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c.ajou.ac.kr

아주대학교 가족회사 
수출상품 정보 및 기업소개서 



아주대학교 가족회사
수출상품 정보 및 기업소개서 

004 메타빌드㈜

010 슈웅인터내셔널

013 에이팀벤처스

016 와룡식품

018  와이솔루션

024  조이마켓

026 ㈜더렉스

030 ㈜브이알리더

032 ㈜셀트라존

034 ㈜영일교육시스템

039 ㈜웨스텍

043 ㈜위너에코텍

053 ㈜유엔아이텍

057 ㈜이노시스

059 ㈜케이비엘러먼트

063 ㈜테너지

065 ㈜포에스텍

069 ㈜피닉스아이앤씨

071 ㈜화랑

073 ㈜휴민텍

075 ㈜자스텍엠

077 반도산업㈜

082 ㈜비츠로시스

084 ㈜리벤

086 비엔씨

091 ㈜액츠29

093 ㈜시코 코퍼레이션

098 스킨아이

100 ㈜나노렉스

107 ㈜포톤라이프

114 그룹한

116 ㈜은광바이오

120 ㈜대연

122 ㈜대호냉각기

128 ㈜소티뷰닷컴



004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214-86-27387 무역업고유번호

주소
국문 (06708)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08 (서초동, 메타빌드 빌딩 4층)

영문 (06708) mETABUILD b/d., 208, Hyoryeong-ro, Seosho-gu, Seoul, Korea

전화 +82-2-598-3327 팩스 +82-2-598-3329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미들웨어 및 IT 융합제품

영문 Middleware and IT Concergence Products

설립연도 1998 종업원수 170 홈페이지 www.metabuild.co.kr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김은철  Mr.

직  함
국문 전문위원

영문 E.C.Kim   Ms. 영문 PM

부 서
국문 전략사업본부 E-mail supereckim@metabuild.co.kr

영문 Businss Strategic Division 휴대폰 번호 +82-10-9289-8992

회사소개

1998. 11 창업 (자본금 50)
1999. 06 유상증자  100,000,000 ( 총자본금 : 150)
2000. 02 유상증자  713,200,000 ( 총자본금 : 194) 
2000. 03 무상증자  389,150,000 ( 총자본금 : 584)
2000. 07 유상증자  1,200,000,000 ( 총자본금 : 734)
2000. 08 무상증자  1,100,585,000( 총자본금 : 1,834)
2001. 07 행정자치부 행망용 소프트웨어  적합성 인증 획득
2001. 12 정보통신부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선정 
2002. 12 중소기업청 이노비즈 기업 선정
2002. 12 기술신용보증기금 우량중소기업 선정 
2002. 12 디지털이노베이션  최우수기업표창
2003. 01 전자정부 소프트웨어 솔루션  최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2003. 02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사업자대상 최우수상 수상(e- Biz 부문)
2004. 01 EAI/BPM/B2Bi  "BizStore Indigo 2.0" 행정업무용적합성인증
2004. 01 XML DB  "BizStore 1.0" 행정업무용적합성 인증

2004. 01 XML 통합편집기  “XDesigner XE야색 2.0” 행정업무용적합성인증
2005. 03 "제4회 대한민국  SW사업자 대상" 한국SW산업협회장상 우수상 수상
2005. 02 메타빌드 조풍연 대표 특허넷  II 시스템 공로 특허청장 표창 
2005. 06 "BizStore  Indigo EAI/BPM" GS(GOOD Software)인증마크 획득 
2005. 06 신  소프트웨어상품대상정통부장관상수상(정보통신부) 
2008. 07 전환사채,전환우선주발행(4억)
2008. 07 GS인증(Bizstore  Indigo RFID v1.2)
2008. 07 GS인증(비지스토아 인디고  BPMS v1.3)
2+82-10. 11 국무총리상  수상(소프트웨어산업발전유공 정부포상)
2011. 12 11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고객만족 SW최우수상

2013. 02 12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고객만족 종합대상
2013. 09 소프트웨어 GS품질인증서 (Bizstore Indigo EAI  v3.5)
2014. 01 소프트웨어 GS품질인증서  (Bizstore Indigo ESB v2.5)
2016. 01 레이더 센서 기반 실시간  돌발상황 검지 시스템" NeT 신기술 인증

메타빌드  
주식회사
METABUILD

조풍연  CHO PUNG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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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메심 아이오티 영문 MESIM IoT

상품 키워드 국문 사물인터넷 플랫폼 영문 IoT Platform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MESIM IoT 제품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고, 스마트하게 운용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플랫폼임.

· 서비스(SOA), 인공지능(AI), 온톨로지 기반의 통합 엔진/툴을 제공하여 응용 서비스의 개발 및 실행,  
운용관리 환경을 민첩하게 구축할 수 있음. 

· 이클립스 플러그인 기반 서비스 개발도구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IoT 서비스를 개발하고,  
저장소에 서비스를 등록하여 실행 시에도 재사용할 수 있음.

· 서비스 개발도구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손쉽게 업무를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실행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생성하고 배포할 수 있음. 

· 계층별 디바이스/센서, 시스템 리소스, 서비스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서비스 운영 및 모니터링 관리할 수 있음.

· 다양한 IoT 표준 메시지 프로토콜인 CoAP, MQTT, RS232, CAN, Bluetooth 및 레거시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표준 서비스 
프로토콜인 SOAP, RESTful, Socket, HTTP/S, JMS, FTP를 지원.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 MESIM IoT는 스마트시티, 스마트빌딩, 스마트팩토리, 차세대 ITS 등의  
다양한 도메인의 IoT 서비스 업무를 개발 및 운용을 위한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음.

·국방 전술 체계와 같은 자원 제약적이고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도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우수한 성능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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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2

상품명 국문 돌발 상황 검지 시스템 영문 MESIM Smart-IDS

상품 키워드 국문 도로레이다, 돌발상황검지 영문 Automatic Incident Detection System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레이더 기술을 이용하여 전천후 주,야간으로 도로상의 차량, 장애물(낙하물,고장차등)을 실시간으로 검지하여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1km이하(5차로) 장거리 구간 검지, 전천후 주야간 운영

·도로상의 장애물, 정지차, 이동차 등의 위치 및 속도 검지

·역주행 차량 자동검지

·128대 차량 연속 추적기능

·보행자 검지 및 야생동물 검지

·GUI기반 운영 S/W 및 돌발상황발생 시 운영자 알람 제공

·돌발상황 발생위치로 자동 카메라 포커싱 및 추적

·WAVE 통신을 활용하여 차량에 안전 메시지 실시간 제공

·도로 레이더 검지 정보 도시

·도로 영상 CCTV 화면 도시

·다수의 레이더 및 CCTV를 관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제공

·돌발 상황 검지 정보 제공

·돌발 상황 검지 이력 도시 및 통계 정보 제공

·관리자가 쉽게 시스템을 운영 가능

·돌발 상황 검지 영상 확인 및 저장 기능 보유

·연결된 레이더 시스템의 상태 모니터링 가능

·실시간 검지 상황 알람 및 이력정보 제공 기능 보유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도로상의 돌발상황 검지 및 정보제공 
·도로상의 낙하물, 고장차 검지 시스템 
·도로노면 상태 검지 시스템 
·야생동물 및 보행자 검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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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3

상품명 국문 메심 인디고 이에스비 영문 MESIM Indigo ESB / v2.5

상품 키워드 국문 시스템 연계 영문 Service Integrated Platform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MESIM Indigo ESB(Enterprise Service Bus)는 최근 들어 새로운 정보시스템 구축 패러다임인 서비스지향아키텍처(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를 구현하는 핵심 연계통합 기술로서, 기업이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응용시스템/
데이터 등을 표준기반으로 서비스화 하여 각종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지능형 서비스 플랫폼
· 서비스 통합/중계, 데이터 변환, 프로토콜 변환, 다양한 서비스 조합을 통한 맞춤정보서비스, 데이터 정합성, 메시지 
라우팅, 메시지 모니터링을 제공하며, 다양한 빌트인 어댑터와 GUI도구를 지원하여 개발의 편의성과 안정성 제공
· ESB 서비스엔진 

-서비스 조합 및 지능형 라우팅, 데이터 변환, 프로토콜변환 
-데이터 정합성 관리, 메시지 모니터링, 장애 자동 추적, 오류 자동 복구 
-고가용성(HA), 서비스 부하분산 / 보안, 신뢰성, 트랜잭션, QoS 정책/품질관리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처리

· ESB 서비스 컴포넌트 
-다양한 메시지 처리를위한 메시지 브로커, 표준 웹 서비스엔진 및 개발 툴킷 
-Web Service, HTTP/S, JMS, FTP, File, TCP/IP, SMTP 등 프로토콜어댑터 제공 
-SAP,MIS,ERP,KMS,API Gateway, Cloud, BigData 등 연계 컴포넌트 제공
· ESB 개발도구 

-비즈니스 컴포넌트 개발 및 서비스조합을 위한 GUI 통합개발환경  
-다양한 연계서비스 표준템플릿, 메시지 변환 GUI 개발도구

· ESB 통합모니터링 및 관리도구 
-실시간 서비스 모니터링, 연계메시지 이력관리, 실시간 장애상황 추적 
-서비스 구성요소의 중앙통제 및 관리, 원격 서비스로그 모니터링

· 연계 통합 기술을 구현한 템플릿과 GUI 도구를 활용하여 개발, 테스트, 운영, 모니터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최소 
인력으로 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함

· 연계를 위한 설정 변경 및 라이브러리 배포, 구동·종료 등을 중앙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어 사용자의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

· GUI 기반에 관리콘솔을 이용하여 연계 허브뿐만 아니라 원격지 서버에 분산돼 있는 모든 연계 에이전트에 대한 설정과 
제어관리 기능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 표준기술기반의 연계통합솔루션으로 국방, 공공, 교육, 금융, 제조, 물류 등의 산업분야에서 실시간 업무데이터의 
연동플랫폼으로 활용됨

·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업무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연계통합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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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4

상품명 국문 메심 인디고 이에이아이 영문 MESIM Indigo EAI v3.5

상품 키워드 국문 시스템 연계 영문 Application Integrated Platform

수출가격 (USD) 협도협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데이터 교환- 일원화된 통합 사용자 및 보안관리 / 업무코드 일원화 및 체계적 데이터 변환 
-데이터 무결성 및 정합성 보장 / 장애처리 방안과 장애시 데이터 처리 
-단위시스템 및 프로세스 상태 관리 
-실시간 데이터 흐름 및 통계 및 메시지 전송 로그 관리

· 시스템 연계 
-다양한 형태의 어댑터 (DB, CRM, WEB, FILE, SOAP 등) 보유 및 O/S지원 
-XML, Fixed Length, Byte Array 등 다양한 데이터 처리 기능 
-특정 시스템을 위한 비상용 어댑터 개발 기능 
· 통합모니터링 기능 지원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각 모듈 관리와 실제 운영 시 각 연계 모듈 관리 기능 
-시스템 상태/프로세스 상태/데이터 흐름 추적/로그 관리 기능 
-Fail-Over 기능

· 각 시스템과 연결을 위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개발에 필요한 도구 제공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Java, C, C++, .NET 등), 플랫폼 및 O/S 지원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WAS, ERP, DB, 각종 Application/미들웨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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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5

상품명 국문 메심 인디고 엠허브 영문 MESIM Indigo mHUB

상품 키워드 국문 망분리 영문 Cross-platform Data Sharing

수출가격 (USD) 협도협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물리적으로 분리된 두개의 망을 공유 스토리지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연동시키는 보안 솔루션으로서, 기업 내·외부의 
분리된 망 사이에서 기존과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연계가 아닌 공유디스크를 이용하여 DB, HTTP, FTP 등의 통신을 
제공하는 망간 자료전송 제품 
· 통합모니터링 기능 지원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각 모듈 관리와 실제 운영 시 각 연계 모듈 관리 기능 
-시스템 상태/프로세스 상태/데이터 흐름 추적/로그 관리 기능 
-Fail-Over 기능

· 각 시스템과 연결을 위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개발에 필요한 도구 제공
·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Java, C, C++, .NET 등), 플랫폼 및 O/S 지원
· 접근통제 

-접근하는 IP를 식별하여 인가된 사용자만 접속 가능하게 통제 
-응용계층 프로토콜을 식별하여 관리자가 설정한 통제정책에 따라 데이터의 흐름을 허용 또는 차단 
-양방향, 단방향 컨넥션 지원 / 국정원 보완규격 지원

· 데이터의 암복호화 
-내/외부 서버에서 수신한 스트리밍데이터를 암호화 하여 공유 스토리지에 기록 
-공유 스토리지에서 읽은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내/외부 서버로 전달 
-외부 칩입에 의해 스토리지가 직접 읽혀도 암호화된 데이터가 저장되므로 보안성향상 제공

· 통제정책의 관리 배포 
-관리자가 IP 및 프로토콜에 기반한 통제정책 관리 기능 제공 
-통제정책을 각 Agent에 배포하는 기능 제공

· 운영상태조회 
-시스템의 현재 상태, 에러발생 상황, 타 시스템의 접근 기록, 송/수신 데이터를 기록하고 조회하는 관리자 화면 제공 
-관리자에게 설정값 및 자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내/외부 망의 TCP/IP 를 차단 망 사이가 분리되어 보안이 강화됨
· 어플리케이션 및 DB 등의 실시간 연동
· 연동 데이터를 암호화 하여 보안성 강화
· 서로 다른 기종(HP, SUN, WINDOWS 등)의 서버간 데이터 연계 가능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 WEB/WAS, DB, SNMP, RDP, LDAP Str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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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632-88-00445 무역업고유번호

주소
국문 (06242)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42, 역삼빌딩 5층

영문 (06242) 5floor Yeoksam B/D, 342, Gangnam-dae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전화 +82-70-8254-0456 팩스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화장품, 여성복, 아동복, 식품

영문 Cosmetic, Women Clothes, Kid clothes, Food

설립연도 2015 종업원수 11 홈페이지 https://shoong.com.tw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김효준  Mr.

직  함
국문 대표

영문 kimhyojun   Ms. 영문 CEO

부 서
국문 운영부 E-mail khj10229@gmail.com

영문 Management 휴대폰 번호 82-10-7744-4666

회사소개

한국 인기 브랜드 화장품 LANEIGE IOPE ETUDE HOUSE INNISFREE 등 
소비재 제품을 해외에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업체로 한국 모든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슈웅 
인터내셔널

SHOONG  
international

김효준  KIM HYO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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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아이오페 영문 IOPE AIR CUSHION

상품 키워드 국문 화장품 영문 Cosmetics

수출가격 (USD) 21.5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아이오페 에어쿠션 |  FOB가격 21.5달러 | 기타 라네즈 제품 38~39% 할인 공급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메크업 제품

>> 제품소개 02

상품명 국문 라네즈워터 슬리핑 마스크 영문 LANEIGE WATER SLeeping mask

상품 키워드 국문 화장품 영문 Cosmetics

수출가격 (USD) 16.4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라네즈 인기 제품 |  FOB가격 16.4달러 | 기타 라네즈 제품 38~39% 할인 공급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피부 정화, 피부보습, 피부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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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3

상품명 국문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101 스틱 컬러 영문 etude house play 101 stick color 

상품 키워드 국문 화장품 영문 Cosmetics

수출가격 (USD) 6.13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에뛰드 하우스 인기 제품 |  FOB가격 6.13 | 기타 에뛰드하우스 제품 39~40% 할인 공급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메이크업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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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01-86-83458 무역업고유번호

주소
국문 (0308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87 토토빌딩 6층

영문 (03081) 6th FL. 187 Yulgok-ro, Jongno-gu, Seoul, Korea

전화 +82-2-742-6321 팩스 +82-2-6442-5450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3D 프린터 / 3D 프린팅 서비스

영문 3D PRINTER / 3D PRINTING SERVICE

설립연도 2013 종업원수 20 홈페이지 www.ateamventures.com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조성환  Mr.

직  함
국문 기획팀장

영문 Sunghwan Cho   Ms. 영문 Biz Strategy

부 서
국문 전략 기획팀 E-mail danielcho@ateamventures.com

영문 Strategic Unit 휴대폰 번호 +82-10-9015-3991

회사소개

에이팀벤처스는 2013년 9월 설립 이후 누구나가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보급형 3D 프린터를 새롭게 설계 하였고, 최근에는 온라인 제조
플랫폼을 런칭하여 디지털 제조 혁명이 가져 올 파괴적인 혁신을 빠르게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에이팀벤처스의 미션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제조 방식이 인류의 삶에 가져올 혁신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할 것입니다.

㈜에이팀벤처스
ATEAM  

VENTURES CO., LTD

고산  SAN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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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크리에이터블 D3 영문 CREATABLE D3

상품 키워드 국문 3차원 프린터 영문 3D Printer

수출가격 (USD) 1,000
원산지

(국가명) CHIN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CREATABLE D3 는 누구나가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보급형 3D 프린터입니다.

· 이전 모델보다 증가된 프린팅 사이즈와 향상된 반복 정밀도를 구현 하면서도  
무게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새롭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 0.25, 0.4, 0.6, 0.8mm 등 다양한 사이즈의 노즐을 쉽게 교체할 수 있고,  
PLA, ABS, PETG 등 다양한 필라멘트가 이용 가능합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 시제품 제작

· 디자이너

· 교육

· 개인

· 실생활 용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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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2

상품명 국문 쉐이프엔진 영문 shapengine

상품 키워드 국문 3D 프린터 공유 플랫폼 영문 3D Printing Service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쉐이프엔진은 국내 최초의 온라인 3D 프린터 공유 플랫폼으로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1) P2P 3D 프린터 온라인 공유 및 출력 서비스 
2) 프리미엄 3D 프린터 출력 중개 서비스   
3) 3D 모델링 아웃소싱 서비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 시제품 제작

· 디자이너

· 교육

· 개인

· 실생활 용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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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502-25-21519 무역업고유번호 13146627

주소
국문 (42776)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9길 14(진천동, 와룡식품B/D)

영문 (42776) 14, Sanghwa-ro 9-gil, Dalseo-gu, Daegu, Republic of Korea

전화 +82-53-638-1543 팩스 +82-504-077-4470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축산물가공품(간편히 섭취가 가능한 프리미엄막창)

영문 Livestock products (For easy intake can be a premium makchang).

설립연도 2014 종업원수 16 홈페이지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김경도  Mr.

직  함
국문 경영자

영문 KIM KYEONG DO   Ms. 영문 CEO

부 서
국문 E-mail korea8470@naver.com

영문 휴대폰 번호 +82-10-7441-4470

회사소개

와룡식품은 2014년 8월 설립 이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청년창업가로서의 기틀마련을 지원받으며, 막창가공기술 부문으로 최단기간 벤처기업 확인 
(동종업종기준) 및 유망중소기업특례보증 등의 국가지원을 수혜받았습니다.

현재 신개념외식브랜드 “참나무장작불에 초벌한 통큰대구막창” 가맹점 28호점 고속 개설을 비롯해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의 유망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무한리필 전문점 고기꾼”의 가맹본부설립절차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서민음식으로 알려진 막창이라는 식재료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숙성공정과 효율적인 참나무장작불 열처리공정을 통하여 막창을 고급화하여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등 프리미엄막창을 제조하며 가정용막창전문브랜드 “맛있는작품 맛작”을 런칭하며 한국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 한편,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더 큰 비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와룡식품
WARYONG  

FOOD

김경도  KIM KYEONG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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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프리미엄막창 영문 Premium makchang

상품 키워드 국문 막창, 초벌막창, 훈제양념막창, 불고기 막창 영문
Makchang, bulgogi makchang, a roast marinated 

bulgogi makchang, makchang.

수출가격 (USD) 10.06
원산지

(국가명)
막창(미국, 프랑스), 대한민국 제조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1. 참나무장작불에 초벌한 막창(잡내개선, 식감개선 된 입문용막창으로 추천)

2. 참나무장작불에 훈제한 훈제양념막창(한국의 매운 맛을 잘 표현한 막창)

3. 불고기 맛 막창(세계최초! 누구나좋아하는 불고기양념과 막창이 잘 어우러짐)

500g 단위 소포장/ 필요시 중량은 변경 및 포장방법 등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음. 
엄선 된 원료육을 선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척&숙성&양념&열처리&급속 냉동 공정을 통해 제조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3분이내 조리가 가능하며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용기채 전자렌지 3분조리 섭취가 가능합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반찬, 술안주, 간식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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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293-24-00082 무역업고유번호

주소
국문 (1656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59-11 

영문 (16562) Kyeong gi do –Suwonsi – Kwonsungu Kwonsundong – 1159-11

전화 +82-31-223-1766 팩스 +82-31-224-1706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자동화 장비 & 개발

영문 various automation equipment & development

설립연도 2015 종업원수 8 홈페이지 http://www.자동화장비.닷컴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유영철  Mr.

직  함
국문 대표

영문 Yu Young Cheol   Ms. 영문 President

부 서
국문 설계 및 개발 E-mail yyc@y-solution.co.kr

영문 design & develoment 휴대폰 번호 +82-10-5573-1766

회사소개

㈜Y-SOLUTION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기술자,서비스,컨설팅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업무를  
전략적으로 분석,제공하여 기업이 최상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Y-SOLUTION은 크라우드 소싱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술 엔지니어로 이루어진 기업이며  
와이솔루션 내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 맡은 모든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의 자동화 장비 제작 및 개발에 중점을 두고 성장해 가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이솔루션
Y-SOLUTION

유영철  YU YOUNG 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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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자동화 장비 영문 various automation equipment

수출가격 (USD) 사양협의 후 결정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용도 : 세탁기 볼 바란스 제작 장비 특징 : 열융착 공정 후 소금물 정량 주입 그리고 초음파 융착 
스펙 : 사양 협의 후 제작 규격 : 사양 협의 후 제작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사용분야 : 세탁기 내에 설치되어 지는 부품 제작

>> 제품소개 02

상품명 국문 자동화 장비 영문 various automation equipment

수출가격 (USD) 사양협의 후 결정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용도 : 세탁기 볼 바란스 제작 장비 특징 : 스핀융착 공정 후 제품 무게 높이 누유 수압 공정 검사 
스펙 : 사양 협의 후 제작 규격 : 사양 협의 후 제작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사용분야 : 세탁기 내에 설치되어 지는 부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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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3

상품명 국문 자동화 장비 영문 various automation equipment

수출가격 (USD) 사양협의 후 결정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용도 : 세탁기 부품 제작 장비 특징 : V/Z & Roll Forming 공정  
스펙 : 사양 협의 후 제작 규격 : 사양 협의 후 제작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사용분야 : 세탁기 내에 설치되어 지는 부품 제작

>> 제품소개 04

상품명 국문 자동화 장비 영문 various automation equipment

수출가격 (USD) 사양협의 후 결정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용도 : 진단용 테스트키트 (diagnostic test strips and biosensors) 생산장비 스펙 : 사양 협의 후 제작 
특징 : 다향한 분야의 진단용 테스트기 생산 공정 규격 : 사양 협의 후 제작

초정밀 Dispenser장비, Laminator장비, 각종 Cutter류 및 Auto Assembler, Bottling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사용분야 : 다향한 분야의 진단용 테스트기 생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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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5

상품명 국문 자동화 장비 영문 various automation equipment

수출가격 (USD) 사양협의 후 결정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용도 : LMINATING MACHINE

특징 : 다향한 분야의 LAMINATING 공정 

스펙 : 사양 협의 후 제작

규격 : 사양 협의 후 제작

- 대형 DFR RTS Laminating 기술 보유

- 대면적 OLED STS Laminating 기술 보유

- Flexible LCD Laminating 기술 보유

- 수직형 OCA Film Laminating 기술 보유

- Flexible 태양광 모듈 양산 Laminating 기술 보유

- TSP DFR RTR Laminating 기술 보유

- Winder&Unwinder 기술 보유 

- Roll To Roll Laminator

- Roll To Sheet Laminator

- Sheet to Sheet Laminator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사용분야 : Laminating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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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6

상품명 국문 자동화 장비 영문 various automation equipment

수출가격 (USD) 사양협의 후 결정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용도 :  PLASMA MACHINE

특징 : 다향한 분야의 플라즈마 세정 공정 

스펙 : 사양 협의 후 제작

규격 : 사양 협의 후 제작

- 질소 소모량 기존 설비 대비 30% 수준

- 전극 폭 감소 및 전체 무게 40% 수준으로 감소,관리용이

- 부하의 감소로 전력량 30% 수준으로 소비전력 감소

- 15KV까지 전압 인가 가능

- 방전 효율 상승으로 인한 플라즈마 처리 효과 3배 상승

- 오존 발생량 1/10 ~ 1/100 수준으로 감소

- Particle 발생량 30% 수준으로 감소

- 최적화 설계로 인한 CS 발생 확률 감소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사용분야 : Plasma 세정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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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7

상품명 국문 자동화 장비 영문 various automation equipment

수출가격 (USD) 사양협의 후 결정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용도 :  자동차 부품 조립 라인

특징 : 다향한 분야의 자동차 부품 조립 생산 공정 

스펙 : 사양 협의 후 제작

규격 : 사양 협의 후 제작

MEB 조립라인, SOL V/V 조립라인, 칼럼 조립장비, CEPS LINE, STEERING 수동
라인, P-VALVE LINE, MRP LINE, 그리스 도포장비, Pin-Hole 압입기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사용분야 : 다향한 분야의 자동차 부품 생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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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448-47-00279 무역업고유번호 13146627

주소
국문 (1700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80 2202-1504

영문 (17003) 2202-1504, 80, Dongbaek 7-ro Giheung-gu,Yongin-si Gyeonggi-do,Republic of Korea

전화 +82-10-3047-5003 팩스 +82-31-8060-7704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아기 침구류

영문 Blanket

설립연도 2017 종업원수 3 홈페이지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이소희   Mr.

직  함
국문 팀장

영문 LEE SO HEE  Ms. 영문 Team leader

부 서
국문 영업부 E-mail starlet-star@naver.com

영문 Business department 휴대폰 번호 +82-10-3047-5003

회사소개

조이마켓은 유아용 침구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모기업은 2003년 3월 부산 “늘푸른유아체육연구원”사 설립 이후 2011년 ㈜꿈드림키즈 법인설립,  
2014년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인증을 받은 ㈜꿈드림키즈에 기반을 둔 유아전문 침구류 회사입니다.

유아체육과 교육사업을 하면서 유아의 건강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건강의 원천인 “잠”에 포커스를 맞추어  
건강함을 지켜줄 수 있는 친환경 소재,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애착인형과 이니셜로 부모님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이마켓
jOY MARkET

이효정  LEE HYO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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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낮잠이불 영문 Blanket

상품 키워드 국문 이불 영문 Blanket

수출가격 (USD) 91.44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제품명 : 도트 낮잠이불

· 재질 :바이오워싱 고밀도 60수 코튼100%

· 사이즈 : 패드 70*120/이불100*120/베개25*50

· 제품명 : 도트 아기범퍼 침대

· 재질 :바이오워싱 고밀도 60수 코튼100%

·사이즈 :  기본 90*130*40  
특대형 100*150*40 
높이 40 or 50

·색상 :  핑크+화이트도트/ 핑크+블랙도트/  
그레이+블랙도트/화이트+블랙도트 
블랙+옐로우도트/블랙도트+화이트도트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낮잠이불 -베개, 패드, 이불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며, 세탁은 편리하도록 지퍼로

분리가능케 만들었습니다. 뒤쪽에 손잡이가 있어 가방처럼 들고 다니기 쉬워

휴대가 한 간편합니다. 소재는 바이오워싱을 한 원단으로 보풀이 잘 안생깁니다.

도트 아기범퍼침대는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으며, 침대겸 놀이매트로

활용도 가 높은 범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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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730-88-00400 무역업고유번호 13146627

주소
국문 (07583)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6가길 53, 청호빌딩 402호

영문 (07583) 402 cheongho bldd. 53, gangseo-ro 56ga-gil, gangseo-gu, seoul, korea

전화 +82-2-2658-6607 팩스 +82-2-2659-6607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은폼, 실버렉스, 천연

영문 silverfoam, silverex, no-chemical

설립연도 2002 종업원수 10 홈페이지 www.silverex.co.kr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이호길  Mr.

직  함
국문 이사

영문 lee ho gil   Ms. 영문 director

부 서
국문 영업부 E-mail rex6607@naver.com

영문 Sales Team 휴대폰 번호 +82-10 7294 8611

회사소개

2002.01. 케알씨(KRC) 설립

2003.05. 은폼 이온 스프레이 개발 출시 
 08. 음폼 샤워기헤드 개발 출시

2004.03. 우레탄 폼 이용 금속폼 제조공법 특허등록

2005.10. 은폼 이온수기 개발 출시

2006.01. ISO 9001/14001 획득 
 03. 음폼 제조공법 특허 등록

2007.01. 실버렉스 상호 변경 
 12. 은폼 가습기 개발 출시

2009.10. 유망 수출 중소기업 인증

2+82-10.10. 은폼 토르말린 스프레이 개발 출시

2013.07. 자체 은가공(도금) 라인 도입 
 08. Ag care 아로마드롭 가습기 개발 출시

2014.05. 은폼 도르말린 미스트 특허 등록 
 10. Ag 케어 아로마드롭 가습기 특허 등록

2015.10. 영동대학 발명특허학과 협력교수 위촉 
 12. 인천 광역시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

2016.03. 실버렉스 - 바이오렉스 ㈜ 법인전환 
 04. 주사기용필터프레임 ,필터망 디자인특허 등록 
 05. 중국 주사기 디자인특허 등록 

2016.04. 판매유통법인 ㈜더렉스 별도 설립

㈜더렉스
therex co., ltd.

김지선  KIM JI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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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은폼토르말린미스트 영문 silverfoam tourmaline mist

상품 키워드 국문 미스트, 건선치료 미스트 영문 -

수출가격 18,000원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1. 순도 99.99% 특허 받은 6,000배 확대한 은폼이 은이온 살균수를 생성해줍니다.

2. 실버 이온수는 항균 제균 살균 및 탈취의 기능을 합니다.

3. 실버 이온수는 미국 NSF와 FDA에서 검증받은 인체에 무해한 부작용이 없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4. 토르말린볼이 알칼리 이온수를 생성하여 보습효과를 돕습니다.

5. 마그네슘 이온이 피부 항상성을 유지시켜줍니다.

6. 아무런 첨가물 없이 정수만 채워서 사용하면 되므로 사용이 간편합니다.

7. 기존 미스트에 함유된 방부제가 없으므로 피부에 안전합니다. 

8. 아토피, 여드름 등 피부트러블을 진정시켜줍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건선이나 지성 피부에 피부개선 효과를 기대하여 수시로 뿌려주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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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2

상품명 국문 은폼 토르말린 샤워기 영문 silverfoam tourmalind shower

상품 키워드 국문 샤워기 영문 -

수출가격 15,000원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1. 순도 99.99% 특허 받은 6,000배 확대한 은폼이 은이온 살균수를 생성해줍니다.

2. 실버 이온수는 항균 제균 살균 및 탈취의 기능을 합니다.

3. 실버 이온수는 미국 NSF와 FDA에서 검증받은 인체에 무해한 부작용이 없는 천연항생제입니다.

4. 토르말린볼이 알칼리 이온수를 생성하여 보습효과를 돕습니다.

5. 실버 이온수는 갓난아기 목욕물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0.3mm의 살수판이 30% 물 절약 효과 및 부드러운 촉감의 마사지 효과를 느끼게 해줍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갓난아기 목욕물에 안심하고 사용하시거나 피부가 약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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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3

상품명 국문 은케어 가습기 영문 ag care aroma drop humidifier

상품 키워드 국문 가습기,세균없는 가습기,세균안심 영문 -

수출가격 90,000원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 테스트에서 은폼이 폐렴균, 황색포도상구균,  
수퍼박테리아(MRSA)를 24시간내에 완전 살균하였습니다.

2.  1차 살균:  물탱크 내부 은폼 
 2차 살균 :  가습기 바디 은폼 
 3차 살균:  분무구 내부 은폼

3. 미국 FDA의료기기로 등록 (U.S.FDA Reg. No. 10045474) 

4. 물탱크 청소가 필요없습니다.  

5. 피톤치드가 공기를 정화시켜줍니다. 

6. 무드램프 기능과 스탠드 기능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건조한 실내에서나 환자나 노약자를 위한 가습이 필요한 모든곳에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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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41-81-47232 무역업고유번호 30884889

주소
국문 (06036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52길 64, 3층 304호(신사동 성미빌딩)

영문 (06036) 3F Seongmi B/D, 64, Gangnam-daero, 152-gil, Gangnam-gu ,Seoul, Korea

전화 +82-2-542-2344 팩스 +82-2-542-2334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교육, 게임, 영상, 콘텐츠 제작  유통

영문
V.L. standards for VR Leader and has a meaning of becoming a leader on VR

 V.L. is a multi-business VR company including education, video and game contents

설립연도 2016 종업원수 6 홈페이지 http://www.vrleader.co.kr/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김창희  Mr.

직  함
국문 대표이사

영문 KIMCHANGHEE   Ms. 영문 CEO

부 서
국문 E-mail changkim93@vrleader.co.kr

영문 휴대폰 번호 +82-10-4137-2334

회사소개

VRLEADER는 가상현실 교육/게임/영상/R&D 등을 영위하는 한국의 대표VR 콘텐츠 기업이 되고자,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VRLEADER는 제작, 콘텐츠의 트렌드와 코드를 정확히 분석하여 Market을 선도하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출시하여 VRLEADER만의 기획, 제작을 중심으로 

한국 뿐 아니라 세계를 대표하는 종합 VR콘텐츠 회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브이알리더
VRLEADER

김창희  KIM CHANG 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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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가상현실 게임(PC) 영문 VR GAME SOFTWARE(ONLY PC)

상품 키워드 국문 게임,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영문 GAME, VR, SOFTWARE

수출가격 (USD) 15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PC용 가상현실기기(OCULUS RIFT, HTC VIVE VR)를 이용하여 

싱글, 멀티플레이 게임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게임용 소프트웨어이며 가정용으로 보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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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20-87-16199 무역업고유번호 45394629

주소
국문 (08504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169-21 삼지전자 빌딩 3층
영문 (08504) 3F, #169-21, Gasan Digital 2ro, GeumCheon-Gu, Seoul, Korea

전화 +82-2-3474-0146 팩스 +82-2-3474-0147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표본가공기, 암 조기 진단기, 체외진단기기 및 시약
영문 LBC(Liquid Based Cytology) System

설립연도 2007 종업원수 12 홈페이지 www.celltrazone.com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곽초아   Mr.

직  함
국문 과장

영문 Kwak Choa  Ms. 영문 Sales Manager

부 서
국문 마케팅부 E-mail choa@celltrazone.com
영문 Marketing Department 휴대폰 번호 +82-10-8936-8011

회사소개

제품설명 - 체외진단기기(액상세포도말기 / 시약)
㈜셀트라존은, LBC SYSTEM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작고(Small), 간단(Simple) 
하면서 가장 빠르고(Speed) 정확한(Excellent) 정밀도를 자랑하는,  가장 SMART한 
액상세포검사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LBC(Liquid Based Cytology)system은 인체에서 채취한 세포(cell)로 자궁암, 유방암, 
방광암, 갑상선암, 신장암, 폐암, 구강암 등 대부분 암을 사전에 추적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암 진단은 "영상진단(X-ray, 초음파 MRI, CT, PET 등)" 을 통하여 암 
발생여부와 발생 후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진단비용이 
고비용이고, 암이 발병 후에야 알게 되어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에 완치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LBC 진단방법은 신체부위의 세포조직(탈락세포)이 암으로 진행되어 가는 
기간 동안 세포변이형태를 관찰 및 진단하는 방법으로 다른 영상진단 등의 기존 
검사에 비해 암 발생이 되기 이전에도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발견할 수 있고 암 발생에 대한 확진률이 95%로 영상검사 등 어느 검사방법보다 
정확도가 높으며, 본 제품은 체외진단(IVD) 분야이므로 다른 검사에 비해 검사가 
간편하고, 인체에 무해하며, 비용이 저렴하고, 유전자 검사 등 다른 검사와 
연계검진이 가능하고, 또한 암 외에 다른 질병도 발견이 가능하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진단 방법입니다.

주요 기업 연혁

2010.11. 의료기기 제조허가 및 제조업허가 승인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KFDA])
2011.01. Filter : ‘검체 용기’ 특허 등록 (특허청, 제10-1181396호)
2011.03. Solution : ‘세포 검사용 보존시약 조성물’ 특허 등록(특허청, 제10-1133997호)
2012.03. ‘ISO 13485:2012’ 인증 취득 
2012.03. EMC test를 통한 ‘CE’ 인증 취득, 이란 수출 개시
2013.04. Solution: ‘MSDS’ 취득 (Korea MSDS Testing Lab, 2013-03-04-100)
2013.11. ‘RoHS’ 인증 취득 (EU, KR/13/00031/VoC, 2016년 CE 인증 대비
2014.12. 대표자변경 (이은실 -> 전상균)
2014.12. Paulntimkorea 기술협력 MOU, 러시아 대리점 체결
2015.09. 베트남 대리점 체결, 2016년 5월 인도 대리점 체결

㈜셀트라존
CelltraZone  

Co., Ltd

전상균  JEON SANG 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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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표본가공기 영문 LBC(Liquid Based Cytology) System
상품 키워드 국문 체외진단기기 영문 LBC(Liquid Based Cytology) System

수출가격 (USD) 5,000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제품 용도 : -Prep Plus  및 암진단  Solution KIT 

▶ 특허 및 인증 : - 국내특허 5건 등록, 2건 출원 / 해외특허 1건 출원  - 인증
번호 인증명 기술명 인증연도(기간)

KR/13/00031/VoC RoHS HURO PATH system 2013.11
2013-03-04-100 MSDS HURO PATH solution 2013.04
No.12 0074 SJ/a ISO 13485 HURO PATH system 2012.03

CZ-130901 CE HURO PATH system 2013.08
FDA FDA HURO PATH system 2016.10

KTC-ADB-150404 GMP HURO PATH system 2015.09

▶ 특징
의료장비 - HURO PATH®  
Sample Slide Processor(Model: E-Prep Plus)
1.  작고 간단하면서 정확한 정밀도로 세포 Slide 생성, 검사자 
진단 용이

2.  빠른 속도로 Slide를 생성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다량의 
검사에 용이

3.  최대의 도말 속도 효율을 내기 위해 작은 공간에 다량의 
기계가 비치 가능토록 설계

4.  Membrane filter 방식을 통해 Slide 에 고른 원형의 도말상 형성

솔루션(소모품) - HURO PATH®  
Cell Preserve Solution Kit
1. 2~3년 가량 장기간 세포를 원형 그대로 보존 가능한 용액
2.  넉넉한 용량으로 인해 한번 세포 체취로 LBC뿐 아니라 STD, HPV 검사 등 활용가능
3.  부인과(Gyn) 뿐 아니라 Sputum, FNA, Body Fruid, Urine 솔루션도 보급함으로써 각 
분야의 암 검진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다양한 세포 보존 및 검사가 
가능.

4. 국내 유일한 solution 시약의 임상실험(약 6,000ea)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셀트라존은 일반 소비자보다는 의료진단과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종합병원, 중소병의원 및 보건기관 등을 주 판매처로 산업적 
특성상 정부 정책의 의존성이 높으며, 특히 해당 산업은 현재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시행하며 보급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바, 
중앙정부기관 산하 국립 지정 병원 및 보건의료 기관 등의 정부 산하 및 민간분야를 판매처 확보 하고 있다.
종합병원, 중소병의원 및 보건기관 등의 민간의료기관과  중앙정부기관 산하 국립 지정 병원 및 보건의료 기관 등의 
공공의료기관주관기관(셀트라존)에서 기 개발 판매중인 LBC시스템은 한국파마 자회사 “소야그린텍” 판매 대리점 계약으로 국내외 
건강검진센터 및 연구소 공급 되고 있으며, 정밀 제어 도말 및 염색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대폭 업그레이드 된 제품은 기술 및 
운영관리비용등 가격경쟁력 측면애서 높은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주관기관(셀트라존)에서 기 개발 판매중인 LBC시스템을 동남아, 러시아등에 해마다 수백만 달러 제품 수출을 통해 높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신 기술개발을 통해 주요 수출국에 수출확대 및 다른 국외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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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211-86-57688 무역업고유번호 45338885

주소
국문 (04799)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5길 52 삼환디지털벤처타워 604호

영문 (04799) #604, Samhwan Digital VentureTower, 52, Achasan-ro 15-gil, Seongdong-gu, Seoul, Korea

전화 +82-2-2024-0077 팩스 +82-2-2024-0070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자동차 교육훈련장비, 냉동/공조 교육 및 직업훈련 장비

영문 Automotive Training Equipment Refrigerations, Airconditioning Training Equipment

설립연도 1999 종업원수 51 홈페이지 www.yes01.co.kr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현민지  Mr.

직  함
국문 대리

영문 Hyun Minji   Ms. 영문 Assistant Manager

부 서
국문 경영지원부 E-mail mjhyun@yes01.co.kr

영문 Administrative Service Dept. 휴대폰 번호 +82-10-4245-7271

회사소개

1999.10.  법인전환, ㈜영일교육시스템으로 상호 변경 

2007.12.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08.02.  양주공장 설치

2012.05.  병역특례업체지정 산업기능요원 편입

2014.02.  Hi-Seoul 브랜드 기업 지정, ISO 9001 품질경영체제인증 선정

2015.01.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6.03.  양주 신사옥 오픈

㈜영일교육시스템은 자동차, 냉동공조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장비를 제조하여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고 있으며, 해외 분야별 최고 교육장비 제조사들의 한국 
총판 대리점입니다. 또한 국내 다수의 교육기관에 장비와 기술을 보급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영일 
교육시스템

YOUNG-IL EDUCATION 
SYSTEM CO. ,LTD.

박영종  PARK YOUNG 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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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조 교육장비 영문
 Prius Hybrid Engine with 

 6 Different Position Control Panel
 (YESA-1500) 

상품 키워드 국문 자동차 교육장비 영문 Automotive Training Equipment

수출가격 (USD) 1,650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하이브리드 엔진&모터, 자동변속기 시스템의 절개구조 작동형 교육장비.

- 구성 :  가솔린엔진 ASSY, 하이브리드 모터 ASSY, 인버터, 배터리, 파워 케이블 
 연료탱크, 체인지 레버, 배터리, 연료 모터, 흡/배기 시스템.

- 엔진종류: 1NZ-FXE

- 밸브종류: DOHC

- 배기량: 1496 cc

- 크기: 약 1,400 X 1,200 X 1,600 mm

- 무게: 약 450 kg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이해와 작동원리를 교육.

- 엔진 및 모든 부품은 내부 구조를 확인 가능하도록 절개.

- 절개면은 구분이 가능하도록 다른 색상으로 도색.

- AC 220V 모터 구동방식으로 실제 차량의 구동방식을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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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2

상품명 국문 가솔린 엔진 고장진단 훈련장비 영문
 Automotive Engine Fault 

 Diagnosis Simulator (YESA-3102)

상품 키워드 국문 자동차 교육장비 영문 Automotive Training Equipment

수출가격 (USD) 730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가솔린 엔진의 연료, 냉각, 흡/배기, 전장이 장착된 시뮬레이터형 교육장비로  
 각 종 이론교육과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  실 차량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함문제를 쉽게 확인 및  
 진단할 수 있어 정비시스템에서 효과적인 교육 가능.

- 전자제어 가솔린엔진 어셈블리

- ECM, TCM, AFS, CKP, 산소센서, 컨트롤 릴레이 등 전기, 전자 장치

- 크기: 약 1,500 X 1,400 X 1,300 mm

- 무게: 약 400kg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 자기 진단기에 의한 각종 항목

- 전자제어 가솔린엔진 튠업에 의한 각종 항목

- 자동 변속기의 작동 및 각종 측정, 점검

- A/T 레인지별 유압측정 및 점검

- 배기가스 측정 및 실린더 압축압력 측정, 점검

- 연료펌프 구동시험 및 오일압력 측정, 점검

- 타이밍 체인 및 팬벨트 장력측정 및 점검

- 충전회로 및 가동회로 등 각종 전장회로의 전류, 전압의 측정과 점검

- 센서 및 엑츄에이터 단자 점검을 위한 커넥터 체크단자

- 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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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3

상품명 국문 전기자동차 고장진단 훈련장비 영문
 Electric Vehicle Fault Diagnosis 

 Simulator (YESA-4000) 

상품 키워드 국문 자동차 교육장비 영문 Automotive Training Equipment

수출가격 (USD) 2,450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차량의 절개로 전기자동차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장비로 각종 이론 교육과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 전기자동차 작동 시 에너지 흐름 판넬 부착

- 최고속도: 40 km/h

- 모터: 3삼 싱글 모터 7 kw

- 구동 방식: 후륜 구동

- 크기: 약 1,500 X 1,400 X 1,300 mm

- 무게: 약 400kg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 자기 진단기에 의한 각종 항목

- 전기자동차 관련 일체 정비 및 실습

- 차량의 부하는 버튼에 따라 조절이 되며, 전기 브레이크를 장착하여 바퀴의 부하 제공 가능

- 밧데리 부분은 투명PC커버 장착하여 내부구조 확인 가능

-  차량 고유의 진간기를 이용한 자동전송속도 감지, 컬러 디스플레이,  
 차량의 결함 상태와 기본적인 진단 정보 제공 (TPS, 엑셀레이터 신호 센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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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4

상품명 국문 냉동 시스템 훈련장비 영문
Refrigerator System Trainer  

(YESR-5000) 

상품 키워드 국문 냉동/공조 교육훈련장비 영문
Refrigerations, Airconditioning 

Training Equipment

수출가격 (USD) 2,450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냉장고와 냉동의 구성요소와 작동원리를 효과적으로 학습 가능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 온도, 압력, 성에 제거 자동제어와 자동 압력제어장치의 기계적 결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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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504-81-74207 무역업고유번호

주소
국문 (38463)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0 경북그린카 부품진흥원 305호

영문 (38463) #305  GBITECH Gongdan 7-ro 120, 305  Jillyang-eup Gyeongsan-si  GyeongBuk-do,South Korea

전화 +82-53-813-0233 팩스 +82-53-813-0236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수직풍력 , 다중풍력발전 , 3d 프린트 ,

영문 VERTICAL WIND TURBINE, MULTI WIND TURBINE, 3D PRINTER

설립연도 2007 종업원수 3 홈페이지 http://www.westec.co.kr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김명신   Mr.

직  함
국문 과장

영문 Kim Myoungshin  Ms. 영문 Manger

부 서
국문 영업 E-mail durock@naver.com

영문 Sales 휴대폰 번호 +82-10-3805-0034

회사소개

(연혁)   2007년 해외업체와 수직형 풍력발전 공동개발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대학 및 기관의 풍동실과 협력과  
 자체 차량실험 등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 경남도청 , 대전 엑스포공원 등 100여개소 납품 하였으며  
 2009년 발명대전 금, 동상 수상 , 2013년 벤처업체 등록 ,  
 2014년 연구전담부서 등록 2014년 건설기술원 공동 무낙차 강하천 터빈개발  
 2016년 첨단벤처상 수상 2016 MRS (multi rotor system) 및 diffuser 개발착수

(비전)  풍력발전 및 유수력 발전 관련 형태, 크기 고객 요구에 대응 가능 
 풍황 및 강유속 측정 및 데이터 수렴부터 최종 단계까지 일괄 서비스 
 중형 풍력발전(50~300KW) 까지 확장 개발가능

㈜웨스텍
Westec Inc.

신용오  SHIN YO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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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수직풍력발전 영문 vertical wind turbine

상품 키워드 국문 수직풍력발전 영문 vertical wind turbine

수출가격 (USD) 500~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용도) 도심 및 가정용 소형 풍력발전기 

(특징) 정숙 운전 , 무소음

(장점) 낮은 풍속 정격출력  9~10m/s (일반적 12~13m/s 정격)

(규격) 100watt : 1m dia x 1m height , 3 blade

(모델) 100watt , 300watt , 1.5 KW 3종 

(3종 모델) ① 발전기 고정형  ② 축 고정형  ③ V형 (상기사진)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1.교육용 

2.옥외 계측 충전용

3.가로등 충전용

4.독립가옥 전원공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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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2

상품명 국문 DMRS 영문 DMRS

상품 키워드 국문 다중 풍력발전 영문 Multi Wind System 

수출가격 (USD) 100,000~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용도) 대규모 전력공급용 

(특징) 다수 소형풍력발전 결합 

(장점) ① 동급에 비교 가격 50% 이하 
 ② 하자보수 비용 저럼 
 ③출력효율 높음 
 ④운반설치 및 수리용이  
 ⑤안정된 출력제공

(규격) 50KW-300KW

(모델) 집풍형, 확산형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용도) 육상 , 해상 상업용 풍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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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3

상품명 국문 Click 2.5 영문 Click 2.5

상품 키워드 국문 3D Printer 영문 3D Printer

수출가격 (USD) 800~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용도) 모형제작 

(특징) 노즐 막힘없음  

(장점)  ① 노즐 모듈화 , 막힘 거의 없음 , 용이한 수리 구조 
 ② 진동 및 소음 최소화

(규격) 제작 크기 220(W) x 220(L) x 250(H) -보급형

(모델) 220(보급형, 교육용) , 300(Industry, Designer) , 500 (Special model-고속)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다양한 주문에 대응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이즈별 요구 속도 및 크기에 맞는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 
운송비 절감 방법으로 부품단위로 수출 가능하고,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조립 및 제작방법에 대한 현지 또는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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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24-86-8147 무역업고유번호 31017475

주소
국문 (431-76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7-16 번지프라이밍워터밸리 2층

영문 (431-763) Priming Water Valley B/D , 1027-16, Hogye-dong,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431-763, Korea

전화 +82-31-429-6765 팩스 +82-31-429-6768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LED조명][건축자재][센서][진동모터]

영문 [LED][FLEXISTONE][SENSOR][VIBRATION MOTOR]

설립연도 2009 종업원수 50 홈페이지 www.wecotech.co.kr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현재헌  Mr.

직  함
국문 부서장

영문 HYEON, jae heon   Ms. 영문 manager of department 

부 서
국문 경영기획팀 E-mail jhhyeon@wecotech.co.kr

영문 Planning & Evaluation 휴대폰 번호 +82-10-2528-0028

회사소개

저희 ㈜위너에코텍은 초정밀 금형의 개발부터 제조까지 전공정을 구축하여  
전자, 자동차부품, 산업용LED와, 센서를 이용하는 안전 장치까지 개발/제조하는 전문 기업으로써.  
좋은품질을 바탕으로 경쟁력있는 가격과 빠른 납기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최상의 서비스와 시장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고객가치를 창조하고 고객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위해 책임과 성실로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위너에코텍
WINNER ECO  
TECH., LTD

김대수  KIM DAE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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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LED 전구(벌브) 영문 LED BULB
상품 키워드 국문 전기/전자제품 영문 electricity / electron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제품사양별)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기존 백열전구 대체용 (E26베이스 백열전구 호환)
LED전용 컨버터 내장형
다양한 색온도와 높은 연색성으로 화사하고 자연스러운 실내분위기 연출가능
3만시간 사용 가능
3W,5W,7W
3000K/4000K/5700K/6500K 색상 가능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가정, 사무실, 회의실, 스탠드 조명, 식탁 조명, 화장실, 호텔, 학교, 병원 등 
다양한 활용 가능한 실내조명

>> 제품소개 02

상품명 국문 LED 튜브 영문 DLED TUBEMRS
상품 키워드 국문 전기/전자제품 영문 electricity / electron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제품사양별)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일반 형광등 600/1200/2400mm 대체용
기존 형광등 대비 40% 이상 소비전력 절감
정전류 구동방식 컨버터 내장 AC직결형
G13 구금사용
10W~24W
3000K/4000K/5700K/6500K 색상 가능
130 lm/W 고효율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가정, 사무실, 회의실, 스탠드 조명, 식탁 조명, 화장실, 호텔, 학교, 병원 등 
 다양한 활용 가능한 실내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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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3

상품명 국문 LED 공장등 영문 LED Highbay
상품 키워드 국문 전기/전자제품 영문 electricity / electron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제품사양별)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수은등 대체품
100W / AC 220V /60Hz
3000K/4000K/5700K/6500K 색상 가능
110 lm/W 고효율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대강당, 회의실, 공장, 물류센터, 체육관 등 천정이 높은 지역에 
강력하고 풍부한 광량을 제공하는 조명

>> 제품소개 04

상품명 국문 LED 가로등 영문 LED Street Light
상품 키워드 국문 전기/전자제품 영문 electricity / electron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제품사양별)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메탈할라이드 램프, 나트륨등, 수은등 대체용
빛의 등분포로 눈부심 현상 감소
20W ~ 150W
3000K/4000K/5700K/6500K 색상 가능
100 lm/W 고효율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각 도로변에 설치함으로 야간경관 개선 및 밤길 안전, 교통사고의 예방을 
하고 에너지 소비가 적고 수명이 길어서 절약 및 절감효과가 높은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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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5

상품명 국문 LED 면조명 영문 LED Flatboard
상품 키워드 국문 전기/전자제품 영문 electricity / electron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제품사양별)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기존 FL 32Wx2등 / FPL 36Wx3등식 등기구 대체가능
슬림형 구조로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가능
면발광 조명으로 눈부심 최소화
27W ~ 50W
3000K/4000K/5700K/6500K 색상 가능
110 lm/W 고효율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가정용, 사무실, 회의실, 호텔, 학교, 복도, 병원 등 실내조명

>> 제품소개 06

상품명 국문 LED 비상용조명 영문 LED EMERGENCY TYPE
상품 키워드 국문 전기/전자제품 영문 electricity / electron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제품사양별)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지진,태풍,홍수,정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시 비상에너지로 제품 사용 가능
벌브, 다운라이트, 튜브, 면조명, 보안등의 다양한 제품
3000K/4000K/5700K/6500K 색상 가능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가정용, 사무실, 회의실, 호텔, 학교, 복도, 병원 등 실내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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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7

상품명 국문 플렉시스톤 영문 Flexistone
상품 키워드 국문 건축자재 영문 Building timber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제품사양별)
원산지

(국가명) INDI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천연석에 레진이나 직물을 붙여서 1.5mm 두께로 얇게 떼어낸 건축자재
플렉시블하고 가볍고 친환경적이며 작업이 편리함.
25개 패턴에 레진타입, 패브릭타입, 투명타입의 3종류로 나뉨
원판 610x1220 사이즈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실내벽, 가구 및 건축물 외벽 모두 사용 가능

>> 제품소개 08

상품명 국문 플라이 에쉬 보드(고강도 판넬) 영문 Fly ahs board
상품 키워드 국문 건축자재 영문 Building timber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제품사양별)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플라이에쉬를 이용하여 만든 친환경 난연제품
자원순환 사용의 촉진으로 환경보존 및 경제발전, 국민건강에 큰 도움 가능함
원판 610x1220 mm 사이즈
두께 6mm,8mm,10mm,12mm 종류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실내 및 실외 건축물 모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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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9

상품명 국문 혈중산소포화도센서 영문 SpO2 Sensor[Saturation of Partial pressure Oxyzen]

상품 키워드 국문
혈중산소포화도, 혈중산소포화도센서

산소포화도, SpO2센서
영문

SpO2, Saturation of Partial pressure Oxyzen, Oxygen 
Saturation, Oxygen Saturation Sensor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제품사양별)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규격> 
No Type(LED) Wavelength[nm]
1 2Terminals LED 660, 905
2 2Terminals LED 660, 890
3 2Terminals LED 660, 940
4 3Terminals LED 660, 890, 940
5 4Terminals LED 660, 890, 940

No Type(PD) Chip size[mm]
1 Photodiode 3.0 x 3.0
2 Photodiode 2.5 x 2.5

<소개> 
혈중 산소포화도는 총 헤모글로빈의 농도에 대해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헤모글로빈 농도의 비율로서 정의되어지는데 
저산소증 신생아모니터링 응급 의학 등 임상분야에서 중요한 파라미터(Parameter)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비관혈적 
측정 방법으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기 위한 투과형 광센서는 서로 다른 두개의 파장을 갖는 광원부와 광량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진다. 

<센서 타입> 
1) 투과형, 2) 반사형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측정목적> 
1) 혈중산소포화도 측정, 2) 맥박 측정 

<용도> 
1) 병원, 2) 스마트폰, 3)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기계, 4) 산악 장비, 5) 헬스 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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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10

상품명 국문 초소형 빔 센서 영문 1.5M Infrared shooting sensor

상품 키워드 국문
적외선센서, 감지센서, 물체감지 센서,  

적외선 감지센서
영문

1.5M Infrared shooting sensor,
 Compact Infrared Beam Sensor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제품사양별)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규격> 
 Operating voltage : 12 ~ 24[V]
 Detection distance : 1.5[M](Max. distance) 
 Current : 20mA ~ 80mA(NPN Output)
 IR LED wavelength : 940 nm
 Weight : 6g
 Protective structure : IP40

<소개> 
 본 적외선 빔 센서는 물체를 감지하는 데 주로 사용 되며 크기가 작아 응용하기 용이 하다. 또한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
여 포토 스위치, Isolator 등에 쓰인다. 

<센서 타입> 
투과형 구조(발광, 수광 1SET)

<장점> 
1) 가격 대비 고 성능   2) 초소형 구조   3) 장비에 응용하기 쉬움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측정목적> 
1) 사람 및 물체감지,   2) 포토스위치 

<용도> 
1) 공장 내의 물체 감지,   2) 지하철 Gate,   3) 출입문,   4) 물체 감지 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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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11

상품명 국문 스크린도어센서 영문 ScreenDoor Sensor

상품 키워드 국문 스크린도어센서, 출입센서, 에리어(어리어) 센서 영문 ScreenDoor Sensor, PDS, Area sensor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제품사양별)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규격> 
Operating voltage : 12 ~ 24[V]
 Detection distance : 1~7[M]
 광축 Pitch : 80[mm]
 검출폭 : 1,040[mm]
 빔패턴 : 3Point 크로스빔 방식
 사용주위 조도 : 조도 100,000[lux] 이하(할로겐 램프)
 Protective structure : IP65

<소개> 
스크린도어시스템은 승강장 연단에 설치되는 고정 도어와 가동도어, 비상도어, 선로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승강장과 
선로 부를 차단함으로써 승객의 안전과 승강장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이며 전동차가 지정된 위치에 멈
추면 차량의 출입문과 동시에 열리는 시스템이다. 이에 스크린도어센서는 지하철 출입문의 사람 출입 감지하여 상위 
시스템에 알리는 장치이다. 

<센서 타입> 
투과형 구조(발광, 수광 1SET)

<장점> 
1) 가격 대비 고 성능,   2) 크로스 빔 구조 방식으로 검출 성능이 좋음,    
3) 외란 광에 의한 방지기술,    4) 상태표시등 및 간편한 인터페이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측정목적> 
1) 지하철 사람 및 물체감지,   2) Area sensor로서 사람 및 물체 감지

<용도> 
1) 지하철 출입문,   2) 각 종 출입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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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12

상품명 국문 지폐계수기센서 (포토인터럽터) 영문 Bill counter (Photo Interrupter)

상품 키워드 국문 지폐계수기, 위폐계수기 영문
Bill counter, Photo Interrupter

Photo transistor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제품사양별)
원산지

(국가명) CHIN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규격> 
Absolute
Power dissipation [PD] : 75[mW]
Forward current [IF] : 50[mA]
Pulse forward current [IFP] : 1.0[A]
Electro-optical
Collector power dissipation [PC] : 50[mW]
Collector current [IC] : 20[mA]
Collector – Emitter voltage [VCEO] : 30[V]
Emitter - Collector voltage [VECO] : 3[V]
짧은 검출거리 : 1.0~20.0 [mm]

<소개> 
지폐계수기 센서는 Photo Interrupter를 사용한 다수계의 적외광 소자를 이용하여 지폐 두께의 균일성, 색상 등을 스캔하
게 됩니다. 이 때 지정한 두께와 색상의 균일성을 벗어난 지폐는 위폐로 감별하여 상위 시스템에 정보를 나타나게 하는 
센서입니다.

<센서 타입> 
IR LED, Photo Transistor로 구성

<장점> 
1) 가격 대비 고 성능,   2) Compact Type으로 응용이 편함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측정목적> 
1) 짧은 거리 광특성 검출기로 쓰임,    2) 표시 Mark 검출,    3) 회전물체 검출(모터 응용 제품)

<용도> 
1) 지폐계수기 위폐감지센서,   2) 엔코더(모터),   3) 산업장비 및 제어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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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13

상품명 국문 휴대폰용 진동모터 영문 Vibrator

상품 키워드 국문 휴대폰용 모터, 진동모터 영문 Motor, Vibrator

수출가격 (USD) 0.3
원산지

(국가명) CHIN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휴대폰 및 기타 제품의 착신 알림 기능으로 사용되는 소형 저전력 진동 모터

- 당사의 제품은 고진동 및 장수명을 특징으로 메이저사에 이미 납품중.

- Φ8 x 2.0t : 초소형. 스마트밴드용

- Φ8 x 2.7t, 3.0t : 중국 로컬업체 공급. 

- Φ9 x 3.4t : “S”사 전용 모텔 

- Φ10 x 2.0t : 중국 로컬업체 공급. 슬림형, 고진동으로 가장 수요가 많음.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휴대폰이나 소형 전자 제품에서 사용자에게 대기상태에서 신호의 착신 또는 정보의 변경을 알려주는 기능중에 하나로 
진동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소형 완구 및 진동벨 등에도 진동모터를 적용하여 알림 기능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스카라, 파운데이션 등 화
장용품에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진동을 이용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가족회사 수출상품 정보 및 기업소개서Ⅰ   053

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24-86-27935 무역업고유번호 31017686

주소
국문 (1652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48번길 97, 601호(삼성테크노파크)

영문 (16521) 601(samsungtechnopark) 97, Jungbudero448ben-gil,Yeoungtong-gu,Suwon city

전화 +82-31-212-1788 팩스 +82-505-877-1788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개인용 피부관리 미용기기

영문 SELF SKIN CARE BEAUTY DEVICE

설립연도 2005 종업원수 13 홈페이지 www.unitec.ne.kr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백승용  Mr.

직  함
국문 대표이사

영문 Baik, Seung Yong   Ms. 영문 CEO

부 서
국문 E-mail unitec1@empas.com

영문 휴대폰 번호 +82-10-9156-8215

회사소개

2002년 유엔아이텍 창업(제품개발 엔지니어링 사업/노트북 개발)

2005년 주식회사유엔아이텍 법인전환(업종 : 제조, 서비스,엔지니어링)

2006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컨설팅사 선정

2009년 기술연구소 설립, 벤처인증,이노비즈인증,메인비즈인증 취득

2+82-10년 개인용 피부관리 미용기기 “헤르미페”생산 (LG오휘 OEM)

201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트너기업 선정, 미용기기“스킨매니저 출시”

2012년 한국발명 기술원 특허 개발 위탁기관 지정

2013년 셀프케어 미용기기 “스킨매니저 플러스” 출시, 일본, 미국 수출

2014년 기술혁신상 수상(경기지방중소기업청)

2015년 미용기기 기술특허 ,CE ,KC 인증 취득

2016년 멀티 스킨큐어 “에스떼“ 출시, (이지함화장품 계약) 중국,일본,미국 수출

주식회사 
유엔아이텍

UNITEC CO.,LTD

백승용  BAIK SEUN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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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멀티 스킨큐어 “에스떼“ 영문 Mult Skin Cure “AESTHET”

상품 키워드 국문 개인용 피부 관리 미용기기 영문 Self Skin Care Beauty Device

수출가격 (USD) USD35$/1000대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피부 관리 미용기기로 클랜징, 영양성분 진피층 흡수,미백,살균,피부재생

장점: 효과 있는 기술을 집약하고 사용을 단순화 시켜 소비자가 손쉽게 사용

특징 :  갈바닉(양이온/음이온),led 관선테라피(레드,블루,그린) 진동효과(1만rpm) 
 AA 건전지2개 사용으로 하루 10분 사용할떼 100일간 사용하는 경제성

Spec :  3V Battery, 갈바닉이온(양/음이온) 레드(630nm),그린(530nm).블루(460nm) 
 진동(1만RPM/160Hz) 슬라이드 스위치 ,터치 방식 동작

Model : UBD-100 / White ,Black / 

포장구성 : 본체, 거치대, 건전지,설명서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1. 딥 클랜징: 피부속 노폐물까지 배출, 독소제거 탁월(갈바닉 양이온)

2. 영양성분 침투 : 진피층까지 피부 유효성분 투입(갈바닉 음이온)

3. 피부 재생 : 레그 광선으로 콜라겐,엘라스틴 생성 촉진

4. 피부 미백 : 그린광선으로 멜라닉 색소 감소 및 분해

5. 피부 살균 : 블루 관선으로 살균을 하므로 여드름, 지루성 탈모 개선효과

6. 미세진동 : 1만 RPM 진동으로 혈류 개선을 통한 탄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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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2

상품명 국문 퓨라보 퍼미스 마스크팩 영문 PURAVO PUMICE MASK PAK

상품 키워드 국문 마스크 팩 영문 MASK PAK

수출가격 (USD) 2.49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1. 세계 최초 PUMICE(화산석) 원료 마스크시트 코팅기술(특허출원)

2. PUMICE(화산석)의 모낭충 억제 및 제거 기능

3. 국내 최고의 에스테틱인 에띠끄의 피부관리, 임상경험 노하우 접목

4. 주름개선, 피부미백의 이중 기능성 제품(KFDA 인증)

5. LOHAS인증, 국내산 순면 100% 시트 사용

6. PUMICE 코팅 마스크시트에서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방출

7. 기존 머드형 마스크팩 효과 극대화와 편리성, 영양분은 쏙

8. PUMICE의 향균, 탈취 기능은 트러블, 여드름성 피부에 효과

9. 자연 친화적 제품, 호모믹싱법 에센스는 빠른 침투와 피부보습 탁월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퍼미스 마스크팩은 수분보충과 주름개선의 이중기능성이 기본적인 제품으로 기존 머드팩 제품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원
료를 시트지에 코팅하여 불편함을 해소 하였으며, 씻어내지 않아 에센스 영양을 그대로 흡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시트지에 원적외선 음이온이 방출되어 피부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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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3

상품명 국문 미르토리 몰약마스크팩 영문 Myrrhtory Myrrh mask sheet

상품 키워드 국문 몰약마스크팩 영문 myrrh mask sheet

수출가격 (USD) 37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얼굴용 마스크팩 25g 10매 1박스

천연아로마오일 몰약오일을 주원료로 제조된 마스크팩

1~2회의 사용으로 여드름과 트러블 개선

여드름과 트러블 개선/ 미백/ 탄력/ 주름개선/ 잡티제거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얼굴 마스크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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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42-81-42638 무역업고유번호

주소
국문 (1701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16-4 에이스동백타워 1동 1107호

영문 (17015) #1107, AceDongback Tower 1-dong, 16-4 Dongbaeckjungang-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17015, Korea

전화 +82-31-273-0029 팩스 +82-31-696-5259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LED 응용제품, CCT 콘트롤러 

영문 LED APPLICATIONS(CCT CONTROLLER, PORTABLE LED LANTERN)

설립연도 2011 종업원수 5 홈페이지 www.innosys-tech.com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두혜영   Mr.

직  함
국문 과장

영문 Hyeyoung Doo  Ms. 영문 Manager

부 서
국문 마케팅 E-mail hyeyoung@innosys-tech.com

영문 Marketing 휴대폰 번호 +82-10-6382-9305

회사소개

2011.01 InnoSys 회사 설립

2011.03 CMOS 1.3M 150fps 고속카메라 개발, 중진공 과제(청년창업사관학교)

2011.09 스마트 폰 배터리를 이용한 휴대용 랜턴 개발 완료 

2011.12 ㈜이노시스 법인 전환

2011.12 ㈜H社와 1.3M 산업용  카메라 비전 체크기 개발

2012.02 벤처기업인증

2012.04 고효율 조명등의 전력절감 방법 및 그 시스템” 특허 등록

2012.05 연구전담부서설립

2012.05 ㈜E社와 LED 터널 유도등 개발

2012.06 FPCB LED MODULE 개발 완료(4.4mm x 280mm 

2012.06 ㈜F社와 3D Printer Controller 개발

2013.04 LED 터널 유도등 양산

2013.04 CatchlightTM 휴대용 LED 랜턴 양산

2013.11 CCT Controller 개발 및 양산

2014.09 자본금 6천만원 증자

2014.11 CCT Controller Line-up(CCT-202B, DIM-201B, MODULE-201B출시)

2015.05 Mirror Touch CCT Controller 개발 및 양산(MTC-SA, MTC-PA 출시)

㈜이노시스
 Innosys co.,LTD

김성읍  SUN GUP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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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Usage
•  Interlocking with smart-phone possible
    Mesh network function composed

•  Easy grouping

•  Real time change in LED color temperature
    according to thr set table

•  Linear change in color temperature 
    from 1300K to 6500K

•  Light controlling level from 0% to 100%

•  Interlocking with LED panel and LED bar

•  Input voltage DC12V/24V, 60W

•  Shop interior

•  Showcase lighting

•  Mirror lighting

•  All places for emotional lighting
    e.g) kindergarten, hospital, etc.

※ Please check the input voltage of the LED load in DC 24VSpecification

Contents
Model  CCT-702A CCT-702B CCT-202A CCT-202B

Display

Input Voltage

Load Current

Memory

Operating Temperature

Storage Temperature

Bluetooth 4.0

Dimension[mm]

Certification

Kelvin(K), Industry(%), Time

DC 12V/24V

5A / 2.5A

3

-10 ~ +45ºC

-40 ~ +70ºC

Not supported

71.7 x 42.6 x 14.371.7 x 42.6 x 14.3

CE, FCC

Kelvin(K), Industry(%), Time

DC 12V/24V

5A / 2.5A

3

-10 ~ +45ºC

-40 ~ +70ºC

Supported

CE, FCC

2 color LED 2 color LED

DC 12V/24V

5A / 2.5A

X X

-10 ~ +45ºC

-40 ~ +70ºC

Not supported

87 x 25 x 15

CE, FCC

DC 12V/24V

5A / 2.5A

-10 ~ +45ºC

-40 ~ +70ºC

Supported

87 x 25 x 15

CE, FCC

CCT Controller
CCT-702A/B CCT-202A/B DIM-201B

CCT-202A/BDIM201BCCT-702A/B

www.innosys-tech.com
1107, AceDongbaek Tower 1dong, 16-4 Dongbaekjungang-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446-916 Korea  Tel. +82-31-273-0029 Fax. +82-31-696-5259

Dimension [Unit : mm]

Ø  6.0

180

200

14.35

46.62

71.7242

Ø  6.5

Bluetooth
4.0

Mesh
Network

Setting
Timetable

CC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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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551-88-00506 무역업고유번호 30881549

주소

국문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광교테크노밸리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창업벤처보육동 302호

영문
(16229) 302ho,Changup Venture Dong, Gyeonggi Small& Medium Business Center, Gwanggyo Techno Valley,  

107 Gwanggyoro Yeongtong-gu, Suwon, Gyeonggi-do Korea
전화 +82-70-8656-0660 팩스 +82-70-8611-0907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LCD/OLED/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GLASS TOUCH 무정전 PAD 및 O-RING ( 정전기 방지, 전자파 방지, PARTICLE 발생 방지.)& CNT Ceramic
자사의 제품은 LCD/OLED 공정에서 정전기에 의한 ARCKING 불량을 제거하며 반도체 공정에서 전도성 O-RING의 PARTICLE 문제를 대체 
할수 있음. 정전기 방지 및 전자파 차단을 위한 탄소나노튜브 융합 코팅이 가능 함.

영문

LCD/OLED SHOULD BE CONTACTED MANY KIND OF PAD, DUE TO CHARACTER OF PRODUCTION AND TRANSPORTATION. IN THIS PROCESS, 
PAD IS CHARGING. WHEN PAD AND GLASS CONTACT OR SEPARATE, MICRO ARCKING OCCURRED BY STATIC ELECTRICITY. CONSEQUENTLY 
THAT DIVICE WILL HAVE CELL DEFECT. (PREVENTION OF STATIC ELECTRICITY, ELECTROMAGNETIC WAVE AND PARTICLE)& CNT CERAMIC
CARBON NANOTUBE FUSION COATING IS AVAILABLE FOR ANTI-STATIC AND ELECTROMAGNETIC SHIELDING

설립연도 2016 종업원수 4 홈페이지 www.kb-element.co.kr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김미선   Mr.

직  함
국문 주임

영문 Kim Miseon  Ms. 영문 Manager

부 서
국문 영업부 E-mail dora8903@kb-element.co.kr
영문 Business department 휴대폰 번호 +82-10-2299-9165

회사소개

㈜케이비엘러먼트는 LCD/OLED공정의 반송공정에 들어가는 Glass touch 부품을 제조 하는 기업입니다.  

LCD/OLED 공정에서는 유리 기판이 수많은 종류의 패드들과 접촉하면서 정전기에 의한 불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제품은 탄소나노튜브(C.N.T)를 융합하여 
탄소나노튜브(C.N.T)의 자기방전효과와 우수한 전도성으로 이러한 정전기성 불량을 방지합니다. 
더불어 지금 현재 cnt의 전자파 차단 효과를 이용한 은나노와이어와 탄소나노튜브를 융합한 전자파 차폐 sheet도 개발 중입니다. 

㈜케이비엘러먼트
kB-ELEMENT Co.,Ltd

배경정  BAE KYUNG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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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CNT 융합 O-RING 영문 CNT Fusion O-RING
상품 키워드 국문 LCD/OLED 영문 LCD/OLED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
원산지

(국가명) -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Lcd/ OLED 공정에서 반송공정에 필요한 Glass Touch 부품입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과는 다르게 cnt를 융합하여 정전기성 불량과 무라(얼룩) 현상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고객사의 요구에 맞게 규격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형제작필요)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LCD/OLED 공정에서 반송과정에 필요한 GLASS TOUCH 부품을 CNT와 
융합하여 정전기성 공정 불량을 제거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CNT 융합 GLASS TOUCH 부품은 LCD/OLED 전 공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품명 : CNT O -RING 

>> 제품소개 02

상품명 국문 ROBOT PAD 영문 ROBOT PAD
상품 키워드 국문 LCD/OLED 영문 LCD/OLED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
원산지

(국가명) -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Lcd/ OLED 공정에서 반송공정에 필요한 Glass Touch 부품입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과는 다르게 cnt를 융합하여 정전기성 불량과 무라(얼룩) 현상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LCD/OLED 공정에서 반송과정에 필요한 GLASS TOUCH 부품을 CNT와 융합하여 정전기성 공정 불량을 제거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CNT 융합 GLASS TOUCH 부품은 LCD/OLED 전 공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품명 : CVD 공정의 일본 AKT 장비의 ROBOT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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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3

상품명 국문 ROBOT PAD 영문 ROBOT PAD
상품 키워드 국문 LCD/OLED 영문 LCD/OLED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
원산지

(국가명) -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Lcd/ OLED 공정에서 반송공정에 필요한 Glass Touch 부품입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과는 다르게 cnt를 융합하여 정전기성 불량과 무라(얼룩) 현상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LCD/OLED 공정에서 반송과정에 필요한 GLASS TOUCH 부품을 CNT와 
융합하여 정전기성 공정 불량을 제거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CNT 융합 GLASS TOUCH 부품은 LCD/OLED 전 공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품명 : DRY ETCH 공정의 일본 YAC 장비 ROBOT PAD

>> 제품소개 04

상품명 국문 LIFT - PIN 영문 LIFT - PIN
상품 키워드 국문 LCD/OLED 영문 LCD/OLED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
원산지

(국가명) -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Lcd/ OLED 공정에서 반송공정에 필요한 Glass Touch 부품입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과는 다르게 cnt를 융합하여 정전기성 불량과 무라(얼룩) 현상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LCD/OLED 공정에서 반송과정에 필요한 GLASS TOUCH 부품을 CNT와 
융합하여 정전기성 공정 불량을 제거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CNT 융합 GLASS TOUCH 부품은 LCD/OLED 전 공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품명 : DRY ETCH 공정의 일본 TEL 설비의 LIFT-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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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5

상품명 국문 ROBOT PAD 영문 ROBOT PAD
상품 키워드 국문 - 영문 -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
원산지

(국가명) -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Lcd/ OLED 공정에서 반송공정에 필요한 Glass Touch 부품입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과는 다르게 cnt를 융합하여 정전기성 불량과 무라(얼룩) 현상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LCD/OLED 공정에서 반송과정에 필요한 GLASS TOUCH 부품을 CNT와 융합하여 정전기성 공정 불량을 제거하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CNT 융합 GLASS TOUCH 부품은 LCD/OLED 전 공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품명 : SPUTTER 공정의 일본 ULVAC 설비의 ROBOT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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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35-81-96188 무역업고유번호 31011712

주소
국문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원 자동차연구동

영문 (16229)  Advanced Institute of Convergence Technology 145, Gwanggyo-ro, Youngtong-gu, Suwon-si, Gyeonggi-do, Korea

전화 +82-31-888-9870 팩스 +82-31-888-9436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엔진 및 변속기 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엔진성능, 연비, 배기법규, 엔진개발, 변속기 개발)

영문
ENGINEERING SERVICE FOR EGINE AND TRANSMISSION DEVELOPMENT 

(ENGINE PERFORMANCE, FUEL ECONOMY, EMISSION REGULATION, ENGINE DEVELOPMENT, TRANSMISSION DEVELOPMENT)

설립연도 2008 종업원수 97 홈페이지 www.tenergy.co.kr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김남경   Mr.

직  함
국문 상무이사

영문 Nam-kyoung Kim  Ms. 영문 Senior Director

부 서
국문 전략 및 마케팅 E-mail nkkim@tenergy.co.kr

영문 Strategy and Marketing 휴대폰 번호 +82-10-2048-9558

회사소개

㈜ 테너지는 자동차 산업 분야와 관련된 엔진 및 변속기 개발전문 엔지니어링 
용역 회사로써, 2008년 3월 국내에 첫 선을 보였으며, 국내 및 아시아권내에서
는 유일하게 자동차 및 산업용 엔진과 변속기를 설계하고 개발해주는 종합 기
술개발 컨설팅 업무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세계 1등 엔진 및 변속기 개발 업
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항시 고급 인력을 충원하여 전 세계의 설계회사와 기
술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런 최고의 기술력으로 세계인
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

08년 03월  주식회사 테너지 설립
08년 10월  벤쳐기업 선정
09년 02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11년 02월  그린비즈 인정
11년 04월  이노비즈 인정
11년 08월  ISO 9001 / 14001 인증
11년 09월  경기 중소유망기업 선정
12년 11월  우수 벤쳐기업 선정 (국무총리상 표창)
12년 11월  기술인재사업 우수참여기업 수상
12년 12월  우수 일자리 기업 선정
13년 12월  오백만불 수출의 탑 선정
14년 04월  (주)테너지 제2동탄연구소 설립

㈜테너지
 TENERGY Co., Ltd

최재권  JAE-KWO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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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엔진 및 변속기 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영문
CCT ControllerEngineering service for egine and 

transmission development

상품 키워드 국문 엔진성능, 연비, 배기법규, 엔진개발, 변속기 개발 영문
Engine performance, Fuel economy, Emission 
regulation, Engine development, Transmission 

development

수출가격 (USD) 3,635,000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사용분야  
- 승용 및 화물 자동차용, 선박용, 농기계용, 군사용 엔진 및 변속기 개발 

기능   
- 엔진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엔진 개발  
- 배기법규를 만족시키기 위한 엔진개발 및 차량 EMS 캘리브레이션 
- 차량연비 향상을 위한 엔진성능 개선 및 차량의 시스템 최적화 
- 엔진 및 변속기 분야 신기술 개발 및 적용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사용분야 
환경보호를 위하여 최근 전세계적으로 차량의 연비와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규제강화에 대해서 자동차 선진국들은 각국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엔진 및 자동차 개발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산업 개발도상국들 예를 들면 러시아 및 CIS국가들,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 인도 및 동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엔진 및 자동차 관련 기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에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엔진 및 자동
차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엔진 및 자동차기술을 도입 또는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자동차 회사 또는 관련 엔지니어링 회사 등을 활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투자비는 상당한 고가이기 때문
에 외국의 자동차 회사 또는 용역 회사를 통해서 엔진 및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결코 용
이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사는 그 동안 한국의 자동차회사에서 쌓아 온 엔진 및 자동차 기술과 엔지니어링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 등을 통해서 획득한 여러 가지 기술과 경험, know-how와 특히 엔지니어링 서비스 가격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엔진 및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 차별화된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세계 시장에서 타 경쟁업체들
과 충분하게 경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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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21-86-30329 무역업고유번호

주소
국문 (22212)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인하드림센터 1관 214호

영문 (22212) #214, Inha Univ Inhadream center 1st Bldg., 100, Inha-ro, nam-gu, Incheon, Korea  

전화 +82-70-4849-4185 팩스 +82-505-333-4185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RFID, IoT, Tag, 리더, 물품관리, 기록물관리, 저장매체관리, 스마트지게차

영문 RFID, IOT, TAG, READER, PRODUCTS, RECORDS MANAGEMENT SYSTEM

설립연도 2013 종업원수 9 홈페이지 www.4stec.com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유문화   Mr.

직  함
국문 주임

영문 Yu moon hwa  Ms. 영문 Assistant Manager

부 서
국문 IoT연구소 E-mail umoonh@4stec.com

영문 IoT research laboratory 휴대폰 번호 +82-10-8909-5709

회사소개

•포에스텍은 전문 인력들이 모여 RFID 자동인식기술 기반 솔루션 개발 및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전문 IT 서비스 회사입니다. 

•연혁

 -2014 국민연금관리공단 RFID 물품관리 시스템(RFID SW개발) 

 -2015 삼성SDS RFID저장매체관리시스템 미들웨어 납품

 -2015 GS인증 SmartRFID(통합형 RFID 미들웨어 개발)

•수상실적 

 -소프트웨어 기업경쟁력대상 IT 솔루션 분야: 우수상

 -인천 스타트업 공모전 스마트 물류 부문: 우수상

 -벤처기업협회 BEST 스타트업 대표 선정: 표창장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산업발전: 표창장

주식회사 
포에스텍
 4STEC Inc.

이승원  LEE SEUNG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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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스마트 알에프아이디 영문 SMART RFID

상품 키워드 국문 알에프아이디 미들웨어 영문 RFID Middleware

수출가격 (USD) 가격협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Smart RFID 
u-Star와 u-Ware미들웨어의 통합형으로 두 제품의 기능을 통합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사용자에게 맞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RFID 미들웨어와 RFID 모바일 미들웨어의 통합형 (커스터마이징 가능) 
- ALE 1.0 표준 스펙 지원으로 RFID태그 정보를 표준화하여 Application에 전달 가능 
- 표준국가기록관리 시스템(RMS)의 표준 API 준용 지원 연계 가능 
- Telnet 형태의 경광등 장비의 컨트롤 모듈 포함 
- 보안강화를 위한 접근권한 모듈 개발로 접속 허용 IP에 대하여 통제 가능 
- 통합형 RFID 미들웨어는 JAVA화로 개발환경 편리 
- RFID 미들웨어의 통합형으로 시스템 구축 시 초기 비용 절감 
- 데이터 처리를 위한 필터모듈 개발로 태그정보에 대한 안정적 필터링 가능 
- 다양한 RFID 장비들의 연계모듈을 개발 시 필요한 모듈만 선택해서 활용가능 
- 다양한 DBMS(Oracle, MS-SQL, MYSQL, Tibero) Repository 지원 
- 기존의 RFID 미들웨어보다 구매 및 설치 원가, 유지/보수비용이 저렴함 
-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방안 중 일부분이기에 국가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미들웨어를 통한 다양한 관리 시스템 제공

- 기록물관리 시스템: 비 전자 기록물의 유실방지, 보안, 정수점검, 반/출입 관리 
- 저장매체관리 시스템: 보안, 소산, 폐기, 반/출입, 전수검사 등 데이터 관리 
- 물품관리 시스템: 물품의 수명기간 동안 실시간 추적 관리 시스템(이동, 관리) 
- 비문관리시스템: 중요 비밀문서의 이동, 관리 데이터화, 전수검사 가능 
- 지게차관리 시스템: 물류창고 지게차에 대하여 셔터관리, 업무연동,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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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2

상품명 국문 스마트 아이오티 영문 SMART IoT

상품 키워드 국문 알에프아이디 미들웨어 영문 RFID Middleware

수출가격 (USD) 가격협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Smart IoT 
IoT기반의 HW(RFID, BLE, Beacon, 각종 센싱) 장비에 대하여 제어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융합 형 IoT 미들웨어입니다. 사물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각종 센싱 장비(바코드, RFID, NFC, BLE, 비콘, GPS, 온도센서, 습도센서, 모션 센서, 웨어 러블 장비, 스
마트 디바이스) 등을 이용할 때 융합 형 IoT SW를 통해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최적화 시키고 IoT 기술을 통해 업무 자동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융합 형 IoT SW는 JAVA화하여 센싱 장비SW와 RFID미들웨어 업무를 일원화 시스템으로 운영 가능
- IoT 센싱 장비와 RFID 고정형 및 휴대용 리더를 동시에 수용
- 보안강화를 위한 접근권한 모듈 개발로 접속 허용 IP에 대하여 통제 가능
- 대량 이벤트 관리 모듈 개발로 다수의 클라이언트 사용으로 발생된 이벤트를 동시 관리 가능
- 다양한 IoT 센싱 장비를 연계모듈의 개발로 필요한 모듈만 선택해서 활용 가능
- 다양한 DBMS(Oracle, MS-SQL, MY-SQL, Tibero) Reposity 지원
- 융합형 IoT SW를 통한 IoT 관리 시스템 초기 구축비용을 감소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미들웨어를 통한 다양한 관리 시스템 제공

- 기록물관리 시스템: 비 전자 기록물의 유실방지, 보안, 정수점검, 반/출입 관리
- 저장매체관리 시스템: 보안, 소산, 폐기, 반/출입, 전수검사 등 데이터 관리
- 물품관리 시스템: 물품의 수명기간 동안 실시간 추적 관리 시스템(이동, 관리)
- 비문관리시스템: 중요 비밀문서의 이동, 관리 데이터화, 전수검사 가능
- 지게차관리 시스템: 물류창고 지게차에 대하여 셔터관리, 업무연동,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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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3

상품명 국문 알에프아이디/아이오티 관리 시스템 영문 RFID/IoT Management System

상품 키워드 국문 알에프아이디/아이오티 관리 시스템 영문 RFID/IoT Management System

수출가격 (USD) 가격협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미들웨어를 통한 다양한 관리 시스템 제공

- 기록물관리 시스템: 비 전자 기록물의 유실방지, 보안, 정수점검, 반/출입 관리
- 저장매체관리 시스템: 보안, 소산, 폐기, 반/출입, 전수검사 등 데이터 관리
- 물품관리 시스템: 물품의 수명기간 동안 실시간 추적 관리 시스템(이동, 관리)
- 비문관리시스템: 중요 비밀문서의 이동, 관리 데이터화, 전수검사 가능
- 지게차관리 시스템: 물류창고 지게차에 대하여 셔터관리, 업무연동, 안전관리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 기록물관리 시스템: 서고, 도서관, 지자체등 비 전자 기록물 관리 제공
- 저장매체관리 시스템: 금융권, 기업, 기관의 중요 저장 데이터 관리
- 물품관리 시스템: 기업, 단체 내의 물품(비품)이동관리, 공장 물류관리
- 비문관리시스템: 군사의 문서 관리, 설계도·도면등 주요 비밀문서 관리
- 스마트 지게차관리 시스템: 물류창고 지게차 셔터관리, 업무연동, 안전관리

① 지게차 업무관리: 지게차작업자 ↔ 관제실 업무연동(작업지시, 내용파악, DB연동)
② 지게차 인원 안전관리: 지게차 근방 작업자 감지하여 안전관리 가능
③ 자동 셔터관리: 지게차 감지하여 자동 셔터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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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42-81-44844 무역업고유번호 14146257

주소
국문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395번길 26

영문 26,395 beon-gil, Paltan-myeon Hwasung-si, Gyeong gi -do Korea

전화 +82-31-353-4438 팩스 +82-31-353-7315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스마트폰 보호글라스, 박막형 보호글라스

영문 SCREEN PROTECTOR GLASS, THINE SCREEN PROTECTOR GLASS

설립연도 2012 종업원수 12 홈페이지 www.glasias.com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권혁용  Mr.

직  함
국문 대표이사

영문 kwon hyuk yong   Ms. 영문 CEO

부 서
국문 E-mail focus490@phenixinc.co.kr

영문 휴대폰 번호 +82-10-2276-9377

회사소개

- 2012년 2월 회사 설립

- 2013년 3월 벤처기업 인증

- 2013년 6월 화성공장 매입

- 2013년 10월 글라스 가공기술 개발 완료 및 설비구축완료

- 2014년 07월 ISO9001/14000인증

- 2015년 09월 보호글라스 0.14mm 런칭

- 2016년 3월 지문인식용 박막글라스 가공

- 2016년 5월 의료 센서용 박막글라스 가공

㈜피닉스아이앤씨
PHOENIX INC

권혁용  KWON HYUK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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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스마트폰 보호글라스 영문 Screen Protector Glass

상품 키워드 국문 보호글라스 영문 0.14mm Screen Protector Glass

수출가격 (USD) 5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용도 
마트폰 및 스마트 워치의 보호글라스

●  특징 
- 0.14mm글라스를 적용하여 터치감 및 선명도가 뛰어남 
- 지그를 적용하여 부착성이 용이함 
- 우수한 원판글라스(corning glass, SCHOTT글라스) 적용

●  규격 / 모델 
- I PHONE SERISE, 갤럭시 워치, S6, NOTE 5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  제품 용도 (사용분야) 
- 스마트폰의 일상 스크래치 방지 
- 스마트폰 액정 파손방지 
- AF COATING처리로 깨끗한 화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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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344-87-00406 무역업고유번호 화랑****-1-16-1-01-0

주소
국문 (16499)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산학협력원 227호

영문 (16499) Ajou University SanHakHyupRyukwon 227ho, Worldcup-ro 206, YeongTong-gu, Suwon si, Gyeonggi-do.

전화 +82-31-213-4749 팩스 +82-31-213-4750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기능성 스포츠 양말

영문 FUNCTIONAL SPORTS SOCKS

설립연도 2016 종업원수 7 홈페이지 www.com-port.net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최고봉  Mr.

직  함
국문 팀장

영문 Choi go bong   Ms. 영문 Manager

부 서
국문 마케팅 E-mail chgb44@naver.com

영문 Marketing 휴대폰 번호 +82-10-2635-0490

회사소개

2016년㈜화랑은 철인3종경기에 쓰이는 물집방지양말 개발에서부터 영감을 받아 기능성 양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화랑의 미션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고양하고 진정한 멋스러움과 도전하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전 세계에 기능성 
양말이라는 카테고리를 정착시키고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로 우뚝서는 것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림픽 전종목에 특화되는 양말 개발을 단기 목표로 설정해 두고 있으며 양말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화랑
HwARANg

박종억  PARK JONG 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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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컴포트 양말 영문 COM-PORT

상품 키워드 국문 기능성 스포츠 양말 영문 Functional sports socks

수출가격 (USD) 3.5 ~ 11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1. 컴프레션 기술을 기반으로 한 Customized sports socks 제작 제품

2.  부위별 차별압박을 통해 부드러운 압박으로 평상시, 운동시 근육을 잡아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근육의  
 떨림을 최소화 시키고 동시에 부상 방지와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 혈류량 개선과 근 피로도 누적의 감소

3. 각종 스포츠 종목에 특화된 양말

4. MADE IN KOREA를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기능성 양말

5. 세분화된 종목별 기능성 양말로 세분화된 고객의 니즈 충족 및 니체마켓 공략하는 제품

6. 땀을 빠르게 배출시키고 항균, 소취효과가 있는 기능성 소재

7. 탄성이 좋은 기능성소재의 사용으로 장시간, 또는 다수의 착용해도 제품의 변형 방지,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마라톤, 헬스 및 철인3종경기, 싸이클, 배구, 골프, 등산, 트레일런,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스키, 보드 등  
스포츠 활동시 사용.

발의 피로가 많이 생기는 사람, 장시간 서있거나 장시간 걸어다니는 직업군, 청소부, 우체부  
또는 격한 활동이 자주있는 군인, 경찰, 소방관, 건설현장 근로자 등의 일상적인 활동시 사용하는 양말

부상 후 재활시 다리, 발목에 힘이 부족한 사람, 종아리가 자주 붓는 사람

Making the feet 

breathable with 

its excellent air 

permeability

Tightly fitting 

sensation with 

high-elasticity fiber  

*Manufactured by  

  Dupont, USA 

BioMax Lycra 

Sensuous design 

realized by twisting 

threads with 

different colors 

The contained silver 

provides strong anti-

bacterial effect, cool 

and comfort, odor 

removal and UV 

protection 

Aero Silver Space-Dyed Yarn

※	We	are	using	different	major	threads	for	each	product.	For	detailed	information,	refer	to	the	detailed	page	of	each	product.	 ※	 This	image	is	to	help	understanding	the	product,	and	the	composition	of	threads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function	of	each	product.	

Cotton  
(Outer thread)

BioMax  

(Outer thread)

Latex 

Spandex covering 
(Inner thread)

※	 The	size	indicated	on	the	product	is	for	recommendation	only,	and	it	may	be	different	for	each	person.	

SIZE R1 R2 R3

CENTIMETERS 23-25 25-27 27-29

WOMEN'S US SHOE SIZE 6-8 8-10 10-12

MEN'S US SHOE SIZE - 7-9 9-11

COMPORT’S MAJOR FUNCTIONAL THREADS COMPORT’S THREAD COMPOSITION 

COMPORT PRODUCTS’ SIZES COMPORT PRODUCTS’ MAJOR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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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24-81-79423 무역업고유번호

주소
국문 (443-82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6-2 동문빌딩5층

영문 (443-821) Humintec,Co, Ltd, 5th FL, Dongmun Bldg, 16-2 Woncheon-dong, Youngtong-gu, Suwon-si, Gyeonggi-do, S.Korea

전화 +82-31-216-0098 팩스 +82-31-216-0987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육안조직촬영시스템, 그로스랩촬영시스템등 병원병리과 통합관리시스템

영문 DIGITAL GROSS PHOTOGRAPHY SYSTEM,  DIGITAL GROSS LAB SYSTEM,  

설립연도 2000 종업원수 9 홈페이지 www.humintec.com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박세근  Mr.

직  함
국문 이 사

영문 Sea Geun Park   Ms. 영문 Director

부 서
국문 경영기획부 E-mail sgpark@humintec.com

영문 Management & Planing 휴대폰 번호 +82-10-9230-5189

회사소개

2000.12 ㈜휴민텍 법인설립
2001.10 벤쳐기업인증 (경기중소기업청 제2001163471-3655호)
2001.12 신기술창업보육(TBI) 사업선정--- 산업자원부
2002.12 한국기술보증기금 기술 우수기업 선정
2002.12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병리PACS 및 육안조직촬영시스템 구축
2002.10 미국병리정보학회 최우수제품 및 논문상 수상(UPMC Health System)
2+82-10.12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병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012.05 과천 송파등 안전도시 WISS 시스템 구축
2014.04 14회 인간공학회 최우수 디자인상 수상
2016.12 한국뇌연구원산하 뇌은행 거점병원간 정보화 구축

--현 재 국내76개 대형병원 병리과 정보화사업 운용중, 35개지자체당사제품구축

㈜휴민텍
HUMINTEC CO.

김옥란  OCK R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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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육안조직촬영시스템 영문 DGPS, DGLS

상품 키워드 국문 병원병리과 육안조직촬영 및 관리 영문 Digital Gross PhotographySystem

수출가격 (USD) 50,000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1. DGPS    디지털 육안조직 촬영 시스템 
   글로벌 최초 일체형 육안조직촬영시스템 
   고화질의 DSLR 카메라를 통한 사진촬영 
   촬영된 이미지 서버, 병원 PACS, EMR, OCS 연동 기능 
   검체 유실 및 오촬영 방지를 위한 병리번호 환자정보 표출 기능

2. DGLS    DGPS 기능포함 
   병리과 현장에 맞는 사이즈, 스팩  주문 생산 
   녹음, 동영상 촬영 기능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1.  병원의 병리과에서는 조직검사에서 발생되는 인체조직을 촬영하고 보관한다. 
또한 조직의 세포구조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 슬라이드 작업을 한다. 
휴민텍의 DGPS와 DGLS는 촬영작업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정보화하여 병원의 PACS, EMR, OCS에 연동하여 연구자, 
사용자들에게 병리과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미지 정보를 휴민텍의 또다른 제품인 IPIMS를 통하여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2.  DGLS는 검체조직을 분리,절단하는 작업대로서 작업시 포르말린 약품을 사용하    므로 약품공급장치, 배기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장비이며, 조직촬영, 조직에    대한 육안소견 녹음, 동영상촬영을 하는 장비이다. 모든 데이터는 
IPIMS에서 통    합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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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389-88--00371 무역업고유번호 30885659

주소
국문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PDC C동 402-1호

영문 (13487) C-402-1 Pangyo-ro 242, Boo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전화 +82-2-452-9610 팩스 +82-31-716-0379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뷰카(어플,웹), 본에스 시리즈

영문 VDAS, ViewCAR, Von-S21, Von-STD

설립연도 2016 종업원수 11 홈페이지 http://www.jastecm.com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장 승 부  Mr.

직  함
국문 대리

영문 James Jang   Ms. 영문 Assistant Manager

부 서
국문 전략 마케팅 E-mail james.jang@jastecm.com

영문 Strategic Marketing 휴대폰 번호 +82-10-9906-6755

회사소개

자스텍엠은 2016년 ㈜자스텍 자동차IoT사업부문과 ㈜인피티플러스의 합병으로 설립이 되었으며,  
1990년 이후 줄곧 차량 IT전문기업으로서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커넥티드카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After Market용 e-Call 서비스 관련 국제표준 ISO20530 NP 단계를 통과하여 AM 국제표준화 제정에 한발 다가섰으며,  
차세대 광대역 통신망 (LoRA,LTE-M)을 활용한 커넥티드 자동차 IoT 디바이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 12월 미래창조과학부 K-Global 300기업에 선정되어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 받았으며,  
산학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학습·진화형 플랫폼 서비스 개발과 사물인터넷 연계성 강화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자스텍엠

jastecM Co., Ltd.

백용범  YONG BEOM B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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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뷰카, 차량운행분석 영문 VDAS, ViewCAR

상품 키워드 국문
차량운행분석장치, 커넥티드카,  

9운행기록부 단말기
영문 Connected Car, Driving Analysis, Trip Log

수출가격 (USD) MOQ, 협의 가능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위험운전 알림, 운행거리/일시, 소모품교환주기 관리, 위치기반서비스, 도난추적

운전성향분석 및 UBI용 OBD-II 상품

ECU 결함코드 점검 및 소거, 냉각수 온도, 배터리/발전기 점검

FOTA로 펌웨어 및 DB 무선업데이트 가능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자동차 정비 – 차량 소모품관리, 긴급출동정비 서비스

운전습관 보험 상품 – 위험운전 분석

차량 관리 - 법인차량운행기록부, 법인차량 관리용

e-Call, 주차위치 확인, 운행기록, 차량 진단

차량 운행 관제 플랫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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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32-81-08481 무역업고유번호 21007721

주소
국문 (12036)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290번길 10

영문 (12036) 10, Yangji-ro 290beon-gil, Onam-eup, Namyangju-si, Gyeonggi-do, Rep. of KOREA

전화 +82-31-575-2525 팩스 +82-31-575-2788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행거, 빨래건조대

영문 hanger, drying rack

설립연도 1993 종업원수 20 홈페이지 www.livingstar.com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김진소  Mr.

직  함
국문 부장

영문 kim jin so   Ms. 영문 general maneger

부 서
국문 마케팅 E-mail +82-1091268333@livingstar.com

영문 marketing 휴대폰 번호 +82-10-9126-8333

회사소개

1993 07  반도산업 주식회사 법인설립 대표이사 김 수 동

2008 10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2009 09  2009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선정

2+82-10 06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원 기술개발 혁신사업 체결

2+82-10 08  김현순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취임

2011 04  일본 아이리스오야마 제조유통업체 수출

2012 11  ISO14001 환경경영인증 획득

2013 04  2013_IP스타기업 선정 / 연구개발전담부서

2013 12  PCT해외출원,,디자인해외출원(유럽),해외상표출원(리빙스타)

2014 06  말레이시아 컨퍼트홈사 수출계약 진행중

2015 01  베트남,태국,싱가폴 수출진행중

반도산업㈜
Bando co., ltd.

김수동  KIM SOO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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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리빙스타 더블행거 영문 Double hanger

상품 키워드 국문 행거 영문 hanger

수출가격 (USD) 38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특별한 공구 없이 간편하게 설치 가능(DIY 제품)

* 거실이나 사무실 용도에 사용하는 제품.

* 높이는 1050~1500mm입니다.

* 옷걸이 보의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가능합니다.

* 화이트 분체도장으로 반영구적입니다.

* 바퀴가 있어 움직임이 자유롭습니다.

* 하단에 바스켓이 있어 수납이 용이합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의류 수납 걸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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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2

상품명 국문 리빙스타 폭조절 4단선반 영문 4-tier slide shelf

상품 키워드 국문 행거 영문 hanger

수출가격 (USD) 71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특별한 공구 없이 간편하게 설치 가능(DIY 제품)

* 바닥과 천정의 압축방식으로 고정하여 사용하는 제품.

* 높이는 최소 180~260cm까지 조절가능.

* 연장기둥을 연결하면 3m 이상도 가능함. (연장기둥은 별도 구매품)

* 원터치 형태의 길이조정으로 설치가 간편하며, 고무판부착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계.

* 천정이나 바닥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사할 경우 분해해서 다시 설치 할 수 있음.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다용도 선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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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3

상품명 국문 리빙스타 방울스탠드옷걸이 영문 Cota rack drops

상품 키워드 국문 옷걸이 영문 Cota rack

수출가격 (USD) 18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특별한 공구 없이 간편하게 설치 가능(DIY 제품)

* 거실이나 사무실 용도에 사용하는 제품.

* 높이는 1850mm입니다.

* 방울다용도 옷걸이의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가능합니다.

* 화이트 분체도장으로 반영구적입니다.

* 방울다용도 걸이대가 실용성이 우수합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 의류 및 가방 악세사리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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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4

상품명 국문 리빙스타 빨래건조대 영문 drying rack 

상품 키워드 국문 건조대 영문 drying rack 

수출가격 (USD) 26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리빙스타 이동식 빨래건조대는 빨래를 널지 않을때에 쉽게 접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쪽 건조대 날개를 살짝 바깥쪽으로 빼서 접고 반대방향도 마찬가지로 살짝 바깥쪽으로 뽑아서 접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로 접을 수 있습니다. 살짝 힘을 주어 안쪽으로 밀면 다리가 접힙니다.   
여기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다리가 접힐 수 있도록 확인해주십시오. 

다리는 건조대의 안쪽으로 접힙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 의류 건조 걸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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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218-81-01953 무역업고유번호

주소
국문 (133-826) 서울시 성동구 성덕정길 151 (성수동2가)

영문 (133-826) 151, Seongdeokjeong-gil, Sungdong-gu, Seoul

전화 +82-2-460-2221 팩스 +82-2-462-2221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SI/컨설팅

영문 Hardware / Software / SI / Consulting

설립연도 1989 종업원수 200명 홈페이지 www.vitzrosys.com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이 재 진  Mr.

직  함
국문 차 장

영문 Lee Jae Jin   Ms. 영문 Deputy General Manager

부 서
국문 ITS영업팀 E-mail jjlee@vitzrosys.com

영문 ITS Sales Team 휴대폰 번호 +82-10-8820-3156

회사소개

비츠로시스는 ITS 사업의 Consult, Design, Products, Construct 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SI 전문 기업입니다.

비츠로시스는 ATMS, UTIS, BIS 등 ITS 분야 뿐 아니라 DCS, SCADA 등 전방감시제어 관련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호제어기, CCTV 등 ITS와 관련된 특허, 인증과 함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츠로시스
VITZROSYS

김형진  KIM HYUNG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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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버스정보시스템 영문 BIS (BuS Information System)

상품 키워드 국문 버스안내단말기 / 버스관리시스템 영문 BIT / BMS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ITS 분야에서 활용 중인DBMS 선택 운영 기능

 - 메인 GIS 구축 시 엔진선택 구축 가능

  (포털 OPEN-API, GIS 엔진)  

 - ITS 분야 표준 준수

  (대중교통 정보교환기술기준, 도시군간 버스정보연계 지침) 

 - 현장 BIT 버스도착예정정보 3개 국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제공 기능

 - 지속적인 형상관리 및 패키지로 구축 기간 단축

 - 버스정보 수집/가공/제공을 위한 센터 및 현장장비 통합 솔루션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 운행중인 버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버스 이용자와 버스 관리자 에게 버스 도착 및 노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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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35-86-52792 무역업고유번호 30770201

주소
국문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05,301호(이의동,경기벤처창어보육센터)

영문 (16229) (906-5,Iui-dong),107Gwanggyoro,Yeongtong-gu,suwon,Kyeonggi-do, SUWON CITY

전화 +82-31-259-7300 팩스 +82-31-259-7302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냄새먹는 양면 엔젤팬

영문 Odorless Cooing frying pan

설립연도 종업원수 4 홈페이지 http://liven.kr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유춘발  Mr.

직  함
국문 대표이사

영문 Yu Chun Bal   Ms. 영문 President

부 서
국문 총괄 E-mail liven@liven.kr

영문 휴대폰 번호 +82-10-4437-1346

회사소개

2015.02.09 (주)리벤 법인 설립

2015.03.31 특허제품 벤처기업인증

2015.03. 인도네시아 안나그룹 60억 수출계약체결

2015.07. TV홈쇼핑 (홈앤쇼핑  아임쇼핑 방송)

2015.12.31 국내매출 7억1,800만원 달성

2016.02.29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2016.03.07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1억53만원 )101%달성

2016.08. 중국 수출 완료

2016.08.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방송

2016.11. (주)신세계  이랜드몰 계약

2016.12. 유럽 수출 완료

㈜리벤
Liven Co.,Ltd

유춘발  YU CHUN BAL



아주대학교 가족회사 수출상품 정보 및 기업소개서Ⅰ   085

>>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냄새먹는 양면 엔젤팬 영문 Odorless Cooing frying pan

상품 키워드 국문 냄새먹는 엔젤팬 영문 Odorless Cooing frying pan

수출가격 (USD) 23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조리시에 나는 냄새연기을 없애주는 제픔으로 기존제품에 없는 양면팬 내부에 10mm 상하에 구멍내어 조리시에 나는 
냄새연기 아래로 보내어 가스불로연소시키는 원리입니다.

또한 외부에는 덥개로 막아서 연기냄새가 가스불에 연소가 잘될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내부의 냄새 연기도 잘 빠질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읍니다

 모델명 LIV-1009    LIV-1009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생선 고기 등 조리시에 나는  냄새 연기을 없애는 특허 받은 신재품입니다.

즉 기능성 양면 프라이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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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32-24-62314 무역업고유번호

주소
국문 (12133)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77 심미에셈빌204호

영문 (12133) Simmiessemvill 204Ho, 77, Jingeononam-ro, Jingeon-eup, Namyangju-si, Gyeonggi-do, Korea 121-33

전화 +82-31-595-3781 팩스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일회용 수저받침대, 수저받침대, 포크나이프받침대

영문 Rest for spoon fork knife chopsticks, cutlery stand,spoon holder

설립연도 2011 종업원수 3 홈페이지 http://www.sujeodom.com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백종원  Mr.

직  함
국문 대표

영문 Baek jong won   Ms. 영문 Presedent

부 서
국문 영업 E-mail sujeodom@hanmail.net

sujeodom89@naver.com

영문 Sales 휴대폰 번호 +82-10-2207-6734

회사소개

MISSION 최상의 품질과 가치를 지닌 제품을 제공하여 구성원의 성공과 고객의 행복에 기여한다.

VISION 전 세계의 식탁문화를 선도할 제품을 만들어 자부심 가득한 직원과 감동하는 고객, 상생하는 협력사를 가진 기업이 된다.

CORE VALUE (7가지 핵심 가치)  1. 만족한 직원이 고객을 만족시킨다. (구성원 중시, 즐거움 추구)

  2. 생각하며 일하자. (창의성과 혁신 중시)

  3. 열정과 주인의식을 가진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구성원이 된다. (구성원의 업무자세 중시)

  4. 직원의 가치는 회사의 가치다. (구성원의 가치 상승에 기여)

  5. 동료와 상사를 서로 믿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정직과 신뢰 중시)

  6. 기업과 구성원, 기업과 협력사, 기업과 고객 등과 상생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자. (상생 중시)

  7.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고객중심, 고객감동)

비엔씨
BNC

백종원  BAEK, JONG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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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일회용 입체 삼각 수저받침대 영문 Disposable triangle rest for spoon  chopsticks

상품 키워드 국문  일회용수저받침대 영문 Cutlery stand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1. 수저담이란? 수저담은 적층식 입체삼각형 수저받침대입니다

2. 수저담의 철학 

(1) 맛과 깨끗함은 고객을 위한 마음이다.

(2) 고객 만족이 아닌 고객감동을 꿈꾼다.

(3) 작은 배려는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4) 감동한 고객은 우리와 다시 만날 것이다.

3. 수저담의 장점

(1) 위생적 구조 : 수저담은 수저와의 접촉면을 최소화한 구조로 위생적입니다,

(2) 적층이 가능 : 수저담은 적층이 가능하여 공간절약의 이점이 있습니다.

(3) 디자인 : 수저담은 한옥지붕을 단순화 한 디자인으로 품격을 더합니다.

(4) 편의성 : 수저담은 전용 케이스와 함께 테이블 위에 놓여 셀프 형으로 편리합니다.

3. 제작과정 
①주문수량 정하기 -->  ②디자인 정하기-->  ③인쇄 및 도무송-->  ④제품제작-->  ⑤배송

최소주문수량  
중박스 ×20개=24,000ea / 수저담크기 86L×24W×14.8H(mm) / 소박스 3.2×9.4×7.6(H)cm 60EA 
중박스 18.5×29×9(H)cm 60×20bundle =1,200EA / 대박스 30×39×45.5(H)cm 1,200×10box=12,000EA --> 무게 12kg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는 식당 외식업체

- 숟가락과 젓가락을 식탁 위에서 들어주는 일회용 수저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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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2

상품명 국문 일회용 포크.나이프.숟가락받침대 영문 Disposable triangle rest for Fork Knife  spoon

상품 키워드 국문  일회용포크나이프받침대 영문 Cutlery stand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1. 수저담이란? 수저담은 적층식 입체삼각형 포크나이프숟가락받침대입니다

2. 수저담의 철학

(1) 맛과 깨끗함은 고객을 위한 마음이다.

(2) 고객 만족이 아닌 고객감동을 꿈꾼다.

(3) 작은 배려는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4) 감동한 고객은 우리와 다시 만날 것이다.

3. 수저담의 장점

(1) 위생적 구조 : 수저담은  포크. 나이프. 숟가락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구조로 위생적입니다,

(2) 적층이 가능 : 수저담은 적층이 가능하여 공간절약의 이점이 있습니다.

(3) 디자인 : 수저담은 한옥지붕을 단순화 한 디자인으로 품격을 더합니다.

(4) 편의성 : 수저담은 전용 케이스와 함께 테이블 위에 놓여 셀프형으로 편리합니다.

3. 제작과정 
①주문수량 정하기 -->  ②디자인 정하기-->  ③인쇄 및 도무송-->  ④제품제작-->  ⑤배송

최소주문수량   
중박스 ×20개=24,000ea / 크기(size) : 112.5×23×18mm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포크. 나이프. 숟가락을 사용하는 식당 외식업체

-포크. 나이프. 숟가락을 식탁 위에서 들어주는 일회용 포크나이프숟가락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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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3

상품명 국문 일회용 젓가락받침대 영문 Disposable triangle rest for chopsticks

상품 키워드 국문  일회용 젓가락받침대 영문 Chopsticks stand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1. 수저담이란? 수저담은 적층식 입체삼각형 젓가락받침대입니다

2. 수저담의 철학

(1) 맛과 깨끗함은 고객을 위한 마음이다.

(2) 고객 만족이 아닌 고객감동을 꿈꾼다.

(3) 작은 배려는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4) 감동한 고객은 우리와 다시 만날 것이다.

3. 수저담의 장점

(1) 위생적 구조 : 수저담은  젓가락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구조로 위생적입니다,

(2) 적층이 가능 : 수저담은 적층이 가능하여 공간절약의 이점이 있습니다.

(3) 디자인 : 수저담은 한옥지붕을 단순화 한 디자인으로 품격을 더합니다.

(4) 편의성 : 수저담은 전용 케이스와 함께 테이블 위에 놓여 셀프 형으로 편리합니다.

3. 제작과정 
①주문수량 정하기 -->  ②디자인 정하기-->  ③인쇄 및 도무송-->  ④제품제작-->  ⑤배송

최소주문수량   
중박스 ×20개=24,000ea / 크기(size) : 65.5×23×18mm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젓가락을 사용하는 식당 외식업체

-젓가락을 식탁 위에서 들어주는 일회용 젓가락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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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4

상품명 국문 숭례문 수저받침대 영문 Sungnyemun Gate  rest for spoon chopsticks

상품 키워드 국문 수저받침대 영문 rest for spoon chopsticks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1. 수저담이란? 수저담은 적층식 입체 삼각형 수저받침대입니다

2. 수저담의 철학

(1) 맛과 깨끗함은 고객을 위한 마음이다.

(2) 고객 만족이 아닌 고객감동을 꿈꾼다.

(3) 작은 배려는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4) 감동한 고객은 우리와 다시 만날 것이다.

3. 수저담의 장점

(1) 위생적 구조 : 수저담은  숟가락과 젓가락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구조로 위생적입니다,

(2) 적층이 가능 : 수저담은 적층이 가능하여 공간절약의 이점이 있습니다.

(3) 디자인 : 수저담은 한옥지붕을 단순화 한 디자인으로 품격을 더합니다.

(4) 편의성 : 수저담은 전용 수납 숭례문 있어 함께 테이블 위에 놓여 셀프 형으로 편리합니다.

3. 제작과정 
①주문수량 정하기 -->  ②디자인 정하기-->  ③인쇄 및 도무송-->  ④제품제작-->  ⑤배송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수저를 사용하는 가정, 식당 외식업체

-숟가락과 젓가락을 식탁 위에서 들어주는 수저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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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217-81-37410 무역업고유번호 30713499

주소
국문 (0624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42 역삼빌딩 5층

영문 (06242) 5F,Yeoksam Blds 342, Gangnam-daero, Gangnam-gu, Seoul, KOREA

전화 +82-031-551-0290 팩스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에너캡스

영문 EnerCaps

설립연도 2012 종업원수 8 홈페이지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고정은   Mr.

직  함
국문 매니저

영문 Jeongeun Koh  Ms. 영문 Manager

부 서
국문 마켓팅부 E-mail je.koh@acts29co.com

영문 SCM & Marketing 휴대폰 번호 +82-10-6314-3956

회사소개

◈ 2012년 5월 주식회사 ACTS29 법인 설립

◈  2013년 4월 도요타통상과 신상재 개발업무 위탁계약 체결 
＊2015년 4월 제조사 퓨리켐과 EDLC 및 CDI시스템의 국내·해외  
디스트리뷰터 계약

◈  2015년 8월 일본 마루엠과 파트너십 체결 
＊2015년 11월 제조사 GLBE와 EnerCaps 글로벌 독점 판매원 계약 체결 
＊2015년 11월 제조사 GLBE와 EnerQuik 글로벌 독점 판매원 계약 체결

◈  2016년 4월 KANGJIE HK와 중국시장향 파트너십 체결 
본사의 취급상품은 에너지 분야에서 슈퍼캐퍼시티(EDLC), 고에너지캐퍼시티(EnerCaps)이며  
전자부품 분야에서는 발진자(Oscillator & Crystal),  
광학분야에서는 차량용 카메라 모듈과 나노 금속패턴 편광판(MPP)입니다.

주식회사  
액츠29
Acts29  

Corporation

천병식  BYEONG SIK CHEON



092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에너캡스 영문 EnerCaps

상품 키워드 국문 슈퍼캐퍼시터, 이차전지 영문 Super capacity, Lithium battery

수출가격 (USD) 0.6/ea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EnerCaps이란, 수퍼캐퍼시터 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이차전지 보다 높은 파워 밀도를 갖는 신개념의 에너지 소자입니다.  
게다가 내구수명 및 고온 특성이 대폭 개선되어,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 가능합니다.

·슈퍼캐퍼시티 대비 부품배치 공간이 1/10이하로 절약, 저가격, 고온특성을 가짐 
·초고속 충전 : 5분이내 

＊ 주요 사양 
-공칭출력전압 : 2.5V 및 3.6V 
-충전특성 : 90%이상@10C 
-출력특성 : 80%이상@60C 
-동작온도특성 :  20℃~ 85℃ 
-수명 사이클 : 3000회 이상 (GLC25 시리즈)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차량용 DVR(블랙박스), AVN, AVM(Around View Monitor) 
·소방기기의 자동문 개폐, 전등, 엘리베이터 등의 비상전원

-AMR(Automatic Meter Reading)의 비상전원 
-loT기기, 통신 중계기  
-전자기기 전원부의 대기전력 절감용 소자 
-스마트펜, 레이저포인터, 혈압계, 리모콘, 마우스 등 소형전자기기의 주전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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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827-81-00200 무역업고유번호 09022045

주소 국문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이의동 906-5) 경기벤쳐창업보육센터 208호

전화 +82-70-7818-5199 팩스 +82-31-259-7288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정보통신, 무선중계기, 광통신자재, 자원

영문 FTTH, VDSL, Splitter, LTE Repeator, Antena, Cable & Connector, Resources

설립연도 2015 종업원수 2 홈페이지 www.sycocor.com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권기원  Mr.

직  함
국문 상무

영문 KI-WON KWON   Ms. 영문 Managing Director 

부 서
국문 영업 E-mail kwkwon3@gmail.com

영문 Sales 휴대폰 번호 +82-10-8762-5635

회사소개

Date Established : Nov 2015 Capital : USD 45,000

Major Products   - FTTH RN(Pole & Line Type), FTTH(G-PON/E-PON), VDSL      Ethernet S/W, G.hn, G.fast, AP, Carrier Ethernet etc
   - LTE Repeater(Optic, In-Building, Ultra Small Type)     LTE Antenna, LTE Passive Material etc
   - Telecommunication Rack(Indoor/Outdoor)   - FTTH Drop Cable, Coaxial Cable, Optic Cable etc

* History  Nov. 2015 Founded Syco Corporation Co., LTD
 Jan. 2016 Developed Splitter of FTTH for Indonesia
 Mar. 2016 For the first time, exported Splitter & Optic Adapter of FTTH to Indonesia
 July. 2016 Developed Ultra Small Repeater for LTE
 Aug. 2016 Developed FTTH Drop Optic Cable for Philippine
 Oct. 2016 Developed Mold for Line RN of Indonesia
 Nov. 2016 Will Develop IBS Repeater for LTE

㈜시코  
코퍼레이션

Syco Corporation

오승현  SEUNG HYU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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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FTTH(E-PON, G-PON) 영문 FTTH(E-PON, G-PON)

상품 키워드 국문 FTTH, E-PON, G-PON 영문 FTTH, E-PON, G-PON

수출가격 (USD) 협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영문

1. OLT
- Future broadband capable platform of multi slot chassis
- Non-blocking architecture
- Packet processing functionalities for IP-based "gTriple Play Service"h delivery
- 19 inch Chassis with 64 GEPON ports
- EPON/GPON 

2. ONT
- Four ports Gigabit Ethernet for downstream
- QoS Features & IPv4/IPv6 Compatibility v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FTTH 솔루션은 개인 및 집단 주거환경, 기업환경에서의 최적화된 성능과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는 PON(Passive Optical 
Network)과 액티브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광대역 인터넷 접속 장비로 구성됩니다. 또한 보안관리 기능 및 
애플리케이션 처리기능 등을 내장해 네트워크 유틸리티 활용에 최적화 되어 있으며 음성 및 통신, 대화형 멀티미디어 
서비스, HD/FHD/UHD 비디오 등의 광대역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유연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로 사용자 요구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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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2

상품명 국문 VDSL 영문 VDSL

상품 키워드 국문 VDSL 영문 VDSL

수출가격 (USD) 협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영문

DSLAM
- 19” Rack mountable
- Fully compliant with VDSL2 standards and band plans(8a/b, 12/a/b, 17a, 30a)
- Layer 2+/Layer 3 aware switch
- Over-voltage protection circuits
- Total 4-port Gigabit Ethernet uplink
- External alarms & external FAN control interface
- Uplink stacking(Daisy-chain)
- Profile auto switching
- Dying gasp
- OLR(On Line Reconfiguration)
- Low power consumption(including power supply efficiency)
- IPv4/IPv6 dual stack

MODEM
- Support Co(RJ-11), LAN(RJ-45), Tel(RJ-11)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VDSL(Very high-data rate Digital Subscriber Line)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들이 기존 배선을 통해 음성 통신 서비스와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기존 전화 배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LAN 배선을 새롭게 설치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아파트, 빌딩, 호텔 등의 사용자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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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3

상품명 국문 무선중계기 영문 LTE Repeater

상품 키워드 국문 무선중계기 영문 LTE Repeater

수출가격 (USD) 협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영문

IBS Repeater
- Output: 40dBm / 43dBm
- Underground Parking Area & Large  Size Office etc. 
- Frequency bands can be modified by the customer

Ultra Small Repeater
- Output: 17dBm
- Underground Small Area etc
- Frequency bands can be modified by the customer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백화점, 상가 등 이동 인구가 많은 대형 건물에 존재하는 트래픽을 수용하여 트래픽 분산 효과를 창출, 빌딩 내의 통화
품질 개선 및 원활한 Data Service를 가능하게 합니다. 간단한 건물 내 시설 공사가 가능하여 건물 내 장비 시설 불허가
를 극복할 수 있으며, 향후 주파수 증가 및 차세대 장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변경을 최소화 하여 비용 절
감 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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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4

상품명 국문 광통신 자재 영문 Splitter, Antena, Cable, Connector

상품 키워드 국문 광통신 영문 Splitter, Antena, Cable, Connector

수출가격 (USD) 협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영문

RN(BOX & Splitter) 

Pole type
  - Box: PC/ASA or PC/ABS
  - Support max 16port splitter for subscribers

Line type
  - Box: PC/ASA or PC/ABS
  - Support max 16port splitter for subscribers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광통신 및 유무선 접속을 위한 국내 사업자 인증을 거친  
분배기와 안테나, 케이블, 커넥터의 우수 품질 자재를 제공합니다.

Antena

Tri Band 65。 17dBi
  - Frequency: 824~960MHz
  - 1710~1880MHz, 1920~2170MHz
  - Gain: 17dBi

Dual Band 65。 17dBi
  - Frequency: 1710~2170MHz
  - Gain: 17dBi

RRH Cable & Connector

RRH Cable
  - Low Attenuation & Low VSWR
  - Complete Shielding

Connector
  - DC~ 3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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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24-51-24431 무역업고유번호 30779642

주소
국문 (1641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센터 85202호

영문 (16419) 2066, Seobu-ro, Jangan-gu, Suwon-si, Gyeonggi-do

전화 +82-31-277-1797 팩스 +82-31-278-5262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여드름화장품, 천연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영문 Acne cosmetics, Natural cosmetics, Fuctional 

설립연도 2012 종업원수 4 홈페이지 www.skineye.co.kr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장혜민   Mr.

직  함
국문 담당

영문 Jang Hye Min  Ms. 영문 Manager

부 서
국문 해외사업 E-mail skineye1004@naver.com

영문 Overseas Business 휴대폰 번호 +82-10-9938-7701

회사소개

피부의 눈, 피부의 핵심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피부의 본연의 아름다움 유지는 물론 민감성,  
문제성 피부의 개선을 위한 전문화 된 성분과 기능으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천연 화장품,기능성화장품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AC 퓨어 라인(여드름라인),모공라인(블랙헤드/피지조절라인) 천연화장품 등 특화된 제품을 갖고 있으며,  
코스메슈티컬 및 고기능성 화장품 개발로 다양한 피부에 효과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킨아이는 다양한 피부 타입 별 고민에 대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솔루션 을 제공하는 자연 에너지로 만들어 진 순수 저 자극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스킨아이
Skineye

장동수  JANG DONG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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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스킨아이 AC퓨어 라인 영문 Skineye AC Pure Line

상품 키워드 국문 여드름, 민감성 피부를 위한 화장품, 천연화장품 영문
cosmetics for acne skin, sensitive skin and natural 

cosmetics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14개 제품의 라인업으로, 여드름화장품 중에서 가장 세분화되어있고 전문화 되어있습니다.  
여드름의 종류(화농성여드름부터 좁쌀여드름)에 따라,  여드름의 단계에 따라(초기부터 진행성여드름) 골라서  
케어가능합니다.

여드름피부, 민감한 피부를 가진 소비자들,  
안전한 성분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  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입니다.

코스메슈티컬화장품으로 깔끔한 블루라인으로 통일성을 주어 고객들에게 신뢰감 을 줍니다.

또한 민감성 피부를 위한 천연화장품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백추출물을 이용한 보습,  
주름개선 기능성 동백라인, (밤부, 티트리 등)천연추출물을 이용한 시크릿 플랜트 라인을 보유하고있습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5가지의 스팟 제품과 9가지의 기초라인들로 구성되어있어  여드름의 종류에따라  
혹은 단계에 따라 알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추출물을 사용하여  
만든 화장품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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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35-86-10190 무역업고유번호

주소
국문 (1650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37번길 31(원천동,2층)

영문 (16503) 31(2F), Dongsuwon-ro 537beon-gil,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전화 +82-2-1661-5848 팩스 +82-505-969-6969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양면,스크린,PDLC,살균,필름,칫솔,도어,스토퍼,환기,소자,필터 

영문 Double-sided,Screen,PDLC,,Sterilization,film,a toothbrush,Door,stopper,Ventilation,Element,Filter

설립연도 2006 종업원수 5 홈페이지 www.nanorex.kr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이찬봉  Mr.

직  함
국문 대표

영문 Charles,Lee   Ms. 영문 CEO

부 서
국문 E-mail nanorex@nanorex.kr

영문 휴대폰 번호 +82-10-5858-4655

회사소개

저희 나노렉스는 2006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사람을 위한 기술이란 목표 하에 에너지절약 및 에코기술을 접목시킨 제품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기사업부에서는 에너지회수형환기장치를 판매하고 있으며, 필름사업부에서는 단열필름,살균필름,양면스크린필름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아이디어 상품(자동도어스토퍼)을 자체개발하여 판매중입니다. 저희 나노렉스는 현재의 환경분야에 나노기술 및 바이오기술 등을 접목하여 인류에 유익한 
미래환경을 끊임없이 개척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 개인창업 / 2007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 선정(중기청)

2008 서울국제특허대전 수상 / 2009 국제발명특허대전 수상 / 2+82-10 법인전환

2012 대한민국HIT500 제품선정 / 2013 산학연도약과제선정(중기청)

2014 경기에너지산업대상 수상 / 2016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선정(중기청)

㈜나노렉스
NANOREX CO.,LTD

이찬봉  CHARLES,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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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양면필름/양면스크린 영문 Dual Sided film,Dual Sided Screen

상품 키워드 국문 양면,스크린,필름 영문 Dual Sided,Screen,Film

수출가격 (USD) 별도문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양면스크린 필름은 프로젝터를 이용해 필름에 화면을 투사할 시 양면에서 동시에 시청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양면스크린을 이용한 광고를 할 경우 일반 TV제품보다 가격면에서도 매우 저렴하며, 뛰어난 광고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면스크린 종류에는 투명,화이트,더블화이트,미러,그레이,다크그레이,블랙컬러가 있으며, 최대 300인치 이상의 
영상구현도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판매나 먼거리를 이동해야 할 경우에도 제품손상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수출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종류로는 ‘이동형 프레임세트’,‘롤스크린세트’,‘인테리어 칸막이 
세트‘,’유리 부착형 필름세트‘가 있습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양면스크린은 롤스크린과 쇼윈도우 부착용, 내부 인테리어 칸막이용 등, 미디어광고와 회의실 교육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매장에 직접 설치할 경우 양쪽에서 보이기 때문에 광고효과에 매우 뛰어난 제품입니다. 

 또한, 큰 건물이나 빌딩에 부착할 경우 회사홍보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대부분 영상광고용으로 쓰이지만, 집에서 영화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므로 다양한 소비자들이 찾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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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2

상품명 국문 스마트 글라스(PDLC) 영문 Smart Glass(PDLC)

상품 키워드 국문 PDLC,스마트,글라스,양면 영문 PDLC,Smart,Glass,Dual Sided

수출가격 (USD) 별도문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스마트 글라스는 PDLC 필름을 이용하여 전기신호에 따라 투명/불투명이 교차 되는 제품입니다. 유리사이에 접합된 
PDLC필름으로 인해 전원의 ON/OFF조절을 하면 유리가 투명해 졌다가 불투명해 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불투명시에는 
양면스크린처럼 활용이 가능하며, 이때는 양쪽에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 글라스는 이동식 전자칠판형으로 이동이 용이하게 제작되어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 크기는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다양하며, 주문제작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이 제품은 평소에는 투명한 유리로 있지만 전원OFF시 불투명으로 전환되어 교육용 칠판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업체등의 회의실에서도 화상 회의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의 보안이 필요한 곳에 설치 및 이동하여 투명/
불투명을 사용하시면 개인적인 사생활보호도 가능합니다.(회의실 유리면에 부착할 경우 밖에서 보이지 않게 OFF하여 
불투명으로 사용가능) 제품 OFF(불투명)시 프로젝터를 이용하면 양면에서 시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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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3

상품명 국문 자가살균 보호필름 영문 Self-sterilizing protection film

상품 키워드 국문 살균 필름 영문 sterilizing film

수출가격 (USD)  별도문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PE, PP, PET, PU, ABS, PC등 다양한 고분자 필름 및 플라스틱에 무기계 나노복합체의 코팅 또는 첨가등을 통해서 향균성 
및 살균성, 내스크래치성을 확보한 필름입니다. 또한 내지문성을 추가하여 항상 깨끗한 표면이 유지되며, 터치패널과 
같은 평판은 물론 굴곡이 있는 다양한 표면부까지 청결하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향균보호필름스티커는 한번 부착으로 6개월 이상 살균력이 지속되며, 대장균, 포도상구균, 폐렴균, 녹농균, 
살모넬라균등이 99.9% 자가 살균되어 스티커표면이 항상 깨끗이 유지됩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향균보호필름은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은행의 ATM기, 디지털 도어락 터치부, 책상매트, 스마트폰, 쇼핑카트 
손잡이 등의 표면부 및 각종기기의 터치 패널부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선물용, 특판용, 광고용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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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4

상품명 국문 칫솔살균기 영문 Toothbrush sterilizer

상품 키워드 국문 칫솔,살균기,개인용 영문 Toothbrush, sterilizer, personal

수출가격 (USD) 별도문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자외선과 오존을 발생하여 칫솔의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균을 살균함.

- 화장실 및 책상 서랍에 방치된 칫솔을 휴대용칫솔살균기에 위생적으로 보관 및 살균

 - 제품의 무게가 약 100g으로 가볍고 작아 휴대가 용이하여 직장은 물론 여행용으로 적합

 - 커버는 폴리카보네이트, 본체는 ABS라는 고급재질로서 충격에 매우 강해 중국산과 차별됨

 - 칫솔을 고정하는 고무홀더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음(실용실안 등록)

- 칫솔 삽입 후 뚜껑을 닫으면 램프가 켜져서 7분 정도 살균후 자동으로 전원이 꺼짐

 - 혀크리너로 박테리아 및 설태를 제거하면 잇몸질환, 충치예방 및 입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임

 -  고온(80도)으로 인해 원적외선이 발생하여 칫솔 구석구석을 살균하고, 24시간 자동건조 상태를 유지하여  
 세균번식을 방지합니다. 저온이 되면 다시 가온반복 방식.(살균력은30분이면O.K)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저희 개인용 칫솔살균기는 휴대용으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닐수 있는 편의성과 청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가능하며, 사무실에서 개인용으로 따로 보관을 하여 사용하면 위생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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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5

상품명 국문 도어스토퍼 영문 door stopper

상품 키워드 국문 도어, 스토퍼 영문 door, stopper

수출가격 (USD) 별도문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나노렉스의 터치식 클로퍼는 문고정후 해제 시 손이나 발을 이용할 필요가 없이 문을 살작 밀기만 하면 고정 해제되는 
편리한 자동도어스토퍼입니다. 밞으면 올라오는 페달형 또한 간편하게 문 고정을 해제하는 스토퍼입니다. 스토퍼는 
메탈과 PVC 두 가지의 소재로 제작되고 있으며, 문에 고정하는 일반형과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되는 부착형으로 
나누어져있다. 일반형은 기존에 뚫려 있던 도어스토퍼 구멍에 호환이 되게 제작되었습니다. 

부착형은 특수 양면접착제 사용으로 부착 4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는 단단히 고정되어 떨어지지 않으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포장재를 활용하여 스토퍼를 부착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시 고무가 
닳아 지면과 마찰이 적어질 경우 부착판을 이용하여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저희 도어스토퍼는 가정의 현관문이나 출입문등에 부착하여 문이 닫히지 않게  고정해 주는 제품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도어스토퍼와는 다르게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고도 문을 밀거나 발로 페달을 밟으면 손쉽게 해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정의 현관문에는 기본적으로 부착, 설치할 수 있으며 회사 사무실이나 문이 달린 곳이면 어디든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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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6

상품명 국문 에너지회수 환기장치 영문 Multi-pass Energy Recoveery Ventilator

상품 키워드 국문 폴리머소자 영문 Polymer core

수출가격 (USD) 별도 문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에너지회수 자연환기장치는 버려지는 실내공기에너지를 회수하여 실내 온습도를 유지시켜주고 신선한 외부공기가 
유입되게 도와줍니다. 

실내외 공기 교환용 전열소자에 기존의 종이 및 알루미늄 열교환소자를 대체할 수 있는 폴리머 열교환소자를 특허로 
제작하여 기존의 열회수 환기장치의 열교환 효율보다 더 좋은 효율을 이끌어 냈습니다. 신선한 외부공기 유입으로 
쾌적한 실내공기를 유지할 수 있으며, 실내 환경의 온/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에너지회수에 따른 냉/난방 비용이 절감되며, 아토피 피부염 또는 새집증후군 등의 각종 질환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이 제품은 환기를 필요로 하는 아파트, 관공서, 수영장, 산업현장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황사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호흡기 질환 증가 및 자연환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건물증후군 또는 새집증후군 등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에너지회수 환기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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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775-86-00388 무역업고유번호

주소

국문
본점. (15024)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292, 2층(정왕동)

서울사무소. (0850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아이티캐슬2차 603호

영문
head office. (15024) Gyeonggi-do Siheung-si, Jeonwol-dong 292,

seoul office. (08506) 137, Haitian Castle Secondary 603, Gasan Digital 1 Road, Geumcheon-gu, Seoul

전화 +82-70-8855-0090 팩스 +82-2-2627-8888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플라티나 포톤(Platinum Photon)을 활용한 건강.미용.환경제품 생산, 판매

영문 Production and sales of health, beauty, and environmental products using Platinum Photon

설립연도 2016 종업원수 3 홈페이지 http://www.platinumphoton.co.kr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이윤정   Mr.

직  함
국문 대표이사

영문 Lee Yoon Jung  Ms. 영문 CEO

부 서
국문 E-mail skinyoon@naver.com

영문 휴대폰 번호 +82-10-2774-5959

회사소개

회사 연혁 2012. 02  플라티나 포톤 연구소 개설, 연구
 2013. 03  ㈜해피힐링 법인 설립(포톤라이프 모체 법인)
 2013. 06  일본 PMM사와 R&D 계약 및 원료 한국 독점권 계약
 2014. 02  포톤 제품 반신욕기 외 20여가지 개발, 판매
 2014. 07  포톤 힐링 샵(압구정점) 오픈 및 제품 수출 (중국, 일본)
 2015. 05  수소비누 개발&출시
 2014. 09  사명 및 법인 변경(해피힐링→포톤라이프)
 2014. 11  포톤 생활용품 개발
 2016. 02  포톤 북경지사 오픈
 2016. 12  수소입욕제 출시

비젼

100세시대=힐링추구 :  이제 명실공히 100세시대의 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인류는 웰빙을 넘어 힐링을 추구하고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으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힐링산업의 선두주자 :  시대적인 요구에 적극 부흥하는 힐링산업을 통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써,  
전세계 모든 이들의 힐링의 삶을 성취시켜줌과 동시에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포톤라이프
Photon Life Co.Ltd

이윤정  LEE YOON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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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포톤 라임온열기 영문 PLATINUM PHOTON LAIME THERMO

상품 키워드 국문 포톤 마사지기 영문 PLATINUM PHOTON THERMO

수출가격 (USD) 377.04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뜸과 침의 원리를 포톤에 담아 생육광선을 원하는 부위에 집중적이고, 깊숙히 전달합니다.

포톤라임온열기 사용시 인체에 유익한 4-14미크론의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우리 몸의 자기 치유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포톤라임온열기는 뜸의 원리를 포톤과 결합하여 몸속 깊숙히 빛 에너지를 전달하여  
빠른시간에 세포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도움을 줍니다.

포톤라임온열기에서 방출되는 따뜻한 에너지는 피부의 모공을 열어 찬 기운을 나가게 하고 한기와 습기를 없애며  
인체의 기혈순환을 도와줍니다.

전기적 정격 : DC 12V / 5A / 80~220V

소비전력 : 40W

구성 : 포톤라임온열기 + BOX포장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간편한 사용법, 온도표시의 디지털화

30 ℃ ~60 ℃ 단계별 온도조절

일정한 사용온도 유지가능

얼굴을 포함한 온 몸의 마사지와 통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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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2

상품명 국문 포톤 하프돔 영문 PLATINUM PHOTON HALF DOME

상품 키워드 국문 포톤 디톡스돔 영문 PLATINUM PHOTON DETOX DOME

수출가격 (USD) 502.72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생육광선과 음전하이온의 에너지를 통해 체내까지 열이 전달되어 체온이 상승하면서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인체의 혈액순환을 촉진 시킵니다.

모델명 : MT-200EL

색상 : NATURAL

사이즈 : 700(W)x560(L)x420(H)mm

구성 : 플라티나포톤 + 원적외선 특수 발열체 3중 안전장치 

전원 : 220V/60Hz/450W

중량 : 약10.5kg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통증완화 작용 : 통증부위의 세포를 건강하게 활성화시켜 주어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피로회복 : 음전하이온이 피로물질 제거, 신진대사 촉진 시킵니다.

혈액순환 촉진 및 피부개선 : 상처완화 효과, 뱃살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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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3

상품명 국문 포톤 이불 영문 PLATINUM PHOTON BEDDING

상품 키워드 국문 항혈전 이불 영문 PLATINUM PHOTON ANTI-THROMBOSIS BLANKET

수출가격 (USD) Q:199.41 /SS:193.55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표백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라 안전하며 정전기가 없고 , 집 진드기나 세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00% 손 누비 사용 원하는 사이즈 주문가능:고가인만큼 기계누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손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 누비의 경우 세탁기에 빨래를 돌려도 형체나 변형이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바느질이 꼼꼼하고 적당한 부피감이 있어 핸드메이드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커버 : 광목,면

충전재 : 포톤솜

제품구성 : 이불커버(비닐포장),부직포가방

치수 : Q200*230,SS170*220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천연소재 광목은 목화에서 추출한 순수 면 100%의 자연 그대로의 섬유로 무형광, 무색소, 무첨가의 천연 셀룰로오스 
섬유로써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편안한 느낌을 주며 수분과 땀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신생아 기저귀나 의류로 많이 
쓰이며 침구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소재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촉감으로 여름에는 통풍성과 땀 흡수가 뛰어나고 겨울에는 광목의 특성상 보온성이 뛰어나 따뜻합니다.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원단으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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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4

상품명 국문 포톤 서포터 영문 PLATINUM PHOTON SUPPORTER PRODUCTS

상품 키워드 국문 항혈전 보호대 영문 PLATINUM PHOTON ANTI-THROMBOSIS guard

수출가격 (USD) 별도협의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허리서포터 : 요통 냉증 및 내장기능 이상과 허리디스크 개선에 도움, 슬리밍과 보온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무릎서포터 : 무릎관절을 움직이기 쉽고, 튼튼하게 서포터 해줍니다.

손목 아대 : 손목 통증을 착용함으로써 튼튼하게 서포터 해줍니다.

발목 보호대 : 발목 염증, 근육 통증을 서포터 해줍니다.

포톤 이너웨어 : 포톤소재로, 항상 포톤의 빛 에너지를 ‘입고’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건강한 이너웨어입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허리서포터 : 가슴 밑~복부 아래

무릎서포터 : 무릎관절이나 다리저림에 도움을 줍니다.

손목 아대 : 손목터널증후군 환자, 산모, 주부들에게 인기

발목 보호대 : 족저근막염과 발목&발꿈치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에게 인기

포톤 이너웨어 : 세련된 디자인 남성용, 여성용두 가지 사이즈 (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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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5

상품명 국문 수소비누 영문 HYDROGEN SOAP

상품 키워드 국문 항산화 마그수소 영문 ANTIOXIDATION MGH2

수출가격 (USD) 10.47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항산화 및 면역력 회복:함유된 다량의 수소가 피부의 활성산소를 제거,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균.항바이러스 
작용으로 피부 면역력을 회복시켜 아토피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세하고 풍부한 거품으로 완벽한 클렌징과 
각질제거 효과:클렌징 크림을 사용하지 않고 비누만으로도 마스카라, 립스틱, 아이섀도까지 깨끗하게 세척되며, 얼굴의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손상된 헤어.두피 회복 및 탈모 예방:샴푸 대신 사용하실 경우 잦은 펌과 염색으로 손상된 헤어와 두피를 회복시키며, 
두피와 모공에 쌓인 노폐물과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탈모를 예방합니다. 피지 조절.항염 효과:과도하게 배출된 
피지를 깨끗이 제거하고, 항염 작용으로 여드름 등의 염증을 예방합니다.

원적외선 발생.음이온 방사.광촉매.탈취 효과:비비피에 수소비누에 함유된 성분이 원적외선을 발생시키고 음이온을 
방사하는 등, 인체에 이로운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환경보호:합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아 100% 생분해되므로 수질 오염을 예방합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비비피에 수소비누를 사용하여 거품을 충분히 만들어줍니다.

얼굴을 물로 적신 후, 눈 주위를 피해 거품을 팩처럼 발라 줍니다.

비비피에만의 마그수소 및 피부에 좋은 성분이 작용할 수 있도록 3~5분간 그대로 둡니다.

손끝에 힘을 빼고 고르게 마사지한 후 깨끗한 물로 헹구어 냅니다.

달라진 피부를 느끼며 기초화장으로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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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6

상품명 국문 수소입욕제 영문 HYDROGEN BATH PREPARATION

상품 키워드 국문 항산화 마그수소 영문 ANTIOXIDATION MGH2

수출가격 (USD) 10.47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수소수를 마시는 것은 소화기계에서 수소 가스가 체내로 흡수되는 반면 수소수로 목욕을 하면 수온 40℃에서 모공이 
열리고 혈관 확장과 혈류 촉진 상태에서 전신의 경피 흡수 특히 액하, 음부, 항문, 목덜미, 그리고 배꼽을 통해서 수소 
가스가 모세 혈관에 침투하여 전신으로 순환하는 것입니다.

피부부드러움, 잡티나 잔주름, 미백, 냉증개선, 변비개선, 피로회복, 어깨 결림 완화, 수면,  
혈압 도움, 상처치유 도움, 가려움 완화, 아토피 개선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욕조에 더운물을 150~180L 넣어서, 본품 1포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10분정도 일단 반신욕을, 20분정도 천천히 휴식을 취해줍니다. 

수소발생은 4~5시간까지도 발생합니다. 

족욕 시에는 1/2포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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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211-87-91776 무역업고유번호

주소
국문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5-7 203

영문 203TH 15-7 SONGPADONG SONGPAGU SEOUL SOUTHKOREA

전화 +82-10-7614-4299 팩스 +82-2-2627-8888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선글라스 & 안경 외 다수

영문 SUNGLASS & GLASS ETC

설립연도 2007 종업원수 10 홈페이지 공사중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박현영  Mr.

직  함
국문 관리자

영문 PARK HYUN YOUNG   Ms. 영문 MANAGER

부 서
국문 기획실 E-mail nsyana7111@naver.com

영문 PLANNING OFFICE 휴대폰 번호 +82-10-5034-9092

회사소개

2007년 3월 설립된 주식회사 그룹한은 대한민국 광학산업과 함께 하면서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안경*선그라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유명 스타마케팅과 함께 한류컨텐츠를 함께 병행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인스타*인트로 외 다수 브랜드명의 안경과 선그라스브랜드를 준 국내 유명 아이돌 , 걸그룹 외  
유명 스타들과 함께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2017년초부터는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준비하여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명품브랜드가 되도록 관심부탁드립니다.

㈜그룹 한
GROUP HAN LTD CO

윤오중  YOUN O J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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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인트로 , 인스타 외 영문 INTRO * INSTAR ETC

상품 키워드 국문 선그라스 , 안경 영문 SUNGLASS＊GLASS

수출가격 (USD) 100~500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UV(자외선) 차단과 패션의 필수 아이템 컬러풀한 디자인으로 착용하였을 때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연출합니다.

보시는 것과 다르게 착용하였을 때 착용하신분의 스타일과 이미지를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칼라의 기술과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컨셉과 디자인으로 가볍고 튼튼합니다.

칼라의 다양한 조합으로 수십가지의 다양한 연출을 만듭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자외선 차단이 주목적이였으나 지구의 환경 변화에 따라 선그라스*안경에도 기본적으로 자외선차단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 생활, 스포츠레저활동 등 생활의 필수품이자 패션의 기본아이템으로 언제어디서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이미용, 의료, 조선, 건설분야 의 보호안경등 산업용으로도 다양한 제조생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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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697-35-00219 무역업고유번호

주소
국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453, 6층607호

영문

전화 +82-10-5777-9735 팩스 +82-504-084-9735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올인원 프로폴리스 ‘진’‘ 샴푸

영문

설립연도 종업원수 홈페이지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이창렬  Mr.

직  함
국문 대표

영문 Lee Chang Ryeol   Ms. 영문 CEO

부 서
국문 E-mail woaini1001@naver.com

영문 휴대폰 번호 +82-10-5777-9735

회사소개

은광바이오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오염에 지치고 시달리는 피부, 빠르게 노화되어가는 피부를 생기 있고 아름답게 가꿔드리기 위해 설립 된 기업입니다.

본사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꿀벌이 프로폴리스를 만드는데 있어 필수적인 프로폴리스 대용의 수목들만 엄선하여 수목추출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인제대학교 제약공학과 김동욱 박사 연구진과 본사가 3년에 거쳐 협력, 연구 끝에 계면활성제와 방부제가 없는 제품을 개발하여 모든 피부에 잘 맞는 탁월한 
효능의 제품들을 다양하게 출시하였습니다. 프로폴리스 원액 고 용량 & 프로폴리스용 수목추출물은 항균, 항염, 항산화, 미백, 피부세포 활성화와 재생 능력의 
효능이 매우 탁월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 질환에 효과를 입증 받아 중소기업청 지원금으로 제품이 개발되었으며 미백, 노화방지용 화장품은 
바이오21센터의 지원금으로 개발 출시되었습니다. 모든 제품들은 공인 인증기관의 무독성과 효능을 인증 받았으며 사용처에 따라 효능과 기능이 뛰어납니다. 
100% 천연 살균 탈취제는 세계최초로 개발된 제품으로서 국민생활건강에 있어 각종 세균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질병예방과 쾌적한 삶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의 노화로 인해 생기는 질병, 질환의 원인인 염증을 없애는데 탁월한 수소식품, 씨놀 제품, 면역력 증강에 최고인 발효 홍삼 제품의 Agent역할도 하고 
있으며, 향후 OEM 생산도 할 예정입니다

은광 바이오
En kwang Bio

이창렬  LEE CHANG RY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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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올인원 프로폴리스 ‘진’ 샴푸 영문 all in one propolis 'Jin' Shampoo

상품 키워드 국문 프로폴리스 샴푸 영문 propolis Shampoo

수출가격 (USD) 6.2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탈모, 비듬, 각종 두피 질환의 원인은?
두피 세포와 모발세포가 염증(활성산소,합성계면활성제,염색, 퍼머 등)으로 인해 세포가 손상, 변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인원 프로폴리스 ‘진’ 샴푸

특징:
1. 올인원(비누,샴푸,바디워시 대용) 천연 샴푸
2. 정제수, 합성계면활성제, 합성방부제 無
3. 특허-피부질환 치료 및 개선용 물질함유
4. 특허-식물성 항균계면 활성제-
5. 특허-프로폴리스용 수목추출물+프로폴리스 원액 고용량 함유(프로폴리스 효능-항염,항균, 살균,세포활성화와 재생 복구)
6. FDA일반의약품 등재된 100% Natural 한방샴푸 업그레이드 한 제품
7. FDA일반의약품 출원 예정.
8. 전 세계 독점 제품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탈모, 비듬, 각종 두피 질환의 원인은?
두피 세포와 모발세포가 염증(활성산소,합성계면활성제,염색, 퍼머 등)으로 인해 세포가 손상, 변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포가 손상,변질되어 생기는 각종 두피질환, 탈모, 비듬 등 뿐만 아니라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에 올인원 프로폴리
스 ‘진’ 샴푸를 사용하시면 치료, 개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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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2

상품명 국문 흑설삼 天 영문 HeukSeolSam

상품 키워드 국문 발효 홍삼 영문 Jinseng

수출가격 (USD) 108.3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가장 좋은 6년근 인삼만을 엄선하여 장인의 혼이 깃든 특허 제법(특허 제0525008호/진세노사이드Rg3와 조사포닌 
함량이 증강된 흑설삼 제조 방법)그대로 정성껏 만든 흑설삼 추출발효액입니다.홍삼 제품의 품질 및 가치는 함유된 
사포닌(진세노사이드)의 양에 따라 죄우됩니다, -식약청 검사결과. 산삼의 효능을 발효과학으로 개발한 흑설삼은 1일 
1회 90ml 섭취로 Rg1+Rb1+Rg3=135mg, 진세노사이드 9,090mg 함량으로 J홍삼의 20배 이상 함유하고 있으며 특허 
원부에 의하면 g당 100년근 천종산삼 보다 0.149mg이나 많이 함유되어 있다, 본 흑설삼은 인삼의 유효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뿌리까지 그대로 자연발효하고 특수 공정을 통해 사포닌 성분이 사포닌 대사물질로 만들어져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며 흡수율 또한 좋습니다. 흑설삼에 함유된 Rg1+Rb1+Rg3의 효능으로는 면역력 강화, 학습기능 
개선, 항피로작용기억력감퇴 개선, 암세포 증식, 전이 억제, 알코올해알, 간보호 작용, 항 당뇨, 항 동맥경화, 등이 
있습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면역력 강화, 학습기능 개선, 항피로작용기억력감퇴 개선, 암세포 증식, 전이 억제,  
알코올해알, 간보호 작용, 항 당뇨, 항 동맥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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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3

상품명 국문 흑설삼 地 영문 HeukSeolSam

상품 키워드 국문 발효 홍삼 영문 Jinseng

수출가격 (USD) 75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가장 좋은 6년근 인삼만을 엄선하여 장인의 혼이 깃든 특허 제법(특허 제0525008호/진세노사이드Rg3와 조사포닌 
함량이 증강된 흑설삼 제조 방법)그대로 정성껏 만든 흑설삼 추출발효액입니다.홍삼 제품의 품질 및 가치는 함유된 
사포닌(진세노사이드)의 양에 따라 죄우됩니다, -식약청 검사결과. 산삼의 효능을 발효과학으로 개발한 흑설삼은 
1일 1회 90ml 섭취로 Rg1+Rb1+Rg3=100mg, 진세노사이드 6, 840mg 함량, 본 흑설삼은 인삼의 유효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잔뿌리까지 그대로 자연발효하고 특수 공정을 통해 사포닌 성분이 사포닌 대사물질로 만들어져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며 흡수율 또한 좋습니다. 흑설삼에 함유된 Rg1+Rb1+Rg3의 효능으로는 면역력 강화, 학습기능 
개선, 항피로작용기억력감퇴 개선, 암세포 증식, 전이 억제, 알코올해알, 간보호 작용, 항 당뇨, 항 동맥경화, 등이 
있습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면역력 강화, 학습기능 개선, 항피로작용기억력감퇴 개선, 암세포 증식, 전이 억제,  
알코올해알, 간보호 작용, 항 당뇨, 항 동맥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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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32-81-33582 무역업고유번호 11919544

주소
국문 (12178)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 1길 33-28 

영문 (12178) 33-28 Gagudanji 1 Gil, Hwado-eup, Namyangju-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B

전화 +82-31-576-4803 팩스 +82-31-576-1120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빨래 건조대, 행거, 선반

영문 Laundry drying rack, Hanger, Shelf

설립연도 1987 종업원수 20 홈페이지 www.wellex.co.kr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한건수  Mr.

직  함
국문 이사

영문 Han Kun-Soo   Ms. 영문 Director

부 서
국문 해외 영업부 E-mail dydeco1@gmail.com

영문 Overseas Sales 휴대폰 번호 +82-10-5385-3918

회사소개

기술을 창조하고, 품질을 판매하는 (주) 대연은 거주환경 변화 흐름에 따라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할수 있는 Wellex "자동 빨래 건조대“와 ”다목적 
선반 행거“를 개발함으로서 주거 건조대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또한 제품 
개발시 기능성, 신뢰성, 편리성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객의 섬미한 감성까지 
고려 하였으며, 이러한 고품격 제품들은 신규 거주 공간을 창조할뿐 아니라, 
진보된 거주 문화를 맞이 할 것입니다.

1987.01 대연 설립

1999 공장 준공

2000.06 자동 빨래건조대 개발완료

2004.09 유망 중소기업 선정(경기도)2005.10 : ISO9001 & ISO14001 인증

2007.04 반자동 빨래 건조대 개발완료

2011.02 접이식 선반 건조대 11종  개발

2011.10 수동 천장 건조대 개발 완료.

2011.12 국제 발명특허 금상 3 건 (한국발명 진흥회)

2012.01 CE 인증 획득

2013.04 애니쏙 빨래 집게(전용, 공용) 개발 완료 

2014.08 벽사이 건조대, 수직폴 행거 개발 완료

2014.01 자바라 선반 개발 완료

2015.03 빨래쏙 빨래집게 개발 완료.

㈜ 대연
Dae Yeon Co., Ltd.

김소연  KIM SOE 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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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자동 빨래 건조대 영문 -

상품 키워드 국문 - 영문 -

수출가격 365,000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 전기 사용 한국 : 220 V, 60 Hz & 수출 : 고객사양
* 몸체규격 930 * 420 * 100
* 하강 거리 1.0 m ~ 1.1 m
* 건조봉 재질 스테인레스 스틸
* 건조봉 길이 1.0 m ~ 1.8 m
* 최대 하중 30 Kg
* 조명 11W * 2 EA
* 휀 19W * 2 EA
* 제어 방식 무선 리모콘 (옵션 : 벽 스위치)
* 안전 기능  장애물 감지기능, 모터 과열 방지기능, 제어 스위치 보호 장치 

조명 30분후 소등기능,  휀 30분후 전원 차단장치
* 콘크리이트 천장에 칼블럭으로 고정하여 설치사용.
* 건조봉 종류 : 4봉, 5봉, 6 봉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수 있다. 
* 리모콘으로 손쉽게 사용할수 있다.
* 빨래 건조를 도와주는 조명과 휀이 내장되어 있다.
* 스텐레스 건조봉으로 녹이 거의 슬지 않는다.
* 환경에따라 건조봉을 1.0 m ~ 1.8 m까지 자유롭게 조절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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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32-81-81366 무역업고유번호

주소
국문 (1218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치로 284번길 112

영문 (KS009 NAMYANGJU) 112,Machi-ro284beon-gil,Nokchon-ri, Hwado-eup, Namyangju-si, Gyeonggi-do

전화 +82-31-527-4181 팩스 +82-31-527-3563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냉각기, 칠러, 냉동기, 산업용 냉동기, 공랭식냉각기, 수냉식냉각기, 오일냉각기,히트펌프

영문 chiller, Air cooled type Water Chiller, Water Cooled type chiller, Oil chiller ,water chiller, Heat pump

설립연도 2009 종업원수 20 홈페이지 www.daehocooler.co.kr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김민수  Mr.

직  함
국문 부장

영문 Kim Min Soo   Ms. 영문 General Manager

부 서
국문 해외마케팅 E-mail daeho31@daum.net

영문 Overseas Marketing 휴대폰 번호 +82-10-5535-5667

회사소개

1995년 냉동기 설비업체로 출발하여 1998년 냉각기 전문업체로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연구실 실험장비 냉각장치에서부터 산업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냉, 온수 및 냉난방장비를 생산하여 고객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려는 마인드로 냉, 온수 및 
냉난방장비를 생산하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품질과 부단한 기술개발, 빠른 공급체계, 고품질의 제품을 신뢰 속에 
공급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  임직원  모두가   더욱  연구  개발하여  신뢰받는  대호냉각기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

1995 “대호냉열기상사”설림

2006 iso품질인증, 냉각기 디자인등록출원

2008 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선정

2009 열교환기 특허출원 ,벤처기업인증

2010 신축공장완공, 공기조화기열교환기 특허등록

2013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인증 경영기술분야표창

2016  남양주100대명품기업인증 쉘앤판형 열교환기 특허 ,프론티어기업인증,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수출프론티어기업인증, 소형냉각기 전품목  
 CE인증,KTC시험인증

㈜대호냉각기
Daeho  

Cooler Co.,Ltd.

이상선  LEE SANG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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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소형 공랭식 냉각기 영문 Auto Mini Chiller

상품 키워드 국문 냉각기, 냉각, 냉각능력 영문 chiller, cooling capacity, cooling

수출가격 (USD) 1000∼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냉각기능과 효율을 극대화한 우수한 성능 및 실내 인테리어도 함께 고려되어 설계된 외형 및 컬러를 지닌 소형 냉각기.

특징

 -간단한 컨트롤 방식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함.
 -콤팩트한 사이즈와 캐스터 장착으로 어느 공간에도 설치와 이동이 용이함.
 -저소음으로 실내에 설치가 용이함.
 -완벽한 보안시스템 컨트롤 방식으로 보안성에 적합함.
 -485통신포트를 이용한 기타장비와 연동 가능.

안전장치

 -저수위 알람(냉각기 가동중단)
 -컨트롤 상부 유량표시 가능(L/min)
 -상한/하한유량 알람(냉각기 가동중단)
 -고온/저온경보 알람(냉각기 가동중단)
 -고압/저압 알람(냉각기 가동중단. 단, MP-6 ~ MP-8모델 적용.
※ 제품 상세 정보(모델,스펙등..) : 첨부 카타로그 참조요망.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레이저기계  반도체기기 공작기계  화학반응실험기 
고주파 및 초음파 장치 도금장치 및 연삭기  
와이어컷팅 방전가공 용접기  의료기기 
공작기계, 와이어컷팅, 사출/압출 성형기기, 진공/고무 성형기
롤러 장치/믹서기  식품제조기계

M/MP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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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2

상품명 국문 공랭식 냉각기 영문 Air Cooled Type Water Chiller

상품 키워드 국문 냉각기, 냉각, 냉각능력 영문 chiller, cooling capacity, cooling

수출가격 (USD) 2,800∼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냉각,고온에 대한 최대효율의 성능을 재현할수있게 설계되어 온도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생산성 향상 및 고품
질의 우수한 재현성을 지닌 공랭식 냉각기

특징 -LCD화면을 통해 기계이상 유무 체크
 -온도컨트롤 설정 -15℃~80℃ 조절 가능(옵션)
 -정전 후 자동복귀 운전가능
 -냉/온수 겸용 선택가능(옵션)
 -바퀴가 장착되어 이동이 편리
 -실내기와 응축기를 분리하여 소음을 최소화 하고
 - 실내온도 상승으로 인한 냉각능력 저하 방지 

(AM series)
 - 내부온도 27℃이상일때 냉각기를 분리,실외기를 옥

외에 설치하여 냉각능력 저하를 방지.(AM series)
 - 통풍이 되지않고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에 적합

(AM series)

안전장치 -저수위 이상 알람(냉각기 가동중단)
 -고압/저압 이상 알람(냉각기 가동중단)
 -가스누설 감지 / 전류 과부하 차단
 -역상방지 및 전류 감지회로 내장
 -고온/저온경보 이상 알람(냉각기 가동중단)
 -물흐름 감지 이상 알람(냉각기 가동중단)
 -동파방지 기능(펌프 자동순환)
 -과냉/과열방지T.C 장착(옵션,냉각기 가동중단)

※ 제품 상세 정보(모델,스펙등..) : 첨부 카타로그 참조요망.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공작기계, 와이어컷팅, 사출/압출 성형기기, 진공/고무 성형기
롤러장치/믹서기,  레이저기계, 도금장치/연삭기, 인쇄사진기기, 식품제조기계,
발효탱크, 화학반응실험기, 의료기기, 고주파 및 초음파장치 등등....

A/AM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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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3

상품명 국문 수냉식 냉각기 영문 Water Cooled Type Water Chiller

상품 키워드 국문 냉각기, 냉각, 냉각능력 영문 chiller, cooling capacity, cooling

수출가격 (USD) 2,800∼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초정밀 및 최첨단 제어방식을 통한 최대효율의 냉각능력을 발휘 하도록 설계된 수냉식 냉각기 

특징 -A series 보다 안정 된 냉각능력.
 -소음이 적어 쾌적한 환경에서 생산능력 극대화.
 -LCD화면을 통해 기계이상 유무 체크
 -온도컨트롤 설정 -15℃~80℃ 조절 가능(옵션)
 -정전 후 자동복귀 운전가능
 -냉/온수 겸용 선택가능(옵션)
 -±1℃이하로 정밀제어 가능(옵션)
 -바퀴가 장착되어 이동이 편리
 -동절기에는 Ethylene-glycol 비율 40% 첨가 사용
 -노이즈(트러블)에 강하며 안전한 기계작동 유도

안전장치 : -저수위 이상 알람(냉각기 가동중단)
 -고압/저압 이상 알람(냉각기 가동중단)
 -가스누설 감지
 -전류 과부하 차단
 -역상방지 및 전류 감지회로 내장
 -과냉/과열방지T.C 장착(옵션,냉각기 가동중단)
 -고온/저온경보 이상 알람(냉각기 가동중단)
 -물흐름 감지 이상 알람(냉각기 가동중단)
 -동파방지 기능(펌프 자동순환)

※ 제품 상세 정보(모델,스펙등..) : 첨부 카타로그 참조요망.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공작기계, 와이어컷팅, 사출/압출 성형기기, 진공/고무 성형기
롤러장치/믹서기,  레이저기계, 도금장치/연삭기, 인쇄사진기기, 식품제조기계,
발효탱크, 화학반응실험기, 의료기기, 고주파 및 초음파장치 등등....

W-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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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4

상품명 국문 오일 냉각기 영문 Air Cooled Type Oil Chiller

상품 키워드 국문 냉각기, 냉각, 냉각능력 영문 chiller, cooling capacity, cooling

수출가격 (USD) 2,800∼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절삭유,윤활유 및 유압유등의 오일이 사용되어지는 장비의 효율을 극대화 할수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오일의 온도 변화에 대한 오일의 점도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장비의 재현성을 향상시키는 오일냉각기

특징

  -오일용 순환펌프 내장
  -LCD화면을 통해 기계이상 유무 체크
  -플레이트 냉각방식으로 설계 된 고효율 보장
  -바퀴가 장착되어 이동이 편리

안전장치

  -고압/저압 이상 알람(냉각기 가동중단)
  -가스누설 감지
  -전류 과부하 차단
  -역상방지 및 전류 감지회로 내장
  -고온/저온경보 이상 알람(냉각기 가동중단)

※ 제품 상세 정보(모델,스펙등..) : 첨부 카타로그 참조요망.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머시닝센터, 방전가공기, 대형유압프레스, CNC절삭유, 스핀들유, 윤활유 및
유압작동유기기, 오일챔버, 이중챔버등등....

AL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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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5

상품명 국문 공기열 히트펌프 영문 Air-Source Heat Pump

상품 키워드 국문 히트펌프, 냉방, 난방 영문  Heat Pump, cooling, heating

수출가격 (USD) 4,200∼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이원사이클 방식으로 사계절 안정적인 급탕, 냉방, 난방 히트펌프보일러

특징

-보조열원없이 영하 20℃ 혹한기에서도 정상 가동됩니다.
-완벽한 안전장치 내장으로 기계의 수명이 대폭 연장됩니다.
-기계외부의 특수도색 및 내부의 특수재질로 녹슬지 않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진동방치장치와 소음감음장치를 적용하여 사용중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운전상태를 카운터나 안방 또는 편리한곳에서 모니터에의해서 확인하여 조작가능합니다.

※ 제품 상세 정보(모델,스펙등..) : 첨부 카타로그 참조요망.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수영장, 호텔, 모텔, 기숙사, 펜션, 콘도, 오피스텔
비닐하우스, 육모장, 양어장, 교회, 성당, 사찰, 병원,학교 , 상가 ,공장, 업무용빌딩

HEAT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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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769-81-00068 무역업고유번호

주소
국문 (0392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 타워 11층 스페이스 이룸 1110호 

영문 (03925) Space irum, 11F, Business Tower, Nuritkum Square, 396 WorldCupBuk-ro, Mapo-gu, Seoul, Korea

전화 +82-2-6383-7980 팩스 +82-2-6383-7982

업종형태  제조업체        무역업체        대리점        배급/도매상        소매상        기타

상품키워드
국문 스마트소변량측정기, 스마트소변배출기, 무선디지털현미경

영문 Smart Urine Metar, Smart Urine Pump, Wireless Digital MicroScope

설립연도 2015 종업원수 9 홈페이지

담당자 정보

담당자
국문 고혜미   Mr.

직  함
국문 사원

영문 Hye-Mi KO  Ms. 영문 Rearch Engineer

부 서
국문 기술연구소 E-mail laksjd0808@sotiview.kr

영문 R&D 휴대폰 번호 +82-10-5454-5421

회사소개

2015년 경기테크노밸리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

2015년 “소변배출량 자동측정장치 및 방법” (등록특허 제10-1016371호) 
 전용실시권 획득 
 무선디지털현미경 개발 
 무선디지털현미경 의 스마트폰용 앱 개발 및 프로그램등록 
 무선디지털현미경 디자인 등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주관 글로벌ICT 재도전사업 수행 (1억2천만원) 
 경기테크노파크 주관 ASV활성화지원사업 수행

2016년 “무선디지털현미경을 이용한 촬영 데이터 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특허 등록 (특허 30-0836262호) 
 “소변배출량 측정장치” 특허출원 (10-2016-0045873) 
 중소기업청 주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지원사업 수행중 (5억원) 
 기술연구소 설립 (2012년 12월)

주식회사  
소티뷰닷컴

SOTI View  
Dot Com.,Ltd

이강  KANG 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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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1

상품명 국문 스마트 유린 메타 영문 Smart Urine Meter

상품 키워드 국문 소변량자동측정장치 영문 Smart Urine Meter

수출가격 (USD) 400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당 제품은 환자와 소변 저장백을 연결하는 튜브 중간에 결합하여, 소변배출량을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자체기기에 표시하고, 또한 간호사의 태블릿PC로 선전송하는 소변량 자동측정기기 이다.  

또한 운용중인 환자감시 모니터와 연동할 수 있다. 

현재사용중인 소변량측정방식은  소변저장백 (Urine Bag)에 그려진 수치눈금을 육안으로 측정하는 방식이었으며,  
이에 대한 오차는 30%이상 발생한다.

이 기기를 사용하면 수동식측정방법을 대체하고 정확한 수치를 제공 할 수 있으며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인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또한 환자의 소변배출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급성신부전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의료용 장비로써, 전신마취 수술환자 또는 중환자실 환자로서 요도관삽입술을 시행하여 소변을 배출하고 있는 환자의 
소변량을 실시간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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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소개 02

상품명 국문 무선 디지털 현미경 영문 Wireless Digital MicroScope

상품 키워드 국문 - 영문 -

수출가격 (USD) 400
원산지

(국가명) KOREA

상품 설명 
(용도/특징/장점스펙/ 

규격/모델)
국문

무선디지털현미경은 피부, 헤어, 두피등의 상태를 고배율(400배)로 촬영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전송하는 전문
가용 장비이다.

피시술자의 피부상태나, 헤어상태를 피시술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

무선으로 전송되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충전방식이므로 별도의 밧데리가 필요없다.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시술의 전후비교가 가능하고, 시술의 효과를 누적으로 기록 할 수 있다.

제품용도

(사용분야)
국문 미용실,피부관리샵에서 고객두피/피부 영상정보로 직관적으로 상담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상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