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사 동향 

 

KPI - 대표 김 동현 

 

KPI - KOFAS2000(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참가 

 

KPI 는 COEX(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되는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에 참가하여 자사제품에 

대한 또다른 수요창출 효과를  기대하려 합니

다. 금번 전시회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1985 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해온 국내외의 첨

단 기술자동화와 관련된  기계  및  설비 , 주변

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

화 관련 전시회로써  '85 년 국내최초의  공장자

동화 종합전시회로 시작되어 금년 9 회째 개

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장자동화 종합전

시회로써  6 개  공장자동화  핵심분야 단위전시

회로 구분, 개최되어 다양한  자동화관련 전시

품을 관람할  수  있는  동시에 각 자동화  전문

분야별로 우수제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세계 15 개국의 관련제품이 동시

에 전시됨에 따라 세계의 기술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기술개발 및  국제경쟁력  제고

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전시품의 관람외에도 

국내외 기계류 및 생산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획득 가능합니다. 

 

- 일시 : 2000. 09. 01(금) – 2000. 09. 05(화) 

- 장소 : 코엑스 전시장(COEX) 

- 시간 : 10:00 – 17:00(공휴일 포함) 

- KPI 전시부스 :  246 번 

- KPI 전시품목 

MURR ELEKTRONIK 제품류(센서 및 엑츄에

이터용 Connector System, Automation System, 

Suoolression/EMC, Interface Module, Transformers, 

Compact Power Supplies) 

MURR PLASTIK 제품류(Flexible Conduct, End 

Fitting, Cable Drag Chains, Cable Compression 

Gland) 

 

http://www.kpikorea.com          055)284-8825 

 

 

㈜제파텍 - 대표 임 두병 

 

중앙전자산업이 제파텍으로 상호변경                                                 

 

중앙전자산업주식회사는 2000 년 7 월  1 일 부

로 주식회사 제파텍으로  상호명을  변경하였습

니다.  주식회사  제파텍은 e-비지니스를 새로

운 사업분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기존의 

공장자동화사업 , 산업용 전력전자산업, 산업용 

네트워크사업, HIC 사업 등에서  고객만족을 실

현하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

오를 밝혔습니다.  

 

http://www.zefa.co.kr             (02)862-9300 

 

 

AC&T System – 대표 권태상 

 

통합네트워크  통신장비  전문  업체인 에이시앤

티시스템은 작년  10 월  ETOS-100 을 출시한데

이어  ETOS-50 과 ETOS-10 을 8 월말에  출시  

하였다. 또한 대용량 통합 장비인 ETOS-1000

을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 12 월  출시  할  예정

이다. 이에  앞서  반도체 장비 표준 프로토콜

인 SECS 을 적용한 ETOS-100-SECS 를 개발  

완료하여 국내 반도체 회사와  장비회사에 공

급하고 있다. 

 



- ETOS-50 

ETOS-50 은  Ethernet 1포트에  시리얼 1 포트의 

저 가격형  제품으

로 단위기기  내에  

장착 할수  있도록  

하였다. 

 

특징 

*Ethernet 1 포트에  1 포트의 Serial 기기 접속 

*Ethernet 과 Serial 기기 간의 프로토콜 변환  

및 프로토콜 흐름 제어 

*소형 사이즈로 단위 기계 장비에 장착 용이 

*다양한 Ethernet 프로토콜 지원 

 

- ETOS-10 

ETOS-10 은 ETOS-100 과 같이 구성하여

RS232C 포트만 장

착되어 있는 장비에 

S422 로 멀티 드롭

으로 연결하여 비용

과 설치 기간을 절

감 할 수 장비이다. 

 

특징 

*단순 RS422 –RS232C Converter 와  달리  내장

된 프로세서를 이용한 프레임 해석 및 제어  

기능. 

*이기종의  RS232C 기기(국번을  갖고 있지 않

는 기기)를 Multi-Drop 접속. 

*RS232C 측의 모뎀  제어  선이  없어도 

RS422/RS485 통신 가능. 

*Transparent 통신 방식. 

 

- 보유기술 

●ISA SP50 Fieldbus 시스템기술(GLOFA Fnet 

개발)  

●Mini-MAP 네트워크 시스템기술(GLOFA 

Mnet 개발) 

●Fieldbus 이중화 네트워크 시스템기술

(GLOFA Fdnet 개발)  

●이기종  Serial Communication 시스템기술

(GLOFA Cnet 개발)  

●산업용  Ethernet 네트워크  시스템기술

(GLOFA Enet 개발)  

●DeviceNET 네트워크 시스템기술(GLOFA 

Dnet 개발) 

●Profibus 네트워크 시스템기술  

●광통신  기술(GLOFA Fnet Fiber Optic Module 

개발)  

●Communication interface 기술(Repeater, Active 

coupler 개발)  

●원격  제어/감시기술(다양한  Remote I/O 

Controller 개발)  

●GateWay 시스템기술(ETOS100/200 개발) 

 

http://www.acnt-sys.co.kr         031)3420-4833 

 

 

㈜비츠로시스 – 대표 장 태수 

 

광명제어가 비츠로시스로 사명을  바꾸고  새롭

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21 세기  자동제어분야

의 새로운  빛을 밝히는  비츠로테크는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으로  Knowledge Technology 분야

의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이  될  것을 약속합니

다.  

 

- 상호명 

㈜비츠로시스(VITZROSYS Co.,Ltd.)  

- 소재지 

본사 및 공장 : 서울 성동구 성수 2 가 1 동 

233-3  



- 대표이사 

장태수(張泰秀)  

- 업 종 

전기제어  장비외, 소프트웨어개발 .자문 .공급 , 

컴퓨터시스템유지보수,공급  

- 설립일 

1989 년 11 월 8 일  

- 사업영역 

자동화 설비의 설계,제작,판매업  

빌딩 자동제어 설비의 제작,판매업  

전력설비 제어시스템 제작,판매업  

계장반 제작,판매업  

자동화 컴퓨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판매업  

중앙감시반 제작,판매업  

자동화 설비의 공사 및 기술 용역업  

시험장비의 시스템 및 기타 품목 판매업  

수출입업 및 대리점업무(상기관련분야)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컴퓨터 

설계자문 ,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자료

처리)  

배전용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

조업  

지능형 교통제어시스템 제작,판매업  

이화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조명장치 제조업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전자제어 부품 및 통신장비 도.소매업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 관계회사 

주식회사  비츠로테크(VITZROTECH Co., LTD.)  

주식회사 비츠로컴(VITZROCOM Co., LTD)  

- 자본현황 

2000 년 08 월 현재 자본금 4,375,000(천원)  

2000 년 8 월 현재 자본금 2,000,000(천원)   

 

http://www.vitzrosys.com           02)4602-000 

 

 

현대정공 – 대표 박 정인 

 

국내 프레스 업계 중 처음으로 미국시장에 진

출했던 현대정공이 대형 트랜스퍼 프레스를 

개발해 자동차 부품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

여하게 됐다. 

 

현대정공은 국내최초로 1 천짜리 대형 「트랜

스퍼 프레스」 를 독자기술로 완전 국산화 개

발하고 8 월 21 일 현재 및 기아, 삼성, 대우

자동차등 국내 자동차 완성차 업계전체와 세

종공업등 자동차  협력업체 대표 50 여명이 참

가한 가운데 현대정공 창원공장에서 시운전 

및 기술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 트랜스퍼 프레스(Transfer 

Press)」는 자동차의 머플러, 휠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장비로, 프레스 1 대에 5 개

의 금형이 부착돼  PROF IBUS 를 이용한 컴퓨

터 제어시스템에 의해 판넬이 자동적으로 5

개의 금형을 거치며 연속 생산을 가능케 하는 

최첨단 대형 프레스이다.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여러대의 프레

스들이 각각 직렬로 연결된  텐덤 프레스

(Tandem Press)를 사용해 왔으며, 국내 완성

차 업계에서는 트랜스퍼 프레스를 일본 및 유

럽에서 전량 수입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왔

다. 



따라서 이 트랜스퍼 프레스를 완전 국산화 개

발함에 따라 년간 300 억원의 수입대체 효과

를 거둘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이 프레스는 

프레스 1 대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는 완

전 무인생산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의 텐덤 

프레스 보다 ▲생산성을 2 배이상 향상시킬수 

있고, ▲안전성이 높으며 ▲프레스 설치 면적

이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다. 

 

또 이 트랜스퍼 프레스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

하고 있는 외국의 제품보다 컨트롤러의 기능

을 대폭 강화시켜 그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며,  

가격도 약 40%나 저렴한 것이 큰 특징이다. 

 

www.hdpic.co.kr            031)  288-3700 

 

 

한국의 씨멘스 – 대표 컨터슈스터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최근 몇년

간 한국에서의 씨멘스의 활약도 눈부시게 증

가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씨멘스에서는  약  1,000 여명의 직

원이 산업설비, 발전설비, 자동차 , 철도, 전자

부품, 조명산업 , 의료과학, 통신사업  등에 종

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씨멘스 조직의  기술자원과  엔지니

어링 전문지식을 배경으로 한국의 씨멘스는 

전기, 전자  분야에 관한한 모든  분야에 걸쳐  

최첨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siemens.co.kr           02)5277-798 

 

 

 

 

 

 

 

 

 

 

 

 

 

 

 

 

 

 

 

 

 

 

              < 부  고 > 

 

     부친상 (2000. 07. 15) 

     협회 이사 김 이섭 

     (씨멘스 자동화사업부장) 

     02)3420-4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