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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우남우남우남 SYSCON - 대표대표대표대표 김김김김 병채병채병채병채

대구시에 위치한 우남 SYSCON은 1996년 7

월 설립이래 임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창조”

“정열적인 도전” “자주적인 희생”의 3가지 기

업정신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기업으로 최근 협회와 함께 활동을

시작하여 PROFIBUS기술을 탑재한 여러 제품

을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

습니다.

주요생산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A SYSTEM INTEGRATION ENGINEERING

2. HIGH & LOW TENSION PANEL

3. LOCAL OPERATION PANEL

4. SUPER BOX(WOONAM BRAND)

  - LOCAL S/W BOX

  - 용접기 전원함

  - 가로등 자동 점멸기함

  - 현장계기(T.R) 보호함

  - 신호 및 농업용 계량기함

  - SUPER BOX 응용제작

http://www.syscon.co.kr     (053-383-9100) ☜

코닉스코닉스코닉스코닉스 - 대표대표대표대표 우우우우 부영부영부영부영

코닉스는 21세기 제어계측 산업의 최고를 지

향하는 종합 계기 생산업체로써, 국내 최초로

전자식 아날로그 기록계를 국산화 함에 이어

하이브리드 기록계, 디지털 지시계 및 조절계

개발 등 고도의 기술과 오랜 경륜으로 계측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기업으로써 신한종합연구소가 선정한 51대

초우량 중견기업에 선정될 만큼 새 천년, 거

대한 지식산업사회의 선두에 서기 위해 빠르

게 변해가는 환경 변화를 기회로 삼아 디지털

화를 위한 조직 혁신 및 신기술 개발로의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제품개발을 이루어 내고 있기에 최

근 생산되고 있는 3종류의 신개발 품목으로

는 “소각로 전용 기록계” “DATA LOGGER”

“SMART TEMPERATURE TRANSMITTER”등이

있습니다.

협회와 함께 주력적으로 활동할 기술연구소는

제품의 신뢰성과, 미래성, 기술력의 성장을 위

해 1988년 설립되었고 설립과 동시에 이루어

졌던 HYBRID기록계의 개발은 당시 자체 기

술력으로 만든 기록계가 전 세계에 10개 정

도 밖에 없던 실정에서 커다란 성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연구소에서 개발된 제

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TELLIGENT DIGITAL INDICATOR KN-2000

 시리즈

- LED BAR 및 4 DIGIT LED DISPLAY가 장착

 된 KN-1000 시리즈

- MULTI RANGE 형 CONVERTER KN-6000시

 리즈

- MULTI IN ,OUTPUT CONTROLLER KC 시리

 즈

- 초음파 SENSOR 및 AMP

- 1 CH~12 DOT의 하이브리드 기록계 KR-100

- 온도, 습도 DATA 수집용 DATA LOGGER

  DM-100 시리즈

- SMART TEMPERATURE TRANSMITTER TT-

 520 시리즈



- LOAD MONITOR LM-200 시리즈

이러한 끊임없는 개발은 세계 무대로 힘차게

나아가는 코닉스의 발자취로 남을 것이며 제

어계측업계의 선두주자를 계속하여 유지할 것

입니다.

http://www.konics.co.kr       (032-589-3311) ☜

영광정보기술영광정보기술영광정보기술영광정보기술 - 대표대표대표대표 장장장장 계수계수계수계수

경남 창원에 위치한 영광정보기술은 1998년

9월에 설립된 기업으로써 몇 가지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아이템은 스웨덴의 P&L Academy와

독점협약아래 한국과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보급을 추진중인 LearnWare라고 명명된 S/W

Tool로써 본 Tool을 이용하게 되면 산업자동

화와 관련된 모든 교육 및 실전연습이 컴퓨터

상에서 가능하게 되어 사용자로 하여금 최대

의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14,000여 카피가 보급되어

시뮬레이션 기법 사용 및 다양한 교육방법으

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Industrial Automation  3단계

- Process Control  2단계

- Asset management/Troubleshooting

- Communications/Fieldbus(PROFIBUS)

- Electronics

- Drives(Servo)

두번째 아이템은 나다텔과 협력하여 부산,경

남 지역에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VCS(영상회

의 시스템)로써 첫번째 아이템인 LearnWare와

함께 활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강의 시

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0551-276-5520) ☜

패스트엔지니어링패스트엔지니어링패스트엔지니어링패스트엔지니어링 - 대표대표대표대표 김김김김 정화정화정화정화

패스트엔지니어링은 생산공정 자동화를 위한

적합한 공정제어 시스템 제공 및 공장자동화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

객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장설비제작 및 설치공사

수처리 자동화, 공장 및 빌딩 자동화, 냉동

설비 자동화, 시멘트플랜트 자동화 시스템

- 소프트웨어 개발

수처리, TM/TC, 전력감시, 공장 및 빌딩자

동화 S/W외 네트웍 S/W등

- 엔지니어링 서비스

- 관련기기 외자납품

SIEMENS PLC, AB PLC, HMI

- 교육 및 유지보수, 각 PLC 프로그래밍 등

                           (02-865-0733) ☜

포스콘포스콘포스콘포스콘 - 대표대표대표대표 최최최최 휘철휘철휘철휘철

21세기 자동화기술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포스콘은 세계적인 철강회사인 포항제철의 자

동화부문 계열사로써 세계 최고 설비에서 쌓

은 값진 노하우를 미래 지향적인 자동화기술

로 승화시켜 풍요로운 자동화세상을 열어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제품은 크게 다음의 3분야로 나뉘어 있

습니다.

- 전기계장

PLC POSFA, 분산제어시스템 POREX 6800,

MMI POSvision 3000, DDC POSTAR Series

- 전력전자

고기능범용 16BT 인버터 VECTROL Series,

벡터제어 인버터 VECTROL 3000, 다단수납

형인버터 VECTROL 3500, 고정도 DC

Drives PERISTOR 3000, 무정전 전원공급장

치 POSpower, 액티브파워필터 POSAPF

- 센서

초음파센서 PU Series, 가속도센서 PA Series,

진동인티케니터 PVM Series, 금속판 검출기,

브레이크 컨트롤 유닛트

사업분야는 공장자동화, 플랜트자동화, 빌딩

자동화, 기술용역으로 나누어져 많은 현장 실

적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http://www.poscon.co.kr      (02-531-8500) ☜

현대정공현대정공현대정공현대정공 - 대표대표대표대표 박박박박 정인정인정인정인

21C VISION을 첨단 메카트로닉스 사업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대정공은 경영전

략으로 사업구조의 질적 고도화와 범 세계적

인 경영체제 확립 및 첨단 연구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21C 성장전략사업으로 다음의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운송기계분야

  레져 및 Jeep형 차량, 자동차부품

- 공작기계분야

  CNC선반, 머시닝 센타, 전용기, FMS 장비

- 철도차량분야

자기부상열차, 고속전철, 경 전철사업

이와같은 사업을 기반으로 2,000년도의 발전

위상을 매출액 5조 3,000억(국내 4조 6천억

및 해외 공장 7,000억), 수출액 20억불(매출

액의 40%), 투자 5개년 (96∼2,000년) 동안 2

조 300억 투자(매출액의 5％수준의 기술투자)

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ttp://hdpic.hyundai.net        (02-746-3643) ☜

한스터크한스터크한스터크한스터크 합자회사합자회사합자회사합자회사 - 대표대표대표대표 이이이이 효종효종효종효종

사무실을 이전 했습니다.

- 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76-1번지

- 전화, FAX

  0345) 498-8433 / 0345) 498-8436

- www.sensor.co.kr

삼손삼손삼손삼손 - 대표대표대표대표 한한한한 만규만규만규만규

사무실을 이전 했습니다.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2-16 선영빌딩 B1

- 전화, FAX

  02) 569-4505 / 02) 555-3665

- www.samson.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