hanyoung Nux products promptly all over the 
world.  

회사소개 Company Info

㈜현대이엔지

Booth No.

D040

• CEO : 정용우 / Yong Woo Jeong
• ADDRESS : 우)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코오롱테크노밸리 B-104
 #B-104 Kolon Techno Valley Bldg., 56, Digital-ro 9-gil (Gasan-dong), Geumchen-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2635-9988     Fax. +82-2-2636-7280 
 E-mail. chillerbest@naver.com    URL. www.chiller.co.kr

현대 자동 냉각기

HYUNDAI AUTO CHILLER

제조품목 Product

HYUNDAI ENG Co., Ltd.

현대 이엔지는 한국의 넓은 냉동기 업계의 대표적인 생산자로서, 수출자로서의 리드 역할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축척된 
기술과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외의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설립 이래로 한국의 산업형 칠러의 선구자로서 지난 30년간 풍부한 경험과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신기술이 집약된     
고기능의 완벽한 무결점 자동냉각기 생산에 주력하여 업계의 품질 향상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고객의 사양에 맞춰 생산을 하고 완벽한 품질관리와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무결점 냉각기 제조를 지향하고 있으며, 서비스
팀을 두어 고객 감동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We, Hyundai Eng Co., Ltd. are one of a leading manufacturer and exporter of wide range of chillers in Korea, have 
been earned good reputation with substantial experience as well as accumulated technical R & D for a long time.

We have specialized in the manufacturing of industrial chillers for 30years as a pioneer in the Korean refrigeration 
industry.  With this technology leadership accumulated for the long years, we will keep focusing on investment into 
the high technology and quality upgrade in refrigeration & chilling fields in Korea. 

Now, we are ready to supply high quality products in conformity with requirements from global customers for 
customer’satisfaction.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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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015

• CEO : Kenji  Urase
• ADDRESS : 우) 0416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11 공덕빌딩 르호봇프라임 1345호 (한국대리점 나노웍스)
 11, Saechang-ro, Mapo-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711-7512     Fax. +82-2-6974-1505
 E-mail. jspark@nanoworks.co.kr    URL. www.hitachi-power-solutions.com

•반도체용 초음파 Void 검사장치 Manual Type FS 시리즈 (FS100 FS200 FS300)
•자동화 inline BSI CMOS inspection system -single type & Array(Electronic)Type 
•MEMS, SOI Wafer 자동 Void 검사장치 
•비수침 IGBT 자동 검사장치 –  Array(Electronic)Type
•Sputter Target 용 Void 검사장치 
•초음파 검사장치용 Probe(Transducer) 

•  Scanning Acoustic Tomograph / Ultrasonic inspection system FineSAT 
Series(FS100 FS200 FS300) 

•  Automatic inline BSI CMOS void inspection system - single type & 
Array(Electronic)Type 

•Automatic inline MEMS & SOI void inspection system  
•Automatic inline IGBT void inspection system  –  Array(Electronic)Type
•Sputter Target Void inspection system
•Ultrasonic high resolution Probe(tranducer) 

제조품목 Product

㈜히다치 파워솔루션즈
Hitachi Power Solutions Co., Ltd.

비파괴 방식인 초음파를 사용함으로써 반도체, Wafer, 전자부품 등의 내부에 대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 초 극소적
인 결함, Void를 스캔해 내는 장비입니다. 
저희 히다치 파워솔루션즈는 종전에는 초음파 검사로도 명확하게 검사하기 힘들었던 마이크로 결함을 영상화 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직접 저희 장비의 능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형 Manual 장비부터 Wafer검사등 고객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검사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검사의  
자동화, speed up, 당사만의 특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귀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초음파 검사 솔루션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Scanning acoustic tomograph / inspection Equipment searches for and images micro defects inside products created 
with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semiconductors and electronic components, by using ultrasonic waves in a 
nondestructive manner. The Hitachi Power Solutions scanning acoustic tomograph / inspection equipment has 
succeeded in imaging micro defects of products that have not been clearly visible with the prior ultrasonic inspection. 
Please check the capability with your own eyes. A lineup of standard machines is available to suit customers' different 
applications and inspection objectives. Please consult us to enable automation, speed up, and special applications. 
We can provide solutions to match your need.

회사소개 Company Info

FineSAT Type3

Wafer 검사장치

부분품업체
Sub-system & Components



82 83

2016
 반

도
체

대
전

2016
 반

도
체

대
전

주식회사 나노템코리아

Booth No.

D010

• CEO : 정재승 / Jae Seung Chung
• ADDRESS : 우) 14449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303동 102호
 #303-102, Bucheon Techno Park,397, Seokcheon-ro, Ojeong-gu, Bucheo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2-215-4213    Fax.  +82-32-215-4214
 E-mail. nanotemkr@nanotemkr.com     URL. www.nanotemkr.com

 “aeroFIX” - ‘에어로픽스’는 나노템 독자의 세라믹 소결기술로 기존 스루홀타입의 진공흡착판과는 완전히 다른 발상으로 개발된 다공질 세라믹(porous 
ceramic)진공 흡착판입니다.

 aeroFIX의 좋은 점
1.   부분흡착가능 - 기공사이즈가 미세(2μm)하기 때문에 air leak량이 적어 에어로픽스 어느 곳에 올려놓아도 제품흡착이 가능합니다.(에어로픽스 1대로 각
종 워크사이즈 흡착 가능)

2.   정전기 제거, 대전방지 기능 - 에어로픽스는 소재 자체가 106~109Ω/cm2의 표면저항률을 가지고 있어 워크의 정전기를 서서히 제거해줍니다.
3.   비접촉 부상반송장비에 활용 - Air blowing으로 워크를 부상시켜 고속 반송이 가능하고, 오염 및 스크래치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4. 스크래치 및 흡착자국 방지 - 표면조도가 우수하고, 미세기공(2μm)으로 흡착홀에 의한 흡착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5. 컬이 심한 필름이나 굴곡, 구김 등이 심한 워크를 균일하게 흡착, 고정
6. 형상 주문제작 가능

 “aeroFIX” Porous Ceramic Vacuum / Air Float Unit 
Part of the adsorption / film and the work of the local adsorption 
anti-static function / Adsorption marks, scratch protection
contactless Air float carrier / custom-made size, shape.

 “Clean Dash” 이물 제거/ 보호필름 박리 Roller
Clean Dash는 연질고무 재질로 고무 자체에 점착성을 보유,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
능합니다. 파티클 및 이물 제거, 보호필름 박리 등에 유용하며 지속적인 사용으로 점
착력이 떨어졌을 경우 알코올이나 용제 등으로 이물을 닦아내어 주면 점착력이 복
원되어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전기 제거, 방지 타입/ 점착 강도 조절 가
능/ 롤타입, 시트타입, 펜타입 등의 유저 사용 환경에 맞춘 주문제작 대응이 가능

 “Clean Dash” 
Clean Dash holds soft rubber material with adhesive on the rubber itself, a semi-permanent use. Semi-permanent use particles and foreign bodies 
removed, the protective film detachment is useful fore wipe out cohesive continued use alcohol or solvents as if adhesion is restored. Can be found 
using static elimination, anti-type / adhesive strength adjustable / roll type, sheet type, focused on environmental Made to Order.

제조품목 Product

Nano TEM Korea

나노템코리아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독자적인 기술로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를 제안하여 드리는 첨단 산업계의 파이오니어 입니다. IT분야
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Global Net Work를 바탕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선진분야의 소재, 부품 및 기술 등을 공급하고 고객의 기술한계 
극복을 컨설팅하여 드립니다.

Nano TEM Korea
That our customers need based on long experience and know-how in the field of IT, Global Net Work for Trade to overcome the 
technical limitations of the customers and to supply parts and technology in the field of advanced material, such as consulting, 
consulting company.

회사소개 Company Info

aeroFIX

Clean Dash

Booth No.

C007

• CEO : 김일남 / ll Nam Kim
• ADDRESS : 우) 21315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C동 410호(청천동, 우림라이온스밸리)
 #410, Urim lions valley C, 283, Bupyeong-daero, Bupyeong-gu, Incheon, Korea
• CONTACT : Tel. +82-32-623-6767    Fax. +82-32-623-6769
 E-mail. namilnic@unitel.oc.kr    URL. www.namilnic.com

 OPTICAL COMPONENTS
    ㆍMANUAL STAGE ㆍMOTORIZED STAGE
    ㆍMOUNT / HOLDER (LENS,MIRROR) ㆍRAIL / CARRIER / BLOCK / BRACKET
    ㆍBREADBOARD 

제조품목 Product

㈜남일광학기기
NAMIL OPTICAL INSTRUMENTS

1988년 10월 설립된 남일광학기기는 소형정밀 광학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여 국내 반도체, 의료, 디스플레이, 방위산업 
기업과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실험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5년의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와 지속적인 설비 투자로 신뢰성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 더욱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일광학기기는 국내 광학기기분야의 중추적인 기둥으로 성장해왔으며,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 향상과 연구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 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e, Namil optical instrument co., are established in October 1988, a manufacturer of aluminum, specializing in the 
small precision optical components which are used for semiconductor, medical, display,defense industry, laboratories 
of government and university, etc.
We try to provide the product of high quality by technical know-how of 25 years experiance and continuous  
investment in plant and equipment.
Until now, we play a pivotal role in optical components, never forget our first intention, do our best to study customer 
needs by quality increase.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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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포트코퍼레이션 ㈜대일시스템

• CEO : Jerry Colella
• ADDRESS : 우) 1405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3, 평촌스마트베이 A-801
 A-801, 123, Beolmal-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8069-2401    Fax. +82-31-8069-2402
 E-mail. korea@newport.com    URL. www.newport.com

• CEO : 김광산 / Kwang San Kim
• ADDRESS : 우) 1716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 40
 40, Maengni-ro, Wonsam-myeon,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339-3375    Fax. +82-31-339-7026
 E-mail. daeil@daeilsys.co.kr    URL. www.daeilsys.com

정밀 모션 시스템, 에어베어링/세라믹 스테이지, 리니어모터스테이지
방진/제진 테이블, 진동 아이솔레이터, 액티브댐퍼
광학마운트, 김발마운트, 5축/6축 마운트/스테이지, 매뉴얼 스테이지, 
마이크로미터, 헥사포드, 피에조모터 스테이지
미러, 렌즈, 빔쉐이퍼, 전동/매뉴얼 광량 감쇠기, 릴레이렌즈 어셈블리
옵티컬 파워/에너지미터, 빔프로파일러, 레이저 드라이버

미진동 제어 방지시스템 광학테이블 등

Vibration Isolation systems Optial Tables

Air-Bearing System, Ceramic Material Motion Stage, 
Piezo Motor
Friction Stage/Actuator, 6-Axis Kinematic Hexapod
Optical Table, Pneumatic Vibration Isolator, Active 
Damping System,
Elastomeric Isolator, Non-magnetic Table
Kinematic/Gimbal Optical Mount, 5-Axis Mount/
Stage, Micrometer,
Mirror, Lens, Beam Shaper, Laser Variable Attenuator, 
Optical Power/Energy
Meter,  Laser Beam Profi ler,  LD Driver,  Auto-
Collimator

제조품목 Product 제조품목 Product

Newport Corporation DAEIL SYSTEMS Co., Ltd.

MKS Instruments 의 자회사인 Newport는, 깊이있는 응용기술과 코스트 퍼포먼스,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포트는 레이저와 함께 모션컨트롤, 광학부품, 옵틱스, 마운트, 방진테이블등 다양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Newport Corporation, a subsidiary of MKS Instruments, Inc. provides groundbreaking technologies, deep applications 
expertise, disruptive cost-performance, and a commitment to world-class customer experience. 
Newport Corporation brands provide lasers, photonics, precision motion control equipment, optical components and 
sub-systems.

회사소개 Company Info

1984년 설립된 대일시스템은 국내 최초의 미세 진동 제어 전문업체로 15,000여대의 광학테이블과 각종 제진대를 생산하
여 국내 및 해외의 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에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우수한 성능의 제진대를 개발하여 공급하고자 최선
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첨단 신제품을 출시하고 21세기 나노 테크놀러지 시대를 맞이하여 진동, 
소음문제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무진동, 무소음, 무전자장의 환경을 제공하여 과학 및 산업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공
헌하고자 저희 대일시스템 임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stablished in 1984, as a first & leading vibration isolation systems manufacturer, DAEIL SYSTEMS has been providing 
about 15,000 optical tables and various vibration isolation systems to industries,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in Korea and overseas countries.

Based on the more than 30 years of technologies and experience, we are trying our best to offer the most economical 
and excellent performance vibration isolation systems. We continue to develop high-tech products and provide the 
total solution of vibration noise problems for the 21C nano technology era.

With talented people and technologies, we promise that we will throw our heart and soul into providing non-
vibration, non-noise and non-electromagnetic field environment for development of Scientific/Industrial 
technologies, furthermore contribute to society.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D100
Booth No.

C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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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스타

• CEO : 윤승찬 / Seung Chan  Yun
• ADDRESS : 우) 0839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23, G플러스 타워 202호
 #202, G Plus Tower, 123, Digitalro 26Gil, Guro-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2637-0114    Fax. +82-2-2637-3114
 E-mail. sales2@drastar.com    URL. www.drastar.com

가스 레귤레이터, 반도체 가스 레귤레이터, 부식성 유체 
및 기체 정밀 레귤레이터, 고압용 레귤레이터, 각종 
레귤레이터 전문 제조업체

Gas Regulator,  UHP Gas Regulator for Semi-
Conductor Line, Precision Control Regulator for 
Corrosive Liquid & Gas, Various Regulators, etc. 

제조품목 Product

DRASTAR Co., Ltd.

1986년 설립된 우리 회사는 2011년에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회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드라스타로 회사명을 변
경하고 초정밀 가스 레귤레이터라는 특수한 분야에 전념해 왔습니다. 
집중적인 기술개발과 축적된 노-하우의 결과로서 우리는 반도체 생산라인에 반드시 필요한 초정밀 가스 레귤레이터 (VCR 
or Lock Type)와 다양한 부식용 가스 및 액화용 레귤레이터 분야에서 전문가로 급속히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중국을 포함하여 20여개 국에 우리의 검증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
다. 특히, 우리가 생산하는 초정밀 가스 레귤레이터는 반도체 라인, 석유화학 및 일반산업기계, 그리고 주정(양조)사업 등 
고도산업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우리는 압력조정기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적자원과 기술을 계속하여 헌신할 것
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우리 고객의 새로운 개발과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과 함께 가고 함께 성장하
는 것입니다. 

Founded in 1986, we adopted a new corporate name, Drastar Co., Ltd. in Oct. 2011 to secure a strong and distinctive 
corporate identity. 
As the results of our intensiv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accumulated know-how, we have been rapidly grown 
to a specialist in the fields of ultra-pure pressure reducing regulator (VCR &Lock Type) necessary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line and various corrosive gas and liquid regulators as well.
Currently, we are exporting our proven gas regulators to more than 20 countries including Germany, United 
Kingdom, Australia, New Zealand, and Israel, China etc. Particularly, the ultra-pure gas regulators for high technology 
industry such as semi-conductor line, petrochemical, industrial machinery and plant, brewery, etc.
We will continuously devote all our human resources and technology to create superior products and services for 
pressure reducing regulators and thereby contributing to the new development and growth of our customers. Our 
goal is to go and create better future with our customers. Thank you very much.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D020
Booth No.

A003

㈜레오

• CEO : 어정선 / Andrew Eu
• ADDRESS : 우) 28182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1310-26
 1310-26, Cheongnam-ro, Nami-myeon, Seo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 CONTACT : Tel. +82-43-236-6740    Fax. +82-43-236-0278
 E-mail. ekiss22@empas.com    URL. www.leobio.co.kr

(1) 불연 LED 유도등 (주차유도등, 소방유도등)
(2) LED 조명 (가정용, 공장용, 주차장등, 투광기, 경관조명)
(3) 태양광 LED 모듈 Package
(4) LED 가로등, 신호등

(1) Non-flammable LED Leading Lighting(Parking,Fire-fighting)
(2) LED Lighting(Home,Factory,Parking Area,Flood Light,Lanscape Light)
(3) Solar LED Module Package
(4) LED Street Light,LED Traffic Light

제조품목 Product

LEO Co., Ltd.

“최상의 기술과 품질이 융합된 제품, 빠른 서비스, 그리고 신뢰”
LED 부품소재 전문기업 ㈜레오가 늘 다짐하며 지향하는 슬로건 입니다.

㈜레오는 최고의 LED융합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되어, LED 조명 및 Display 장치, LED 유도등, 
안내판, 표지판, 간판 및 광고판, LED 가로등, 태양광 LED 가로등, 태양광 LED 경관조명, 신호등을 직접 제조 및 공급, 설치
하고 있습니다

LEO Co.,LTD established with LED Convergence Technology in 2013.
   
LEO Co.,LTD Manufacture LED Lighting,Display Device, LED Leading Lighting, Streetlight, Traffic/Exit Light, Sign-board, 
Solar-LED Package Lighting.
Our LED Pursue Eco-friendly, High Efficiency, Long Life-time Product.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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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일전기㈜ 주식회사 세기정밀

• CEO : 이영익 / Young Ik Lee
• ADDRESS : 우) 46753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61로 59번길 6
 6, Noksansandan 261-ro 59beon-gil, Gangseo-gu, Busan, Korea
• CONTACT : Tel. +82-51-831-6800    Fax. +82-51-831-6809
 E-mail. hkyu@seaki.co.kr    URL. www.seaki.co.kr

• CEO : 박동석 / Dong Suk Park
• ADDRESS : 우) 1565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벤처로 481
 481, Sihwabencheo-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319-2867    Fax. +82-31-432-2164
 E-mail. ssanil@sanil.co.kr    URL. www.sanil.co.kr

 반도체용 리드프레임

반도체 패키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 주는 전기도선의 역할로 칩(Chip)은 매우 작아 직접 전기를 공급하기 어렵고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리드프레임은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 및 열 발산을 용이하게 하고 반도체를 지지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Leadframe for semiconductor
Leadframe acts as Lead conducting a electric current between chip & PCB and Frame preserves the shape of 
assembled package when assembly process of semiconductor is completed.

 센서

(엘리베이터용 센서) : 멀티빔센서, 라이트커튼, 랜딩센서, 인덕터스위치, 포토셀
(공장자동화용 센서) : 에어리어 센서, 화이버 센서, 근접센서, 고온용 센서, 투명체 검출용 센서 등   
인코더 : 기어드TM용, 기어레스TM용, SIN.COS인코더, 도어용, 거버너용

 Sensor
(Elevator) : Multi Beam Sensor, Light curtain, Landing sensor, Inductor Switch, Photo Cell
(F.A) : Area sensor, Fiber sensor, Proximity Switch, High Temperature Sensor, Glass sensor  
Encoder : Traction Machine Geared & Gearless Encoder, sin.cos Encoder, Door Encoder, Governor Encoder

제조품목 Product제조품목 Product

SEAKI PRECISION Co., Ltd.Sanil Electric Co., Ltd.

리드프레임은 반도체, LED, 전기제품 등의 후공정 공정재료의 핵심이 되는 부품으로 세기정밀은 빠른 속도로 다양화, 고성
능화 되어가는 제품 및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한 고객 만족의 실천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Leadframe is a core part of post-processing materials such as semiconductor, LED and electrical products. In 
response to the demands of the markets and products which are becoming diversified and high performance rapidly, 
SEAKI PRECISION Co., Ltd. Put our customer’ satisfaction as the highest priority-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C016
Booth No.

C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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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링크 주식회사

• CEO : 이희장 / Hee Jang Rhee
• ADDRESS : 우) 0859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704호
 #704, 14 Gasandigital 2-ro , Keumcheon-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866-8737    Fax. +82-2-866-8757
 E-mail. info@esealink.com    URL. www.esealink.com

• CEO : 양희승 / Hui Seung Yang
• ADDRESS : 우) 0725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53-6
 53-6, Gukhoe-daero 54-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2637-6200    Fax. +82-2-2634-0482
 E-mail. sealstar@naver.com    URL. www.sealstar.com

● 고진공 회전축 씰링 유니트, 고압 회전 씰링 유니트
● 로터리 유니온, 씰, 오링
● 로터리 씰링 유니트, Rotary Feedthrough
● 적용분야 : 반도체 장비(CVD, MOCVD, OLED, CMP, Autocalve, 등), 
     의약 및 제약, 식품, 화장품 교반기, 반응기의 회전축 씰링 유니트

● For High Vacuum and Pressure Rotary Sealing Units
 - Rotary Feedthrough,    
 - Reciprocating Feedthrough
 - Multi-port Rotary Union,  
 - Rotary & Reciprocating Feedthrough

●   Application : Semiconductor Equipment (CVD, MOCVD,OLED, 
CMP, Autoclave...Etc), Petrochemical Equipment, Pharmacy                    
Equipment..Reactor, Agitator Etc

씰, 오링

SEAL, O-RING

제조품목 Product 제조품목 Product

Sealink Corp. SEAL STAR Co., Ltd.

메카니칼 씰, 씰링  전문기업 씰링크 입니다. 25년 이상의 노하우를 바
탕으로 하여 무윤활방식의 메카니칼 씰 설계,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
였으며 기술력과 품질, 가격과 납기, 신용과 성실로 여러분의 관심 속
에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씰링크(주)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꼭 필요한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Sealink designs, manufactures and markets Rotary Feedthroughs, Reciprocating Feedthroughs, Double Acting 
Feedthroughs - Rotary & Reciprocating - and Multi-port type Rotary Unions for vacuum or pressure process line, 
products of the highest possible quality by using advanced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approved quality 
assurance systems.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D102
Booth No.

C111

㈜씰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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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게이트 밸브가 주력상품이며, LL(Load Lock), TM (Transfer Module) 
Housing Type and Insert Type, PM(Process Module), Pendulum, Vertical 등 
다양한 Type의 모델을 개발 생산하였습니다.  
사용용도로서는 OLED, LCD , Solar Cell , 반도체진공장비, LED제조공정의 
Main 장비의 핵심필수품목 (Dry Etcher / CVD / Sputter / Plasma Asher / Etc. 
Vacuum System ) 입니다. 
진공 및 대기 물류 시스템 과 USC (Ultra Sonic Cleaner ) 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Application fields :  OLED, LCD, Solar Cell, SEMI Vacuum equipment, Dry 
Etcher / CVD / Sputter / Plasma Asher / Etc. Vacuum System)

Vacuum Gate Valve is our flagship product. LL(Load Lock), TM(Transfer 
Module) Housing Type and Insert Type, PM(Process Module), Pendulum, 
Vertical etc. 
We already developed and currently providing various type of vacuum 
valves for global customers.
Application Fields are OLED, LCD, Solar Cell and semicom equipment. 
Manufacturing process (Dry Etcher / CVD / Sputter / Plasma Asher / Etc. Vacuum System) 
And also, we are supporting FA(Factory Automation) transfer system. Additionally, we have USC(Ultra sonic cleaner) 
equiptment for OLED industry, too.

㈜알파플러스

• CEO : 최명배 / Myung Bae Choi
• ADDRESS : 우) 31409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200
 200, Asanvallydong-ro, Dunpo-myeon, Asan-si, Chungcheongnam-do, Korea
• CONTACT : Tel. +82-41-547-2390    Fax. +82-41-547-2398
 E-mail. yjchoi@alpha-plus.co.kr    URL. www.alpha-plus.co.kr

• CEO : 김경수 / Kyung Soo Kim
• ADDRESS : 우) 12733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길 49
 49 Yongsu-gil, Chowol-eup, Gwangju-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8028-8888    Fax. +82-31-8028-7777
 E-mail. hison@atseng.com    URL. www.atseng.com

진공 증발원

진공 속에서 나노 크기의 얇은 막(금속, 비금속, 산화물, 화합물)
을 만들 수 있는 핵심부품 진공용기 속에 장착된 진공증발원
(Effusion Cell)들은 내부에 도가니(Crucible)를 고온으로 가열할 
수 있는 열원이 위치하여 있고 Crucible를 가열하면 Crucible 속의 
증발원(Source)들이 고온으로 가열되어 증발하고 증발된 물질은 
상부에 있는 기판(Substrate)에 도달하여 나노 크기의 얇은 막(박
막)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

Effusion cell
Effusion Cell, installed in a core part vacuum chamber that can 
make nano-sized thin film (metal, nonmetal, oxide, compound) 
in a vacuum, has heating source (filament) inside which is able 
to heat up a crucible at a high temperature, when a crucible is 
heated, sources inside a crucible are heated to high temperature, and it evaporates.
The evaporated substance reach a substrate in the upper part, and nano-sized thin film can be created as a result.

제조품목 Product 제조품목 Product

ALPHAPLUS Co., Ltd. ATS Co., Ltd.

당사는 고진공 및 초고진공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진공장비 전문기업으로 2000년에 설립된 이래로 국내외 진공장비 및 부
품산업의 발전에 일조하여 왔습니다. 21세기에는 진공관련 기술의 산업 적용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당사
는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 태양광 산업, 반도체 산업 및 의료장비산업 등의 국제산업분야에서 기술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 알파플러스의 주력사업추진분야는 주로 물리 증착장비 및 부품분야이며, 최근에 OLED 
산업의 양산제조분야에 당사제품이 직접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사의 양산적용제품 출하를 계기로 일차적 도약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향후 고속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21st century leading vacuum equipment company based by high vacuum and ultra high vacuum technology. 
Founded in 2000, We are concentrating on continuous development of vacuum equipment and components 
and improving product. Especially, we supply effusion cell at display production lines. Our company's laboratory 
successfully performs many country's subject of a research by developing, commercializing and standardizing 
vacuum system.

회사소개 Company Info

㈜ATS는 FPD & Semiconductor 진공제조장비 산업분야에서 핵심 진공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오래기간 
FPD & Semiconductor 장비개발 및 양산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실천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객
과 함께하는 회사, 기술로 승부하는 회사, Win-Win 을 추구하는 회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중국 등에 수
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최고의 품질과 신뢰로 고객에게 보답하겠습니다. 

As a leading supplier of vacuum core product and services to the global FPD industry, ATS is providing a various types 
of  gate valve and its  overhaul service for the global customers. Especially our vacuum gate valve for the FPD industry is 
the first one certified by the KDIA(Korea Display Industry Association) through the joint evaluation of two Korean panel 
manufacturers, we are currently supporting major FPD manufacturing companies Korea, Japan and China, too. ATS develops 
innovative solutions that help our customers build more cost-effective and reliable equipment and production line.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A118
Booth No.

A126

㈜에이티에스



94 95

2016
 반

도
체

대
전

2016
 반

도
체

대
전

㈜유니락㈜엠비젼

• CEO : 이구열 / Gu Youl Lee
• ADDRESS : 우) 2835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성동 221
 221, Sinseong-dong, Heungdeok-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 CONTACT : Tel. +82-43-273-2910    Fax. +82-43-273-2911
 E-mail. m-vision@mv21.co.kr    URL. www.mv21.kr

• CEO : 유명호 / Myoung Ho Yoo
• ADDRESS : 우) 2169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64번길 37 남동공단 152블럭 12롯트
 152Block-12Lot, Namdong Industrial, 37, Namdongdong-ro 64 beon-gil, Namdong-gu, Incheon, Korea
• CONTACT : Tel. +82-32-822-6600    Fax. +82-32-821-6604
 E-mail. unilok@unilok.com    URL. www.unilok.com

제조품목 Product 제조품목 Product

M-VISION Co., Ltd. UNILOK Corporation

㈜엠비젼은 반도체/PCB/디스플레이용 AOI 검사장비에 적용되는 LED 조명 전문 회사입니다. 
당사의 LED 조명은 광학설계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 LED 모듈을 설계하고, 제작 후 다양한 측정장비로 성능을 검증하므
로 품질과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10년 이상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특수한 사용 환경이나 검사대상물에 가장 적합한 LED 조명을 제공해 드립니다.

M-VISION specializes in LED modules for semiconductor/PCB/display AOI equipment. 
Our LED modules have high-reliability and high-performance because we design them with optical design&analysis 
programs and verify using various measuring equipment. 
We offer you most suitable LED modules for special environments or objects based on our experience.

회사소개 Company Info

(주)유니락은 1984년 창립 아래 외산에 의존했던 INSTRUMENTATION TUBE FITTING & VALVE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32
년간 외길을 걷고 있으며, 국내외 EPC사를 중심으로 플랜트, 석유화학, 발전소, 조선, 해양플랜트산업 등에 공급하고 있습
니다. 2002년부터 반도체용 UHP(Ultra High Purity)제품인 Clean Fitting / Valve(Diaphrahm, Bellows, Check), IGS, GAS 
Filter , Regulator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반도체 웨이퍼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가스에 부합하는 고청정 제품을 생
산함으로서 국내외 유수한 반도체, 소자, Disjplay 업체와 장비제조업체에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이
슈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휴먼에러방지 기술을 유니락의 32년 이상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으로 특허된 GGR(Gap 
Gauge Ring)을 개발 왼료, 시판중에 있으며 업체의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유니락은 끊임 없는 기술 추진과 개발, 인
력투자 및 신기술, 신정보, 신문화 발굴에 혼을 심는 마음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전 사원이 인화단결하여 고객과 한마음으
로 21세기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위치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Manufacturer of Fittings and Valves Since 1984. Manufacturer of following products since 1984 - Face Seal/Weld 
Fittings - Cylinder Connectors - Diaphragm/Bellows Valves - Tube Fittings[Lok Fittings] - Ball, Check, Needle Valves 
- Seamless Tubing. We, Unilok Corporation, are producing UHP fittings, valves(Diaphragm, Bellows valves), cylinder 
connectors, filters, regulators and IGS(Integrated Gas System) used in semiconductor fields since 1984. Our product’s 
quality and reliability are recognized through customer’s satisfaction and results of many projects which Unilok 
participated in.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 site www.unilok.com or call us +82 32 822 6600.

회사소개 Company Info

반도체 · 디스플레이 검사장비용 LED 모듈, AOI 장비용 LED 조명시스템

LED modules for semiconductor·display inspection equipment. LED lighting systems for AOI equipment

Booth No.

A120
Booth No.

A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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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비스

• CEO : 김종환 / Jong Hwan Kim
• ADDRESS : 우) 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7 현대지식산업센터 C동 1305호
 1305, Hyundai Knowledge Center C-dong, 7, Beobwon-ro 11gil, Songpa-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424-8832    Fax. +82-2-6455-8832
 E-mail. sales@iovis.co.kr    URL. iovis.co.kr

1. 산업용 CAMERA 제품군별 - 고해상도, GigE, USB, 적외선, 고속카메라, TDI카메라 
2. 카메라 제조사별 총판 - BASLER, VIEWORKS, JAI, XENICS, ISVI, OPTRONIS, Raytrix
3. LENS 제품군별 - 텔레센트릭, Macro, 라인스캔카메라용, 대형 Format, CCTV, ZOOM, 
    가변 렌즈, 특수렌즈 
4. F/G 제품군별 - CameraLink, Analog, CoaXPress, DF 프레임 그레버, GigE, USB 3.0 보드  
5. 3D 제품군별 - Laser Scan 방식, Projector 방식, 백색광 간섭계 3D 검사모듈, 
    컨포컬 센서, 3D 스마트 센서, Light Field 카메라
6. DLP 제품군 - DLP Board, DLP Projector, DLP Module
7. Laser 제품군별 - Point Laser, 패턴 Laser, 라인 Laser, 특수 Laser등 
8. Sensor - Area, Linescan sensor, Custom

1. Industrial Camera- High resolution, GigE, USB, IR, High Speed, 3D
2. Global Partner For Camera- BASLER, VIEWORKS, JAI, XENICS, ISVI, OPTRONIS 
3. LENS- Telecentric, Macro, Linescan, Big Format, CCTV, ZOOM, Focus Tunable Lens
4. Frame Grabber- CameraLink, Analog, CoaXPress F/G, GigE, USB 3.0 board
5. 3D Camera Module- Laser Scan, Projector Type, White Light Interferometer, 
    3D Inspection Module, 3D Light Field Camera
6. DLP- DLP Board, DLP Projector, DLP Module
7. Laser- Point Laser, Pattern Laser, Line Laser, Special Laser
8. Sensor- AnaFocus Area, Linescan sensor, Custom

제조품목 Product

IOVIS Co., Ltd.

㈜이오비스는 머신비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영상처리& 공장 자동화 분야의 비전전
문 기업입니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Basler, JAI, VIEWORKS, 
EURESYS, Xenics의 한국 공식 대리점이며, DLP 프로젝터를 개발, 이오비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
으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로 이오비스 임직원은 카메라부터 모듈까지 다양한 형태의 토탈 솔루션을 개발 공급함으로
써 고객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OVIS boasts of competent experts who have rich experiences over 10years in Machine Vision. We do our utmost 
to satisfy customers with the best solution, high-tech engineering, top consulting service, and technical support 
in image processing & factory automation. IOVIS is Korean official distributor for global leading manufactures with 
IR camera, 3D module, frame grabber as well as industrial cameras having good reputation over the world. IOVIS 
endeavors to foster vision professional personnel and provide various vision solutions from vision component, 
modules & development with accumulated know-hows and distinguished technologies for customers. IOVIS offers 
not only making sales but also the best follow-up service.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B080

주식회사 재원

Booth No.

C025

• CEO : 신정욱 / Jeong Wook Shin
• ADDRESS : 우) 15843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3(당정동) 신일 IT 유토 509호
 509 Shin-il IT UTO, 13(Dangjeong-dong), LS-ro, Gunpo-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477-7333    Fax. +82-31-477-7399
 E-mail. ijw@ijaewon.com     URL. www.ijaewon.com

제조품목 Product

JAEWON Co., Ltd.

당사는 스테이지 개발 및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이며, 당사의 주 생산품인 소형 정밀 스테이지는 LCD, LED, OLED, 
AMOLED 등의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분야의 제조 공정과 각종 검사 공정에서 대상물의 정밀한 위치결정을 위한 목적으
로 사용되어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광학 및 의료, 방송 분야용 3D리그 등 정밀
기계 장비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개발인력을 중심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고 정
밀성의 매뉴얼 스테이지, Nano급 스테이지, Auto 스테이지, 초박형 Auto 스테이지 등에서 7건의 특허 보유, ISO 9001, ISO 
14001 인증을 획득, ROHS 및 CE인증을 획득 하는 등 대내외 적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 대기업에 납품은 물론 
일본, 유럽 등 해외 유수의 기업에 수출하는 등 국내 대표기업으로 자리 매김 해 나가고 있습니다.

Jaewon is a venture company dedicated to develop and professionally produce various types of industrial stages. Jaewon’s 
current most popular product of small precision stage is used for displays – LCD, LED, OLED, AMOLED, manufacturing 
process for semiconductor areas and the various related inspection process for exact location of the targeted things. 
Jaewon is making its utmost efforts to develop an innovative technology by early establishing a R&D center with 
specialized workforces, rich experience and technology. As result, 7 new technology-applied products including high 
precision manual stage, nano level stage, auto stage, ultra slim auto stage, etc., along with successful acquiring of 7 
patents in those specific areas. Also, Jaewon has acquired such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as ISO9001/14001, ROHS and 
CE. Such noticeable advancements naturally led to accumulation of its popularity from domestic and overseas markets 
for its product quality. As result, Jaewon succeed to export to foreign markets of Japan, the EU, etc. Such a series of visible 
outcomes make it natural for the company to be called “a local major company in the field.”

회사소개 Company Info

-  초박형 위치결정 장치 : 세계 최저 높이 구현한 소형정밀 위치결정장치
-  모터라이즈 스테이지 : 모터를 이용한 자동 소형정밀 스테이지
-  자동 얼라인먼트 스테이지 : XYθ축의 정밀한 alignment를 위한 자동 스테이지
-  고니오 스테이지 : 재원만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고니오미터 스테이지
-  매뉴얼 스테이지 : 간편한 조작으로 정밀한 위치결정이 가능한 수동 스테이지

-  Ultra Slim Positioning Device : The best slim stage(Positioning device) 
   in the world with precision.
-  Motorized Stage : Auto precision stage with motor. 
-  Auto Alignment Stage : Auto stage which can precise align XYθ axis.
-  Gonio Stage : Strong & Precision gonio stage with JAEWON’s technology 
   (Patent applied)
-  Manual Stage : Simple control and precision positioning manual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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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032

• CEO : 이운명 / UM Lee
• ADDRESS : 우) 13663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3번길 10, 607호
 #RM607, 10, Seongnam-daero 43beon-gil, Bundang-gu, Seon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726-1585    Fax. +82-31-726-5070
 E-mail. joowonlt@unitel.co.kr    URL. www.joowon.co.kr

초정밀 위치 결정 시스템
다축 어라인먼트 시스템
피에조, VCM 스테이지
자기장 프로브를 이용한 전류경로 영상화 장치

Ultra-Precision positioning system
Multi axis alignment system
Piezo, VCM stage
High resolution magnetic field microscopy for failure 
analysis of electric circuit board

제조품목 Product

주식회사 주원
JOOWON INDUSTRIAL Co., Ltd.

주식회사 주원은 1975년 설립이래 사반세기 이상 국내 각 유수 기업체, 대학교 및 정부산하 연구소 등에 필요한, 최첨단 실
험, 측정, 계측, 분석기기 및 생산 장비를 수입,판매하고 있는 무역회사로서 “약속필천”을 사훈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사후 
서비스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첨단 기술과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JOOWON in a reliable source of accelerated innovation for supplement of industrial machine, measurement and 
scientific equipment. We thrive on high expectations and great challenges. Our technical experts understand your 
business requirements well. Our diverse backgrounds represent a powerful source of innovative application support. 

회사소개 Company Info

 ㈜케이에스엠

• CEO : 김윤호 / Yun Ho Kim
• ADDRESS : 우) 1004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소래로 71
 71 Sorae-ro, Daegot-myeon, Gimpo-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980-0180    Fax. +82-31-983-0594
 E-mail. soyoon@ksm.co.kr    URL. www.ksm.co.kr

•  용접형 메탈 벨로우즈
•  칼레즈 오링
•  페로텍 자성유체 씰
•  히터 및 서브 어셈블리

•  Welded Metal Bellows
•  Kalrez O-Ring
•  FerroTec Magnetic Fluid Seal
•  Heater & Sub-assembl

제조품목 Product

KSM Co., Ltd.

한국씰마스타㈜는 1979년도 창사 이래 남들이 주목하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되는 분야, 특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분야
를 개척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Welded Metal Bellows는 세계최고의 제품으로 성장하였고, 국내/외 장비업체
들과 반도체 공정용Aluminum 및 Stainless Heater와 각종 Sub-assembly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
로 원천기술(고정부; Dupont Kalrez O-Ring, 회전부; FerroTec 자성유체 씰, 상하 운동부; KSM Bellows)을 보유하고 있는 기
업들과 협력하여 반도체 및 FPD 관련 고객에 대한 Total Sealing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SM's world best Welded Metal Bellows is enhancing your reliability in vacuum solution. KSM Corporation has been 
supplying reliable core component to customers who are leading highly advanced technology in the semiconductor 
and TFT-LCD equipment manufacturing industry. Welded Metal Bellows is mechanical components taking a shape 
of a wrinkled tube which is made by welding multiple of very thin metal foils(0.05~2mm) formed by press machine. 
Its elastic characteristic enables movements on axis, angular, horizontal and vertical direction in the condition of 
maintaining high vacuum by isolating the interior from the exterior. With required to maintain reliable sealing ability, 
Welded Metal Bellows required to guarantee more than 1million strokes is mostly used in Semiconductor device, 
Ultra high vacuum equipment, Medical device, Aerospace Components, Beal line and mechanical seals.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A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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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A006

㈜코본테크

• CEO : 주연숙 / Yeun Sook Joo 
• ADDRESS : 우) 27939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중1길 51
 51 Chojung1-gil, Jeungpyeong-eup, Jeungpyeong-gun, Chungcheongbuk-do, Korea
• CONTACT : Tel. +82-43-838-9747    Fax. +82-31-629-5572
 E-mail. nanoman@cobon.co.kr    URL. www.cobon.co.kr

누전검출센서모듈 (COB)
누전차단모듈의 반도체등 핵심전자회로를 모듈로 만들어 누전차단기/누전
릴레이/비데 등의 PCB에 간편하게 취부하여 사용합니다.

Leakage-dectection module
The modular key electronic circuits of earth leakage circuit break ers can 
be easily mounted on PCBs, including earth leakage circuit breakers, 
earth leakage relays, and bidets.

제조품목 Product

COBONTECH Co., Ltd.

코본테크는 전기에너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감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보호하기위한  누
전감지센서를 제조하는 누전모듈 전문기업입니다.
우리제품은 주로 누전차단기, 비데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범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누전감지모듈을 제조하여, 사용
자의 메인보드에 부착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우리는 우리모듈을  더 간단하게, 더 집적화하여, 신뢰성을 높이며, 안정된 품질, 높은 생산성, 에너지절감 제품을 제공함으
로써 고객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COBONTECH is a company specialized in the manufacture of earth leakage sensors to protect the people’s life and 
property from fire and electric shock, which can be generated by electric energy.
Our products are mainly used for earth leakage breakers, bidets, etc. We manufacture various types of earth leakage 
detector modules according to their scope of use, which improve user convenience and efficiency by being attached 
to main boards.
COBONTECH will contribute to customer development by rendering simplified, integrated, and reliable modules as 

well as supplying products of stable quality that have high productivity and are energy efficient.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D001

• CEO : 최헌길 / Heon Gil Choi
• ADDRESS : 우) 50805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묵방로 185-25
 185-25, Mukbang-ro, Sangdong-myeon, Gimhae-si, Gyeongsangnam-do, Korea
• CONTACT : Tel. +82-55-328-1111    Fax. +82-55-328-4086
 E-mail. qlightkr@qlight.com    URL. www.qlight.com

•경고등/ 표시등
•표시등 & 전자 혼/ 시그널 폰
•선박, 중부하, 중장비 제품
•방폭 제품
•장방형 경고등 / 항공장애등
•시그널 타워램프
•모듈형 LED 타워램프 / 특수제어형 타워램프
•전자 혼/ 시그널 폰/ 모터 사이렌
•산업용 LED 조명등
•방수/ 방폭형 리미트 스위치

제조품목 Product

 ㈜큐라이트
Qlight Co., Ltd.

큐라이트는 1986년 창업 이래, 공장 자동화와 안전 관리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신호전달기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993년 LED광원 제품 
개발에 이어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 산업, 무인 자동화 설비, 제철/ 제강 산업, 조선공업, 해양플랜트, 석유 화학용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
하면서 현재 그 종류가 450여 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신 제어용 다기능 타워램프와 MP3 기능을 보유한 다채널 전자 시그널 혼
을 개발함으로써 신호전달기기의 복합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큐라이트 제품은 IECEx, ATEX, NEPSI, CE, UL, ICAO 등의 인증을 
통해 우수한 기술 역량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의 현지 법인과 40여 개국의 해외 유통망을 통해 글로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큐라이트는 꾸준히 산업 효율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선도 기업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Qlight has been a world-leading provider of visual and audible status indicating systems and solutions for the last three decades.
We pride ourselves in developing products which help our customer's improvement, productivity, safety, and quality control in the 
industrial automation and commercial improve. Our strong dedication to innovative products, quality assurance, well-established 
supply chain, customizable manufacturing and strong customer relationships have helped us earn the top market share in Korea 
and China. These core values have also been fundamental to our continued growth into new markets. Qlight's products are certified 
by the International Quality management System (ISO9001), IECEx, ATEX, UL, CE, Lloyd, KIMM, and KOSHA which display our 
dedication to stringent quality control and product development based on safety-pursuing industry standards. Our assembly lines 
in Busan, South Korea and Shanghai, China presently provide a variety of more than 450 of products to more than 40 countries, 
based on sales offices in South Korea (Seoul, Busan) China (Shanghai, Shenzhen, Shenyang, Tianzhen, Tianjin, Wenzhou), and the U.S. 
(Silicon Valley). The Qlight brand reflects 30 year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certification, and manufacturing experience. We 
will continue to establish ourselves as a industry-leading provider by pushing the boundaries of technology in order to enhance our 
customer's efficiency and safety in every industry and region of the world.

회사소개 Company Info

•Warning Lights / Signal Lights
•Signal Lights & Electric Horns/ Speakers
•Heavy-Duty Warning Lights / Horns
•Explosion Proof Warning Lights / Horns
•Warning Light Bars / Aviation Obstruction Lights
•Signal Tower Lights
•Modular LED Tower Lights / USB, ETN Signal Tower Lights
•Electronic Horns/ Speakers/ Motor Sirens
•Industrial LED Lights
•Water / Explosion Proof Limit Swi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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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엔스코리아㈜

• CEO : 김태석 / Tae Suk Kim
• ADDRESS : 우) 13591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6 (서현동, 서현빌딩 8층)
 8F, Seohyeon Bldg, 326, Hwangsaeul-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789-4300    Fax. +82-31-789-4301
 E-mail. info@keyence.co.kr    URL. www.keyence.co.kr

 디지털 마이크로스코프 VHX
각종 검사 및 원인 분석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깊
은 피사계 심도와 진화된 측정 기능을 갖춘 차세대 
광학 마이크로스코프

 형상 측정 레이저 마이크로스코프 VK-X
대부분의 재질에 대한 형상, 조도, 두께를 나노 단위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비접촉 3D 측정 시스템 

 Digital Microscope VHX
The VHX is an all-in-one microscope that incorporates observation, image capture, and measurement capabilities. 
Any user, regardless of their experience, can now obtain high-quality, fully-focused images in an instant.

 3D Laser Scanning Microscope VK-X
Non-contact 3D metrology system performs nanometer level profile, roughness and thickness measurements on 
nearly any material.

제조품목 Product

KOREA KEYENCE Co., Ltd.

KEYENCE는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센서, 측정 시스템, 레이저 마킹기, 마이크로스코프, 비전 시스템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기
업입니다. 모든 제조 산업에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EYENCE는 세계적 수준의 제품과 더불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숙
련된 세일즈 엔지니어들이 고객에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고 당사 제품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드립니다. 
그리고 빠른 배송 서비스로 고객들이 가능한 빨리 업무에 적용, 개선 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KEYENCE는 독보적인 지원과 뛰어난 기술을 결합하여 고객의 가치를 더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s a leading supplier of sensors, measuring systems, laser markers, microscopes, and machine vision systems 
worldwide, KEYENCE is at the forefront of factory automation. We strive to develop innovative and reliable products 
to meet the needs of our customers in every manufacturing industry.
In addition to our world-class products, KEYENCE offers a full range of services to further assist our customers. Our 
technically trained direct sales force is able to solve tough applications and answer technical questions about our 
products. We also provide fast shipping so customers can improve their processes as quickly as possible.
KEYENCE is dedicated to adding value to our customers by combining superior technology with unparalleled support.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C001

VHX Series VKX Series

주식회사 파인디앤씨 (파인옴스)

Booth No.

D004

• CEO : 홍성천 / Sung Chun Hong
• ADDRESS : 우) 31413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169
 169, Yeonamsan-ro, Eumbong-myeon, Asan-si, Chungcheongnam-do, Korea
• CONTACT : Tel. +82-41-538-9006    Fax. +82-41-538-9027
 E-mail. fineohmssales@finednc.com    URL. www.fineohms.com

[ 950um PROBE(0.30Pitch) ]
MATERIAL & FINISH
Plunger-Top : W-Alloy, Nt Plated
Plunger-Bottom : W-Alloy, Nt Plated
Spring : Music Wire, Au Plated

MECHANICAL SPECIFICATIONS
Spring Force[±20%]
8.1gf @ 0.17mm Recommend Travel
10.0gf @ 0.21mm Full Travel
Operating Temp: -40℃~120℃

제조품목 Product

FineDNC Co., Ltd. (FineOhms)

주식회사 파인디앤씨의 반도체사업부 파인옴스는 21세기 핵심전략산업으로 떠오른 전자기기 관련 제품의 고집적화, 패
키지화에 중요 핵심 부품인 PCB 회로기판 검사와 반도체부품 검사에 필요한 Test Socket, Test Probe를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신 반도체패키지 공정개선에 대한 공정연구 및 fine pitch(0.2~0.3mm)용 Test 
Socket과 Test Probe의 선행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파인옴스는 고객과 더불어 성장하고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고
객의 매출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Fine Ohms, Fine DNC semiconductor division is specialized to design and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test parts 
which are the key for high-density integration and packaged in electronic device to be tested by in core strategy 
business of 21st century. To become more innovative and more competitive, we keep developing new semiconductor 
package process development and test socket & Probe for fine pitch(0.2~0.3mm) by many investments into R&D. 
For customer sales increase, we ensure to do the best in order to dedicate to our company with future-oriented and 
corporate innovation vision.

회사소개 Company Info

[ 950um SOCKET(0.30Pitch) ]
Application : Micro Length
DUT Pitch : 0.3mm
Socket Type : Interposer
Socket Size : 32X 32X 0.8mm
Socket Material : Vespel
Contactor Type : Spring Probe(Outspring)
Contactor Count : 720ea

950um_PROBE 950um_S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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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100

하이윈코퍼레이션

• CEO : 츄오 융 차이 / Eric Y.T.Chuo
• ADDRESS : 우) 1664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125-25
 125-25 15beon-gil, Saneop-ro, Gwonseon-gu, Suwo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298-6435    Fax. +82-31-298-6439
 E-mail. info@hiwin.kr    URL. www.hiwin.kr

주요 제품으로는 볼스크류, 리니어 가이드웨이, 크로스롤러 베어링, 산업용 로봇, 리니어 모터, DD 모터, 리니어 액츄에이
터, 제너레이터, 서보모터, 드라이버 등이 있습니다.
하이윈은 정밀공작기계, 산업기계, 인텔리젠스 오토메이션, 생화학, 3C산업, 의료장비, 광학 포토닉스, 반도체 제조, 운송, 
에너지 절약 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최상의 고정밀 핵심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The main products include Ballscrew, Linear Guideway, Cross Roller Bearing, Industrial Robot, Linear Motor, DD Motor, 
Linear Actuator, Generator, Servo Motor, etc.
HIWIN supplies best quality’s high precision critical components for many industries, such as Precision Machine 
Tools, Industrial Machinery, Intelligence Automation, Biochemistry, 3C Industries, Medical Equipment, Optical and 
Photonics,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Energy Saving Industry, etc.

제조품목 Product

HIWIN Corp.

HIWIN Technologies Corporation은 1989년 대만에서 설립되었습니다. 하이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모션컨트롤 시
스템 기술 제조업체 중 하나이자 대표 브랜드입니다. “HIWIN”은 우리와 함께라면 당신도 High-tech WINer(하이테크 승리
자)”의 줄임말 입니다.
하이윈은 3,7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글로벌 본사는 대만, 타이중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체코, 싱가폴 등 주요 산업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하이윈은 혁신에 
포커스를 맞추어, 최첨단 기술을 서로 통합하고 대만에서 고정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전 세계에 350명 이상의 R&D 직원
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이윈의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다. 제조는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서비스이다. 더 높은 가치의 추구는 우리 사회를 개선
하는 혁신을 이끈다.”
- 에릭 츄오 박사, 하이윈그룹 회장 & CEO

HIWIN Technologies Corporation was founded in Taiwan in 1989. It is one of the largest motion control and system 
technology manufacturers and the leading brand in the world. “HIWIN” name comes from the abbreviation of “With 
us, you are a High-tech WINner.”
HIWIN is a global company with more than 3,700 employees. Company headquarter is located at Taichung Taiwan. It 
has subsidiaries in the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Germany, Japan, France, Korea, Italy, 
Switzerland, UK, Russia, Israel, Czec, Singapore etc…With the focus on innovation, HIWIN has more than 350 R&D 
staffs around the world to integrate the most state-of-the-art technologies together and manufacture high precision 
products in Taiwan.
HIWIN Vision from the founder, Dr. Eric Y. T. Chuo :
“Manufacturing is not the goal, but a service to fulfill human needs. This higher purpose leads to innovations that 
improve our society.”

회사소개 Company Info

피에스테크놀러지

Booth No.

A022

• CEO : 김준수 / Joon Soo Kim
• ADDRESS : 우) 17812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현곡산단로93번길 60
 60, Hyeongoksandan-ro 93beon-gil, Cheongbuk-myeon, Pyeongtaek-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617-9800     Fax. +82-31-617-9803 
 E-mail. Joon-soo_kim@ulvac.com    URL. www.pstechltd.com

제조품목 Product

PS Tech

회사소개 Company Info
2014. 4. OHSAS 18001 Authentication (Environment)
2013. 3. China UST Convention on technical assistance and exchange

2012. 8. Cleaning Technology expert for the patent registration
(Spraying technology, high pressure Process and Qualityimprovement)

2011. 9. Japan ulvac techno Production innovations participation
Completed Hyungok 2Plant-OLED Cleaning Plant
Completed Poseung Plant –OLED Cleaning Process Establishment

2010. 12. increase of capital - Total of 99billion Won
2009. 1. Expanded Hyungok 1Plant
2007. 4. ULMAT Cost cut Inovation in receive a gold medal as progress
2006. 9. Increase Capital -Total of 70billion Won

2. ISO 14001 Authentication 
2005. 11. Ulvac Techno of Investment Total of 58billion Won

8. ISO 9001 Authentication 
2. Completed Hyungok 1Plant

2004. 7. PS Technology Founded

2014. 4. OHSAS 18001인증취득(환경)
2013. 3. 중국UST 기술지원협약 및 교류

2012. 8. 전문 세정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
(용사기술,고압 공정 개선,품질개선)

2011. 9. 일본Ulvac Techno생산혁신 기술교류 참가
현곡 제2공장 신축-OLED전문세정공장 
포승공장신축-OLED세정Process확립

2010. 12. 자본금 증자-총99억 
2009. 1. 현곡 제 1공장 증축
2007. 4. ULMAT Cost cut의 혁신적전개로 금상 수상
2006. 9. 자본금 증자-총70억

2. ISO 14001인증취득
2005. 11. Ulvac Techno의 투자 유치 총 58억 

8. ISO 9001인증 취득
2. 현곡 제 1현곡 공장 신축

2004. 7. 현피에스테크놀러지㈜법인 설립

현곡1,2공장 (Hyungok 1,2 Plant) 포승공장 (Poseung Plant)

PST

Target Repair부문
Target Repair 

신규부문
New field

Etchant부문 
Etchant

OLED세정부문
OLED Cleaning

LCD 세정 부문 
LCD Cleaning

반도체 세정부문
Semiconductor 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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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루이

Booth No.

A125

• CEO : 황재상 / Jai Sang Hwang
• ADDRESS : 우) 3100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1길 43
 43, Angung 1gil, Seonghwan-eup,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Korea
• CONTACT : Tel. +82-41-588-0011    Fax. +82-41-588-0015
 E-mail. marui.k@hanmail.net    URL. www.maruikorea.com

 표면처리사업

A.  전해연마 : 스텐인레스, 알루미늄, 인코넬, 티타늄, 텅스텐, 몰리부데늄, 나이오븀 등
B.  전해복합연마 : 스테인레스강
C.  전해세정 : 식품 의약(GMP 관련) 탱크 등
D.  화학연마 :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나이오븀, 마그네슘 등 
E.  정밀세정 : 스틸, 스텐레스, 알루미늄, 모넬, 티타늄, 동 등
F.  산세정 : 스테인레스, 티타늄 등    
G.  P-max(Passivation) : 고 내식성 부동태처리 

제조품목 Product

Maruikorea Inc.

최근 IT, 디스플레이, SOLAR, 원자력, 의약, 식품, 정밀화학 분야가 점차 고도화, 첨단화되고 있어 이러한 산업에서 요구하는 
고정밀, 고청정, 고순도, 고진공, 고내식성 등 고기능 표면처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념의 표면처리 방식인 전해연
마, 화학연마, 정밀세정, 전해세정 등의 표면처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표면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마루이도금공업㈜와 손잡고 2002년도에 ㈜한국마루이를 창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원자력, 식품·의약·정밀화학 등의 산업에 신개념의 전해연마 및 정밀세정 공법 
등을 시공하고 있으며, 자체 기술연구소에서는 이들 표면처리의 고도화 연구를 진행하여 고객 여러분의 Need에 부응하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 및 플랜트 산업이 대형화 정밀화로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1년 9월에 완공된 신공장
에 최신의 초대형 표면처리 시설을 갖추고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마루이는 신기술 도입 및 개발로 고진공, 고청정, 고내식성에 적합한 고기능성 표면처리 시공에 전념 할 
것이며, 전 임직원은 끊임없는 연구와 품질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최고의 품질과 납기로 고객감동을 실현 할 뿐만 아
니라 국내 장비산업의 세계화에 일조 하겠습니다.

회사소개 Company Info

 Business area of surface treatment
A.  Electropolishing : Stainless steel, aluminum, Inconel, Hastelloy , titanium, etc.
B.  Electrolytic complex polishing : stainless steel
C.  Electrolytic cleaning : Food, Medicine (GMP-related), tanks, etc.
D.  Chemical polishing : stainless steel, aluminum, titanium, copper alloys, etc.
E.  Precision cleaning : Aluminum, stainless steel , copper alloys, etc.
F.  Pickling : stainless steel, aluminum, copper alloys, etc.
G.  High-performance passive process : P-Max.

재료업체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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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B050

주식회사 동진쎄미켐

• CEO : 이부섭 / Boo Sup Lee
• ADDRESS : 우) 18635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작은돌래길 35
 35 Jageundolae-gil, Yanggam-myun, Hwasung-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353-6340    Fax. +82-31-353-6481
 E-mail. wgonlee@dongjin.com    URL. www.dongjin.com

- High resolution photoresists for KrF, ArF(dry, wet) and EUV
- Multi purpose bottom ARC
- CMP slurry
- Thinner, Developer, Stripper, Rinsing solution, Etchants
- Highly sensitive photoresists for TFT
- Pigment dispersion type negative resists for LCD color filter
- Polyimide for Flexible Display
- Resists for OLED
- High hardness plastic plate

제조품목 Product

Dongjin Semichem Co., Ltd.

주식회사 동진쎄미켐은 semiconductor 및 flat-panel display 산업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photoresists, bottom ARC, 
top coat, CMP slurry, colored resists, , organic insulator, Polyimide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제품군으로 c-Si 태양
전지용 전극 페이스트, thinner, stripper, developer, rinsing solution 그리고 etchants를 제공합니다.

DONGJIN SEMICHEM offers photoresists, bottom ARC, top coat,, CMP slurry, colored resists, organic insulator, and 
Polyimid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emiconductor and the flat-panel display industry. Our product line 
includes Solar paste for c-Si solar cell, thinner, stripper, developer, rinsing solution and etchants.

회사소개 Company Info

• CEO : 사이토 히토시 / Saito Hitoshi
• ADDRESS : 우) 1540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8, 한중빌딩 7F
 7F Hanjoong Bldg., 8, Singil-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492-3301     Fax. +82-31-492-3302 
 E-mail. jang.minho@taiyoinkproducts.co.kr     URL. www.taiyo-hd.co.jp 

패키지 기판용 솔더레지스트 
리지드 기판용 솔더레지스트 
플렉시블 기판용 솔더레지스트 
내층 절연재 

Solder Resist for Package Substrate 
Solder Resist for Rigid Substrate 
Solder Resist for Flexible Substrate 
Build Up Material for Package Substrate 

제조품목 Product

TAIYO INK PRODUCTS Co., Ltd.

휴대전화, PC등의 IT기기와 디지털 가전, 차량용 전자 기기 등의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프린트 배선판(PWB). 
당사 그룹은 이 PWB에 필수 불가결한 Solder Resist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탑 클래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Printed wiring boards are used in a variety of electronics products, from cellular phones, PCs, and other IT equipment, 
to digital household appliances and in-vehicle electronic equipment. 
Solder resist is an essential element in these printed wiring boards. Taiyo Group is a chemical manufacturer that 
boasts a top-class share in the global solder resist industry. 

회사소개 Company Info

다이요잉크프로덕츠㈜

Booth No.

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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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013
Booth No.

A113

㈜맥테크 아스플로

• CEO : 김병학 / Byung Hak Kim
• ADDRESS : 우) 4270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 47길 19
 19, Seongseo-ro, 47-gil, Dalseo-gu, Daegu, Korea
• CONTACT : Tel. +82-53-564-7720    Fax. +82-53-564-7721
 E-mail. ceramic@newceramic.com    URL. www.newceramic.com

• CEO : 강두홍 / Du Hong Kang
• ADDRESS : 우) 18522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797-13
 797-13, Seobong-ro, Jeongnam-myeon, Hwaseong-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352-2301    Fax. +82-31-352-2309
 E-mail. kduhong@asflow.com    URL. asflow.com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탄화규소, 질화규소, 이트리아, A.T, 다공질 세라믹, 대전방지 다공질 세라믹 척 등 반도체 및 디스플
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세라믹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Max tech produces most of the ceramic products, which is used in semiconductor and display processes. Alumina, 
Zirconia, Silicon Carbide, Silicon Nitride, Yttria, Aluminium Titanate, Porous Ceramic, Anti static Porous Ceramic Chuck

Clean Fitting
Tube & Pipe
Diffuser & Filter
Gas Regulator & Diaphragm Valve

제조품목 Product 제조품목 Product

MAX TECH Co., Ltd. ASFLOW

㈜ 맥테크는 1996년 설립되어 구조 세라믹 제조 업체로 주로 지르코니아, 알루미나, SiC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500
톤 유압프레스와 대형 CIP, 전기로, 스프레이 드라이, 정밀 가공기등 다량의 생산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세라믹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습니다. 

Maxtech Co. was established in 1996, and is located in Daegu, Korea. Maxtech, which plays a core role in the ceramic 
business, is will to put sincere efforts and hafd work to the successful spirits of the Korye Chunja to lead them the 21st 
century of the ceramic business. Maxtech can handle any size job, from semi-conductor parts to attach pins, and we 
take great pride in holding the responsilility and reliability as vital to our long term existence in the marketplace.

회사소개 Company Info 저희 아스플로는 반도체 장비 및 고순도 특수가스 라인에 사용되는 고청정 배관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혁신 부품소재 전문
기업으로써 부품소재 산업에 일익을 담당하고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기업입니다.
2000년 5월에 출발한 저희 아스플로는 국내에 원천기술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반도체 배관 생산라인 및 장치에 
사용되는 고청정 배관부품을 국산화에 성공, 이를 기반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는 물론 중국, 일본, 유럽에 수출하여 아
스플로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더불어 세계적인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FLOW Co., Ltd is a company specialized in the production of semiconductor equipments and high purity valves 
used for high purity gas lines. We are the leading material & components group in Korea which contributes to the 
industry. 
ASFLOW, first founded in May, 2000 has succeeded in the domestic production of high purity valves that were once 
available only through importation. With the provision of valves our company will expand not only in the domestic 
market, but also to China, Japan and Europe to affirm our brand image and further develop as the world leading 
company.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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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코인터내셔날 ㈜한국비철

• CEO : 정재원 / Jae Won Chung
• ADDRESS : 우) 15078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341 코포모테크노센터 2차 709호
 709 Kofomo Techno Center Ⅱ, 341, Gongdan 1-daero, Shiheung-si, Kyu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497-3991    Fax. +82-31-497-3992
 E-mail. info@faco.co.kr    URL. www.faco.co.kr

• CEO : 안국헌 / Kook Heon Ahn
• ADDRESS : 우) 31409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170
 170 Asanvalley Jungang-ro, Dunpo-myun, Asan-si, Chungcheongnam-do, Korea
• CONTACT : Tel. +82-41-549-6061    Fax. +82-41-549-5052
 E-mail. jmlee@hanbee.com / knf.sales@hanbee.com    URL. www.hanbee.com

자동용접기

산소농도측정기

배관자재( 밸브, 피팅 등)

Orbital Welding Machine
Oxyzen Analyser
A high Purity Regulator / Valve / Fitting

알루미늄 판, 봉재, 시트, 코일, 압출재, 체크판 등

국내 최대 재고량 보유 및 체계적인 재고 관리 
원가절감 보장 :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 공장 직수입 & 직납 (유통구조 단순화)
전국어디서나 신속한 납기 : 지역별 지사운영 및 화물 직납 & 택배 발송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 희망 사이즈 절단, 주문 생산, 창고서비스 제공 등
품질보증 : 동종업계 최초 품질경영 시스템 확보(AS9100, AS9120, ISO9001, ISO14001)

Aluminum Plate, Sheet, Coil, Rod & Bar , Extruded shapes etc.

Various and sufficient stock holding for the customer requirement. 
Product of world's leading Aluminum companies with reasonable price through direct sales. Each branch distributes 
region-based location for fast & accurate delivery. Variety of customization options including Cut-to-Size services 
are also available. For the quality assurance, KNF acquired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AS9100, AS9120, ISO9001, 
ISO14001 - to provide error & defect free service that conform to the customer's requirements. 

제조품목 Product 제조품목 Product

FACO International Co., Ltd. Korea Non-Ferrous Metals Co., Ltd.

파코인터내셔날은 2002년 10월 설립 이래 자동화설비, 부품가공 및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고객의 신뢰와 성원에 힘입어 작
지만 없어서는 안될 기업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용접배관 사업부문의 해외 전문업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반도체, LCD, 조선해양, 플랜트, 석유화
학 및 에너지 등의 산업부문과 관련하여, 고객사의 성장동력으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Since October 2002, we have been steadily growing as an essential partner with domestic & global companies in 
produ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automation equipment, parts and materials. 
Based on continuous cooperation with the leading companies of welding/piping industry field, we will continue 
fulfilling the duty as the customer growth engine, in the field of semiconductor LCD, Shipbuilding, Plant and Energy 
industry.

회사소개 Company Info

㈜한국비철은 알루미늄 유통 전문회사로써 1987년 설립이래 30년간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LCD, 
OLED, 반도체,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국내 다양한 알루미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회사인 ALCOA와 국내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22년간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레리스, 컨스텔리움 등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 공장과의 직거래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며, 절단 서비스와 창고보관 서비스까지 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Korea Non-Ferrous Metals Co., Ltd.(KNF) was established in 1987 and it became one of the biggest domestics 
aluminum distributors in the Republic of Korea. 
KNF has been contracted to ALCOA as the authorized Korean distributor - world's largest aluminum manufacturing 
company and has a good partnership over 22 years. 
Also, ALERIS, CONSTELLIUM and many other manufacturing companies helped us to supply aluminum products with 
high-quality and competitive unit price to customers. 
We guarantee to supply our Semi-conductor aluminum materials with high-standard quality and competitive price 
on schedule. These three goals have been our priority to satisfy our customers for the last 30 years and will continue 
with our best efforts for the future.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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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이미지테크

• CEO : 정재원, 김준일 / Jae Won Jung, Joon IL Kim
• ADDRESS : 우) 08209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8(신도림동,신도림SK뷰)101동1102호
 #101-1102 Shindorim SK View,638, Gyeongin-ro, Guro-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2631-5915    Fax. +82-2-2631-5881
 E-mail. wonhyuk116@hanmail.net    URL. www.fuji-imagetech.com

압력측정필름, 자외선광량분포측정필름, 
열분포측정필름 및 관련측정기기
압력, 열, 자외선을 필름으로 간단 계측
후지필름의 기술이 다양한 분포의 가시화를 
필름으로 실현 하였습니다.

PRESCALE/ UVSCALE/ THERMOSCALE/ 
PRESSURE DISTRIBUTION
MAPPING SYSTEM
Measuring pressure, heat or UV light easily 
with each film
Our technology has realized the visualization 
of various distribution

제조품목 Product

FUJI IMAGETECH

(주)후지이미지테크(FIT)는 한국후지필름(주)에서 지원하는 전문 유통업체이며, 한국시장에 일본후지필름의 제품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
메인취급 품목으로는 압력의 균일성을 측정할 수 있는 PRESCALE, 자외선의 광량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UVSCALE, 열의 분
포를 측정하는 THERMOSCALE입니다.
후지필름의 고급기술을 기반으로 오랜 판매경험을 통해 첨단기술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uji Image Tech Co. (FIT) is a professional distributor supported by the Korea Fuji Film Co. and supplies Japan 
Fujifilm's products to Korean market. Main treated items are PRESCALE for measuring surface pressure distribution, 
THERMOSCALE and UVSCALE for measuring UV light amount. FIT offer high customer satisfaction to the market 
through a long sales experience based on advanced technology of Fujifilm.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C015

설계업체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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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aday Technology Corporation 주식회사 글로베인

• CEO : 배성옥 / Seong Ok Bae
• ADDRESS : 우) 134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 24 아이앤씨빌딩 5층
 5Fl. I&C Bldg. Pangyoro255 24,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698-8000    Fax. +82-31-698-8090
 E-mail. chihan.kim@glovane.com    URL. www.glovane.com 

• CEO : Steve Wang
• ADDRESS : 우) 300 No.5, Li-HsinRd.III, Hsinchu Science Park, Hsinchu City, Taiwan
 
• CONTACT : Tel. +886-3-578-7888    Fax. +886-3-578-7889
 E-mail. twsales@faraday-tech.com    URL. www.faraday-tech.com

■ Digital Radio Solution : DAB SoC, 모듈 솔루션

■ Digital Audio Solution : ANC (노이즈캔슬링) 솔루션

㈜글로베인의 DAB SoC는 현재 유럽시장을 기반으로 전세계적으로 서비스 확장 되고 있는 디지털 라디오 방송을 지원
하며, Demodulator 및 Audio 디코더, Process 등을 내장하는 디지털 라디오 수신 칩이다. 동 품목은 가정용, 휴대용 라
디오뿐만 아니라 차량용 오디오, 네비게이션 등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며 2016년 이후 차량 탑재 확대 추세 및 2017년 
노르웨이 FM Switch-off등에 따른 급격한 시장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 GL314X (DAB SoC)
GL314X is a low-power DAB/DAB+/DMB-audio/FM/MP3 baseband and audio processor with RF tuner for portable 
receivers and conventional receivers including kitchen radio. 

■ GVM14XH01 (DAB Module)
GVM14XH01 is the best performance DAB/DAB+/DMB-A/FM-RDS radio receiver at lower cost in the current radio 
markets using the latest RF embedded SoCGL3140. The module is optimized for battery powered portable radios 
by supporting RTC operation, battery level check and automatic power-on/off function. The module consumes 
very low current not only for normal operation but also for RTC operation. The module integrates most of the 
functions to implement radios. The manufacturers need only a power supply, display, keypad, audio amplifier and 
speaker to implement a product such as portable radio, clock radio, kitchen radio and so on.

ASIC Design Service & IP Solutions
Faraday’s broad silicon IP portfolio includes I/O, Cell Library, Memory Compiler, ARM-compliant CPUs, DDR2/3/4, 
low-power DDR1/2/3, MIPI, V-by-One, MPEG4, H.264, USB 2.0/3.1 Gen 1, 10/100/1000 Ethernet, Serial ATA, 
PCI Express, and programmable SerDes, etc.

제조품목 Product제조품목 Product

Glovane Co., Ltd.

Glovane은 Digital Radio 및 Audio분야를 주사업분야로 가지고 있으며, Market Requirement를 선제적으로 감지하여 Digital 
Radio SoC 및 Key Technology 를 통해 High-Quality Digital Radio 수신 및 청취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특히 특허 기반의 
Unique 한 각종 Algorithm과 SW Platform 을 통해 Customer Requirement에 대한 Tailored Chip & Module Solution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 다양한 Digital Radio Receiver 등 Consumer Market과, Car Audio 및 AV/N 등 Automotive Market 을 중심으로 
제품과 Application 의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으며, 더불어 중국 심천을 포함한 Global Supply Chain 및 Partnership 도 확
장해 나가고 있다. 본사는 경기도 성남 판교에 위치하고 있고, Shenzhen Office를 운영하고 있다.

Glovane Co. Ltd is a leading supplier of highly-intergrated and low-power Digital radio receiver SoCs. and field-proven 
softwares including data service middlewares. Making high quality and better digital radio reception environment is our 
goal with anticipative market detecting through presenting digital radio enabled SoCs and its key technologies. Glovane has 
unique and competitive algorithms and s/w platform that have been independently researched and developed in order to 
supply its tailored chips & solutions to customers in proper time by their requirement.
Glovane is increasing its range of DAB market with digital radio receivers in consumer market and car audios in automotive 
market. Glovane also establishes its partnership with global supply chain such as module makers, audio makers and car 
audio OEM/ODM manufactures in Korea, Japan, Taiwan and China.

회사소개 Company Info

Faraday Technology Corporation is a leading fabless ASIC / SoC and silicon IP provider. 
Headquartered in Hsinchu Science Park, Taiwan, Faraday has services and technical support offices around the world. 
Since established in 1993, Faraday has been acknowledged its expertise and capabilities with over thousands 
of successful designs in a wide range of application, covering consumer electronics, multimedia, display, 
communication, networking, and PC peripheral/storage, along with hundreds of million ASIC chips shipped annually 
worldwide.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C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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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와인 ㈜넥셀

• CEO : 이효승 / John Lee
• ADDRESS : 우)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401, 182, Pangyoyeok-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706-8484    Fax.  +82-31-706-8485
 E-mail. dskim@neowine.com     URL. www.neowine.com

AES128 암복호화 알고리즘 내장형 H/W기
반 보안반도체. 네오와인 고유의 Key 교환 알
고리즘을 채용, 불법해킹 및 도/감청의 원천
적 방지 가능. 다양한 IoT기기에 적용가능한 
초소형 (2mX3m), 저가형 HSM 솔루션

H/W based security chip with AES 128 encryption/decryption algorithm 
engine. Equipped with Neowine's unique key exchange system which allows 
perfect prevention against illegal hacking & tapping etc. Packaged into 
2mX3m micro form factor with low cost benefits for various use of IoT devices. 
DORCA is one of perfect HSMs (Hardware Security Module) in the market.

제조품목 Product

Neowine Co., Ltd.

특화된 암호화 알고리즘과 Logic회로를 사용해 개발업체들의 고유한 노하우가 적용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불법복제방지와 
Royalty 부과 및 생산 Count 용으로 주로 사용. ALPU 칩 각각에는 고객 ID와 User Serial number가 심어진 Customized IC 시
스템 내 메인MCU와 암호화 통신을 하여 하드웨어 인증을 하는 반도체.

Authentication chips with encrypted interface with MCU of the system. Widely used for anti-counterfeits for 
customer's own intellectual property and know-how of the system as well as production license & royalty counting 
by means of specified encryption algorithm and logic circuits. Each ALPU chip has a unique customer ID and serial 
numbers which give a customized security functions. 

회사소개 Company Info

ALPU-FA

ALPU-ABC

Booth No.

C132

• CEO : 강태원 / Neo Kang
• ADDRESS : 우)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31, 예미지빌딩 1202호
 #1202, Yemiji Bldg., 31, Hwangsaeul-ro 258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698-7400    Fax. +82-31-698-7455
 E-mail. jason@nexell.co.kr    URL. www.nexell.co.kr 

넥셀은 크게 3가지의 제품군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사양 시장에 대응하는 multimedia AP이고, 두 번째로는 저전력 / 저가 IoT / wearable 시장에 대응하는 AP, 
세 번째는 AP제품과 함께 system을 구성하는 필수 주변기기용 반도체입니다.

1. Multimedia AP : 32bit Quad core 및 64bit Octa core
2. IoT/Wearable AP
3. Pheripheral product : PMIC, Broadcast Baseband IC, Bluetooth 모듈

<Product portfolio>
Nexell's product portfolio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3 roadmaps; the first roadmap is multimedia AP products for 
high-end market, the second roadmap is AP products for IoT and wearable devices which are requiring low power 
consumption and low cost, and the third roadmap is essential peripheral products for developing system with 
Nexell's AP products.

1. Multimedia AP (Application Processor)
2. IoT/Wearable AP
3. Peripheral product : PMIC, Broadcast Baseband IC, Bluetooth Module

제조품목 Product

Nexell Co., Ltd.

(주)넥셀은 디지털기기의 핵심부품인 AP(Application Processor)를 제조하는 Fabless 회사입니다. 
동사는 3D GPU(Graphic Processing Unit) IP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이래 Stand-alone AP(Application Processor)를 직
접 설계하여 국내 대기업의 스마트가전, 중국 White Box Tablet, AVN, Black Box, Settop Box, IoT등의 시장에 약 1200만개 이
상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삼성전자의 IoT 플랫폼인 ARTIK의 핵심 AP로 채택되는 등 시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
니다.

Nexell is a Fabless company that has been manufacturing AP(Application Processor) which is the main component of 
the digital devices. 
Since founded in 2009 with the IP design technology of 3D GPU(Graphic Processing Unit), Nexell has been developing 
its own Stand-alone AP(Application Processor), so that Nexell has made sales records of  the final product more than 
12million units into various markets such like smart home electronic appliances made by Korean major companies, 
white box tablets in China, AVNs, black boxes, settop boxes, IoT devices, etc.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D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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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칩 넥시아디바이스 주식회사

• CEO : 김경수 / Kyoung Soo Kim
• ADDRESS : 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23 벤처포럼빌딩 8층
 8F, Venture Forum Bldg, 323, Pangyo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2-3460-4771    Fax.  +82-2-3460-4799
 E-mail. sales@nextchip.com     URL. www.nextchip.com

제조품목 Product

Nextchip Co., Ltd.

회사소개 Company Info

• CEO : 유기령 / Ki Ryung Yoo
• ADDRESS : 우)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7, 1동 201호(판교세븐벤처밸리 2단지 1동)
 1-201, Pangyo-ro 17, 228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622-6700    Fax. +82-31-622-6703
 E-mail. sales@nxdevice.com    URL. www.nxdevice.com

- Display Driver IC
- High Speed Interface IP & IC (HDMI, DP, MHL)
- 3D (SoC & 응용 솔루션)
- Multimedia SoC

- Display Driver IC
- High Speed Interface IP & IC (HDMI, DP, MHL)
- 3D (SoC & Application Solution)
- Multimedia SoC

제조품목 Product

Nexia Device Co., Ltd.

Nexia Device는 반도체 설계 전문 Fabless 기업으로서 첨단 반도체 Chip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Nexia Device는 고해상도 Display 분야의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4K, 8K 시장에서 요구되는 초고속 인터페이스 기반의 Display Driver IC, T-CON, HDMI/MHL/DispalyPort Interface 및       
세계 최고 수준의 3D Solution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Nexia Device is a semiconductor fabless company and develops advanced semiconductor ICs.
Nexia Device develops and supplies various family of high-definition display products.
Nexia Device have Display Driver IC, T-CON, HDMI / MHL / DispalyPort Interface and world-class 3D solution and high 
speed interface technology required by the 4K, 8K market.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D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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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릿시스템다스코리아

• CEO : 김종석 / Jong Suk Kim
• ADDRESS : 우) 0674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길 8(양재동 14-2) 태진빌딩 3층
 3rd FL., Taejin Bldg., 8 Gangnam-daero 34-gil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556-0020    Fax. +82-2-556-2252
 E-mail. contact@dynalith.com    URL. www.dynalith.com

• CEO : 차현성 / Hyun Sung Cha
• ADDRESS : 우) 18384 경기도 화성시 반월북길 23 (반월동)
 23, Banwolbuk-gil, Hwaseong-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204-2511    Fax. +82-31-205-2611
 E-mail. shin.han@daskorea.co.kr    URL. www.daskorea.co.kr

iMPROVE, iNEXT-PCIe, iNCITE, Dual ARM,
iZynq20, Core-A IP, DSCo-Ku, DSCo-V7 Etc.. 

ERICO 플렉서블 부스바는 모선과 전력기기 또는 전장품과 전력부하 사이에 연결러그 없이 직접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적층 구조로 인한 표피효과 감소로 동일 단면적일 때 케이블 또는 일반 부스바에 비해 더 높은 통전용량을 지니면서 곡률
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판넬 사이즈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제품으로 30년 동안 IEC/UL규격
의 글로벌 No.1 판매 제품입니다. 

ERICO is trusted for producing high quality flexible conductors for low voltage power connections for over 30 years. 
ERIFLEX FLEXIBAR is used in a variety of applications for current transfer. All sizes of ERIFLEX FLEXIBAR – up to 100x12 
- can be bent, twisted, folded, stripped, cut and punched with ERIFLEX tools unique to ERICO

제조품목 Product제조품목 Product

Dynalith Inc.DAS KOREA Co., Ltd.

- 2000.06 회사, 부설연구소 설립
- 2001.08 국내특허 (iSAVE, 에뮬레이터)
- 2002.10 iPROVE 출시, KT, NT Mark 획득
- 2005.10 국제특허 획득, 일본 대리점 계약
- 2008.06 PCIe, iNTUITION, iNEXT 발표 ("45 DAC)
- 2011.02 iNEXT-PCIe Virtex 6, Dual ARM BD 출시
- 2012.05 국산 Processor Core-A 확산 주관사업자 선정 
- 2012.10 iNEXT V6 연결가능한 iZynq20 개발
- 2013.09 Virtex 7 - 2000T 내장 iMPROVE 개발 (USB3.0지원) 

- 2000.06 Established Dynalith Systems Co., Ltd
- 2001.08 Got a domestic patent (iSAVE)
- 2002.10 Launched iPROVE, Received KT, NT mark
- 2005.10 Get an Int"l patent, Signed up Japanese Dist.
- 2008.06 Announced PCIe, iNTUITION, iNEXT ("45 DAC)
- 2011.02 Launched iNEXT-PCIe Virtex 6, Dual ARM BD
- 2012.05 Participated in National project for expanding Processor Core-A 
- 2012.10 Developed iZynq20 solution can be linked with iNEXT V6
- 2013.09 Develpoed Vitex 7 2000T applied iMPROVE system with USB 3.0 

회사소개 Company Info

유럽 제일의 중전기 제조업체인 슈나이더와 필츠, 바이드뮬러, 뵈너 외 ERICO 공식 총판/대리점으로서, 각종 자동화 전기/
전장 부품을 공급할 뿐 아니라 다스코리아 기술연구소를 통한 다년간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의 시스템 구성 경험으로 
PLC 프로그래밍 및 고정밀 전력,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n its 20 years of existence, DAS Korea has successfully met many challenges by making important strategic choices. 
The company’s growth path over the last few years has led it to expand by not only providing electrical components 
but also inspiring electrical design in Semiconductor & Display equipment.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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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전기공업㈜

• CEO : 서영우 / Young Woo Seo
• ADDRESS : 우) 4943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245
 245 Jangpyeong-ro, Saha-gu, Busan, Korea
• CONTACT : Tel. +82-32-830-5520    Fax. +82-32-830-5509
 E-mail. oversky74@daeyang.co.kr    URL. www.daeyang.co.kr

센서 및 계측 시스템
통신 시스템
무인잠수정

철도차량 부품
특수 조명

Sensor and Instrument
Communication system
Unmaned underwater vehicle
Electric system for railroad car
Special lighting 

제조품목 Product

DAEYANG Co., Ltd.

대양전기공업은 1977년도 설립 이후 부품소재 / 센서제품 및 시스템의 독자 기술개발을 통해 신제품 판매로 지속적 성장
을 하고 있다.
항공, 철도, 차량 , 플랜트 및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업화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센서를 이용한 계측 시스템, 무인잠수
정,  특수 조명 및 통신 시스템은 창조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Daeyang has continued widening business area through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material, device, sensors 
and various systems since  it was established in1977.
Daeyang has covered the various fields like airplane, train, automobile, plant and ocean etc. Specially, the high quality 
& creativity of measurement system, UUV(unmaned underwater vehicle) and special lighting and communication 
system are qualified in market.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D030
Booth No.

D030

디에이아이오

• CEO : 권진형 / Jin Hyoung Kwon
• ADDRESS : 우) 135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 킨스타워 17F
 17F Kins Tower 25-1, Jeongja-dong,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716-0170    Fax. +82-31-716-0580
 E-mail. sales@the-aio.com    URL. www.the-aio.com

- Standard Product: eMMC controller and Software Solution
- Standard Product: SD Card Controller and Software Solution
- Storage Sub-System: PCIe-SSD Platform

- eMMC controller
AIO eMMC controller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embedded NAND Flash applications. it supports the eMMC/JEDEC 
industry standard
AIO eMMC controller provide high random access speed, advanced flow control capability, more powerful 
computing power, and supports ONFI3.x (NV-DDR, NV-DDR2) and Toggle 2.0 NAND. The hardware ECC engine 
implements intelligent flash management and improves the NAND Flash endurance.
AIO eMMC controller well serve all needs of a wide variety of mobile and potable devices with higher performance 
with credible reliability.

- SD Card controller
- NVMe PCIe-SSD

제조품목 Product

The-AIO

디에이아이오는 NAND Flash 저장장치 솔루션 업체입니다.
현재 주 사업영역은 eMMC 5.0 controller와 관련 솔루션이며, 향후 eMMC 5.1 controller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버 및 클라언트 응용을 위한 PCIe-SSD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Founded in June, 2011, The-AIO keeps innovation as a technical leader in NAND Storage solution field. 
With outstanding technologies and rich experiences in both HW and S/W, The-Aio pursues total storage solution 
provider with most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The-Aio's eMMC 5.0 controller has competitive performance and reliability which is equivalent to Tier-1 competitors. 

Moreover, The-Aio's specialized HW and SW technologies, in System optimization even makes it possible for NAND 
storage to have extreme performance without any burden of HW changes in Host side.  
In accordance with increasing market needs for faster & reliable storage solution, now, The-Aio launches development 
of NVMe PCIe-SSD Solution aiming vastly expanding Server & Client application. 

회사소개 Company Info



126 127

2016
 반

도
체

대
전

2016
 반

도
체

대
전

㈜라온텍

• CEO : 김보은 / Bo Eun Kim
• ADDRESS : 우) 135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42 18층
 18F, 42  Hwangsaeul-ro 360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786-4600    Fax. +82-31-719-4506
 E-mail. info@raon-tech.com    URL. www.raon-tech.com

초저전력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칩셋과 SoC는 고해상도의 영상을 아주 작은 화면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반도체 기술 
기반의 wafer와 액정기술이 결합한 디스플레이로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안경(HMD), HUD, portable Pico Projector
의 핵심부품이다. 

The industry’s first micro-display panel with an integrated light source driver circuit. RAON LCoS display panel realize 
high resolution and low power consumption for mobile application and presents larger image for amusement and 
presentation, for HMD, HUD, or projector.

제조품목 Product

RAONTECH Inc.

라온텍은 16년 이상 축적된 RF, 아날로그, SoC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모바일TV 표준을 지원하는 SoC 제품군을 삼성전
자 LG전자 후지쯔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웨어러블 시장에 스마트 안경의 핵심 부품인 초고해
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및 컨트롤러 SoC와 IoT 시장의 기기간 연결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와이파이, 블루투스, NFC가 
하나에 집적된 SoC를 개발 완료해 웨어러블/IoT 전문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강소 기업입니다.

RAONTECH is a fabless company specializing in development,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of high performance 
Mobile TV RF &SoC, Haptic Driver IC, and Micro Display Panels, WiFi Transceivers and controllers. We create highly 
efficient solutions which enhance the performance of mobile phones, tablets, automotive &consumer applications, 
wearable devices and other electronic applications. In each of these product categories, our customers – in the Korea, 
Japan, Taiwan, and China – are the world's market leaders in terms of sales and leading edge technology.

회사소개 Company Info

주식회사 레커스

• CEO : 박성준 / Sung Jun Park
• ADDRESS : 우) 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정보기술관 208호
 IT Building 208, 163 Seoulsiripdae-ro, Dongdaemun-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6490-5700    Fax. +82-2-6490-5705
 E-mail. sjpark@recos.co.kr    

RS5401은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웨어러블용 자외선 센서로, UVA, UVB 영역을 각각 측정할 수 있는 두 개의 
자외선 센서를 장착하고 있으며, I2C interface를 이용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UVA/UVB 자외선 센서는 디지털  출력을 가지며 4개의 전력 관리 모드를 지원하여 저전력 응용에 적합하다.

The RS5401 supports integrated functions of an ultraviolet light sensor such that can be easily configured and 
used in user applications. RS5401 supports the two range of ultraviolet, UVA and UVB. This device has photodiodes, 
amplifiers, ADC, digital control logic and I2C interface circuit to measure the volumes of UVA and UVB. 

The RS5401 can acquire the intensity of UVA and UVB, respectively and outputs digital count according to the each 
intensity. By using power management mode properly according to the work to be done, the power consumption 
can be reduced.

제조품목 Product

Recos Inc.

(주) 레커스는 세계 최초로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한 디지털 자외선 센서를 생산하는 센서 중심회사로서, 2015년에 설립되
어, 웨어러블 센서 기술과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자외선 센서에 달리 정확한 자외선 측정이 가능한 화합물 반도체 물질을 이용하고, 웨어러블 응용에 
효율적인 ROIC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자외선센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기술뿐만 아니라 좀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cos Inc. is the first compound semiconductor based Ultra violet digital sensor provider in the world. Since our 
start-up in 2015, we have focused on consistent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nnovating sensor technology. Our 
proprietary technology in sensor area is based on accurate UV A/B sensor material and effective ROIC design for 
wearable applications.  
Now, we are expanding our arena from technology towards better for our business partners, customers.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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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유아이

• CEO : 송우석 / Woo Seok Song
• ADDRESS : 우) 1405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대륭테크노타운 15차 2112호
 #2112, Daeryung Techno Town15cha Simin-daero 401,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463-3735    Fax. +82-31-463-3798
 E-mail. fixfault@leadingui.com    URL. www.leadingui.com

리딩유아이의 제품군은 Touch IC 및 무선충전IC군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Touch IC는 Self Cap.과 Mutual Cap.방식으로 다
수의 제품을 기개발하여 양산적용 되고 있다. 현재는 touch IC의 새로운 방식은 MF(Multi-Frency) Mutual Cap. IC과 무선
충전기용 IC를 개발 진행 중에 있다. 

LeadingUI family has developed a Touch IC, wireless Power charging IC. Touch IC was developed Self Cap and Mutual 
Cap manner. The product has been applied to mass production of a large number of products.
Currently, the progress MF(Multi-Frequency) Mutual Cap IC and  wireless power charging IC development applying 
new technologies.

제조품목 Product

LeadingUI Co., Ltd.

리딩유아이는 2011년 설립된 이래 모발용 터치 SOC를 전문적으로 개발, 공급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이다. 
회사의 주요사업으로는 Self Cap. 과 Mutual Cap.방식의 Touch total Solution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영위
하고 있다. 
리딩유아이는 축적된 기술력과 안정된 경영으로 연구개발에 혼신을 기울여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반도체 설계전문회사로
서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LeadingUI was founded in 2011 as a fabless semiconductor company offering System on Chips(SoCs) for mobile 
touch application.
The main business of the leadingUI, Self Cap. and Mutual Cap is engaged in the business of developing and selling 
Touch total solution .
LeadingUI also provides touch SoC solution for customers demanding price, performance and time to market 
requirements.
LeadingUI is committed to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accumulated technology and stable management, it has 
committed to go open the future as a fabless semiconductor company in the world spotlight.

회사소개 Company Info

주식회사 맵스

• CEO : 이 준 / Joon Rhee
• ADDRESS : 우)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서관308호
 #308 West hall, Dankook University, 152 Jukjeon-ro, Suji-gu, Yongi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8005-4211    Fax. +82-31-8005-4212
 E-mail. admin@mapsemi.com    URL. www.mapsemi.com

무선전력송수신 및 전력관리 집적회로
Wireless Power Transfer & Charging ICs

제조품목 Product

MAPS Inc.

맵스(MAPS : Mixed Analog Power Solution) 는 2012년 5월 아날로그 파워 반도체 전문가들이 뜻을 같이하여 설립한 팹리
스 벤처로 현재 24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18명이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맵스는 회사설립 이래 자기공진방식의 무선전력송수신 칩 개발에 매진하여 관련기술 및 특허를 다수 확보하였으며, 2013
년 8월에 자기공명방식 무선전력 수신(Rx) 칩을 세계 최초로 출시하였고, 2015년에는 자기공명방식 무선전력 송신(Tx) 칩
을 2016년에는 모든 표준(A4WP+PMA+WPC)을 만족하는 Tri-mode 무선전력 수신 칩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제품들은 현재 유아용 웨어러블기기와 스마트카드에 적용되어 양산 출하를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Mobile 및 Smart 
Watch 제조 회사들과 양산을 위한 디자인을 진행 중에 있고, 자동차에도 적용을 위해 유명 자동차 회사들과 협업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MAPS(MAPS : Mixed Analog Power Solution) is a fabless company, which is established on May, 2012 with highly 
seasoned team in Analog power IC. As of now, 24 employees are working for MAPS and 18 of them are R&D. 
MAPS has developed magnetic resonance power transferring IC since its foundation. It holds a number of patents 
and technologies for wireless power conversion and wireless power charging. Also, MAPS launched the world's first 
magnetic resonance wireless charging Rx IC on August, 2013 and released Tx IC in 2015. Finally it rolled out Tri-mode 
Rx IC which meets all wireless charging standards(A4WP+PMA+WPC). 
These baby monitoring band and smart card are already design-win and waiting for its mass production schedule. 
MAPS is collaborating with world's well-known automotive companies to adopt wireless charging function to their 
car. And it is having a discussion with global mobile and smart watch manufacturers for mass production of their 
products with MAPS IC.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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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리

• CEO : 김종필 / Philip Kim
• ADDRESS : 우) 1312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IT대학 B205호
 B205, IT bldg, 1342 Seongnam-daero,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731-8175    Fax. +82-31-696-6840
 E-mail. daniel@btree.co.kr    URL. www.btree.co.kr

카메라용 영상신호처리 IP (HD~20MP 지원)
디스플레이용 영상신호처리 IP (HD~8MP 지원)
열화상 및 실영상 합성 알고리즘
영상합성 알고리즘
카메라 영상 평가 보드 제작

Image Signal Processing IP for Camera (supporting HD~20MP)
Image Signal Processing IP for Display (supporting HD~8MP)
Thermal & Visible Image Synthesis Algorithm
Image Stitching Algorithm
Camera Evaluation Board

제조품목 Product

BTREE Co., Ltd.

다양한 영상관련 응용분야의 확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영상정보의 시장요구 흐름에 맞춰 2014년에 설립한 
회사로 Image Sensor의 개발 및 양산 경험을 기반으로 고품질 및 소형화된 영상처리 S/W 및 H/W IP를 개발해 고객들이 보
다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외업체들이 주도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실정 
속에서 1) IP 개발의 국산화를 통해 2) 기업의 가치창출은 물론 3) 국내업체들의 수입 의존도를 낮춤으로 가격 및 품질 경쟁
력을 갖춰 4)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he image information demand is increasing consistently with extended image applications. Depending on this 
market environment, BTREE was founded in 2014 to make small size and high quality Image Signal Processing IP(S/
W & H/W) based on the experiences with CIS development and mass production to 1) localize the IP development 2) 
create enterprise value 3) make customers have competitive price and quality 4)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회사소개 Company Info

빌리브마이크론㈜

• CEO : 엄재홍 / Henry Eom
• ADDRESS : 우) 1320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A동 103호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5차)
 A-103, Seongnam Woolim Lions Valley 5 Cha, 302, Galmachi-ro,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731-4840    Fax. +82-31-731-4840
 E-mail. sales@vlv.co.kr    URL. www.vlv.co.kr

1. 무선통신시스템 ( Zigbee, BLE, RFID, LoRa, LPWA )
2. 모바일 디바이스 & 네트워크 프로토콜 
3. 모바일 Application (IOS & 안드로이드 앱, 모바일 웹)
4. 무선 마을 방송 시스템 

1. Wireless System ( Zigbee, BLE, RFID, LoRa, LPWA )
2. Mobile Device & Network Protocol
3. Mobile Application (IOS & Android Application )
4. Village Broadcasting System

제조품목 Product

villivmicron Inc.

"USN CONVERGENCE & MOBILE CONNECTIVITY"를 향한 열정과 노력의 산실인 빌리브마이크론(주)는 다양한 기술적 경
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기술벤처회사입니다. 
다양한 반도체 소자 제작 기술과 집적화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끊임없는 노력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villivmicron Inc. are dedicated to offer high quality design service and best solution to create value-added application 
specialized in “USN CONVERGENCE& MOBILE CONNECTIVITY”
We have a wide range of technical experience and know-how of variety of semiconductor device fabrication and 
design integration  based on aggressive investment and continuous research.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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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센스

• CEO : 고진석 / Jin Seok Koh
• ADDRESS : 우) 134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판교이노밸리 C동 703호
 #703 Pangyo Innovalley Bldg. C, 253 Pangyo-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707-5927    Fax. +82-31-698-3302
 E-mail. hr@semisens.com    URL. www.semisens.com

터치 아이씨
(모바일 및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 컨트롤러)

Touch IC
(Mobile & Display Touch screen Controller)

제조품목 Product

Semisens Co., Ltd.

세미센스는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터치스크린 컨트롤러, 센서 패턴, 그리고 소프트웨어 도구를 비롯한 터치스크린 패널
의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시스템 성능을 증가시키고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합니다.

당사는 팹리스 회사로써 리모컨, 휴대폰 및 스마트폰, 타블렛 PC, 노트북 그리고 평면 TV와 같이 작은 소형 규모부터 대형 
규모의 스크린까지 넓은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emisens was found in 2012, and our mission is to deliver innovative solutions for touch screen panels which include 
touch screen controllers, sensor patterns and software tools to increase customers' system performance and reduce 
development time.

We target wide range of touch screen market from small form factor to large sized screens such as remote controllers, 
cellular / smart phones, tablets, notebooks and large sized flat screens.

회사소개 Company Info

• CEO : 이종성 / Jong Sung Lee
• ADDRESS : 우) 06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6길 11, 902호
 902, 11 Samsung-ro 86 gil, Gangnam-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31-628-4200    Fax. +82-31-628-4200A
 E-mail. master@standing-egg.co.kr    URL. www.standing-egg.com

■ SGH200 센서 퓨전 알고리즘 적용 센서 허브
SGH200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스마트 센서 플랫폼으로써, 센서 및 32비트 ARM Cortex-M4(센서신호처리용)를 단일 패
키지로 결합하고 퓨전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제품입니다.
스탠딩에그 센서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압력센서, 조도센서, 심박센서 등 새로운 센서를 선택적으로 추가 가능하며 동작 
인식, 액티비티 트랙킹, 에어 마우스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사용 될 수 있는 저전력, 소형, 저가격 제품입니다.

■ SGH200 Sensor Hub with Sensor Fusion Algorithm
The SGH200 device is a programmable smart sensor platform incorporating dedicated sensor and an ARM Cortex-M4 
32bit microprocessor(running up to 100MHz, which controls sensors signals and data) with embedded fusion 
software. Sensor Hub is a device that connects with various sensor, controls sensor, & manipulates sensor data to 
providing abstracted data for sensor fusion. Also We provides a better power-performance and prices.

제조품목 Product

Standing Egg Inc. 

IoT 적용 센서 및 센서 정보 활용 전문 기업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처럼, 스탠딩에그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기’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탠딩에그는 MEMS(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s) 기반 가속도센서 부터 센서 신호처리 MCU, 다양한 센서와 센서
허브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센서 플랫폼과 센서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까지 통합적인 센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
며, 이러한 제품들은 모바일 기기, 웨어러블, 장남감 뿐만 아니라 자동차, 스마트홈 제품 등 다양한 IoT 분야에 적용될 수 있
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Standing Egg has capabilities across various field from MEMS design to sensor software, algorithms, MCU, sensor 
modules and sensor application development technologies. This vertically integrated manufacturing process made 
our company feature advanced specifications, low power consumption and size reduction. It means that we have 
boundless potentialities that can be applied to various fields including not only consumer electronics such as mobile 
devices, wearables and toys but also automotive and smart home technologies.

Especially we are developing our own sensor algorithm enabling more complicated context awareness by 
intergrating multiple sensors, so we can   devices have the power of recognizing and processing user’s specific 
information including various motions just like that of a human.   

회사소개 Company Info

주식회사 스탠딩에그

Booth No.

D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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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마이터스

• CEO : 허 염 / Youm Huh
• ADDRESS : 우) 134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A동 8층
 8F, Uspace-1 Tower A, 660 Daewangpangyo-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70-7882-9200    Fax. +82-70-7882-9209
 E-mail. contact@siliconmitus.com    URL. www.siliconmitus.com

태블릿, 휴대폰, IOT, Wearable 등 모바일용 전력관리칩
LCD/LED/AMOLED 디스플레이 패널용 전력관리칩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역률 개선용 구동칩등

Power Management IC for Mobile Devices, such as Tablet, Smartphone, IoT, Wearable, etc.
Power Management IC for LCD, LED and AMOLED Display Panels
Power Management IC for Handheld Devices
Power Factor Correction ICs

제조품목 Product

Silicon Mitus Inc.

실리콘마이터스는 고성능/고효율 스마트 PMIC(전력 관리 통합 칩) 솔루션의 개발, 제조 및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회사로서, 이를 통해 태블릿, 휴대폰, TV, 노트북, 모니터 등 다양한 전자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한 전력관리 솔루션을 제공합
니다. 

Silicon Mitus, Inc. is a fabless company specializing in the technology development,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for a solution of a smart PMIC(Power Management Integrated Circuit) with a high performance and efficiency. The 
company provides customers with fully smart power management solutions for better performance of electrical 
devices, such as a tablet, smartphone, TV, laptop, monitor, etc.

회사소개 Company Info

• CEO : 김태호 / Tae Ho Kim
• ADDRESS : 우)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한국반도체산업협회 701호 (삼평동644)
 #701, KSIA Bldg, 182, Pangyoyeok-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620-1080    Fax. +82-31-620-1081
 E-mail. thkim@siliconbridge.co.kr    URL. www.siliconbridge.co.kr

■ 스마트 BLDC 모터 제어용 SoC   
IoT향 스마트 BLDC모터 제어용 SoC기술은 기존 모터 구동을 위한 
개별 부품들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 구현하고 사용자 환경에 최적
화된 Software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계 산업 분야의 IoT화를 위
한 풍부한 외부 인터페이스를 지원함으로서 시스템 간소화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빌딩, 스마트 기계, 스마트 시티 등의 다
양한 IoT-BLDC 모터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 아이박스 - 지능형 차량출입 보안시스템

아파트 출입문 보안에 새로운 개념 – 출입문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
의 번호판인식 출입제어 및 촬영된 사진 정보와 차량 정보를 클라
우드 서버로 저장 후 가공하여 관리실/경비실/입주민 전용 앱을 통
해 서비스. 기존 출입문 CCTV를 획기적으로 대체 가능(저용량, 출
입차량사진 및 정보 저장). 아파트에 특화된 차량 출입 보안과 택배
알림, 차량알림, 공지사항, 건의사항 등 지속적인 기능 추가 및 앱 
업그레이드.

제조품목 Product

Silicon Bridge Inc.

주식회사 실리콘브릿지는 시스템 및 반도체 설계기술을 기반으로 2015년 10월 판교에 설립된 법인회사로서 IoT향 스마트 
차량출입 보안시스템, BLDC 모터제어용 SoC 및 차별회된 ASIC/SoC/System 제품을 설계/공급하는 기술벤처 인증 기업입
니다. 

Silicon Bridge is a Fabless Semiconductor Company providing differentiated ASIC/SoC for smart machine, building, 
military and IoT systems based on system and semiconductor design technology.
- ASIC/SoC : BLDC Motor Control SoC
                       Active Noise Control SoC
- IoT Surveillance System : Intelligent Vehicle Access Control System    
- Design Service : Spec to RTL/IP/Layout/Chip/System Design 
- Partners : CamverTech, Argon Design, SureCore, Krivi, FlexLogix

회사소개 Company Info

주식회사 실리콘브릿지

Booth No.

C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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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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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웍스

• CEO : 한대근 / Dae Keun Han
• ADDRESS : 우) 340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22 (탑립동)
 222, Techno 2-ro, Yuseong-gu, Daejeon, Korea
• CONTACT : Tel. +82-42-712-7700    Fax. +82-42-712-7709
 E-mail. kimsj@siliconworks.co.kr    URL. www.siliconworks.co.kr

1. Display Solution 
(1) TV, IT, Public, Automotive Display Solution  

  - Display Driver IC for OLED/LCD panel
  - Timing Controller for LCD panel
  - Power Management IC for OLED/LCD panel 
  - LED Driver IC for LCD Back Light Unit
  - Touch Controller for LCD panel
  - In-cell Touch chipset for LCD panel
  - Video Processor for LCD panel
  - One-chip for LCD panel
  - TDDI for LCD panel

(2) Mobile/Wearable Display Solution
  - One-chip for OLED/LCD panel
  - TDDI for LCD panel

2.  Smart/Green Solution
(1) Battery Management Solution  

  - Authentication IC
  - Protection IC 
  - Monitoring & Balancing IC
  - Gauging IC

(2) Wireless Power Transmission Solution
  - Transmitter IC
  - Receiver IC

(3)LED Lighting Solution
  - AC Direct type IC

3. Automotive Solution 
 - Accelerator Pedal / Break Pedal Sensor IC Solution
 - LED Lamp Driver Solution
 - HVAC Motor Driver IC
 - CAN Transceiver
 - PMIC

제조품목 Product

Silicon Works Co., Ltd.

국내 최고를 넘어 글로벌 Top 10 시스템 반도체 회사로!
국내 최고의 펩리스 반도체 회사로써 실리콘웍스는 세계 1위 수준의 디스플레이 토탈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업
계를 선도하는 디스플레이 기술로 디스플레이 용 Driver IC와 Timing Controller, PMIC (Power Management IC)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Touch IC, Automotive IC 및 BMIC (Battery Managemnet IC) 등을 생산하고 있다. 실리콘웍스는 고객의 높
은 신뢰를 통해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공급 업체로 나아가고 있다. 

From Domestic No.1 to Global Top 10 !
As the top fabless company in Korea, Silicon Works is now providing excellent support to our front industry customers 
with world-wide No.1 class display total solution. Mainly specialized in display driver IC and timing controller, 
PMIC(Power Management IC) over various types of display with industry leading technology. Futhermore strategically 
enhancing product coverage to Touch IC and TDDI(Touch embedded DDI), Automotive IC, BMIC(Battery Management 
IC) and etc. Silicon Works is now transforming to global system IC provider with high trust of its customers.

회사소개 Company Info

쓰리에이로직스㈜

• CEO : 이평한 / Pyeong Han Lee
• ADDRESS : 우)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40번길 3 714호 (수내동, 현대오피스빌딩)
 (Hyundai-office Bldg. #714) 3 Hwangsaeul-ro, 240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715-7117    Fax. +82-31-719-7551
 E-mail. chryu@3alogics.com    URL. www.3alogics.com

■ NFC/RFID 리더칩

NFC/RFID 리더칩은 13.56M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10cm정도의 거리에서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자기장을 이용한 
근접통신 기술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NFC결제단말, 출입제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 NFC 다이나믹 태그칩

NFC디바이스(스마트폰)와 Host디바이스 사이의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NFC-RF Interface를 제공하여 스마트폰으로 
Host 디바이스를 제어 혹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NFC/RFID 리더칩

NFC/RFID Reader IC is receiving and sending data at about 10cm distance using 13.56MHz. It has been applied in 
various fields such as NFC Payment terminal, access control system. 

■ NFC/Dynamic Tag Chip
NFC Dynamic Tag IC can be integrated into home appliances, consumer electronics, wearable technology and home 
automation devices

제조품목 Product

3ALogics Inc.

쓰리에이로직스는 IoT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NFC/RFID관련 SoC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기술집약형 회사입니다. 
ITSoC설계기술을 바탕으로 NFC/RFID관련 SoC개발을 주요 사업분야로 정하고 지난 2004년 설립하였고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로 NFC/RFID 리더칩을 국산화하였으며 최근에는 NFC 다이나믹 태그 칩을 상용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NFC/RFID칩 
전문 기업으로써 입지를 단단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3ALogics is a technology-intensive company designing and developing  NFC/RFID Reader&Tag Chip to be essential 
for IoT age. 
In 2004, 3ALogics Inc. was born to take a role in IoT age with NFC/RFID related SoC. Its major business is based on 
ITSoC and now it has made a step forward by success on the localization of NFC/RFID SoC with the accumulated SoC 
technology.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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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유글로벌

• CEO : 임수빈, 김현종 / Soo Bin Yim, Hyun Jong Kim
• ADDRESS : 우) 135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 (정자동) 킨스타워 1001호
 1001, KINS Tower, 331 beon 8 Seongnam-dae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698-2354    Fax. +82-31-698-2355
 E-mail. sbyim@cnuglobal.com    URL. www.cnuglobal.com

- 고속 전력선통신 칩(KS X ISO/IEC 12139-1 국제 표준기술 만족)
- 한전 AMI(Automatic Metering Infrastructure) 시스템 장치
- 도로공사 터널 LED등 디밍제어 모뎀
- 초미세먼지(PM2.5) 검출 광기반 저전력 먼지센서 칩 및 모듈(개발 중) 

- High-speed PLC(Power Line Communication) SoC compliant with KS X ISO/IEC 12139-1 
  International Standard
- AMI(Automatic Metering Infrastructure) System for KEPCO
- PLC Modem for the LED light dimming in the Road Tunnel
- Optical based Dust sensor SoC and Module for PM2.5 Detection 

제조품목 Product

CNU Global Co., Ltd.

(주)씨앤유글로벌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최적화된 그린에너지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핵심부품부터 시스
템까지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자체 개발한 고속 PLC 칩 기반의 원격검침 시스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전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사로 고객이 
원하는 사양에 맞추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비즈니스 가치를 고객과 함께 실현해 
나가는 전력 IT 전문 기업입니다. 

CNU Global is a network solution provider from SoC to system for the optimized Green energy system. 
We have a speciality in the development of High-speed Powerline Communication SoC and AMI system which are 
already mass deployment with KEPCO. Now a day we are developing Dust sensor SoC based on Optical devices.

회사소개 Company Info

㈜씨자인

• CEO : 김정표 / Jeong Pyo Kim
• ADDRESS : 우)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2 (구미동, 보명프라자 6층)
 6F, Bomyung-Plaza, 32, Seongnam-dae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70-4353-5852    Fax. +82-31-716-6606
 E-mail. peppar.kim@cesign.co.kr    URL. www.cesign.co.kr

아날로그 Customer ASIC, 에너지 미터링 IC, 센서 ROIC, 오디오 반도체, 아날로그 IP 

Analog Customer ASIC, Energy Metering IC, Sensor ROIC, Audio Semiconductor, Analog IPs

제조품목 Product

CESIGN Inc.

씨자인은 고정밀, 저전력, 고성능 아날로그 IP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과 공동으로 다양한 응용처에 적
합한 제품 개발을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에너지 및 센서 분야에 적용이 될 최신 제품 개발에 성공을 거두어 국내 외 IoT 및 Smartgrid 시장에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여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Cesign keeps developing and providing semiconductors for hot applications with high valued customer through 
high precision, low power, high performance analog technology and digital technology. 
Particularly through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latest products to be applied to the energy and sensor 
applications, the tangible and intangible results can be expected at the Smartgrid and IoT market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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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 박기태 / Ki Tae Park
• ADDRESS : 우) 060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2길 18 402 (신사동, 예영빌딩)
 402, Yeh-young Bldg, 18, Apgujeong-ro 12-gil, Gangnam-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541-2896    Fax. +82-505-541-2896
 E-mail. admin@irondevice.com    URL. www.irondevice.com

■ 아날로그 혼재신호 반도체

Customized IC products including high performance audio, sensor ROIC, power management, 
and motor drive ICs

■ Analog/Power/Digital mixed signal devices
Customized IC products including high performance audio, sensor ROIC, power management, 
and motor drive ICs

제조품목 Product

Iron Device Corporation

아이언디바이스는 디지털/아날로그/파워가 혼재된 시스템반도체를 개발/제조하는 팹리스 업체이며, 
오디오, 파워 등 고성능 고효율 특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많은 IP/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ron Device Corporation is a mixed-signal semiconductor company, providing leading-edge digital/analog/power-
mixed single silicon device solution. 
Iron Device technology has enabled high-end audio technologies to be implemented into a single silicon device, 
comprising digital audio modulators, DSP, precision linear amplifiers, and high current switching power drivers.

회사소개 Company Info

㈜아이언디바이스 ㈜아이엠

• CEO : 손을재 / Ull Jai Sohn
• ADDRESS : 우) 18449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3길 19 (석우동)
 19, Samsung 1-ro 3-gil, Hwaseong-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231-3114    Fax. +82-31-231-3111
 E-mail. im2006@im2006.com    URL. www.im2006.com

■ 레이저 피코프로젝터 모듈

레이저 광원 기반 초소형 프로젝터 모듈로 이를 적용하
여 HUD시스템을 구현 할 수 있으며, LBS(Laser Beam 
Steering)시스템이므로 포커스 프리가 가능하여 별도의 
초점 조절 기능 없이 화질 손상 없는 대화면 HUD를 구현
하여 운전자의 안정성 및 편의성을 도모가 가능합니다.
내부 구성품 중 하나인 I/F VP(Video-Processor)를 국산
화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 Laser Pico Projector Module
The Pico Projector Module utilizing laser technology can be mounted to HUD system. The module is mainly consisted 
of LBS system which has a focus-free function making it unnecessary for extra focus control function to adjust angles 
when seeing images.
It makes the HUD screen wider without lowering the quality of a picture and brings stability and convenience to 
users. In order to have a competitive price, we have succeed to produce VP locally.

제조품목 Product

IM Co., Ltd.

아이엠은 2006년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한국 전자부품기업입니다. 
스마트폰 용 카메라 모듈 및 DVD, Blu-ray OPU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센서필름, 발열필름, 진단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당사의 축적된 광 기술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신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IM spun off from Samsung Electronics is a Korean company making electronic parts. 
Our main products are smartphone camera module and DVD/Blu-ray OPU. 
We are also running new business such as Sensor Film, Heat Film, Medical Diagnostic Instrument. Recently, Based on 
our excellent optical technology accumulated so far, we are developing new product using lasers.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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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 손태연 / Tae Youn Sohn
• ADDRESS : 우) 08589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 디지털1로 119, A동909호(SK트윈테크타워)
 A-909, 119, Gasan digital 1-ro, Geumcheon-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516-9934    Fax. +82-2-855-2372
 E-mail. tysohn@ichips.co.kr    URL. www.ichips.co.kr

차세대 ITS를 선도하는 한국형, 중국형 DSRC(단거리전용통신-하이패
스적용) 칩과 WAVE를 하나의 원 칩으로 통합한 제품으로 ARM Core
를 사용했으며 WAVE에 보안 알고리즘(AES)을 내장하여 기존 제품과 
차별화 시켰다.
본 칩으로 DSRC 및 WAVE 기술을 확보 하였으며 한국형, 중국형 DSRC
를 통합한 기술을 확보하였고 특허 출원 중이다.

We developed one chip solution leading to ITS new generation, 
merged DSRC with WAVE of dual mode(Korea & China version), 
which is adapted security algorithm(AES) of WAVE based on ARM 
Core.
So, we are specialed our product differently from other products.
Meanwhile, we got the technics of WAVE & DSRC(Korea & China 
version) at the same time and we are enrolling the patent.

제조품목 Product

ICHIPS Co., Ltd.

1996년 설립하여 현재까지 ASIC 사업을 하고 있으며, ARM SoC 설계 및 System Design 서비스를 하고 있다. 
ASIC 사업으로 많은 업체의 칩을 제작 공급하였으며, 자사 제품으로 한국형 DSRC 중국형 DSRC를 개발하였고 한국형 
DSRC는 현대모비스에 납품 중이다. 
또한 중국형 DSRC는 기존 시스템 업체와 협업하여 진행 중이다.

Ichips was established at 1996 and is making the business of ASIC & design the system based on ARM Core.
We provided our customers with many kinds of chips and we are suppling our DSRC chips to Hyundai Mobis.
Futher more, we are promoting our Chinese DSRC chip to Mobis.

회사소개 Company Info

㈜아이칩스

• CEO : 이케네스욱 / Kenneth Lee
• ADDRESS : 우) 07531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17, 가양테크노타운 203-2호
 #203-2 Gayang TechnoTown, Heojoon-ro 217, Gangseo-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2038-8927    Fax.  +82-70-8220-9905
 E-mail. Info@acktiv.co.kr     URL. www.acktiv.co.kr

Secure-IC는 임베디드 시스템 보안 기술을 제공하며 이는 Side-
Channel Attacks과 Fault Injection Attacks에 대항하여 ASIC, FPGA, 
MCU 등을 보호하는 보안 IP Cores와 위의 공격으로부터 칩 설계 단계
의 견고성을 평가하여 모든 종류의 인증패스에 대비할 수 있는 분석플
랫폼, 두 종류의 비즈니스 라인으로 분류된다. 각 솔루션은 컨설팅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해당 툴에 대한 독립적인 사용 및 IP 
integration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 Hardward Security IP Portfolio & Software Platforms to Analyze 
Threat ]
Secure-IC, one of partners of Acktiv Technology, provides security 
technologies for embedded systems. Security IP Cores protect 
ASIC, FPGA, MCU against Side-Channel Attacks and Fault Injection 
Attacks. Analysis platforms are used to evaluate the design‘s 
robustness of these attacks and prepare any kind of certifications. 
Each product comes with consulting service to allow the client to 
be autonomous on the tools and to supply a minimum effort to 
the IP integration.

제조품목 Product

Acktiv Technology Inc.

액티브테크놀로지는 유럽, 미주, 동남아지역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외 Technology 기업들의 마케팅, 기술지원, 영
업 에이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무선 네트워크 계측장비, 에너지 절약 분야의 해외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통
하여 현재 임베디드 시스템 하드웨어 보안, 무선기기 방사 테스트 챔버, LED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SEDEX를 행사를 통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Set-top-box, Smart Grid, Smart Card, SoC...)에 적용된 하드웨어 
보안 IP를 소개하고자 한다.

For more than 15 years, Acktiv Technology and it‘s partners have enabled Korean technology companies with 
performance analysis tools and methodologies. Acktiv continues to introduce the latest innovative technology to 
your research and development needs; Wireless Devices Over the Air Performance, Embedded Systems Hardware 
Security and Energy Efficient lighting. At i-sedex, Actkvi introduces Hardware Security IP with various use cases on 
Set-Top Box, Smart Grid, Smart Card, SoC and Smart Devices.

회사소개 Company Info
Acktiv_Analysis Platforms

Acktiv_Security IP Portfolio

㈜액티브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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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 문희창 / Hee Chang Moon
• ADDRESS : 우) 066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5 (서초동, 우신빌딩)
 115, Seochojungang-ro 8-gil, Seocho-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3217-6771    Fax. +82-2-3217-6773
 E-mail. ums@unmansol.com    URL. www.unmansol.com

■ 소형 이동로봇 플랫폼 제어 통합형 SoC
국산 CPU를 활용한 이동로봇 플랫폼용 센서 처리 및 구동 제어 통합형 SoC이다. 듀얼코어 슈퍼스칼라 CPU를 활용하여 기
존 SoC에 대비하여 Latency와 Throughput을 향상시키고 다채널 통신 IP 제공을 통하여 단일 MCU 구성만으로 이동로봇 
플랫폼에 탑재되는 센서들의 데이터 통합 처리가 가능하며 동시에 구동계 통합 제어도 가능한 이동로봇 SoC이다.

■ Integrated SoC for Controlling Lightweight Mobility Robot Vehicles
This system-on-a-chip (SoC) is an integrated SoC based on a domestic CPU for processing sensors and controlling 
mobile robot platforms. Using a dual-core superscalar CPU, we have developed this mobile robot platform SoC that 
improves latency and throughput relative to an existing SoC and provides multi-channel communication interface IP. 
Thus, it can process integrated data of sensors that are installed on its mobile robot platform and control the driving 
system simultaneously.

제조품목 Product

Unmanned Solution Co., Ltd.

㈜언맨드솔루션은 국내 유일의 기술로 상용차를 이용하여 무인차량과 차량형 로봇 플랫폼 등을 개발하고 센서 및 구동기 
인터페이스 등 관련 시스템을 연구개발하는 전문회사입니다.
㈜언맨드솔루션에서는 기능, 성능, 센서의 종류에 따른 자율주행 필수 모듈 개발과 운전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임베디드 모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언맨드솔루션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 제어기술 및 LiDAR, Radar, Camera, GPS, Encoder 등의 다양한 센
서 융합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무인 잠수정, 무인배, 무인 항공기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의 무인화를 현실화 하고 있습니다. 

We are a specialized company which has developed unmanned vehicles and vehicle type robot platforms and 
researched and developed related systems to sensor and actuator interface.
Unmanned Solution is developing essential modules for autonomous cruise by function, performance and sensor 
and service to safety as well as  convenience of driver and embedded module for commercialization.
We are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convergence technology of various sensors as vehicle control technology for 
autonomous cruise vehicle, LiDAR, RADAR, Camera, GPS and Encoder and have target to make various unmanned 
platform for applied product, unmanned submersible, unmanned boat, unmanned aerial vehicle which will be used 
easily by common people in future. 

회사소개 Company Info

㈜언맨드솔루션 주식회사 에스앤에이

• CEO : 권경수 / Kyoung Soo Kwon
• ADDRESS : 우) 1695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아이티밸리 A동 2007호
 Rm 2007-A dong, 13 Heungdeok 1-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253-2078    Fax.  +82-70-8866-8846
 E-mail. yangyg@snaic.co.kr     URL. www.snaic.co.kr

� 스마트미터 IC
스마트미터는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 및 양방향 통신 기능 등을 갖춘 전자식 전력량계로 검침비용 및 에
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중 핵심이 되는 부품이 스마트미터IC이며, 이 IC를 통해 계량기
와 전력회사를 유, 무선 통신기술로 연결하고, 시간대별 차등 효율제 적용 및 피크전력, 소비전력분석, 자
가진단 및 고장경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Optical Sensor IC
Blu-ray/DVD player용 PDIC, Current to Digital Converter IC, Time to Digital Converter IC, Light 
Modulation Photo IC, Ambient Light & Proximity Sensor IC, Linear Image Sensor IC 등을 보유하고 있다. 

� Driver IC
VCM Driver IC for Auto Focus, Piezo Driver IC for Auto Focus, BLDC Vibration Motor Driver IC, Wide Band LRA Vibration Motor 
Driver IC 등을 보유하고 있다. 

� Smartmeter IC
Smartmeter is the electronic watt-hour meter that measures the amount of the electricity by time and functions bothway 
communication. Reduction of the cost of reading a meter and the energy usage is one of the features of the smartmeter. The 
core technology, Smartmeter IC, connects the meter and the electric power company with wire-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performs the functions of the differential efficiency by time and the peak electric, the analysis of energy 
usage, the self-diagnosis and the warning of trouble.
� Optical Sensor IC
We have the technology of the Blu-ray/DVD player PDIC, Current to Digital Converter IC, Time to Digital Converter IC, Light 
Modulation Photo IC, Ambient Light & Proximity Sensor IC and Linear Image Sensor.
� Driver IC
We have possession of the technology of the VCM Driver IC for Auto Focus, Piezo Driver IC for Auto Focus, BLDC Vibration 
Motor Driver IC and Wide Band LRA Vibration Motor Driver IC.

제조품목 Product

SNA Co., Ltd.

2010년 3월 설립된 에스앤에이는 축적된 노하우와 열정으로 세계 최고의 제품을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에스앤에이는 고객이 
고도로 축적된 반도체 설계 기술과 지난 25년 동안의 다양한 제품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만족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에
스앤에이는 선도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optical sensor IC, 모바일 카메라의 actuator와 motor 뿐만 아니라 smartmetering SoC
의 개발을 지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도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 활성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 혁신을 추구할 것입니다.

Since being founded March 2010, SNA are committed to develop the world’s best products with our accumulated know-
how and passion. We try to develop the products that customers are satisfied based on highly accumulated semiconductor 
design technology and the production experience of various products over the last 25 years. SNA will continue to develop 
the varies optical sensor IC, driver IC for mobile camera’s actuator and motor as well as Smartmetering SoC through joint 
research with leading companies. We will pursue innovation in technology development through active cooperation with 
companies requiring the semiconductor technology.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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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 CEO : 카를로 보조티 / Carlo Bozotti
• ADDRESS : 우) 066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A동 24층
 24F Kyobotower A 1303-22 Seocho-dong, Seocho-k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3489-0114    Fax. +82-2-3489-0295
 E-mail. Promotion.korea@st.com    URL. www.st.com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TMicroelectronics, 이하 ST)는 차세대 모바일 및 IoT 디바이스, 스마트 드라이빙, 스마트 공장, 스
마트 도시, 스마트 홈을 위한 첨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다. 차세대 컨슈머 제품의 센서, 저전력/초저전력 
처리를 위한 마이크로컨트롤러, 전력 및 아날로그, RF 및 커넥티비티 제품 등의 주요 기술을 공급하며, 에코시스템 STM32 오
픈 개발 환경(ODE)으로 빠르고 경제적인 프로토타입 개발을 지원한다. 스마트홈/시티 시스템의 솔루션에 핵심 기능을 제공
한다.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과 요금을 추적/제어 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의 콤보 칩, 주변 환경을 감지하여 조명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하는 스마트 가로등, 교통 흐름을 측정하고 정체 구간을 피하게 해주는 센서 등 전력 소모 및 관리 시스
템, 미래형 스마트 그리드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스마트 산업 분야를 위해서는 마이크로컨트롤러, 센
서, 엑추에이터, 모터 제어, 신호 컨디셔닝, 산업용 통신 솔루션, 전원 장치, 보호 디바이스, 무선 모듈, 디스플레이, LED 컨트
롤러 등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여 자동차 및 로봇 개발 발전을 돕는다. 

ST is a global semiconductor company enabling smarter driving and smarter factories, cities and homes, along with the 
next generation of mobile and Internet of Things devices. ST is a leading supplier of all the key technologies going into 
the next generations of personal consumer devices: Sensors, Microcontrollers for low and ultra-low power processing, 
Power and Analog components, and RF & Connectivity products. ST makes developing prototypes fast and affordable 
with a range of development ecosystems, including its STM32 Open Development Environment. ST addresses the rise of 
the smart home and smart city systems through their core: energy consumption and management systems, or the future 
smart grids and their applications. Its solutions address the critical functions: from the combo chips inside the smart meters 
helping consumers and utilities track and balance the use and billing of electricity and water or gas to combo chips, to 
more intelligent street lighting able to sense its environment and dim or switch off to adjust to lighting conditions and 
municipal needs and sensors that can measure traffic flow and potentially re-route around obstructions. For the smart 
industry, ST is making industrial systems smarter with the combined application of a broad range of products, including 
Microcontrollers, Sensors and Actuators, Motor Control, Signal Conditioning, Industrial Communication Solutions, Power 
Supplies, Protection Devices, Wireless Modules, and Display and LED Controllers.

제조품목 Product

STMicroelectronics

ST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로, 2015년 6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ST는 업계에서 가장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
고 있으며, 스마트 드라이빙 및 IoT(사물 인터넷)를 위한 혁신적인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여 다양한 전자 애플리케이션 분
야의 고객들에게 기여하고 있다. 더 나은 기술로 더 나은 삶을 이루는 것, 이는 바로 ST의 life.augmented를 의미한다.

ST is a global semiconductor company with net revenues of US$ 6.90 billion in 2015. Offering one of the industry’s 
broadest product portfolios, ST serves customers across the spectrum of electronics applications with innovative 
semiconductor solutions for Smart Driving and the Internet of Things. By getting more from technology to get more 
from life, ST stands for life.augmented.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C040

㈜에이디칩스

• CEO : 김미선 / Mee Sun Kim
• ADDRESS : 우) 1405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A동 22층 (관양동 금강펜테리움 IT타워)
 Keumkang Penterium IT Tower, 22F, A-Tower, 282, Hagui-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463-7500    Fax.  +82-31-463-7518
 E-mail. eics@adc.co.kr     URL. www.adc.co.kr

■ emCPU™ CORE IP
엠CPU(emCPU™) 코어는 고성능 32bit CPU 코어 패밀리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임베디드 시스템 응용에 대한 다양한 시장 
영역을 겨냥하여 설계된 CPU코어다. 게이트 카운트가 작고 고효율 엠CPU 코어 주노S0/S1 (2단) 그리고 Tiny(3단) 패밀리는 
컨슈머 응용에서 8bit/ 16bit MCU를 대체 할 수 있는 최상의 CPU 코어다. 또한 주노 S0, S1 그리고 Tiny 코어는 타 32bit 프로
세서보다 저전력을 제공 한다. 그리고 5단, 9단의 엠CPU 코어 Lucida, empress 패밀리는 비용효율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어 
범용MCU, 스마트가전, IoT, 의료기기, 헬스케어 그리고 자동차 제어 등과 같은 임베디드 컨트롤로 시장에 적합하다.

■ emCPU™ CORE Family

제조품목 Product

Advanced Digital Chips Inc.

adc(에이디칩스)는 IoT, 헬스케어, 디지털가전시장과 Embedded시스템 시장을 목표로 고성능 Embedded마이크로프로세
서 및 마이크로 컨트롤러 부문 최첨단 차세대 아키텍처인 RISC-Style “EISC”(extendable instruction set computer) 아키텍쳐
기술 개발과 emCPU™ CORE 개발 및 지적 소유권 판매, SoC 설계 및 판매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 이며, 국내유일의 국산 상용 
프로세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mCPU™ CORE는 RISC-Style 이스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CPU코어로 국내외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mCPU™ 
CORE는 50Mhz 대부터 500Mhz 대 5종의 코어 시리즈를 보유 하고 있어 커스터머는 그들의 어플리케이션에 적당한 프로세
서를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다. 5천만 개 이상의 emCPU™ 기반 칩의 누적 shipping 실적과 40건 이상의 라이선스 실적 등으
로 world-class market Proven 된 기술 이다. 15년간 이상 CPU 기술 개발 경험과 상용화 경험으로 프로세서 개발에 관련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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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위성통신

• CEO : 류장수 / Jang Soo Ryoo
• ADDRESS : 우) 0850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98 2동 9층
 9F 2-Dong 98, GasanDigital 2-ro, GuemCheon-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2026-7700    Fax. +82-2-2026-7772
 E-mail. apsi@apsi.co.kr    URL. www.apsi.co.kr

－ 위성휴대폰 (위성 전용) : XT-LITE, XT, XT-PRO
－ 위성휴대폰 (위성／GSM) : XT-DUAL, SatSleeve
－ 기타 위성단말기 : Thuraya Marine（선박용 단말기）,       

   FDU-XT（고정용 단말기）, SAT TRAX（위성 위치발신 단말기）,     
   TEDS Modem, Link-K Modem, Telematics Monitoring System   
   (TMS-D100)

－ Satellite phones(Satellite only) : XT-LITE, XT, XT-PRO
－ Satellite phones(Satellite Dual) : XT-DUAL, SatSleeve
－ Other Satellite terminals : Thuraya Marine（Terminal for Vessel), 
     FDU-XT(Fixed Terminal), SAT TRAX(Satellite Location-tracking Terminal), 
     TEDS Modem, Link-K Modem, TMS-D100(Telematics Monitoring System )

제조품목 Product

Asia Pacific Satellite communications Inc.

AP위성통신은 국내 및 해외의 위성 프로젝트 및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제품은 위성통신단말기이며, 주요고객은 UAE 두바이 소재의 이동위성통신사업자인 Thuraya이다．
위성통신의 핵심기술인 Baseband Modem SOC와 위성통신 프로토콜 스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Asia Pacific Satellite communications Inc. 
(APSI) runs a business for the satellite project in domestic and global markets. 
The main product is satellite communication terminals and the main customer is Thuraya which is the satellite 
communication company of the UAE. 
APSI has the Baseband Modem SOC and Protocol Stack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technology for the satellite 
communications.

회사소개 Company Info

• CEO : 월레스코우 / Wallace Kou
• ADDRESS : 우) 134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35 삼평동 실리콘파크 B동 7층
 B-7F, SiliconPark, 35, Pangyo-ro 255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785-8600    Fax.  +82-31-711-0313
 E-mail. fci_insa@fci.co.kr     URL. www.fci.co.kr

680~2700MHz 2RX/2TX LTE RFIC for Small Cell Base Station
FC7100은 680MHz에서 2700MHz까지 많은 LTE 주파수 밴드를 지원하는 스몰셀 기지국용 LTE 트랜시버 칩으로 RX/TX 각각 
main path와 diversity path의 송수신기를 내장하고 있어 2x2 MIMO를 지원한다.  

680~2700MHz 2RX/2TX LTE RFIC for Small Cell Base Station
FC7100 is a multi-band direct-conversion RF CMOS transceiver IC for small cell base station that covers 3G/4G LTE. 
Low power and low cost RF transceiver, FC7100, covers the frequency range from 680MHz to 2700MHz. FC7100 
integrate 2RX (main/diversity RX) and 2TX (main/diversity) for 2x2 MIMO application. 

제조품목 Product

Future Communication IC Inc.

FCI는 Silicon Motion의 Mobile Communication 제품을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FCI의 제품은 2G/3G/4G 이동통신방식에 적용되는 송수신 IC, mobile TV SoC 솔루션, 지상파/케이블 TV용 디지털 Tuner IC, 
그리고 지능형 교통시스템에 적용되는 SoC(System-on-chip)등을 각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FCI는 2002년부터 CDMA용 송수신 IC 상용화를 시작하여, 2005년부터는 Mobile TV용 IC를 상용화 하였고, 2010년부터 세계 
최초의 LTE 송수신 IC를 상용화 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FCI is the RF technology oriented company which develops RF Transceiver IC for wireless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and SoC solution for mobile TV with high performance and high reliability. 

회사소개 Company Info

㈜에프씨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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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 이상헌 / Sang Heon Lee
• ADDRESS : 우) 13493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한컴타워 3,4층
 3,4FL. Hancom Tower 49, Daewangpangyo-ro 644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627-3000    Fax.  +82-31-627-3100
 E-mail. flir@mdstec.com     URL. www.mdstec.com

열화상카메라

Thermal Imaging Camera

제조품목 Product

MDStechnology

MDS테크놀로지는 1994년 설립된 임베디드 솔루션 전문기업으로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SK 등 자동차, 국방/항
공, 모바일 등의 다양한 산업에 걸쳐 약 1,300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버거/컴파일러, 전자제어/ECU 개발 솔루션, 열화상 카메라, SW 테스팅툴, ALM 솔루션, 윈도우 임베디드 OS, 산업용 보
드 등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개발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MDS Technology, the leader of embedded solution companies in Korea, has been focusing on only embedded 
industry since foundation in 1994 and has about 1,300 customer companies including Hyundai, Samsung, LG, SK, etc.
MDS is the only embedded solution company in Korea which provides customers with one-stop service to develop 
embedded systems effectively.

회사소개 Company Info

엠디에스테크놀로지㈜

Booth No.

C021

㈜엠씨에스로직

• CEO : 남상윤 / Sang Youn Nam
• ADDRESS : 우)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7 (양재동, 삼호물산 B동 6층)
 (Yangjae-dong, Samho B-dong Bldg., 6F.) 87, Nonhyun-ro, Seocho-k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3462-7474    Fax.  +82-2-3462-7471
 E-mail. sales@mcslogic.com     URL. www.mcslogic.com

디지탈 오디오 프로세서, IoT
당사의 오디오 프로세서는 시스템 컨트롤 및 각종 디지털 오디오 포맷을 디코딩하기 위한 SoC로 설계 제작되었습니다. 
USB, SD/MMC card, NAND flash, Nor flash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저장매체를 억세스할 수 있으며 32비트 RISC 프로세서는 
디지털 오디오 디코딩, 파일시스템 관리 및 오디오 전체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코드, 디지털신호처리 등을 위한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블루투스,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와이파이 콤보 모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SoC for Digital audio processing, IoT module
MCS' audio proessors are designed as a System On a Chip: system controller and decoder controller for multi-format 
digital audio player with access of various storage such as USB, SD/MMC card, NAND flash, Nor flash and etc. 
The 32-bit RISC processor provides optimum performance and code density for the combination of control code and 
signal processing required for digital audio decoding, file system management and system control. 
MCS also has made IoT modules of Bluetooth, Wi-Fi and combination of both.

제조품목 Product

MCS Logic Inc.

당사는 fabless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로서 자체 설계한 DSP를 기반으로 각종 오디오 세트를 구동하고 각종 오디오 포맷을 
en/decoding 하는 SoC를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LG전자, Sony, Yamaha, Denon&Marantz 등의 세계 유수 업체에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Qualcomm, Cypress 
등의 회사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IoT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MCS Logic is a fabless semiconductor company which have designed and sold various audio processeors using its 
own DSP, which are main CPUs for entire audio system control and en/decoding various audio formats. 
LGE, Sony, Yamaha, Denon&Marantz and other famous world-class audio companies have adapted MCS Logic's SoC 
for their audio products. Through the strategic partnership with Qualcomm, Cypress, Broadcom and etc, MCS Logic 
has been expanding its biz horizon to IoT also.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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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텍비젼 주식회사

• CEO : 이성민 / Michael Lee
• ADDRESS : 우) 134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58 씨즈타워 601호
 6F, C’s Tower, 58, Pangyo-ro 255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627-0100    Fax.  +82-31-627-0198
 E-mail. lium@mtekvision.com     URL. www.mtekvision.co.kr

반도체

어플리케이션프로세서, 
이미지시그널프로세서, 
영상/음성인식프로세서, 
근거리무선통신IC 등

모듈/System
모바일 멀티미디어 플랫폼, 
카메라 모듈, 
차량용 블랙박스 OEM/ODM, 
운전자졸음 감시시스템, 
NFC Module 등

Semiconductor
AP(Application Processor), 
ISP(Image Signal Processor), 
Video/Audio Recognition Processor, 
NFC(Near field Communication), etc. 

Module/System
Mobile Multimedia Platform, 
Camera Module, 
Car Driving Recorder Module, 
Driver Status Monitoring System, 
NFC Module, etc.

제조품목 Product

MtekVision Co., Ltd.

엠텍비젼은 1999년 설립된 팹리스반도체 회사입니다.
IMAGING & MULTIMEDIA SEMICONDUCTOR을 독자 기술로 개발하여 MOBILE 및 전장용 카메라에 적용되어 4억개 이상의 
IC를 공급하였으며 최근 영상인식 솔루션 PROCESSOR 및 NFC 제품을 출시하여 반도체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MtekVision, founded in 1999, is a fabless semiconductor company. 
MtekVision has developed Imaging & Multimedia Semiconductors using our proprietary technologies to supply 
more than 4 million ICs integrated within mobile and automotive-purpose cameras. We have also expanded our 
semiconductor business domain with recent launches of new video recognition solution processors and NFC 
products.

회사소개 Company Info

㈜위즈네트

• CEO : 이윤봉 / Yun Bong Lee
• ADDRESS : 우)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16 (수내동, 휴맥스빌리지) 5F
 5F Humax Village, 216 Hwangsaewol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8023-5678    Fax.  +82-31-8022-8090
 E-mail. main8096@wiznet.co.kr     URL. www.wiznet.co.kr

위즈네트의 핵심 기술은 ‘Hardwired TCP/IP’로 사물 인터넷 (IoT)를 위한 IOP (Internet 
Offload Processor), iEthernet 칩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유/무선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제공합니다. IOP와 iEthernet 칩은 Un-attackable, High Performance, Easy to Use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최적의 성능으로 쉽고 간편하게 임베디드 시스템에 인터넷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IEEE802.11b/g/n을 지원하는 초소형 Wi-Fi 모듈도 개발/생산
하고 있어 무선 환경의 임베디드 시스템에도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합니다.

WIZnet is a unique Internet Connectivity Solution - 'Hardwired TCP/IP' 
provider. It develops IOP (Internet Offload Processor), iEthernet chipsets 
and various wired/wireless application modules.  With its main features of 
Un-attackable, High Performance and Easy to use, it enables you to add 
Internet capability to any embedded device easily and effectively. WIZnet 
also provides compact sized Wi-Fi module (IEEE802.11b/g/n) that offers 
quick and cost effective way for Wi-Fi connectivity to the device. 

제조품목 Product

WIZnet Co., Ltd.

위즈네트는 사물 인터넷 (Internet of Things)을 위한 인터넷 프로세서를 개발 보급하는 팹리스 벤처기업입니다. 인터넷 통
신 표준 프로토콜인 (Software) TCP/IP를 2001년 세계 유일하게(Hardware) Chip으로 구현하여, 그 이후에 수백만 개 이상
의 칩을 매우 다양한 임베디드 인터넷 디바이스에 적용시켜 왔습니다. 특히 W5100이 적용된 Arduino Ethernet 플랫폼은 지
난 6년 동안 전 세계 30만 명 이상의 Maker (DIY Hobbyist, Early Adopter, Power Blogger)들에게 공급되었으며, 그들이 개발
한 다양한 Prototype 및 Tutorial 형태의 UCC(User Created Content)가 다양한 Makers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수집하여 WIZnetMuseum.com에 전시하고 있으며 이 훌륭한 Content를 강의 교재로 활용한 위즈네트 아카데미를 
2014년 11월부터 개설하여 Embedded Internet Platform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강생들과 OSHW 커뮤니티를 구
성하여 한국의 Makers Movement 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WIZnet is a fabless IT company that provides Internet processors for the IoT and the sole innovator to provide the 
hardwired TCP/IP technology into a embedded system in 2001. Since then, a yearly average of 10 million WIZnet 
chips have been used in various embedded Internet devices worldwide. WIZnet is the trend leader of Open Source 
Hardware. Our unique solution, Hardwired TCP/IP technology, in Arduino’s Ethernet Shield has been recognized as 
de facto standard for IoT. (Arduino is an open-source electronics prototyping platform based on flexible, easy-to-use 
hardware and software. WIZnet’chip and module are being used in the Arduino’s Ethernet Shield, and adopted in its 
clones.) Our latest IOP (Internet Offload Processor), W7500, is in part of large IoT ecosystem : ARM-mbed.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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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루

• CEO : 박준규 / Jun Kyu Park
• ADDRESS : 우) 0850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가산동, 신한이노플렉스 3층 140호
 Gasandigital-1ro 149(3rd Floor 140), Geumcheon-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31-717-2989    Fax. +82-31-718-2989
 E-mail. jazzfile@eguru.co.kr     

■ 실시간 감시시스템에서 적용 가능한 HD 영상 송수신 반도체

HD-SDI기반 고화질 영상정보를 기존에 사용되던 동축케이블로 송수신 가능하게 하기 위한 디지털 정보를 압축, 해제하여 
송수신하는 반도체 영상 송수신 소자로서, 기존설비인 동축케이블을 이용하면서도, HD-SDI의 송수신의 약점인 전송거리를 
보완하여 Surveillance Video CCTV 시장이 원하는 전송거리 조건을 만족시킨다.  

■ DHD Chip-set(Transmitter/Receiver)

This product allows for high-definition video information transmitted and received by compression / decompression 
of digital data through HD SDI standard.
In spite of using a coaxial cable, this design concept let system makers have the advantage of a long transmission 
distance and reliability basesd on HD SDI.

제조품목 Product

EGURU Co., Ltd.

이구루는 고화질 영상신호 처리 및 송수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보안 카메라의 영상이미지 처리 반도체를 제조, 공급하는 
Fabless 기업입니다.
Mixed Signal ASIC 제조 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Analog IP Partner와의 기술제휴, ISP 및 센서전문 Fabless 기업과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보안 영상 시장 및 케이블을 통한 영상 송수신 시장이 요구하는 완성도 있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핵심 보유 기반기술로부터 관련 시장을 발굴하여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여 영상기술을 선도
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가겠습니다.

Eguru is the fabless company that designs and produces ASIC for the video Security industry, which is founded in 
2015.
For the demand on the better way of security to protect one's life and property, Eguru focuses on enhancement of 
the video quality.
Eguru consists of the experts on semiconductor developing and business.
Eguru believes in making the better products and being the leading global company in video security business 
through members' experience before with chip set business and IP cooperation.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C120

주식회사 이더블유비엠

Booth No.

C137

• CEO : 오상근 / Stephen Oh
• ADDRESS : 우) 134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 아이디스타워 3층
 3F IDIS Tower, 344 Pangyo-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707-5600    Fax. +82-31-789-0080
 E-mail. info@e-wbm.com     URL. www.e-wbm.com

제조품목 Product

eWBM Co., Ltd.

주식회사 이더블유비엠은 보안 및 영상처리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반도체 업체로서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
스, 스마트 미터링, 홈 오토메이션 제품에 사용되는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및 동작인식 디바이스, VR 디바이스 등에 적용되
는 3차원 영상 깊이 정보를 한 개의 이미지 센서로부터 추출하는 반도체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WBM Co., Ltd. is a fast growing fabless semiconductor company in Korea who has cutting-edge technologies for 
both IoT security and image processing devices. eWBM is creating new concept of SoC products targeting wearable 
devices, smart metering, and home automation by utilizing its high performance low power consumption design 
capability, with the strongest IoT security feature. eWBM is also specialized in DSP technology of 3D depth sensing 
with single image sensor system. 

회사소개 Company Info

32비트 사물인터넷용 보안 반도체 (하드웨어 Symmetric/Asymmetric, TRNG 포함)
싱글카메라 기반 3차원 영상깊이 추출 반도체

32bit Security MCU for IoT devices 
- Hardwired AES128/256, SHA1/256, ARIA128/192/256
- Hardwired RSA2048, ECC512
- TRNG
- Secure Boot, Secure Storage

3D Depth Map Processor using Single Camera 
- Depth Map : VGA 60fps / XGA 30fps

Embedded ISP, JPEG En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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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틱스

• CEO : 손종만 / Jong Man Sohn
• ADDRESS : 우) 1695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 1로 13 흥덕IT밸리 19층
 19th FL, Heungdeok IT Valley, 13, Heungdeok 1-ro, Giheung-gu, Youngi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8065-6050    Fax.  +82-31-8065-6006
 E-mail. sales@zinitix.com     URL. www.zinitix.com

제조품목 Product

ZINITIX Co., Ltd.

Smart Phone, Tablet 등의 모바일 기기, Note-PC, Home Appliance 및 Automotive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Touch Controller IC, AF Driver IC, Haptic Driver IC, Motor Driver IC, Power IC, and Fintech IC 등

Product include Touch Controller IC, AF Driver IC, Haptic Driver IC, Motor Driver IC, Power IC, and Fintech IC. 
They are mainly applied to Smart Phone, Tablet PC, Laptop PC, Home appliance and Automotive Industry

System IC 전문기업으로 창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Touch Controller IC, AF Driver IC, Haptic Driver IC, 
Motor Driver IC, Power IC, Fintech IC 등 다양한 반도체를 개발/양산한다. 당사의 제품은 Smart Phone, Tablet 등의 모바일 
기기, Note-PC, Home Appliance 및  Automotive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시장과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
하고 있다.

ZINITIX, as an enterprise specialized in System IC, has developed and mass-produced such various semiconductor 
products as Touch Controller IC, AF Driver IC, Haptic Driver IC, Motor Driver IC, Power IC, and Fintech IC on the basis of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since its foundation. The products are applied to a variety of fields including 
such mobile devices as smart-phones and tablets, Note-PC, Home Appliance, and Automotive to provide a new 
value to the market and customers. ZINITIX aims at a Global System IC Leader which provides the best services to 
customers through the incessant innovation and the development of market-leading technologies.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D030

칩스브레인글로벌㈜

• CEO : 오승호 / Seung Ho Oh
• ADDRESS : 우) 135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700, D-610(분당테크노파크)
 D-610, 700, Pangyo-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70-7753-2271    Fax.  +82-70-7753-2271
 E-mail. jlee@chipsbrain.co.kr     URL. www.chipsbrain.co.kr

제조품목 Product

CHIPSBRAIN Global Co., Ltd.

AES256 씨큐리티 ASIC KEROS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촉각 터치 센서

Authenticity Manager and Property Supervisor ASIC KEROS
Tactile Sensing for Wearable Device

Chipsbrain as a fabless semiconductor supplier, has been focusing on Security IC business since 2008 when 64-
bit Copy-protection IC CO164 was launched. Recently, Chipsbrain has introduced and start production Hardwired 
Authenticaiton IC, KEROSTM which built high end AES 256-bit encryption standard.
KEROS protects your application. Based on hardwired Encryption technology not software, it's much safer from 
hacking. Any user of KEROS will have a powerful hardware protection device which has an never stolen Unique ID. 
KEROS protects your valuable assets. The Applications can create a Serial Number for each KEROS chip. You can make 
your each application product UNIQUE in the world that prevents your product from any attempt of copying.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D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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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빅레이저시스템

• CEO : 김창곤 / Chang kon Kim
• ADDRESS : 우) 1450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45, 303-901 (부천테크노파크)
 303-901 (Bucheon Techno Park), Seokcheon-ro 345, Ojeong-gu, Bucheo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2-325-4544    Fax. +82-32-323-4736
 E-mail. sales@qbiclaser.com    URL. www.qbiclaser.com

Optical Systems manufactured by Qbic Laser System Inc.
• Line Generating Diode Laser System
• 3D Patterning Laser System
• 355nm Micromaching System
• MOPA (Master Oscillator Power Amplifier) Laser System
• UV laser curing system
• PPLN OPO system
• Wavefront measurement optical system
• Thermal and optical loss measurement system of plastic optical fiber
• Laser beam homogenizing system
• Fiber coupled high power laser diode system
• Two color optical pyrometer system

Imported Products
• LDLS (Laser Driven Light Source) System
• Femtosecond lasers
• Pulsed Q-switched Nd:YAG Lasers
• DPSS Lasers
• Tunable Dye Lasers / Tunable OPO

• Fiber Lasers
• Eximer Lasers
• Laser and NLO Crystals
• Laser Optics
• Spectrometers

• Beam profiler
• Energy and Power Detectors
• ICCD Cameras

제조품목 Product

Qbic Laser System Inc.

큐빅 레이저 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안정성과 품질을 자랑하는 Quantel 사의 laser를 주축으로 다양한 Laser system과 각종 
Optical components 및 레이저관련 주변기기를 공급하며, 고객이 Laser를 안정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팀이 만
반의 준비로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학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레이저 광학시스템을 자체 기
술로 design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Technical consulting을 통하여 고객의 욕구를 총체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큐빅 레이
저 시스템의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bic Laser System Inc. supplies laser optics, laser related instruments, and various kinds of laser systems based on 
lasers made by Quantel, which is the worldwide market leader of compact pulsed Q-switched Nd:Yag laser with 
superior stability and high quality. Qbic’s technical team is ready to support you to use lasers and optical systems 
bought by us without any problem. We also design and manufacture laser-based optical systems originated from 
knowledge, knowhows, and long experience about laser and laser optics. Our business goal is to meet demands of 
customer by offering total solutions from technical consulting to manufacturing.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C009

• CEO : 김영부 / Yeong Bu Kim
• ADDRESS : 우) 17336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2091, Gyeongchung-daero, Bubal-eup, Icheo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8094-8218    Fax.  +82-31-8094-8240
 E-mail. youngnoh.kim@qrtkr.com     URL. www.qrtkr.com

반도체, 전자부품, 모듈 및 세트 제품 등에 대한 신뢰성시험 및 종합분석기술 서비
스 (AEC-Q100/101/200, JEDEC, 무연솔더 자동차전장부품 평가/ES 규격,KS 규격)

Total "Reliability test & Failure Analysis" technical service for semiconductors, 
electronic components, and system set products. (AEC-Q100, JEDEC, ES Spec 
for Automotive Electronics with Pb free soldering.)

제조품목 Product

QRT Inc.

큐알티 주식회사는 반도체, 전자부품 및 세트제품에 대한 신뢰성시험 및 종합분석서비스 전문회사로서, 반도체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ICT 및 전장 산업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983년 현대전자에서 출발한 
큐알티 주식회사는 30년 이상 축적해온 신뢰성 평가 기술과 전문 기술 인력을 바탕으로 2002년 품질경영체계(IS9001)를 갖
추고, 2004년과 2009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의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내최초로 산업용 및 자동차용 
반도체의 신뢰성시험규격(JEDEC/AEC)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하여, 신뢰성시험 분야의 독보적인 위상을 갖
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시험분석 기술개발과 고객맞춤 시험분석 솔루션을 지원, 무연솔더
(Pb-free)적용 자동차전장부품에 대한 신뢰성평가 및 분석서비스(ES규격 등)를 제공하여 고객사 품질경쟁력확보를 지원하
고 있습니다. 2014년 SK hynix에서 분사 및 새롭게 시작하여 현재 경기도 이천본사를 중심으로 충북 청주지사, 그리고 경북 
구미 지사 운영을 통해 전국적인 서비스망 구축하였고 수도권 ICT 융합 및 반도체 기업을 근거리 밀착 지원하고자 경기도 수
원시 광교테크노밸리 內에 Open Analysis Lab.을 설립하여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RT Inc. has specialized in 'Reliability Test and Failure Analysis' service for semiconductors, electronic components and 
system set products since its foundation in 2001 after spun off from SK hynix. We have become a core partner with 
"Semiconductor & ICT industry" by our optimized technology and long term experience in the semiconductor field.
QRT Inc. has specialized in ‘Reliability Test and Failure Analysis’service for semiconductors, eletronic components and 
system set products starting from Hyundai Electronics Industries Co., Ltd.. And we acquired quality management 
system(ISO9001) in 2002, and also acquired the international the international certified laboratory qualification by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for consumer/industrial(JEDEC) and automotive (AED-Q100/101) 
reliability test standards in 2004 and 2009. Our R&D center was established in 2010, so we are continuously 
developing reliability test & analysis technology and customized solutions. Our headquater and R&D center are 
located in Icheon-city Gyeonggi-do, 2 branches in Cheongju-city and Gumi-city to provide services nationwide. 
Staring newly in 2014 after spun off from SK hynix, we estabilished “Open Analysis Lab.”In Suwon-city’s Gwanggyo 
Technovalley in order to provide better service for ICT and Fabless companies in the capital area. 

회사소개 Company Info

큐알티 주식회사

Booth No.

A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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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 이장규 / Jang Kyu Lee
• ADDRESS : 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42 (신천동, 루터빌딩 19~23층)
 Luther Bldg. 42 Olympic-ro 35da-gil, Songpa-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3443-6792    Fax.  +82-2-3444-6793
 E-mail. jklee@www.telechips.com     URL. www.telechips.com

Application Processor 및 모바일 TV 수신 칩, Connectivity 모듈

Application Processor, Mobile TV Receiver chipset, Connectivity Module

제조품목 Product

Telechips Inc.

(주)텔레칩스(KOSDAQ : 054450)는 국내를 대표하는 팹리스 반도체 회사로서 다양한 응용 제품 내에서 주요 기능의 핵심제
어, Multimedia, 그래픽, Connectivity 및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등의 메인 기능을 담당하는 Application Processor, 각종 모바
일 방송 표준을 지원하는 모바일 TV 수신칩 그리고 블루투스, WiFi, GPS 등 셋톱박스 및 차량에 사용되는 Connectivity 모듈 
등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Telechips, Inc. (KOSDAQ: 054450) is a leader in fabless company fields introducing market leading products. The 
company designs and builds semiconductor technologies that serve as the foundation for the world's leading 
application processor for Low Power STB and Automotive Infotainment. Telechips delivers SoC & solutions benefiting 
users with new experiences and rich multimedia service scenario.

회사소개 Company Info

텔레칩스

Booth No.

D030

주식회사 템퍼스

• CEO : 신백규 / Alex Shin
• ADDRESS : 우) 018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232, 서울테크노파크 10F
 10F Seoul Techno Park 232, Gongneung-ro, Nowon-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944-6513     Fax. +82-2-944-6522 
 E-mail. harry.lee@tempuselec.com     URL. www.tempuselec.com

별도의 광원 없이 온도측정이 가능한 써모파일 센서를 자체 개발하여 원적외선 센서(온도센서, 열화상센서), 가스센서(환경
센서), 수질센서 등 모바일 라이프케어 서비스용 센서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독자 개발한 써모파일 센서는 기존 써모파일 대비 높은 특성을 구현하였으며, 진공패키징 기술과 결합한 마이크로써모파일
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Tempus manufactures the Sensors for Mobile Life-care Service such as Far Infrared Sensors (Temperature sensors, 
Thermal Image Sensors), NDIR Gas Sensors (Environmental Sensors), Water Quality Sensors using self-developed 
thermopile sensors which is possible to measure the temperature without separate light source.

제조품목 Product

TEMPUS Inc.

스마트폰과 연결해, 언제나 어디에서나 건강관리, 안전, 보안 그리고 다양하고,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모바일 라이프
케어 서비스(MLS)라고 합니다.
템퍼스는 센서의 사이즈를 줄이고, 가격을 낮추고, 정밀도를 높여 MLS에 적합한 센서를 만듭니다.
원적외선 센서의 특성(노이즈 대비 감도) 및 원가를 줄이기 위한 6대 핵심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독자적인 박막 공정 및 보정 장비를 개발 및 운용하고 있으며,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했습니다.

Anytime, Anywhere can take a Life-care Service related to Healthcare, Safety, Security & Beauty via Smartphone.
Tempus overcome the barrier of Sensor’s Size, Cost, Accuracy to realize Mobile Life-care Service.
Tempus achieve a vertical integration for 6 key technology to making infrared detector. 
Especially, developed own machine for thin-film process and Test.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C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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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엘아이

• CEO : 송윤석 / Yoon Seok Song
• ADDRESS : 우) 1343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05번길 12 티엘아이빌딩
 TLi Building, 12, Yanghyeon-ro 405 beon-gil,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784-6800     Fax.  +82-31-784-6964 
 E-mail. sales-i@tli.co.kr     URL. www.tli.co.kr

[UFS (Universal Flash Storage)] MIPI 인터페이스와 SCSI 스택이라는 이미 검증된 기술을 채택하여 JEDEC 표준으로 제정된 
차세대 저장장치용 표준이 UFS이다. 
NAND 플래시와 컨트롤러 SoC를 결합한 스마트기기용 저장장치로 티엘아이는 UFS 2.0 표준에 의한 임베디드 메모리와 UFS 
Card 1.0 표준에 의한 카드를 개발완료 하였다.
[eMMC (embedded Multi Media Card)] 현재 스마트기기용 저장장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제품이다. 
매년 10억개 이상의 eMMC가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응용이 있고 한동안 UFS와 저장장치 시장을 양분할 것이다. 
티엘아이는 eMMC 4.51 제품을 양산하고 있고 5.1 제품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UFS] Universal Flash Storage 2.0 is the next generation storage standard by JEDEC which combines fully proven 
technologies, such as MIPI interface and SCSI SW stack. 
UFS memory is the storage for smart devices in which contains NAND flash and controller SoC. TLi developed UFS 2.0 
embedded memory and UFS 1.0 card.
[eMMC] eMMC is the mainstream storage for current smart devices. Over 1 billion eMMC memories are used by wide 
range of applications every year. eMMC will share storage device market with UFS for some years. 
TLi is shipping eMMC 4.51 products now and preparing eMMC 5.1 mass production. 

제조품목 Product

TLi Inc.

㈜티엘아이는 1998년 설립된 반도체 설계 전문의 팹리스 회사로서 타이밍 컨트롤러와 드라이버 IC 같은 디스플레이용 반도
체 제품을 주력으로 착실하게 성장해 온 코스닥 상장사이다. 
또한, 티엘아이는 패키징/테스트 전문기업인 윈팩을 인수하여 2013년에 성공적으로 코스닥에 상장시켰다. 
티엘아이는 스토리지용 반도체 제품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eMMC에 이어 UFS까지 모바일용 스토리지 제품 개
발에 주력하고 있다.

TLi is a fabless semiconductor company founded in 1998. 
TLi successfully went public on KOSDAQ in 2006. Also, TLi acquired Winpac, a packaging and test company and listed 
it on KOSDAQ in 2013. 
Main products of TLi are display chips, such as timing controller and driver IC. 
TLi is shipping about 6M display chips monthly. 
Storage products are the next generation growth engine for TLi and TLi is focusing on mobile storage products, such 
as eMMC and UFS.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D030

■ aulu S® 
터치 인터페이스로 사용자가 스마트폰 혹은 테블릿의 동작을 조정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이 기기
들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패시브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여 메모 기기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세계 최초로 스마트 기기들의 화면 위에 손과 손가락을 올려놓은 상태로 패시
브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 하이딥의 aulu S®입니다.

■ aulu Z® 
우리는 X축, Y축의 2차원 터치 스크린에 Z축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쉽고 직관적이고 유용한 인터페
이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이 사람들에게 더 쓰기 편하고 보다 큰 자유로움을 
선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계 최초의 3D 포스터치는 하이딥의 aulu Z®입니다.   

■ aulu S®
With our aulu S®technology, you will not only be able to interact with their smartphones and 
tablets via touch but also via natural handwriting using any conductive object like a passive 
stylus pen. You can do things that were impossible with conventional touches; you can add 
handwritten notes or select ultra-small menu buttons with a thin stylus.  aulu S®, the world’s 
first passive stylus with palm-rejection technology

■ aulu Z®
With the addition of the Z dimension on conventional 2D touch screen, we have made the interface easier and more 
intuitive for users. We believe that our technology frees users from the constraints of the traditional mobile interface.

제조품목 Product

㈜하이딥

• CEO : 고범규 / Beom Kyu Ko
• ADDRESS : 우) 134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3층 (삼평동, 다산타워)
 3F, Dasan Tower, 49, Daewangpangyo-ro 644 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717-5775    Fax. +82-31-716-7686
 E-mail. contact@hideep.com     URL. www.hideep.com

HiDeep Inc.

하이딥은 사람과 기계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하드웨어, IC,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UX/UI까지 모두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업
체입니다. 2010년 4월에 창립된 이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에서 프리미엄급 2D/3D 터치 솔루션을 공급하여 확고한 자
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세계 최초의 Passive Stylus with Palm-rejection (aulu S®)기술을 Lenovo의 Tablet에 적
용,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2015년 9월 세계 최초의 3D Force touch (aulu Z®)기술을 Huawei의 스마트폰에 적용, 성공적인 런
칭을 하였으며 이는 애플의 iPhone 6S 의 3D 터치를 앞서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하이딥은 모바일 기기들을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속 개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HiDeep is challenging an innovative multi-dimensional touch based UX and UI solution to make people use the 
mobile and portable devices in more convenient and useful way.  Located in Korea, total solution comprising of sensor 
hardware, chipsets, and software is being provided to the market.  Fly higher and think deeper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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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30



164 165

2016
 반

도
체

대
전

2016
 반

도
체

대
전

■ MD-Series 
자체 개발한 모바일 포렌식 제품 시리즈로 국내외 70여개 수사기관과 해외 국가기과의 수사지원, 기업에서의 기술 유출 차
단과 감사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 SoC ASIC개발

20여 년간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술을 기반으로, 무선충전 , 헬스케어용 SOC 칩을 개발하고 있다. 

■ MD-Series 
MD-Series is self-developed mobile forensic product series that has supported for over 70 domestic and foreign 
government agencies and has been used to investigate the technology leakages cases and audits for companies. 

■ SOC ASIC Development
Based on the semiconductor design technologies for 20 years, we develop SOC for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and mobile health care products. 

제조품목 Product

㈜한컴지엠디

• CEO : 김현수 / Hyun Soo Kim
• ADDRESS : 우) 134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한컴타워 5층
 5th floor, Hancom Tower, 49, 644beon-gil, Daewangpangyo-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622-6111    Fax. +82-31-622-6112
 E-mail. jwyang@hancomgmd.com     URL. www.hancomgmd.com

HANCOM GMD Inc.

㈜한컴지엠디는 한컴그룹의 계열사로 모바일 포렌식 사업부와 ASIC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모바일 포렌식 사업부에서는 
디지털 데이터 획득 및 분석 솔루션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포렌식 서비스를 지원한다. ASIC 사업부에서는 기존의 디자인 솔
루션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2013년부터 NFC와 무선충전 융복합 부품을 국산화하는 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HACOM GMD Inc, an affiliate of HANCOM group, consists of two business developments, Mobile Forensic business and 
ASIC business. First, Mobile Forensic business department provides not only the forensic software for the extraction and 
analysis of digital data from mobile devices, also mobile forensic solutions with the help of forensic specialist. Second, 
ASIC business department has developed the converged and integrated SOC for NFC and wireless charge and service 
platform. We do all the best to achieve the loc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D030

햅트릭스

모바일용 지문인식 센서 설계 및 제조한다.  
8” CMOS 기반의 픽셀구조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확보가 가능하다.  
SPI inter interface, Dual power mode와 다양한 Operation mode가 지원되며, 1.8V 기반으로 동종업계 최소 Operation 
current mode를 지원한다.  
초소형 사이즈 지문인식에서도 FRR under 3%, FAR 1/50000 성능을 보장한다.

We create and design fingerprint sensor for mobile devices. 
We secure high resolution image with CMOS-based pixel structure and support SPI interface, Dual power mode and 
various Operation mode. 
With the base of 1.8V, we support the lowest operation current mode. 
We guarantee the performance of FRR under 3%, FAR 1/50000 in small size fingerprint sensor.

제조품목 Product

• CEO : 서영호 / Young Ho Seo
• ADDRESS : 우) 134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A동 505호
 Uspace-2 Tower-A, 5th Floor, 670 Daewangpangyo-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70-4333-1072    
 E-mail. steve.seo@haptrics.com     URL. www.haptrics.com

Haptrics

햅트릭스는 2015년 6월 창업하여 모바일용 CMOS 기반 지문인식 센서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Fabless 기업입니다.  
20년 이상의 엔지니어와 Touch 기반의 설계경험으로 2016년 3월 Engineering sample를 확보하고 11월 본격 양산을 준비 
중에 있으며, 초소형 사이즈에서 최고의 성능을 구현하도록 다양한 IP를 확보하여 2017년에는 새롭고 차별화된 로드맵을 제
시 예정입니다.
지문인식에 필요한 알고리즘은 협력사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모듈 파트너 사와도 공동협력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지문인식 외 생체 기반의 다양한 센서를 기획, 개발하여 센서 전문회사로 성장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
습니다.

Haptrics, founded in June 2015, is a design-house that specializes in CMOS-based fingerprint sensor for mobile devices. 
In March 2016, we have secured engineering sample with 20 years of experience in engineering and touch-based 
design. We plan to go under mass production this November. By securing various IP to implement best performance 
despite the small size, we aim to present a differentiated product road map next year. 
We are maintaining close strategic partnerships to provide necessary algorithm used in fingerprint sensor. We also are 
cooperating with Chinese fingerprint counterparts. 
 In 2017, we are planning and developing to expand to other Bio sensors to tighten our grip as a sensor design company.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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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효성기술

■ 초광대역 레이더 센서 모듈

SoC UWB 레이더 칩 기반으로 소형 근거리 레이더 센서 제품입니다. 
침입탐지, 로봇/드론 충돌방지, 자동차 추돌 경고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UWB Radar Sensor Module
- CMOS : High Specification, Easy for mass production

*   Applications : Smart home / Applicable to subminiature robots and drones 
/ Security : wall penetration, inrtusion detection, consumer security 
equipment

*   Specifications
Frequency : 3~5GHz / Bandwidth : 1GHz / Pulse Speed : 
100pico / Physical Resolution : 1.5cm / Sub Resolution : 2mm
/ Default Detection Range : 10M / Max Detection Range : 15M 
/ Input Power : DC 5V / Output Data : 45 outputs/second (900 
data/output) / Interface : UART/I2C/Etc (support all interface by 
the order) / Include Antenna(50/75 degree)  

제조품목 Product

• CEO : 김영환 / James Youngwhan Kim
• ADDRESS : 우) 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99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 905/906호
 #905,906 Foundation of University-Industry Research Collabor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Korea
• CONTACT : Tel. +82-42-825-9973    Fax. +82-42-825-9964
 E-mail. cropper0326@hyosungtech.co.kr     URL. www.hyosungtech.co.kr

HYOSUNG Technology Co., Ltd.

주식회사 효성기술은 순수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한, 초광대역 근거리 레이더 센서 모듈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자체적인 CMOS SoC 레이더 칩 기반으로 근거리에서 호흡 동작 등을 감지하며, 근거리 고해상도의 특성으로 두발 동물과 네
발 동물에 대한 구별도 가능합니다. 본 UWB 고해상도 레이다 기술은 실내 자율이동을 위한 로봇이나 드론용 충돌방지 및 높
이 측정 센서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효성기술은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센서응용 기술기반의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최근 UWB레이다 
센서 칩 및 모듈 양산을 위한 투자유치를 추진하면서 관련제품의 양산을 통하여 많은 기업 고객들에게 UWB레이다 센서를 
응용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YOSUNG Technology was established in April, 2012 and specializing in many application based on our CMOS impulse 
radar chip solution. As a world leader of the UWB radar sensor, plan to show you the world first radar sensor module 
product for robots and drones. We do our best in order to provide the best products and services from the customer's 
point of view.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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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

• CEO : 김인관 / In Kwan Kim
• ADDRESS : 우) 0616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23층 5호(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2305 Korea World Trade Center 511,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6000-6425    Fax.  +82-2-6000-6420
 E-mail. lcw@kosti.or.kr     URL. www.kosti.or.kr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전략물자관리원은 우리 기업의 안전한 수출을 지원하도록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헌신, 열정, 전문역량,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정보시스템 Yestrade 운영, 제도 홍보와 교육, 조사연구, 
통제리스트 개정 지원 등 기업과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was established based upon the Foreign Trade Act in order to support domestic 
companies in carrying out safe exportation. Based upon devotion, passion, professional competence and trust, we 
provide support to ensure that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are able to efficiently manage strategic commodities 
exportation.

The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provides support to ensure that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are able to 
efficiently manage strategic commodities through activities such as operations of the strategic commodities import/
export management system (Yestrade),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about the program, investigative research, 
support for control list amendment, etc.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C110

전자부품연구원

• CEO : 박청원 / Chung Won Park
• ADDRESS : 우) 135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
 25 Saenari-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10-789-7000    Fax.  +82-10-789-7729
 E-mail.      URL. www.keti.re.kr 

제조품목 Product

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스마트홈, 
IT융합, 
실감UX, 
그린에너지, 
초정밀기계(MEMS), 
대용량 정보저장장치, 
DAB/DRM 방송수신기술, 
WAVE통신, 
무선전력전송, 
개방형IoT플랫폼 등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개발

Electronic, 
information technology R&D such as Open IoT Platform, 
WAVE Communication, 
Wireless Power Transmission, 
Smart Home, 
MEMS, 
DAB/DRM

1991년도에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KETI, www.keti.re.kr)은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글로벌 R&BD를 지
향하는 기업형 연구기관으로, 핵심 기술의 개발 및 애로기술 지원은 물론 Marketing, 기술 사업화 등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stablished in 1991 as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under th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KETI(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is a corporate-style research institute that pursues global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in IT and electronics. Through diverse supporting, KETI provides total solution to small, 
medium and venture companies from R&D of core technologies to supporting bottleneck technologies, marketing,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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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C130

(재)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시스템센터

• ADDRESS : 우) 28116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연구단지로76
 76, Yeongudanji-ro, Ochang-eup,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oenbuk-do, Korea
• CONTACT : Tel. +82-43-270-2310    Fax. +82-43-270-2399
 E-mail. kbhong@cbtp.or.kr    URL. www.cbtp.or.kr/smart

제조품목 Product

CHUNGBUK TECHNOPARK Smart System Center

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시스템센터는 우리나라 핵심성장동력산업인 반도체분야를 기반으로 소재 · 부품 · 시스템 부문에 
대한 장비활용기술지원 및 중소기업육성사업을 수행하고있으며, 이를 통해 반도체산업과 충북지역경제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국내최고 수준의 장비인프라를 통해 반도체 · 소재 · 부품 · 시스템 전후방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 평가, 시험, 인증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설계(ARM IP, 검증) 및 패키징 시제품제작지원이 가능한 국제공인인증기관입니다.
이밖에도 공동인프라를 활용한 기술개발 촉진,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 지원, 현장수요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창업보육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ICT분야의 미래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의 ‘성공 파트너’입니다.

CHUNGBUKTECHNOPARK Smart System Center is outpost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which is one of the engines 
of new generation economic growth. The major function of CHUNGBUK TECHNOPARK Smart System Center is as 
follows. First, Provides technical support from design to evaluation(We provide design service, chip manufacturing 
service, reliability & electrical test service, packaging service and so on). Second, Incubates the semiconductor related 
Business Companies. Third, Makes a cluster activation of semiconductor industry as the regional innovation agency.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C010

• CEO : 이수민 / Soo Min Lee
• ADDRESS : 우) 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대학로 291, 804호(카이스트 나노종합기술원)
 #804, National NanoFab Center, KAIST 291 Daehak-ro, Yuseong-gu, Daejeon, Korea
• CONTACT : Tel. +82-42-936-5361    Fax. +82-42-863-5361
 E-mail. support@ksensor.co.kr    URL. www.ksensor.co.kr

 Improvement of Low Frequency Noise  KOLAS of Korea Sensor Lab

 Improvement of Low Frequency Noise

제조품목 Product

Korea Sensor Lab

한국센서연구소 

 Application Areas of Low Frequency Noise

 Role of Korea Sensor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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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D042

• CEO : 이상훈 / Sang Hoon Lee
• ADDRESS : 우) 341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218 Gajeng-ro, Yuseong-gu, Daejeon, Korea
• CONTACT : Tel. +82-42-860-6114    Fax. +82-42-860-5848
 E-mail. k21human@etri.re.kr    URL. www.etri.re.kr

지능형 반도체, 투명/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홀로그램/3D 디스플
레이, 전력반도체, MEMS복합센서, 나노융합센서, 플렉서블 태양
전지, 웨어러블 열전/전력소자, 차세대콘텐츠, 빅데이터, 3D TV, 
인텔리전스, 자동통역, 고성능컴퓨팅, 임베디드SW, 지능형 인지, 
스마트네트워크, 방송 · 미디어 융합기술, 5G 이동통신 등 원천 기
술을 개발 

ETRI is developing various technologies such as intelligent 
S o C ,  h i g h  v a l u e - a d d e d  co nve rg e n ce  co m p o n e n t s , 
environmentally friendly low power computing, next 
generation semiconductor, speech/language information 
technologies system for a user-friendly IT environment, big 
data, 3D TV, low-cost cloud computing system, 5G convergence and integrated broadcasting systems.

제조품목 Product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ETRI)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복합기술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개발하고 이를 제공·보급함과 아울러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 정보, 통
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복합기술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창조ㆍ개발 및 보급 ▲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ㆍ복합기술의 정보보호 및 표준화 연구 ▲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ㆍ복
합기술분야의 산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 제공 ▲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ㆍ복합기술에 관한 국내ㆍ외 
기관과의 협력을 수행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ETRI is the largest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 in Korea, which strives to advance science by means of 
formulating innovative ideas; developing new techniques; and training professional individuals in the area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s to ultimately enhance social and economical aspects of the modern society. ▲
Creation,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knowledge and technology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s, electronics, broadcasting and related convergence technology ▲Information 
security and Standardisation of information, elecommunications, electronics, broadcasting and related convergence 
technology ▲Training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Technical consulting and providing 
technical information for the industry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s, electronics, broadcasting and 
related convergence technology ▲Cooperation with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s, electronics, broadcasting and related convergence technology.

회사소개 Company Info

한국전자통신연구원

Booth No.

A033

• CEO : 진명섭 / Myeong Seop Jin
• ADDRESS : 우)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131,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2183-5891~3    Fax. +82-2-2183-5897
 E-mail. insure@koipa.re.kr    URL. www.koipa.re.kr

제조품목 Product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모션컨트롤
Mo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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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치차감속기

•   저소음 : 헬리컬 기어를 사용하여, 저진동, 저소음 구동을 실현
•   고정밀 : 백래시 3분이내 제품 출시, 용도에 따라 정밀하게 위치 
결정

•   고강성 : 구름 베어링 적용으로 강성 토르크 업그레이드
•   아답터 체결방식 : 현존하는 모든 모터에 적용 가능

PLANETARY GEARBOX
•   Quit operation : Helical gears contribute to reduce vibration 

and noise
•   High Precision : Backlash is 3arc-min, ideal for precision 

control
•   High rigidity & Torque : High rigidity& high torque were 

achieved by uncaged needle roller bearings
•   Adapter-bushing connection : Can be attached to any motor all over the world

제조품목 Product

• CEO : 강문모 / Moon Mo Kang
• ADDRESS : 우) 2199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30 스마트밸리 B동 304호
 #304 B Smartvalley, 30, Songdomirae-ro, Yeonsu-gu, Incheon, Korea
• CONTACT : Tel. +82-32-837-5687~8    Fax.  +82-32-837-5686
 E-mail. mmkang@kangyusystem.com     URL. www.kangyusystem.com

KANGYUSYSTEM Co., Ltd.

저희 강유시스템 주식회사는 자동화 컨설팅 및 정밀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것만이 인정받는 산업화 사회의 중심에서 당당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세월 동안 고객님의 믿음
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객님이 인정해준 믿음과 신뢰 이를 바탕으로  항상 변함없는 자세로 여러분의 곁에 남고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강유
시스템입니다.

Kangyu System corporation specializes in an automation consulting and precision part.
It is impossible for us to keep up our place in center of industrialization society if all of you haven't trusted us, gaining 
recognition when it customer  rapid and accurate business.
We will do our best based on your trust and belief and try to stand beside you.

회사소개 Company Info

강유시스템 주식회사 ㈜국제산업기계

Booth No.

N001
Booth No.

M077

• CEO : 장세영 / Se Young Chang
• ADDRESS : 우) 08504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32 대륭테크노5차 408호
 #408, Daeryung-Technotown 5, 632 Seobusaet-gil, Geumcheon-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2107-7820    Fax. +82-2-2107-7831
 E-mail. hskang@kjimc.com    URL. www.kjimc.com

MOTOVARIO 웜감속기, 헬리컬 감속기, 베벨 감속기, CR DRIVE
/ HAYDON, KUKJETOYO, AMETEK, PITTMAN

MOTOVARIO  Worm Reducer, Helical Reducer,
Bevel Helical Reducer, CR DRIVE
/ HAYDON, KUKJETOYO, AMETEK, PITTMAN

제조품목 Product

KUKJE INDUSTRIAL MACHINERY Corp.

㈜국제산업기계는 1983년 창업 이래 감속기, 변속기, 방폭모터 인버터와 서보모터 등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
한 양질의 동력전달 장치제품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해외 우수한 기업과 한국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 
판매하여 왔으며 그 동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02년부터 일부 수입제품을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CYCLO감속기와 소형 기어드 모터는 현재 국내는 물론 해외로 수출하여 그 기술력을 인정받
고 있으며 신사고로 부단한 연구개발과 아울러 설계, 제조, 서비스의 전 공정에서 최고 수준의 품질과 기술을 달성하여 세
계 제1의 제품을 생산하는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Total Solution for Power Transmission
We appreciated you from bottom of our hearts for your long time support and encouragement.
Our company has been suppling special power transmission equipment over 28years since 1983.
With this long term experience and accumulating technology, we can give our customers complete satisfaction. Since 
2002, we product CR-Drive by our technique and export abroad which meet our customer’s needs & requirement.
We will cope with globalization market and unique development of new product. Also whole company staff will 
provide excellent service that can satisfy customer need through customer close adhesion business achievement that 
correspond with market change. 
We promise that we will do our best effort to achieve customer’s trust and good partner. 
Thank you.

회사소개 Company Info



178 179

2016
 반

도
체

대
전

2016
 반

도
체

대
전

다인큐브 ㈜다트비젼

1) DTP7-P
•  고성능 ATOM 프로세서가 내장된 제품
•  다양한 통신방식을 내장(Ethernet, RS232, RS485)
•  1.5m 낙하테스트, IP65 방수테스트   
•  윈도우를 탑재하여 사용자가 좀 더 쉽고 빠르게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음.
•  응용프로그램 개발은 Microsoft사의 Visual Studio 등을 
   이용하여 손쉽게 개발가능.

2) DTP7-L
•  고성능 Cortex-A8 32bit 프로세서 내장
•  다양한 통신방식을 내장(Ethernet, RS232, RS485)
•  1.5m 낙하테스트, IP65 방수테스트   
•  Real-time Linux(Xenomai)로 구성되어 다양한 응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음.
•  사용자에게 친숙한 Linux를 탑재하여, 좀 더 쉽고 빠르게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음.

1) DTP7-P
     User Installation (Window7,8,10, Linux)

•  Intel ATOM CPU(IBM-PC compatible)
•  1.5m Drop / IP65 
•  PC development environment
•  IBM-PC applications available
•  Communication : Ethernet, RS232, RS485

2) DTP7-L
•  Real-time Linux (xenomai)
•  High performance processor
•  1.5m Drop / IP65 
•  GUI : Qt or framebuffer direct access
•  Application development : Eclipse on Windows
•  Communication : Ethernet, RS232, RS485

제조품목 Product

• CEO : 김근연 / Geun Youn Kim
• ADDRESS : 우) 1450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701호
 #401-701, 655, Pyeongcheon-ro,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2-329-9783    Fax.  +82-32-329-9785
 E-mail. hmkim@daincube.com     URL. www.daincube.com

DAINCUBE

(주)다인큐브는 2005년에 설립되어 로봇 분리 조작기, 산업용 제어기, 임베디드 CPU 모듈을 생산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EtherCAT 통신기반 임베디드 제어기는 HW와 SW의 원천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값비싼 로열티 비용을 줄이고 특허 침
해등과 같은 소송으로부터 안전한 제품을 고객에게 공급하여 고객사의 제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화 장
비 / 산업용 로봇 제조사가 주된 고객이며, 2013년부터는 중국과 유럽 등으로 제품을 수출하여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Daincube established in 2005, Main products are robot teach pendant industrial control, embedded controller with its 
own technology to develop and manufacture are supplied to domestic and overseas customers. HW and SW of the core 
technology developed not use outsourcing IP but self-develop based technology to reduce the cost of the expensive 
royalties, etc., such as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by providing customers with a safe product from customer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product is supported. Daincube is organized with sales, development, production 
section for domestic market major customers and try to develop overseas markets through exhibition.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N005
Booth No.

M071

• CEO : 조현기 / Hyun Ki Cho
• ADDRESS : 우) 085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401호
 #401 StarValley, 99 Digitalro 9gil, Geumcheon-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2027-0055    Fax. +82-2-2027-0050
 E-mail. sales@datvision.co.kr    URL. www.datvision.co.kr

1) Basler New ace series cameras  
- 글로벌셔터 기술
- VGA 부터 5메가픽셀 해상도 
- 초당 최대 751프레임 속도
-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 극히 적은 노이즈 레벨
- 고감도 성능
- 디노이징, 샤프니스, 5X5 디베이어링 등 파워풀한 기능 내장
- 컴팩트한 디자인(29mm X 29mm X 29mm, 80g)
- 우수한 가격 대비 성능

2) Inspiraz BrainX embedded controller & 
    SmartBuilder EVO software   

-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외부 박스형 컨트롤러
- ARM-based 컨트롤 박스에서 PC 카메라 작동
- 쉬운 컨피그레이션
- ARM Cortex 프로세서에 의한 우수한 컴퓨팅 성능
- Linux OS를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개발 환경
- 에너지 효율적인 스몰 폼팩터 하드웨어
- 많은 표준 비전 툴셋 제공
- 커스터마이즈된 자체 툴셋 추가 기능
- One-in-ALL 비전 소프트웨어
- PC-based 카메라와 스마트 카메라를 위한 싱글 소프트웨어 플랫폼
- 드래그 앤 드롭 컨셉
- Open-CV 또는 외부 라이브러리 플러그 인 기능

제조품목 Product

DATVISION Co., Ltd.

영상 처리 전문 기업 주식회사 다트비젼은 1997년 설립 이후 머신 비전 업계에 관련 컴포넌트를 대기업 및 중. 소기업과 공공 기
관 및 연구소, 대학교 등에 공급해 오고 있으며, 고객과 함께 하는 기업, 신뢰 받는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및 LCD, PCB, LED 등 대표적인 IT 산업과 국방, 과학, 의학, 교통 등 영상 처리 솔루션이 필요한 각종 분야에 걸쳐 우
수한 품질과 안정적인 성능을 겸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들을 수입하여 개발 및 생산 현장에 공급하여 산업 성장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표준을 선도하는 산업용 카메라의 대표 브랜드 Basler 를 필두로 산
업용 LED 조명 업계에서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CCS, 기술력이 뛰어난 독일의 Schneider 렌즈, 오랜 전통과 기술의 노하우로 자
리매김 하고 있는 일본의 RICOH 렌즈, 우수한 성능을 모토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성능과 안정성의 독일 Silicon Software 프레
임 그래버와 비주얼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핀란드의 DT X-ray detector, 안정적인 Alysium 케이블, 각종 비디오 신호를 GigE 
interface 로 변환시켜 주는 캐나다 Pleora 사의 GigE module, 캐나다 Icron 사의 USB 확장 솔루션 등 영상 처리 전문 컴포넌트를 
책임감 있는 자세와 사명감으로 국내 비전 업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머신 비전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술 선도 제품들을 공급하고 저희 다트비젼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
성을 다하는 기술 지원으로 개발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실한 기업으로 꾸준하게 발전하겠습니다.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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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자동화 주식회사 디에스티로봇

1) MITSUBISHI SERVO MOTOR/AMP
폭넓은 제조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PLC, AC SERVO, INVERTER 등,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기능, 고품질
의 FA기기제품, 그리고 자동화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산업용 로봇 등 고객 여러분의 폭넓은 NEEDS에 대응하는 다양한 
FA제품을 제공합니다.

2) MAXTOK
서보모터용 정밀 유성 감속기, 직각 기어, 중공 회전 플랫폼 업체. MAXTOK 은 "높은 토크"드라이브 감속기, 유성 감속기, 
직각 기어, 중공 회전 플랫폼 제조의 모든 종류를 취급합니다.

제조품목 Product

• CEO : 김석철 / Suk Chul Kim
• ADDRESS : 우) 08586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길4 (독산동, 3층)
 4, Beoman-ro 11-gil, Geumcheon-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804-5148    Fax. +82-2-855-5148
 E-mail. yang-is@dongwhafa.co.kr     URL. www.dongwhafa.co.kr

DONGWHAAUTOMATION Co., Ltd.

(주)동화자동화는 FA기기 전문 업체로서 자동화 장치 관련장비, 산업용 자동화기기에 적용되는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20여년간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MITSUBISHI PLC, AC SERVO MOTOR, INVERTER, 
GEARED MOTOR, SERVO GEARHEAD / KJP KOREA KX, KH, KHL, KHT SERIES REDUCER / MAXTOK HELICAL REDUCER / FESTO 
E-DRIVE, ROBOT등 최고의 기술력이 바탕이 된 FA기기 관련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기술 대응에 최선을 
다하여 고객 만족에 힘쓰고 있습니다.

Dong Wha Automactical is a special company of Factory Automation.
We treat an automation and industrial device. 
We treat a highly evaluated parts is based on a extra knowhow and technic with 20 years.
We have tried to do our best for satisfaction of customer an client.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M067
Booth No.

M049

• CEO : 천징 / Chenjing
• ADDRESS : 우) 3104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6길 27
 27, 4sandan 6-gil, Jiksan-eup,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Korea
• CONTACT : Tel. +82-41-590-1747    Fax. +82-41-590-1702
 E-mail. mk6788@dstrobot.com    URL. www.dstrobot.com

진공로봇

스카라로봇

데스크탑 로봇 
직교로봇

Vacuum Robot
Scara Robot
Desktop Robot
Cartesian Robot

제조품목 Product

DST ROBOT Co., Ltd.

디에스티로봇은 1999년 설립이래 '로봇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편리한 로봇서비스 제공'이라는 비전 아래, 고객 여러분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용 로봇 분야는 설립이래 축적해온 로봇 개발 및 로봇응용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 적합한 소형핸들링로봇과 트랜스
퍼로봇을 제공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R&D 및 인적 투자를 통해 로봇응용시스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 분야에서는 스마트서보와 소형 휴머노이드, 애완로봇 제니보  등의 상품화를 통하여 에듀테인먼트와 
안내서비스로봇 비즈니스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에스티 로봇은 지금까지 축적해온 역량 바탕으로 로봇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그리고 한국, 중국시장을 필두로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브랜드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Since the foundation in 1999, DST Robot always strives to provide customers with the best solution under the vision 
”Providing a convenient robot service to lead the age of robot convergence”.
Since the foundation, DST Robot provides a small size of handling and transfer robots that are suitable for an 
industrial field based on the accumulated robo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as well as developing an excellent 
robotic system business through intensive R&D and human investment. 
Through intensive R&D and human investment, we are developing excellent robotic application systems.
And in the in service field of robots , we are pushing forward the edutainment and information service robot business, 
through commercialization for Smart Servo, Small Humanoid Robots, and Intelligent Pet Robots.
Through a combination of the South Korean and Chinese markets, DST Robot will develop to be a leading company 
into the robot fusion era and competitive brands in the global market, that the Korean and Chinese markets lead. 
We, at DST Robot, will regard customer trust as the best value and continue to achieve higher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constant innovation for industrial competitiveness.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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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스캔 한국지사

Micro HAWK ID와 Micro HAWK MV는 바코드 리더기와 스마트 카메라 비젼 시스템의 새로
운 파라다임입니다.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이며 다양한 구성이 가능함이 놀라운 Micro HAWK 
ID는 차세대 산업용 바코드 리더기이며 같은 엔진을 탑재한 세가지 다른 형태의 하드웨어로 
가격 성능 필요성에 따라 모두 맞춤이 가능한 제품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같은 하드웨어 형
태로 제공되는 Micro HAWK MV는 소프트웨어의 선택에 따라 단순한 비젼 센서에서 PC 기반 
비젼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고급 사양까지 하나의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가능합니다.

Micro HAWK ID & MV is a new paradigm of barcode reading and smart vision system. Ease 
of use is now intuitive. Performance is now available in any configuration. Barcode reading is now simply incredible. 
MicroHAWK ID is the next generation of industrial barcode readers. Built on the highest-performance imaging engine in 
its class, MicroHAWK barcode readers offer an array of modular hardware options to take on any decoding task in three 
micro-form-factors. No software to install, no compatibility obstacles, no experience needed. Just plug in and open a 
browser.  MicroHAWK® redefines imaging technology as a single, omni-capable platform for any automation task. With 
the scalability to accomplish simple to advanced machine vision in one, MicroHAWK offers the breadth of Microscan 
software and hardware options on the smallest smart camera suite ever developed. The MicroHAWK MV series consists 
of three industrial-rated miniature smart cameras with unrivaled flexibility, ease of use, and universal application 
potential

제조품목 Product

• CEO : 김문수 / Moon Soo Kim
• ADDRESS : 우)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6 SH 에너지 빌딩 8층
 #8, SH Energy Bldg,16-6, Sunae-dong,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786-0835    Fax.  +82-31-786-0833
 E-mail. mkim@microscan.com     URL. www.microscan.com

Microscan Korea

마이크로스캔은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35년의 역사를 가진 자동 인식과 머신 비젼 및 바코드 인쇄 품질 검증에 전
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한 바코드 리더기를 만든 최초의 회사이며 현재 가장 널리 사용 
되고 있는 데이터 매트릭스 2D 바코드와 PC기반의 머신 비젼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분석 및 측정 장비
에서 생산 효율과 품질 관리에 적용 되는 산업용 장비들을 생산하는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 Spectris 그룹의 자회사입
니다. 100여개 이상의 바코드, 머신비젼과 조명기술의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높은 기술
과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Microscan is a global leader in technology for precision data acquisition and control solutions serving a wide range of 
automation and OEM applications. Founded in 1982, Microscan has a strong history of technology innovation which 
includes the invention of the first laser diode barcode scanner and the 2D symbology, Data Matrix. Today, Microscan 
remains a technology leader in automatic identification and machine vision with extensive solutions for ID tracking, 
traceability and inspection. Microscan focuses on technologies of automatic identification (auto ID), machine vision, and 
illumination with application solutions ranging from basic barcode reading up to complex machine vision inspection, 
gauging, and measurement. Our solutions help manufacturers around the world drive down cost and waste, automate 
critical manufacturing processes, and increase yields.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N003

산요전기코리아㈜

1) 서보시스템

- AC/DC 로터리/리니어 서보모터
- AC/DC 로터리/리니어 서보앰프
- 스텝핑모터
- 스텝핑드라이버
- 컨트롤러
- 엔코더

2) 쿨링시스템

- DC팬
  (저소비전력팬/정음팬/이중반전팬/방수팬/방유팬/
   원심팬/방수원심팬/장수명팬/블로어/고저온팬/
    양방향팬/PWM컨트롤러/풍량측정기)
- AC팬 
- 팬유닛

제조품목 Product

• CEO : 사토 타카유키 / Sato Takayuki
• ADDRESS : 우) 04516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9층
 9F, Sunwha Bldg., 89, Seosomun-ro, Jung-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773-5623    Fax. +82-2-773-5629
 E-mail. deokhyun.kim@sanyodenki.com     URL. www.sanyodenki.co.kr

SANYODENKI KOREA Co., Ltd.

산요전기코리아(주)는 일본 산요전기(주)의 자회사로서 2005년 11월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주요 3가지 품목(서보모터 & 
앰프 / 스텝핑모터 & 드라이버, 냉각팬, UPS / 태양광인버터)을 중심으로 고성능, 고품질, 고신뢰성, 고부가가치 제품을 한국
시장에 제공하고 기술지원하면서 고객 여러분의 비지니스 성공과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Sanyo Denki Korea Co., Ltd. was established in January 2006, which is a subsidiary of Sanyo Denki Co., Ltd. We are 
focusing three main items (Servo motors & Amps / Stepping motors & Drivers, Cooling fans, UPS / PV inverter) on 
Korean market to provide high value-added products and technology, while supporting high-performance, high-
quality, high- reliability,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your business success go on.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M003

1) SERVO SYSTEM
- AC/DC ROTARY/LINEAR SERVO MOTOR
- AC/DC ROTARY/LINEAR SERVO AMP
- STEPPING MOTOR
- STEPPING DRIVER
- CONTROLLER
- ENCODER

2) COOLING SYSTEM
- DC FAN (Lower Power Consumption Fan/Silent Fan/
  Counter Rotating Fan/Splash Proof Fan/Oil Proof Fan/
  Centrifugal Fan/Splash Proof Centrifugal Fan/
  Long Life Fan/Blower/Wide Temperature Fan/
  Reversible Flow Fan/PWM Controller/Airflow Tester)
- AC FAN 
- FAN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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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h No.

M075

• CEO : 신현익 / Hyun Ik Shin
• ADDRESS : 우) 073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라길6, 405호(신길동, 신길프라자)
 405 Singil Plaza 6, Yeouidaebang-ro 43ra-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824-9655     Fax. +82-2-824-7283 
 E-mail. motion@motioncontrol.co.kr     URL. www.motioncontrol.co.kr

월간 모션컨트롤
월간 비전시스템
모션컨트롤 바이어스 가이드
모션컨트롤 온라인 엑스포
국제모션컨트롤 산업전

MOTION CONTROL
VISION SYSTEM
MOTION CONTROL BUYERS GUIDE
MOTION CONTROL CYBER EXPO
MOTION CONTROL SHOW

제조품목 Product

SANG EUN MEDIA

1.    모션컨트롤(Motion Control)은 국내 제조 산업 현장에서의 제조설비 및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기초 핵심기술인 모
션 컨트롤 및 엔지니어링을 위한 국내 유일의 전문기술 정보지입니다. 

2.    모션컨트롤(Motion Control)은 그 동안 구축되어진 자동화설비 및 제조장치들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
산제품의 특성에 적합하게 자동화기기간의 동작을 상호 유연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생생한 기술정보를 제공합니다. 

3.    모션컨트롤(Motion Control)은 제조장치의 고정도 고기능화를 위한 기초 핵심기술인 모션 컨트롤 및 모션 엔지니어링
을 위한 국내외 시장정보 및 해외선진 기술을 전파하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전망하고 제시함으로써 국내 산업 발전의 
동반자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4.    모션컨트롤(Motion Control)은 공급자의 제품개발 및 마케팅 방향을 심층모색, 분석하고 나아가서는 고객들의 필요와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합니다.

1.    Monthly Motion Control is the only professional magazine for motion control and engineering of manufacturing 
equipment and system building in domestic motion industry.

2.    Monthly Motion Control not only operates automation and manufacturing equipment independently but also 
supplies vivid technical information of each automation equipment.

3.    Monthly Motion Control will be with you promoting domestic market information /overseas advanced technique 
and presenting its direction for high precision/high functional motion control and engineering.

4.    Monthly Motion Control presents and analyzes direction of developing goods and marketing ways, furthermore, 
meets the customer needs and supply various information.

회사소개 Company Info

상은미디어 주식회사 세봉

Booth No.

M040

• CEO : 오승훈/ Seung Hoon Oh
• ADDRESS : 우) 063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길 5(개포동 세봉빌딩)
 Sebong Bidg, 5, Nonhyeon-ro 8-gil, Gangnam-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579-1331    Fax. +82-2-579-1330
 E-mail. daehean@osebong.com    URL. www.osebong.com

1) DIN-RAIL Type Power Supply
     CP10.242 : 업계최초! 최대 95% 효율              

·  상온25℃기준 284,000h 예상 기대수명
·  SN 29500, IEC61709 1,185,000h MTBF   
·  업계최초! 39mm 폭

     PIANO Series : High Reliability + SIMPLICITY
·  얇아진 폭 39mm(5A unit) / 49mm(10A unit)
·  길어진 수명 및 높은 MTBF 수치     
·  +55℃까지 Derating없이 풀 부하 제공

2) LS BELL HAMMER 카트리지 구리스

    ·  명칭 : 주압 윤활제                    
    ·  종류 및 형식 : 유성
    ·  용도 : 기계부품 등의 윤활 및 방수     
    ·  성분 및 함유량 : 광물유, 활성제, 감마제

제조품목 Product

SEBONG CORPORATION

주식회사 세봉은 1992년 회사 설립 이래 반도체 / LCD / OLED 제조장비와 자동차 생산 설비의 핵심 부품을 한국의 총 판매 
대리점으로 국내 유수의 장비 제조 회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이러한 공장 자동화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다
방면의 노력을 통하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공장 자동화 부품을 국내산 제품으로 대체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해외 수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6년도에도 일본 지사 및 베트남 현지 법인의 설립 등의 사업 다각화를 통한 미래의 국내외의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주)
세봉에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중에 있습니다.
“世상에 奉사하자”라는 창업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항상 믿음을 주고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는 (주)세봉이 되겠습니다.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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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소프트모션앤로보틱스

1) EtherCAT Motion Controller (범용 Motion Controller)
EtherCAT 플랫폼에서 최대 64축의 서보 및 10,000점 이상의 I/O를 제어합니다. 전용 하드웨어가 필요 없으며, 모션 컨트롤
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유연합니다.

2) RTEX Motion Controller (범용 Motion Controller) 
2채널 통신 보드 (FPA-400)을 탑재한 RTEX 플랫폼에서 최대 64축의 파나소닉 서보를 제어할수 있습니다. High 레벨의 모
션 제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체 개발한 RTEX 통신 보드 (FPA-400)는 소프트 모션 시스템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1) EtherCAT Motion Controller (General Motion Controller) 
Control up to 64 axes and over 10,000 points of I/O on the EtherCAT platform. No dedicated hardware, flexible 
development of your own motion control application.

2) RTEX Motion Controller (General Motion Controller)
Control up to 64 axes of Panasonic servo drives on the RTEX platform with 2 channel communication board (FPA-
400). Self-developed RTEX communication board 
(FPA-400) is integrated with our own Soft Motion 
system for realizing high level of motion control.

제조품목 Product

• CEO : 양부호 / Boo Ho Yang
• ADDRESS : 우) 1669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A동 1303호
 A-1303, 16, 1556beon-gil, Deogyeong-dae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303-8970    Fax. +82-31-303-8979
 E-mail. mwjang@softservo.com     URL. www.soft-motion.com

Soft Motions & Robotics Co., Ltd.

“Soft Motion”이라는 Zero Hardware System 의 선도적인 공급 업체로, 1대의 PC에서 최대 64축의 SERVO와 10,000점 이상
의 I/O을 0.25ms 의 주기로 동기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oft Motion”은 다른 알고
리즘과 소프트웨어와의 통합이 빠르고 쉬우며, 비용과 개발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Real-Time Kernel을 바
탕으로 한 Windows Motion Controller 는 고객이 정교한 UI, 네트워크에 연결, 상용 PC 기술, Vision 시스템이나 통계 프로세
스 관리와 같은 다른 Windows 기반의 소프트웨어와의 네트워크 연결에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폐사의 모션 컨트롤러는 
PC에의 기술 향상으로, 더 많은 기능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고객과 업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We are the leading provider of zero hardware system, called “Soft Motion”, that allows synchronous control of up to 
64 axes and over 10,000 I/O with precision (0.25ms cycle time) on a single PC. No dedicated hardware required.
Soft Motion is advantageous for quick and easy integration with 3rd party algorithms and software, significantly 
reducing cost and time. Our Windows based (with a real-time kernel) motion controller allows our customers to 
take advantage of sophisticated user interfaces, connectivity to networks, off-the-shelf PC technology, and other 
Windows-based software such as vision systems or statistical process control software.
Our motion controller only gets better, as the technology of PCs improves, and with our continuous development of 
more functions to meet our customers’and industry needs.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M015

에스비비테크

Booth No.

M061

• CEO : 이부락 / Boo Rak Lee
• ADDRESS : 우) 10020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918번길 22
 22, Gimpo-daero 2918 Beon-gil, Wolgot-myeon, Gimpo-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303-8150    Fax. +82-31-303-8155
 E-mail. ekkim@sbb.co.kr    URL. www.sbb.co.kr

- Bearings
  Ceramic, PEEK, Hybrid, Integral, Guide (roller), Plastic, Ultra-thin
- Cross Roller Bearing
    SCR-U(inner/outer race-combined type), SCR-B(divided outer race/inner race-combined type), SCR-E(divided inner 
race/outer race-combined type), SCR-A(divided ninner/outer race), SCR-X(custom-design), SCR-BS/ES type

- SBB Robot Drive
  SCSF / SSHF / SCSD / SFR / SCSF-MIMI 1

제조품목 Product

SBB TECH

(주)에스비비테크는 자본재 제품 중 특수장비의 동력전달과 구동장치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주)에스비비테크는 구동 
및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Hard System 업체의 설계를 보다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며 신 기술 개발에 박차
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소재 기술이 요구되는 특수 환경용 복합베어링과 세라믹 베어링, 세라믹 볼, 에스비비 로보 드라이브
는 지금부터 (주)에스비비테크가 함께 하겠습니다.

With over 30 years of experience and know how in the industry, we, as a specialized manufacturer of ceramic 
bearings and ceramic ball produce extreme special environmentally hybrid bearings that are specifically designed to 
meet your needs. We use the most modern technologically advanced techniques in material, surface handling, and 
lubricating production to ensure you get the finest quality products.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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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오㈜

1) 머신비젼용 텔레센트릭 렌즈

텔레센트릭 렌즈는 일반 마크로 렌즈와는 달리 원근법(가까운 물체는 크게 보
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보이는 현상)이 제거되어 물체에 대한 정확한 검
사 및 측정이 가능하고 심도 내에서 배율변화가 없어 정확성이 요구되는 머신
비젼 애플리케이션에 아주 중요한 렌즈입니다. 에스피오(주)는 카메라 센서 사
이즈 및 배율에 따른 다양한 렌즈를 보유 하고 있으며 고객 사양에 따른 커스터 
마이징 제작이 가능합니다.

2) 텔레센트릭 조명

텔레센트릭 조명은 정밀 측정이 필요시 되는 물체(볼트 피치, 각도, 코일, 스프
링 등)의 엣지 형상이나 홀 사이즈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며 텔레센트릭 
렌즈와 함께 사용 했을 때 일반적인 백라이트보다 산란되는 잡광을 제거 하여 
이미지 퀄리티 및 컨트라스트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유용한 조명 시스템입니다. 
또한 다양한 빔 사이즈 및 색상을 적용하여 커스터 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제조품목 Product

• CEO : 이상태 / Sang Tae Lee
• ADDRESS : 우) 30068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산단서로 10-25
 10-25, Myeonghak Sandanseo-ro, Yeondong-myeon, Sejong, Korea
• CONTACT : Tel. +82-42-673-4400    Fax. +82-42-673-4466
 E-mail. js.ma@spoptics.com     URL. www.spoptics.com

SPO Inc.

에스피오는 반도체, FPD 디스플레이 & SMT&PCB 및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첨단 계측 및 검사(2D & 3D) 장비에서 
필요로 하는 광학렌즈 및 모듈을 개발&생산하는 전문 광학기업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광학 산업의 위상
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에스피오는 고객의 사양에 따른 텔레센트릭 렌즈 및 다양한 렌즈 및 모듈을 설계 및 제작하여 고객
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임직원이 열정을 다해 노력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신제품을 통
하여 고객과 소통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SPO Inc. is the company of machine vision optics whose main business is manufacturing of vision system modules 
which have been applied for various fields like FPD(TFT&LCD, OLED) and SMT&PCB, Semiconductor, Automotive.
Optics is very significant and essential components to the industry fields like machine vision system & precise 
metrology application (2D & 3D measurement).
SPO Inc. have many experiences of customized lens designing and manufacturing for various lenses and modules 
those are high resolution telecentric lenses and special optical modules according to customer`s requirement.
SPO Inc. will try to give the great satisfaction throughout the accumulated technology to the customer who want to 
find the best & fast solution.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M013

㈜에스피지

Booth No.

M026

• CEO : 여영길 / Young Gil Yeo
• ADDRESS : 우) 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289번길 45
 45, Cheongneung-daero 289beon-gil, Namdong-gu, Incheon, Korea
• CONTACT : Tel. +82-32-820-8248    Fax. +82-32-821-0383
 E-mail. yongse.kim@spg.co.kr    URL. www.spg.co.kr

1) 유성감속기
·  소형, 경량, 콤팩트 디자인
·  고정밀, 고강성
·  고효율
·  다양한 서보모터에 간편하게 취부

2) 산업용 동력 모터
·  Compact한 Size, 높은 효율
·  고신뢰성, 저소음

1) PLANETARY GEARHEADS 
·  Small-sized, Light, Compact
·  High Precision, High Durability
·  High Efficiency
·  Easy Mounting with various Servo Motors

2) INDUSTRIAL MOTOR
·  Compact Size, High Efficiency.
·  High Reliability & Low Noise by Precise processing.

제조품목 Product

SPG Co., Ltd.

세계 최고의 모터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SPG
SPG는 자동화 기기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모터전문 제조회사로 국내뿐만 아니라 GE, Whirlpool, Electrolux, Mabe 등 미국  
4대 가전회사를 비롯 냉장고에서 자동문, 복사기, 의료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가전제품과 OA기기, 산업용품 등에 사용되
고 있는 세계 최고품질의 모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SPG is working to become the World’s Leading Motor-Specialized Company
SPG specializing in the manufacturer of Geared Motors for the automation equipment also produces the world best 
quality motors for the myriad of electric home appliances produced by GE, Whirlpool, Electrolux as well as other 
local home appliance manufacturers. In addition, the numerous number of applications such as Office Automation, 
Factory Automation and System Automation are being operated by SPG Geared Motors.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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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테크닉스

1) 가동형 케이블, PLC I/O, 서모모터 케이블, 하네스 어셈블리, 광케이블 
2) 카메라 링크 케이블, 코어익스플레스 케이블, 기가이 이더넷

1) ROBOT Cable, PLC I/O, Servo Cable, Harness OEM, Optical Fiber
2) Camera Link Cable, CoaXPress Cable, Gig Ethernet

제조품목 Product

• CEO : 이진화 / Jin Hwa Lee
• ADDRESS : 우) 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902~906호
 #902~906, Halla Sigma Valley, 53, Gasan digital 2-ro Geumcheon-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505-894-5050    Fax. +82-505-894-5070
 E-mail. acetek21@naver.com     URL. www.acetek21.kr

ACETECHNICS

Booth No.

M022

에이스테크닉스는 KS Q ISO 9001:2009 / ISO 9001 : 2008를 인증하여, 회사 각 부서별로 인증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
년간 보유해 온 노하우를 토대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납기 대응 및 철저한 품질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들은 UL, CE 인증은 물론 환경규제관련 ROHS, ROHSⅡ, REACH 등 기준에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수출 제품이나 
의료 장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FA 장비, 서보모터, 머신 비전, 콘트롤러, 반도체, LCD 장비, 의료 장비 등 제품 관련 개발과 
생산을 통하여 차별화된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cetechnics is certified by the KS Q ISO 9001:2009 / ISO 9001 : 2008, the company has built up a certification system 
for each department.
Acetechnix implement an optimized algorithm based on the know-how, providing our customers with stringent 
quality and delivery response.
Raw materials are used for products that comply with standards such as UL, CE certification regulations related to 
environmental ROHS, ROHSⅡ, REACH correspondence course to export products or medical devices.
FA equipment, and has a differentiated technology and productivity throughout the product development and 
production, such as servo motors, machine vision, controllers, semiconductor, LCD equipment, medical equipment.

회사소개 Company Info

• CEO : 김영삼 / Yeong Sam Kim
• ADDRESS : 우) 34036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46 (탑립동)
 46, Techno 11-ro, Yuseong-gu Daejeon, Korea
• CONTACT : Tel. +82-42-934-8257     Fax. +82-42-934-8260 
 E-mail. repair@met.kr     URL. www.met.kr

■ 서보 드라이버 검사장치 (MSC-1000) 및 기타 자동화장비 
MSC-1000 서보 드라이버 검사장치는 제조사와 상관없이 모든 서보 드라이버
의 위치, 속도, 토크제어, 엔코더 테스트가 가능하여 현장에서 생산설비의 문제 
발생시 고장의 원인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휴대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
다. 또한 다양한 자동화장비의 수리서비스를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하여 
고객사의 생산력을 지켜주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MSC-1000 is Checking Device of Servo Driver. User can easily analysis if 
Servo Drive has a problem or not when trouble detected from the machine. 
It is very portable and It can test Driver’s position, speed, torque, encoder 
feedback no matter which maker drive is manufactured by. MET also have 
full component level Repair capabilities for all Industrial Electronic and 
Factorty automation equipment. 

제조품목 Product

M.E.T Co., Ltd.

㈜엠이티는 공장 자동화장비 수리 및 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 모션장비와 다양한 형태의 전자기판을 수리/복원 합니다. 고
객에 최상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함을 신념으로 하고 고객만족을 위해 26,000 여종의 희소가치를 지닌 부품과 첨단 수리장
비를 보유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력을 갖춘 회사로 매년 23%의 매출증가를 이뤄내며 성장하였습니다. 고장난 전자장
비의 수리뿐만 아니라, 기업체 생산현장에 유지보수 팀을 파견하여 상주시키고, 고장예방을 위한 설비 전체 혹은 특정 제
품을 대상으로 한 오버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부 제조사의 공식 AS지정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단
종품의 조달/판매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생산력을 지켜주는 종합적인 MRO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ET has advanced technology being accomplished by knowhow and experience more than 25 years in field of 
industrial electronic and machinery. M.E.T was founded at the end of 2002 and have been growing 20 percent raise 
every year. Development of Producting facility and related equipment of industries are much growing as unattended-
system, high-precision, SMT components, etc. Most of enterprises are under trouble caused by the weakness of the 
technology and manpower, shortage of part for discontinued equipment. Those reason make the enterprises to 
spend the lots of time and decrease of produc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M.E.T guarantee to provide our 
high quality technology to repair no matter what the manufacturer and we help you to sell the various part and 
discontinued as well.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M082

주식회사 엠이티



192 193

2016
 반

도
체

대
전

2016
 반

도
체

대
전

이레텍 주식회사 

Booth No.

M037

• CEO : 조삼환 / Sam Hwan Cho
• ADDRESS : 우) 0850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31 BYC Highcity A동 304호
 A-304 BYC Highcity, 131, Gasan Digital 1-ro, Geumcheon-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6947-7777    Fax. +82-2-6947-7776
 E-mail. jh.han@erae-tech.com    URL. www.erae-tech.com

1)   EDB2000 시리즈 제품은 모터+드라이버+컨트롤러+엔코더+I/O를 일체형으
로 통합하여 스텝모터에 SERVO 기능을 탑재하여 정밀제어, 고토크, 고속도, 
빠른 응답 등 장점을 내장하였습니다. 타사 제품에 비해 복잡한 배선을 간소
화하여 배선비용을 절감하였고 또한 설치 공간을 최소화 하여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 EDB2000 Series product integrated motor+drver+controller 
+encoder+I/O as one which could support the closed loop operation. 
The Closed loop operation combines the advantages of stepper driver 
system with the benefits of a servo drive. Thus, this product was able to 
use in precision control, high torque, high velocity, and quick response 
industrial demanding applications. And its compact size and easy wiring 
could save customer wiring cost and setting space of machine.

2) ERI 중공 회전 액츄에이터
감속비 : 18:1
반복위치정밀도 : 0.004°
오차 : 2 arc minute(0.033°)
크로스 롤러 베어링 적용
피니온 일체형 모터

2) ERI Hollow Rotary Actuator
Gear Ratio : 18:1
Repetitive Positioning Accuracy
Lost Motion : 2 arc minute(0.033°)
Cross roller bearing
Integrated pinion motor

제조품목 Product

ERAETECH Co., Ltd.

2009년 법인 설립이래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는 자사는 2010년 벤처기업확인을 시작으로 2011년 CE, RoHS, ISO9001, 
ISO14001을 취득,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다.  2013년은 자사의 최고 발돋움의 해로써 메인비즈, 이노비즈 인증은 물론, 
하이 서울 브랜드의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해매다 발전함으로써 모션 컨트롤 업계에 크게 자리잡고 있으며 대표이
사의 25년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 연구 인력과 기술영업의 베테랑들로 구성된 강중소기업이다.

Our company was founded in 2009 as a corporation. We have been growing steadily in motion control industry.  We 
are composing with technical sales personnel, professional, research and CEO's based on 25 years of professional 
research experience.

회사소개 Company Info

이미지포커스

1) Sony XCL-SG series

Features
High frame rate Transfer
->Full: 150 fps (8bit x 10 port)
->Medium: 60 fps (8bit x 4 port)
->Base: 47 fps (8 bit x 3 port)
Unique Image Processing
->Frame Accumulate
->Wide Dynamic Range
->Area Gain
Selectable Cable
->PoCL support
->Full / Medium / Base Confi guration support 

제조품목 Product

• CEO : 한완희 / Wan Hee Han
• ADDRESS : 우) 14322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소하동) 광명SK테크노파크 D동 804호
 Gwangmyeong SK Technopark D-dong 804 ho, 60, Haan-ro, Gwangmyeong-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2-6112-2770    Fax. +82-2-6112-2774
 E-mail. rani889@naver.com     URL. www.imagefocus.co.kr

ImageFocus

Booth No.

M007

ImageFocus는 고객들의 Machine Vision system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Camera, Board, Lens, 조명, Program등 
Total Solution제품 공급과 풍부한 현장 경험 그리고 축적된 기술력으로 엔지니어링 컨설팅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머신 비젼 전문 회사 입니다. 현재는 반도체 및 SMT생산 장비회사에 무인생산장비 및 검사장비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
으며, 고해상도 카메라와 다양한 지능의 Frame Grabber, 검사환경에 적합한 조명 및 Lens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ImageFocus was founded in 2003 to provide various kind of machine vision products under partnership. As the 
company has customers' satisfaction as its first priority.
ImageFocus has been developing various machine vision solution.
Our goal is not to be the largest company in the field, but a company that satisfies customers and cares the benefit of 
clients. To accomplish our goal, we can do our best!!

회사소개 Company Info

2) CIS 25M pixels resolution CXP camera 

Features
->High resolution
->CMOS sensor
->CoaXPress interface (CXP 6 x 4 lane)
->DIN connector
->Long distance data transmision (to be complied to CXP Ver 1.1.1)
->High resolution and high speed frame rate
->25M pixels resolution with R:81fps
->Must have features ready for FA applications
->Global trigger shutter operation
->  ROI function, Sub-sampling,Defective pixel correction, Sequence 

control and more
->Release date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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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스테크

Booth No.

N004

• CEO : 이정기 / Jung Ki Lee
• ADDRESS : 우) 085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44. 벽산디지털밸리 5차 1112호
 #1112, Byucksan Digital Valley 5th, 244, Beotkkot-ro, Geumcheon-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868-9338    Fax. +82-2-868-9334
 E-mail. sales@ergo.kr    URL. www.ergo.kr

1) 전기실린더

전기실린더는 매우 소형이면서 대용량의 힘을 발휘하여 산업용 장비의 높낮이 조
절, 생산시설의 자동화 분야에 주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2) 전기리프트

전기리프트는 산업 장비, 기계, 공장자동화, 포장설비 그리고 의료 기계에 이용됩
니다. 소형이면서 대용량의 힘, 고성능, 그리고 우수한 반복 정밀도가 있습니다.

1)   Electric cylinders are very compact and height adjustment of industrial 
equipment to unleash the power of high capacity, it is mainly applied to the 
field of automated production facilities.

2)   Electric lifts are used in industrial equipment, machinery, 
factory automation, packaging equipment and medical 
equipment. Compact and has a large power , high 
performance , and excellent repeatability.

제조품목 Product

ES Tech Co., Ltd.

당사는 많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오랜 시간 유공압의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발굴한 전기실린더를 공급
하는 회사로써 유럽, 미국등 최상의 품질 수준을 가진 전기실린더와 전기리프트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기실린더는 
매우 소형이면서 대용량의 힘을 발휘하여 산업용 장비의 높낮이 조절,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주로 적용되어지고 있으며 특
히, 각종 기계류의 이송부, 위치조절 및 제어부 등으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We are handling Electronic Cylinder, actuator, electric lift which are the best quality in Europe&USA. Our actuators 
are applied in the field of industrial Devices/equipments, machine and factory automatio because they are very small 
size with big force. Especially, they are mainly applied in movement parts of many kinds of machineries, positioning 
and controllers. Besides, Government engages to use adjustable working station in every factory for the protection 
against industrial disaster and so many mauntacturers are considering to apply actuators to their industrial devices/
equipments and many kinds of machineries accordingly.

회사소개 Company Info

㈜지엔비

1) 생산 제품류
엑츄에이터, 엘엠 가이드, 그리퍼, 스플라인

2) 제품용도
산업 자동화에 사용되는 Manipulator로봇의 자동 제어장치 및 다목적, 2축, 3축 이상의 축을 가진 자동화 장치에 사용되고 
있음.

1) ACTUATOR, LM GUIDE, GRIPPER, SPLINE
2) Automatic control system of the robot Manipulator used in industrial
     Versatile, being used in automated devices with 2-axis , 3-axis or more axes

제조품목 Product

• CEO : 이원형 /  Won Hyeong Lee
• ADDRESS : 우) 1664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92번길 76 (수원산업 2단지)
 76, Saneop-ro, 92beon-gil, Gwonseon-gu, Suwo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298-7281    Fax. +82-31-298-7283
 E-mail. gnb@gnb21c.com     URL. www.gnb21c.com

GnB

Booth No.

M039

주식회사 지엔비는 1996년 설립이래 제조용 핵심기술, 정밀부품 그리고 산업 자동화시스템을 개발, 생산하는 전문기업입니
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얻어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실용성, 독창성을 겸비한 신공법의 LM가이드 및 엑츄에이
터를 자체개발/ 생산하여 기술집약적이고 시장 선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6, we are, GnB is specialized producing not only Core Raw Technology high precision 
parts and Advanced system for automatic industrial systems.  Especially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in particular, we're GnB has developed miniature LM Guide and Actuator which is combined new 
methode creativity, technology and We are moving to grow market-leading, technology-intensive enterprises.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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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엔아이

Booth No.

M079

• CEO : 황희진 / Hee Jin Hwang
• ADDRESS : 우) 3102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상덕로 181번지
 181, Sangdeok-ro, Jiksan-eup,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Korea
• CONTACT : Tel. +82-41-585-1369    Fax. +82-41-585-1320
 E-mail. kyjang@knicorp.co.kr    URL. 

1) AC SERVO MOTOR
최고의 가성비! AC 서보모터를 시장에 소개합니다.
-  펄스 및 아날로그 입력 인터페이스와 호환
-  131,072Pulse/rev 자기식 엔코더 
-  액정 반도체 로봇의 노하우를 활용한 서보제어 시스템 탑재
-  업계 최소 패널장착 서보앰프를 실현

2) AIR FLOATING 
FPD 자동 검사
- 비 접촉 Air Floating ±10µm의 우수한 평탄도 성능
FPD 슬릿 코팅
- Nominal air-gap at process zone: 30 ±5µm

제조품목 Product

K&I

케이엔아이(K&I)는 LCD 및 반도체 장비 등 FA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우수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회사로 높은 기술력과  
고객 응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넓은 고객층을 확보 하고 있는 CoreFlow
최고 가성비를 이점으로 점차 시장을 넓혀가는 Sankyo Motor
귀사에서 최고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좋은 협력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소개 Company Info

㈜터크코리아

1) 무선통신 진동 및 온도 모니터링

- 무선통신으로 장비의 진동 및 온도데이터를 최대 2km 까지 전송, 상태 모니터링
- 어플리케이션 : 모터, 펌프, 컴프레셔, 냉각탑 팬 등
- 진동 및 온도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보유
- 자석 부착 타입으로 축 삽입이 필요없는 간단한 설치

1) Wireless Vibration and Temparature Monitoring
- Easily monitor machine health by sending info wirelessly to wherever you need it
- Avoid machine failures and delays by detecting problems early
- Reduce downtime and plan maintenance more efficiently
- Monitor a variety of machines to suit your needs (Motors, Pumps, Compressors, Fans, etc.)

제조품목 Product

• CEO : 최철승 / Chol Seung Choi
• ADDRESS : 우) 14322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광명테크노파크 B509
 B509, 60 Haan-ro, Gwangmyeong-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2-2083-1630    Fax. +82-2-2083-1639
 E-mail. sh.kim@turck.com     URL. www.turck.co.kr

Turck Korea Co., Ltd.

Booth No.

M023

TURCK는 독일의 Mülheim에 위치한 산업자동화 리더 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3,200여 명의 직원, 27개의 지사와 60개의 세일즈 
오피스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저희 터크는 약 15,000 여 종의 센서, 필드버스, 인터페이스, 커넥티비티와 RFID 제품을 생산
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장자동화 및 공정자동화에 효율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폭 지역을 위한 솔루션으로 방폭형 
RFID 및 방폭 리모트 I/O인 excom®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TURCK는 보다 빠른 솔루션 및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1975년 미국 
Minneapolis에 TURCK Inc사를 설립하여 세계적인 세일즈 솔루션을 시작하였고, 이 후 멕시코, 중국 등의 국가에도 생산기지를 설립
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최적의 제품을 최단기간에 공급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TURCK사는 미국의 Bannerengineering Corp.사와 파트너쉽을 맺어 각종 포토센서 및 세이프티 제품, 비전 센서 등과 함께 최
근에는 무선시스템 SureCros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터크코리아는 독일의 Hans TURCK 와 미국의 Banner engineering 사의 다양
한 제품을 국내 시장에 소개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현장에서의 최적의 솔루션을 구현하는 
Hans TURCK GmbH사의 한국 지사입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기
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urck Korea Co., Ltd is a Korean subsidiary office of Hans Turck GmbH which manufactures factory and process automation products 
with about 4.000 employees in 28 subsidiaries as well as sales partners in further 60 countries, we are always close to you. As a 
specialist in sensor, fieldbus, connection and interface technology and also human-machine interfaces (HMI) and RFID systems, we 
offer efficient solution for factory and process automation. With our state-of-the-art production facilities in Germany, Switzerland, 
the USA, Mexico and China we, as a family-owned company, are able to react quickly and flexibly to the demands of local markets. 
No matter if applied in machine and plant construction, in the sectors of automotive, transport and handling, food and packaging 
or in the chemical or pharmaceutical industry, automation solutions and products by Turck increase the availability and efficiency 
of your systems. Moreover, you also lower your costs for purchase, storage, installation and operational safety through effective 
standardization. Industry-specific knowledge, gained through intensive dialog with customers paired with electronics development 
and production on highest level, ensure optimal solutions for your Automation.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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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핸즈코리아 주식회사

Booth No.

N008

• CEO : 하라다 미노루 / Harada Minoru 
• ADDRESS : 우) 1668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88 디지털엠파이어2 103동 1206호
 #103-1206, Digital Empire B/D 2, 88, Sinwon-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695-6525    Fax. +82-31-695-6524
 E-mail. kde@technohands.co.jp    URL. www.technohands.co.jp

초음파모터를 이용한 제품은 모터자체의 크기가 작아 제품의 소형화 & 경량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전기모터와는 다
르게 자석과 코일이 들어있지 않고 마찰을 이용한 구동이므로 노이즈발생이 없고 정밀한 위치제어 구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
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의료, 레이저, 카메라 등 다양한 분야 및 환경에서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초음파
모터를 이용한 다축모듈이나 핀셋모듈 등으로 반도체나 레이저 장비 등의 한 부품으로서 적용 및 실제 사람이 작업하지 못
하는 정밀공정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 제품으로 VCM, 중공모터, 폴리곤모터 등이 있으며 부하가 큰 무거운 부
품의 이동 및 위치제어가 가능하며 고토르크&고속 구동 및 내구성부분에 강점이 있는 모터입니다.

Optical Encoder는 광학식 엔코더(센서)로 폐사 자체에서 5년 이상의 개발기간 및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엔코더입니다. 현
존하는 소형 엔코더 중에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작으며 현재는 다양한 사양에 엔코더를 보유하고 있어 손님
의 사양에 맞추어 원하는 엔코더 선택이 가능하며 자체 보정 기능이 있어서 타사의 다른 엔코더 및 스케일보다 설치 및 사용
이 간편합니다.   

제조품목 Product

Technohandskorea Co., Ltd.

첨단기술을 선도하여 글로벌 강자를 목표로 설립된 폐사는 본사가 일본 요코하마에 위치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으로써 다
양한 모터와 모듈을 제작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카다로그에 기재되어있는 표준품 판매는 물론 Customize로 고객의 사양 
및 요구에 맞게 설계부터 제작까지 하고 있으며 모터의 일부 부품이나 광학식엔코더(센서)도 자체적으로 제작함으로써 고
객의 요구에 부합하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좀 더 다양하고 저렴하게 제공 가능합니다. 테크노핸즈코리아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도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여 믿음직한 협력자이자 고객의 무한 경영에 동
반자로 비교우위의 경쟁력과 이익 창출에 도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소개 Company Info

㈜파스텍

Closed Loop Stepping System / Field network 지원 시스템 / 기구 제품과 결합된 제품 솔루션

Closed Loop Stepping System ( Ezi-SERVO / S-SERVO ) / Field network support system / 
Mechanism combined Unit product solutions ( Ezi-ROBO ) / Open Loop stepping system ( Ezi-Step )

제조품목 Product

• CEO : 송진일 / Jin Il Song
• ADDRESS : 우) 1450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202호)
 #1202, Bucheon Technopark 401Dong, Yakdae-dong,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2-234-6303    Fax. +82-32-234-6302
 E-mail. fastech@fastech.co.kr     URL. www.fastech.co.kr

FASTECH Co., Ltd.

(주)파스텍은 모션 컨트롤 전문 업체로 주력제품인 Closed Loop Stepping System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네트워크와 연결이 
가능한 솔루션과 여러 가지 형태의 기구제품과 결합된 Unit 제품 솔루션 등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FASTECH. Co.Ltd,. is the Motion control specialist which is to provide various networking support solutions & 
Mechanism combined Unit product solutions based on Full Closed loop Stepping system.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M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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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프레스토솔루션

EtherCAT Slave IO Modules

 Digital (Sink Type)
 - IOMps-ED1616N0(A) : Input 16 channel, Output 16 channel
 - IOMps-ED3200N0(A) : Input 32 channel
 - IOMps-ED0032N0(A) : Output 32 channel

 Analog (Voltage(±10V), Single-ended)  
 - IOMps-EA0400V0(A) : Input 4 channel
 - IOMps-EA0004V0(A) : Output 4 channel

제조품목 Product

• CEO : 박태곤 / Tae Gon Park
• ADDRESS : 우) 1668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디지털엠파이어빌딩 2차 101-1404
 #101-1404 Digital Empire Building2, 88 Sinwon RD,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70-7167-8608    Fax. +82-70-7016-2628
 E-mail. ucjung@prestosolution.co.kr     URL. www.prestosolution.co.kr

PRESTOSOLUTION Co., Ltd.

Booth No.

M064

㈜ 프레스토 솔루션은 다년간에 걸친 고속/고정밀 모션 컨트롤 개발 및 적용 경험을 보유한 회사로서 풍부한 적용 경험과 신
뢰성 있는 제품으로 삼성, 엘지와 같은 주요 고객사에 모션 컨트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therCAT 관련 모듈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국내 및 해외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PRESTOSOLUTION is a company providing products and technical solution to world leading manufacturers such 
as SAMSUNG and LG In particular, We have an experience for precision motion control and the solutions based on 
EtherCAT used for LC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We are also interested in providing products to a manufacturer of defense, medical and intelligent robot & 
equipment.

회사소개 Company Info

주식회사 플러스텍

Booth No.

M063

• CEO : 유기조 / Ki Jo Yu
• ADDRESS : 우) 15845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9 (당동.군포아이밸리 801호)
 #801, Gunpo I'VALLEY, 14-1, Dang-dong, Gunpo-si, Gy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477-9429~31    Fax. +82-31-459-9429
 E-mail. plustek1@naver.com    URL. www.plus-tek.co.kr

1) 자동화 장비 조명

머신비젼 LED 조명
- 링조명, 바조명, 면조명, 스팟조명, 라인조명 등등

2) 자동화 장비 조명 제어기

조명 제어기
- PWM 제어기, 정전류 제어기, 
  정전압 제어기, 스트로브 제어기

1) Optical LED Illumination for Machine Vision
- Ring Light, Bar Light, Back Light, Spot Light, 
  Line Light

2) Controller for Optical Illumination
- PWM Controller, Current Controller, 
   Voltage Controller, Strobe Controller

제조품목 Product

PLUSTEK Co., Ltd.

주식회사 플러스텍은 Machine Vision 관련 조명 및 광학계를 개발하여 반도체, LCD, OLED, SOLAR CELL, LED LIGHT 및 특수
조명 광학계를 공급해 왔습니다. 특히, UV Curing 조명 및 Source를 개발하여 관련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플러스텍은 고객과의 신뢰와 믿음을 최우선으로 삼고 Machine Vision 장비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PlusTek, as a leader in the development of machine vision illumination and optical System has supplied all sorts of 
LED illuminations and special optical system for the inspection of LCD, OLED, Solar Cell, Specially, UV curing source 
has developed and is released. Making faith with customers the first priority, we build up trust with customers as a 
companion.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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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이코리아

(1) 정밀 모터 스테이지 ＆ 헥사포드
(2) 보이스코일 & 리니어모터 스테이지

(1) High precision motorized stages & Hexapod
(2) High precision stages with voice-coil & magnetic direct drive

제조품목 Product

• CEO : 마쿠스미햐엘슈판너 / Markusspanner
• ADDRESS : 우) 0535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11 정우빌딩 6층
 6F, 1111 Cheonho-daero, Ganggong-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475-0060    Fax. +82-2-475-3663
 E-mail. hs.yuk@pi.ws     URL. www.pikorea.co.kr

PI Korea

Booth No.

M025

PI Korea는 Positioning solution supplier인 독일 PI사의 한국지사로 2011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Piezo ceramic technology
와 다양한 Motor drive technology 그리고 High-end positioning solution을 위한 Air-bearing technology를 통해 다양한 분
야의 Application에서 요구되는 정밀위치제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I is technology leader in the field of precision positioning technology with accuracies down to nanometers. PI offers 
a technological spectrum and a vertical production range that are beyond competition worldwide. However, our 
most important concern is to continually inspire our customers with advanced positioning solutions.

회사소개 Company Info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모바일기기 판촉물용 액세서리 개발, 심장정지 환자를 위한 자동 흉부 압박 장치, Driving Simulator, 델타형 3D 프린터, 
자율 주행 자동차, 3축 젠가 로봇

Accessories for Mobile Device promotions, Auto Chest Compressions Equipment, Driving Simulator, Delta 3D Printer, 
Automatic Driving Car, 3-axis Zenga Robot

제조품목 Product

• CEO : 심재홍 / Jae Hong Shim
• ADDRESS : 우) 15073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정왕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37, Sangidaehak-ro, Siheung-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8041-0450    Fax. +82-31-8041-0469
 E-mail. khkim12@kpu.ac.kr     URL. subweb.kpu.ac.kr/control/index.do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Dept. of Mechatronics Engineering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품들은 초소형화 및 복잡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에서는 전기·전자, 기계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능력과 산업의 
첨단화를 이끌고 있는 핵심부품 및 장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서보제어기, 시스템제어기 및 메커니즘 설계능력을 갖춘 전
문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Due to microminiaturization, complex systematization and digitization of products, mechatronics specialists who can 
integrate each field with electrical and electronic, mechanical and computer fields are seriously in need. 
Department of Mechatronics Engineering trains professionals who can design and produce high-performance 
machine systems like robots by creatively integrating technologies such as mechanical, electrical, electron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creatively implement electronic control and intelligent programming 
performance and a variety of control systems.

회사소개 Company Info

Booth No.

N007



204 205

2016
 반

도
체

대
전

2016
 반

도
체

대
전

한국이구스

Booth No.

B010

• CEO : 프랑크블라제 / Frank Blase
• ADDRESS : 우) 21635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377번길 109(남촌동 613-14) 남동공단 33블록 14롯트
 Hanmbakmoero 377beon-gil 109 Namdong complex 33Block 14Lot, Namdong-gu, Incheon, Korea
• CONTACT : Tel. +82-32-821-2911    Fax. +82-32- 821- 2913
 E-mail. bgil@igus.kr    URL. www.igus.kr

(1) e스킨

IPA 1등급으로 클린룸 적용에 이상적인 e스킨 주름형 튜브는 상부와 하부 외피를 끼워 맞
춰 완전 밀폐가 되도록 구성한 밀폐형 케이블 체인입니다. 횡력에 대한 안정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주름 호스에 비해 측면 움직임에도 안정적이며 외피 설정에 따라 움직임을 정
의할 수도 있습니다. 길이 조절 또한 용이해 케이블 포설 및 유지 보수가 훨씬 간편합니다.
- 내부 분리 가능
- 자가 지지형으로 비지지 적용 가능
- 타원형 디자인으로 횡력 안정성
- 손쉬운 지퍼 개방/밀폐 기능
- IPA 1등급 & 이물질 유입 완전 차단

(2) 운동성 케이블 chainflex 
e체인용 가동형 케이블로 1,244종의 다양한 케이블을 재고로부터 공급합니다. 하네싱 조
립이 완료된 readycable 형태로도 주문이 가능하며 모든 케이블에 대하여 36개월의 글로
벌 워런티를 제공합니다. 오일, 먼지, 해수 접촉, 고온/저온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도 안전
하게 작동하는 고유연성 케이블 chainflex는 당사 홈페이지의 온라인 툴 서비스를 통해 서
비스 수명 계산도 가능합니다.

제조품목 Product

igus Korea Co., Ltd.

igus는 독일 쾰른에 위치한 본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36개 지사 및 판매 센터를 확보한 다국적 기업입니다. 일반 금속 기계 부
품들과는 달리 igus만의 특수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재질로 e체인, 케이블, 베어링이 주요 품목이며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시험과 검사를 거쳐 품질이 입증된 제품만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150~200가지의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와 함께 업계 
최대의 실험 설비 및 테스트 결과에 따른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량, 저소음, 무보수, 무급유, 비용 감
소 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차별화 된 장점들을 제공합니다.

igus GmbH, Cologne-based family business which has 36 country-branches worldwide, is a globally leading 
manufacturer of energy chain systems and polymer plain bearings with plastic components for moving applications. 
igus operates the largest test laboratories and factories in its sector to offer customers quick turnaround times on 
innovative products and solutions tailored to their needs with presenting 150-200 news and innovations every 
year. Unlike metal machine parts, engineering plastics can offer various advantages such as lightweight, quiet, no 
lubrication, no maintenance, cost down, and so on.

회사소개 Company Info

㈜한신체인

로보체인은 모든 공정자동화에서 Cable, Hose의 보호를 위
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창립 초기에 개발된 Steel 로보체인
과 당사 연구소의 로보체인 전용소재 Robo-s mate에 의한 
HSP, HSSP, HSRF, RACER 등 약 10,000여 가지의 다양한 제
품을 기계산업 특히 반도체, 크린룸,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
에서 요구하는 저분진, 저소음 로보체인의 개발은 장비의 
국산화 및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RoboChains, which are chains exclusively manufactured 
by Hanshin Chain, have been recognized internationally 
for its durability and low noise. RoboChains are 
designed to move predefined lengths in order to 
maximize protection of cables and hoses that provide 
electricity, pneumatic pressure and so forth for 
prolonged durability and use.

제조품목 Product

• CEO : 김두진 / Du Jin Kim
• ADDRESS : 우) 15102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198
 198, Gongdan 2-daero, Siheung-si, Gyeonggi-do, Korea
• CONTACT : Tel. +82-31-499-3430    Fax. +82-31-499-3432
 E-mail. info@hscv.com     URL. www.hscv.com

Hanshin Chain Co., Ltd.

Booth No.

N009

1987년 저희 (주)한신체인은 로보트, 반도체, 철강, 자동차, 공작기계 
등 각종 자동화 설비의 필수요수 부품인 로보체인을 개발, 생산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고객과 함께한 지난 30 여년 오랜 경험과 높은 
기술력,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EM인증, ISO 9001, ISO 14001, ISO/TS 16949, K, 
CE, 특허벤처기업 등 각종 인증을 받았으며, 당사 연구소는 신뢰성 인증시험을 통해 
한신로보체인을 사용하시는 모든 고객께 믿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anshin Chain is the largest manufacturer and supplier of chains in South Korea. With over 30 year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Hanshin Chain has technologically advanced in its industry to stay ahead of its competitors. With our 
most diverse product models at affordable prices, prompt and secure delivery system, and management policy that 
our 'final goal is customer satisfaction,' Hanshin Chain guarantees your business success.

회사소개 Company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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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준에프에이

Booth No.

M001

• CEO : 안재현 / Jae Hyun Ahn
• ADDRESS : 우) 2282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 95번길 18(가좌동)
 18, Gajwa-ro 95beon-gil, Seo-gu, Incheon, Korea
• CONTACT : Tel. +82-32-676-2130    Fax. +82-32-676-2132
 E-mail. hjfa@hyunjunfa.co.kr    URL. artrorobot.com

※ Cartesian Robot
AS : Ball Scres Type
AB : Belt Type
ACS : Clean Type

제조품목 Product

HYUNJUNFA Co., Ltd.

당사는 자동화 및 FA 전문기업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ARTRO ROBOT을  생산하여 F.A Application & 
Solution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력전달과 관련된 첨단 산업용 장비에 적용되는 자동화 부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
으로 공장자동화 부분에 있어 미래를 개척하고 창조하는 회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미래지향적인 FA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기술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고객만족에 최우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한 차원 높은 부가서비스를 수행해 나아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Hyun-Jun FA" effort to meet the customer needs based on the FA and automation specialist.
We provide our customers F.A Application & Solution by producing ARTRO ROBOT.
In addition , the automated part handling and applied to a high- power transmission equipment associated with 
Based on its experience and technology accumulated for factory automation part in It has become a pioneering 
company in the future and create.
For the development of a 21st century -oriented industries FA Will only be a top priority on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ies and continuous innovation, I promise that we shall perform the next 
level of value-added services .

회사소개 Company Info

ACS SERIES

AS SERIES

주식회사 화인스텍

(1) 카메라 전문기업 SENTECH 
'STC-CMB120ACXP(모노) / STC-CMC120ACXP(컬러)
12메가 CMOS 고해상도 고속카메라. 12메가 고해상도 임에도 불구하고 180 프레임
의 속도를 낼 수 있고 AOI 기능을 적용할 경우 CCD 8메가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셀 
사이즈가 동일하여 렌즈를 바꿀 필요도 없어 더욱 편리하다. 특히 강력한 인터페이스 
CoaXPress를 적용해 케이블 길이가 4배 이상 길어져 10미터 이상 사용하더라도 리피
터가 필요 없고 케이블 고정을 위한 나사를 돌리는 수고도 덜었다. 만약 속도가 빠를 필
요가 없다면 1장의 프레임 그래버에서 4대의 12메가 카메라를 사용하여 PC의 PCIe슬
롯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2) 프레임 그래버 전문기업 EURESYS 
'CoaXlink Quad G3 DF'
네 개의 CXP-6 입력과 네 개의 CXP-6 데이터 전달, 출력 기능을 갖춘 CoaXPress 프레
임 그래버로 초고해상도 이미지와 고속카메라 이미지를 분석하는 시스템에 적합하다. 
DIN 타입으로 설계해 밀고 당기면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장점이다. 무
엇보다 이 제품의 경우 고해상도, 고속프레임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PC에서 분
산처리가 가능해 PC의 부하를 최소화 한다. 또 다양한 버전의 Windows와 Linux OS를 
지원하여 소프트웨어 호환성에 대한 염려를 줄여준다.

 제품 사양

해상도 : 4096×3072
프레임 : 180fps
센서 사이즈 : 1.76inch
셀 사이즈 : 5.5×5.5μm
마운트 : M42 , F

제조품목 Product

• CEO : 김묵현 / Muk Hyun kim
• ADDRESS : 우) 06779 서울특별시 강남대로12길 49, 대덕빌딩 2층
 2F, DAEDEOK B/D, 49, Gangnam-daero 12-gil, Seocho-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579-1274    Fax. +82-2-579-1275
 E-mail. ycpark@fainstec.com     URL. www.fainstec.com

FAINSTEC Co., Ltd.

Booth No.

M065

화인스텍은 머신비전을 이끌어가는 전문기업입니다.
저희 화인스텍(대표 김묵현)은 카메라를 비롯해 렌즈, 프레임 그래버 등 머신비전을 다루는 전문 기업입니다. 반도체, LCD, LED, 
모바일 기기 등과 같은 전기전자 분야와 자동차 생산라인 등에 사용되는 머신비전 시스템의 카메라와 렌즈, 프레임그래버, 센
서. 조명, 오토포커스 시스템, 3D 측정 시스템 등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된 화인스텍
은 일본의 카메라 전문기업 SENTECH과 JAI를 비롯해 렌즈 전문기업 VS Technology와 벨기에의 머신비전용 프레임 그래버 전
문기업  EURESYS, 3D solution을 제공하는 독일의 SICK사 등의 머신비전 전문 기업과의 기술 협약을 맺고 머신비전 업계로서
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화인스텍이 지금까지 큰 성장세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발전하는 기술력도 있었지만 철
저한 서비스 개념을 가지고 고객을 대했다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화인스텍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께 해결하는 비전 
업계의 동반자로 신속한 영업 및 기술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점이 지금까지 화인스텍을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
나 싶습니다. 화인스텍이 제공하는 첨단의 머신비전 기술력과 함께 한다면 고정밀의 기술을 신속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회사소개 Company Info

 제품 사양

PC 연결 방식 : PCI Express card
케이블 연결 방식 : 4x DIN1.0/2.3 CXP-6
카메라 연결 구성 : One 1- or 2- or 
4-connection Area / Linescan camera
최대 전송률 : 25 Gbit/s (2,500 MB/s)
보드 메모리 : 1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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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 손수란 / Su Ran Son
• ADDRESS : 우) 04308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07, 청일빌딩 202호
 307,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776-0180     Fax.  
 E-mail. thesemicon@ininews.kr     URL. semiconmagazine.modoo.at

월간 잡지

magazine

제조품목 Product

The SEMICON magazine

The SEMICON magazine은 반도체 장비재료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의 최신 기술과 동향을 집중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반도
체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제시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 산업 환경에 걸맞은 최신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The SEMICON Magazine is a monthly publication covering semiconductor manufacturing, materials and processes. 
The Korean publication has a circulation of 6,000 copies and is distributed at major SEMICON series trade shows. 
It has an English news section for foundry services. 

회사소개 Company Info

더 세미콘 매거진

Booth No.

D081

• CEO : 이갑주 / Gab Ju Lee
• ADDRESS : 우) 04316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89길 3-4 석선빌딩 402호
 #402, Seokseon B/D, 3-4, Wonhyo-ro 89-gil, Yongsan-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792-9830     Fax. +82-2-792-9831 
 E-mail. seminet@semiconnet.co.kr     URL. www.semiconnet.co.kr

월간 반도체네트워크

Semiconductor Network

제조품목 Product

SEMICONDUCTOR NETWORK

월간 ‘반도체네트워크(Semiconductor Network)’는 지난 1995년 5월 창간 이후 전자, 정보통신의 마켓이슈를 비롯한 첨단 
기술동향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심도 깊은 정보와 기사를 국내 엔지니어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해온 
국내 최고의 반도체 응용 회로 전문지입니다.

Since its first edition in May 1995, Semiconductor Networkhas been playing a key role in bridging semiconductor 
providers and application markets of Korea. It provides Korean engineers with overall accurate and rapid information 
on electronic & telecommunications: from market issues to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trends. 

회사소개 Company Info

반도체네트워크

Booth No.

C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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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 이준원 / Joon Won Lee
• ADDRESS : 우) 040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7 첨단빌딩
 chomdan b/d 127, yanghwa-ro, mapo-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3142-4151     Fax. +82-2-338-3453 
 E-mail. aimex@hellot.net     URL. www.hellot.net

월간 자동화기술 Monthly   Automation Systems
월간 전자기술 Monthly   Electronic Engineering
월간 신제품 신기술 Monthly   New products & New Technology
월간 전기기술 Monthly   Electrical Technology
월간 금형기술 Monthly   Die & Mold Technology
월간 자동인식 보안 Monthly   ID systems & Security
월간 표면실장기술 Monthly   SMT Korea

제조품목 Product

CHOMDAN Inc.

기술전문지 발행 종합 미디어그룹 ㈜첨단은1973년 설립 이래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기술 잡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기술 
전문지분야에서 정상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수의 잡지사들과 계약제휴를 맺어 국내외 업체들에게 뛰어난 효과의 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업계의 최신 기
술과 시장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웹매거진 포털 헬로티를 새로 단장하여 이공계인들에게 온오프라인
의 최상의 써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Chomdan, Inc. Established in 1973, is the premier technical media group publishing 7 magazines including 
Automation System the leading magazine in automation industry. 
Under editorial licensing agreement with top ranked glibal publishers, ChomDan magazine have become the most 
influential media group in Korea offering the latest information on technology and products, and its advertising 
service is well recognized at home and abroad.

회사소개 Company Info

주식회사 첨단

• CEO : 김치락 / Chi Luck Kim
• ADDRESS : 우) 0675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5길 65 셀라빌딩 3층
 3F Sella B/D, 65, Gangnam-daero 25-gil, Seocho-gu, Seoul, Korea
• CONTACT : Tel. +82-2-574-2466     Fax. +82-2-576-8839 
 E-mail. semieri@semieri.co.kr     URL. www.semieri.co.kr

월간 잡지    -   디바이스 발간
단행본 책자   -  차세대 반도체 공정기술 제조장치 및 재료, 
 -  중국 반도체 산업의 도약, 
 -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동향 등
  

제조품목 Product

Electronic Resources Inc.

사업 분야와 사업 제휴(미디어와 기관) 

■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전문 잡지 
 1) 전문지 월간 전자 디바이스 발간 
     - 반도체관련 단행본 발간 : 차세대 반도체 공정기술 제조장치 및 재료, 중국 반도체 산업의 도약,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어동향, 반도체(공정 및 측정), LCD(액정의 기초와 응용), 진공의 기초, 
       반도체의 전모(번역판), 기타 
 2) 국내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제품의 광고 게재
 3) 첨단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서적의 소개와 판매 

 
■ 제휴 국내기관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연구조합,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학회, SEMI KOREA, 반도체장비기술교육센터 

 
■ 제휴 외국잡지사 

- 일본 산교타임즈사 제휴
- 중국 ACT사 제휴  

회사소개 Company Info

㈜전자자료사

Booth No.

A132
Booth No.

C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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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원 디렉토리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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