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번 학과명 기업명 주생산품목 주소 홈페이지주소

1 AI융복합과 서울금속공업(주) 비렛트 경기도 안산시 http://www.sommetal.co.kr/

2 AI융복합과 ㈜대현
인쇄회로기판(전자부품), 금속열처리도금,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www.sommetal.co.kr

3 AI융복합과 ㈜대현 동부스바. 동봉제조 경기도 김포시 www.sommetal.co.kr

4 AI융복합과 ㈜모던비전 자동광학검사장비 경기도 의왕시 www.mvtech.kr

5 AI융복합과 ㈜스마트에스아이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서울시 금천구 http://smartsi.kr/

6 AI융복합과 ㈜와이즈스톤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공급, 소프트웨어 테스트 서울시 서초구 www.wisestone.kr

7 AI융복합과 ㈜코디스정보기술  시스템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경기도 성남시   www.codisit.co.kr

8 AI융복합과 ㈜대유테크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경기도 시흥시 홈페이지 없음

9 AI융복합과 ㈜성원 제조업 경기도 파주시 www.sw10.co.kr

10 AI융복합과 ㈜유아이케이 제조업 경기도 파주시 www.uik21.co.kr

11 AI융복합과 ㈜성우금속 제조업 경기도 김포시 http://www.sungwoometal.co.kr/

12 AI융복합과 (주)제이케이오토메이션 반도체물류자동화설비 안정화 경기도 평택시

13 AI융복합과 ㈜삼정이엔씨 냉동기 제조업 경기도화성시 www.speedchiller.com

14 AI융복합과 ㈜와이티에스 LCD pannel, 연료전지 경기도안산시 www.ytstar.co.kr

15 AI융복합과 케이원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서울시 금천구 www.k-one.co.kr

16 미래모빌리티설계과 ㈜에스앤디이엔지 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www.sndeng.net

17 미래모빌리티설계과 ㈜성하에너지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서울시 성동구 http://www.sungha.org

18 미래모빌리티설계과 ㈜테스토닉 기계 및 장비 임대업 경기도 안산시 https://www.testonic.co.kr

19 미래모빌리티설계과 신한열기(주) 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http://www.shboiler.co.kr/

20 미래모빌리티설계과 ㈜에스씨엘 금속 스프링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http://www.iscl.co.kr/

21 미래모빌리티설계과 ㈜신한세라믹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http://www.scco.co.kr/

22 미래모빌리티설계과 ㈜솔텍엔지니어링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경기도 광명시 http://www.soltecheng.co.kr/

23 미래모빌리티설계과 ㈜에이앤피티 가스분석기 및 시스템 제작 경기도 처인구 www.anpt.co.kr

24 미래모빌리티설계과 (주)엠디에이치테크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홈페이지 없음

25 미래모빌리티설계과 ㈜스피드레이저기술 제조업 경기도 광명시 http://www.speedlaser.de

26 미래모빌리티설계과 ㈜에이에이치엔 금속제창 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27 미래모빌리티설계과 ㈜삼정이엔씨 냉동기 제조업 경기도화성시 www.speedchiller.com

28 첨단전자계측과 ㈜아이엠에스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경기도 군포시 홈페이지 없음

29 첨단전자계측과 ㈜포소드 CCTV영상감시장치 서울시 영등포구 www.posod.co.kr

30 첨단전자계측과 ㈜피유엠피 전동킥보드 렌탈업 서울시 강남구 http://xingxingmobility.com/

31 첨단전자계측과 ㈜한국계측기기연구센터 전기전자계측 경기도 안양시 www.krcmi.co.kr

32 첨단전자계측과 ㈜한국정밀기기센터 전기/전자 계측기기 및 광통신분야연구개발 경기도 시흥시 http://koreafic.com/

33 첨단전자계측과 산일전기㈜ 변압기, 센서류 경기도 안산시 www.sanil.co.kr

34 첨단전자계측과 ㈜신한세라믹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http://www.scco.co.kr

35 첨단전자계측과 ㈜삼정이엔씨 냉동기 제조업 경기도화성시 www.speedchiller.com

36 첨단전자계측과 에이치티씨솔루션㈜ 반도체 설비 조립 및 부품 경기도화성시 www.htc@htc-inc.co.kr

37 첨단전자계측과 엔스텍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http://enstec.co.kr

38 첨단전자계측과 대은

39 컴퓨터기계융합과 ㈜엠시스 반도체검사장비 경기도 수원시 www.msys21.co.kr

40 컴퓨터기계융합과 ㈜정수글로벌 도서관리시스템 제조 서울시 중량구 www.abcsmart.co.kr

41 컴퓨터기계융합과 ㈜코마츠코리아
스피드도어

(고속자동문)
경기도 시흥시 https://www.komatsuelec.co.kr/

42 컴퓨터기계융합과 ㈜티에스피지 MDPS 자동창고시스템 경기도 안산시 http://www.tspg.co.kr/

43 컴퓨터기계융합과 ㈜제이케이오토메이션 반도체물류자동화설비 안정화 경기도 평택시

44 컴퓨터기계융합과 리버스톤미디어㈜
방송장비

정보통신장비
경기도 광명시 www.RGBstone.co.kr

45 컴퓨터기계융합과 ㈜충청 건설장비제조업 충청북도청주시 WWW.CCRD.CO.KR

46 컴퓨터기계융합과 ㈜삼정이엔씨 냉동기 제조업 경기도화성시 www.speedchiller.com

47 컴퓨터기계융합과 ㈜와이티에스 LCD pannel, 연료전지 경기도안산시 www.ytstar.co.kr

48 컴퓨터기계융합과 ㈜에이블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설비 유지관리 경기도평택시 홈페이지 없음

49 컴퓨터기계융합과 삼위정밀 자동차용 터보엔진부품 가공생산 경기도 안산시 http://samwee.kr/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23년도 수시 참여 기업정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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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융복합과 참여기업
※기업 및 기업소개내용은 추가되거나 변경 될 수 있음.



     서울금속공업(주)

대표이사 윤재필 사업자등록번호 134-81-19077

설립년월일 1994-01-01 상시 근로자 수 21

주 생산품목 비렛트

주소
본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73

근무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73

홈페이지 http://www.sommetal.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제조업

기업비전
주력제품인 타프피치 동빌렛은 높은 순도와 탁월한 표면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전기전도성과 가공성에서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업소개
전기전도성, 가공성 향상을 위해 은입동을 비롯한 합금소재 개발
폐전선 및 건축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원재료 사용과 공정상 
발생하는 모든 배기가스 및 폐수의 수집 및 안전처리

인증현황
동빌렛 주조장치 특허증,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가스를 이용한 환원장치를 가지는 동빌렛 주조장치 특허증

기타



㈜대현

대표이사 윤재필 사업자등록번호 139-85-05799

설립년월일 1992-10-02 상시 근로자 수 38

생산품목 인쇄회로기판(전자부품), 금속열처리도금,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

주소
본사 인천 남동구 

근무지

홈페이지 www.sommetal.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기업비전 수배전 및 전기자동차의 주요소재를 생산

기업소개
주)대현은 동부스바,동봉제조업 국내 최대의 생산능력으로 
전기,전자의 주요소재인 동부스바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인증현황 ISO 9001,ISO 14001인증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기술연구소인증

기타



㈜대현

대표이사 윤재필 사업자등록번호 113-81-25757

설립년월일 1992-10-02 상시 근로자 수 38

생산품목 동부스바,동봉제조

주소
본사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소래로 41번길 67-25

근무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소래로 41번길 67-25

홈페이지 www.sommetal.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동부스바,동봉제조업

기업비전 수배전 및 전기자동차의 주요소재를 생산

기업소개
주)대현은 동부스바,동봉제조업 국내 최대의 생산능력으로 
전기,전자의 주요소재인 동부스바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인증현황 ISO 9001,ISO 14001인증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기술연구소인증

기타



㈜모던비전

대표이사 박진묵 사업자등록번호 751-81-00478

설립년월일 2016.8.9 상시 근로자 수 29

주 생산품목

고정밀,고기능 Alignment Vision,Surface Inspection Vision
2D, 3D, Smart Vision Component, Cognex 2D, 3D Component ,
Deep Learning SW & Application, •FPD, OLED, 반도체, 2차전지검사장비 및 FA 
SYSTEM, 의약품 및 식료품 검사장비 및 FA SYSTEM

주소
본사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53, 에이동623호, 624호, 625호
(포일동, 에이스청계타워)

근무지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53, 에이동623호, 624호, 625호
(포일동, 에이스청계타워)

홈페이지 www.mvtech.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Machine Vision : Inspection Equipment, Alignment 
Equipment

기업비전
-연구/개발중심의 기술혁신 구현
-구성원들의 성장과 비전 실현 
-현장 대응 서비스로 고객가치 창출

기업소개
㈜모던비전은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 가치 창출과 구성원의 
비전을 실현하고 기술 개발 및 고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증현황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특허보유, 벤처기업

기타



㈜스마트에스아이

대표이사 정명희 사업자등록번호 826-88-00583

설립년월일  2017.02.22 상시 근로자 수  11 

주 생산품목
 웹에이전시 및 S/W개발: 홈페이지제작, 스마트MES/POP, 시스템구축, 빅데이터 
시각화 의사결정 시스템구축

주소
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24번지, 1514호
(아이에스비즈타워)

근무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24번지, 1514호
(아이에스비즈타워)

홈페이지 http://www.smartsi.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소프트웨어. 스마트펙토리 솔류션, 빅데이터 시각화 의사결정 
시스템

기업비전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모든 솔류션, ICT융합제조시스템 
전문업체

기업소개

고객 웹사이트 제작 및 운영관리, 제조업MES/POP/PLM 
SYSTEM , 원서접수ERP, 사내Service EPR, SELPSHOP 솔루션, 
문제은행S/W, 학원ERP, 실기채점S/W, 온라인시험S/W, 
서버관리S/W, 온라인 학습S/W을 User 4.0에 적용하여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인증현황  여성기업

기타



㈜와이즈스톤

대표이사 이영석 사업자등록번호 220-87-50221

설립년월일 2007.06.20 상시 근로자 수 50

생산품목 소프트웨어 테스트, 소프트웨어 인증

주소
본사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91 남강빌딩 6층

근무지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34 4층

홈페이지 www.wisestone.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업비전
품질을 향한 진심, 기술에 대한 자부심
Testrd by WISESTONE

기업소개
와이즈스톤은 소프트웨어 품질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높여 더욱 안전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인증현황

ISO9001:2008 인증
PWL ITS 3.0 GS인증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국내 최초 데이터 품질 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기타



㈜코디스정보기술

대표이사 조남준 사업자등록번호 119-88-00113

설립년월일 2015.06.08 상시 근로자 수 30

주 생산품목
데이터센터 및 헬프데스크 서비스, 정보시스템(H/W,S/W) 운영 서비스, 
솔루션 기술지원 서비스

주소
본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로3, 현대지식산업센터 성남고등 623호

근무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로3, 현대지식산업센터 성남고등 623호

홈페이지 http://www.codisit.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시스템운영관리, 소프트웨어개발

기업비전 고객과 함께 하는 Biz Partner

기업소개
(주)코디스정보기술은 IT시스템의 다년간 기술지원 및 운영경험을 
기반으로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서비스 기술지원 및 운영서비스 전문회사입니다.

인증현황

기타



㈜ 대유테크

대표이사 유이린 사업자등록번호 140-81-53750

설립년월일 2011-06-30 상시 근로자 수 7

주 생산품목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주소
본사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219, 612호 

근무지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219, 612호 

홈페이지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기업비전

기업소개

인증현황

기타



㈜ 성원 

대표이사 인청식 사업자등록번호 141-03-80816

설립년월일 2015-01-07 상시 근로자 수 15

주 생산품목 착·탈식 LED 도로표지판 프레임

주소
본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열살미길 227-28

근무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열살미길 227-28

홈페이지 www.sw10.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제조업

업종 착·탈식 LED 도로표지판 프레임 제조 

기업비전

기업소개
대한민국 최초 착·탈식 LED 도로표지판 프레임 제작에 선도적인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인증현황 ISO14001, ISO9001 인증

기타 청년내일채움 공제 가입



유아이케이

대표이사 최도식 사업자등록번호 128-81-99800

설립년월일 2005-01-04 상시 근로자 수 22

주 생산품목 광고물,무역

주소
본사 경기도 파주시 검산로234-3

근무지 경기도 파주시 검산로234-3

홈페이지 https://www.uik21.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기업비전

기업소개
2001년 광고디스플레이 전문업체로 출발하여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있는기업입니다.

인증현황
ISO 9001, ISO14001인증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조달청등록업체, 해외 25개국 수출

기타



㈜성우금속

대표이사 이순기 사업자등록번호 137-81-81041

설립년월일 2007-05-09 상시 근로자 수 25

주 생산품목 주방용품,주방용품,주방용품,전자상거래(주방용품)

주소
본사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쇄암로 18-8

근무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쇄암로 18-8

홈페이지 http://www.sungwoometal.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기업비전

㈜성우금속은 높은 퀄리티, 고객님의 눈길을 사로잡는 디자인, 
저렴한 가격과 훌륭한 성능의 뛰어난 가성비를 바탕으로 국내 
주방용품 시장은 물론 국내를 넘어 Made In Korea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기업소개

저희 ㈜성우금속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법을 기반으로 통 주물 
코팅 프라이팬 및 세라믹 냄비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력에 알맞은 기능성 주방용품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인증현황

기타



㈜제이케이오토메이션

대표이사 이종열 사업자등록번호 546-87-01807

설립년월일 2020-06-05 상시 근로자 수 56

주 생산품목 반도체물류자동화설비 안정화

주소
본사 경기 평택시 평택로 23 (평택동, 미라클) 103호

근무지

홈페이지 -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기업비전

기업소개

인증현황

기타



㈜삼정이엔씨

대표이사 김승섭 사업자등록번호 140-81-23241

설립년월일 1995.05.31. 상시 근로자 수 30

주 생산품목 냉동기 제조업

주소
본사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8길73

근무지

홈페이지 www.speedchiller.com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기업비전

기업소개

주)삼정이엔씨는 냉각기 장비 기술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서

고객과의 만남과 약속은 반드시 실행하고 지키는 
"信義(신의)"품질제일주의의 원칙과

기술개발을 통해 고객만족"革新(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증현황

기타



㈜와이티에스

대표이사 남성국 사업자등록번호 123-81-33900

설립년월일 1991-03-27 상시 근로자 수 180

주 생산품목 LCD pannel, 연료전지

주소
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722

근무지

홈페이지 www.ytstar.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기업비전

기업소개

1991년 창업이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력 설비군인 세정기, 부착기, 타이틀러를 국내, 해외 고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설비로 제작, 공급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2020년부터는 자동차 2차 전지 사업으로 

외형을 확장하면서,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들과 함께 Green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인증현황

기타



케이원

대표이사 김승일 사업자등록번호 107-81-54150

설립년월일 1996-02-15 상시 근로자 수 760

주 생산품목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주소
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1405호

근무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1405호

홈페이지 www.k-one.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IT 통합유지보수, 유/무선네트워크 사업, SI 및 솔루션 사업

기업비전
케이원은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으로서 2005년 ISO9001 인증을 
받은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전문기업이며 전국 21개 A/S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소개

IT 시스템 전반의 네트워크, 시스템 통합(SI), ITO 등을 수행하며, 
인공지능, 웹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대비하여 다양한 
사업분야의 특화된 전문기술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인증현황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ISO9001 등 인증

기타



첨단전자계측과

첨단전자계측과 참여기업
※기업 및 기업소개내용은 추가되거나 변경 될 수 있음.



첨단전자계측과

㈜아이엠에스

대표이사 김규용 사업자등록번호 521-86-00985

설립년월일 2018.06.22 상시 근로자 수    17

생산품목 RF 회로 (Filter Combiner 등), 통신 장치, VHF Filter Bank, 안테나

주소
본사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66 104동 1201~3호(당정동,sk벤티움)

근무지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66 104동 1201~3호(당정동,sk벤티움)

홈페이지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유선통신 장비 제조업

기업비전

기업소개

2001년 11월 설립된 IMS는 e-모빌리티 환경에서 사람과 사물, 
사람이 4차 산업 혁명 시기에 mmWave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passive/active products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제조 기반 RF 

솔루션 회사입니다.

인증현황

기타



첨단전자계측과

(주)포소드

대표이사 마명철 사업자등록번호 108-81-78984

설립년월일 2007.03.26 상시 근로자 수  49

생산품목 CCTV영상저장장치외

주소
본사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디지털타워 707호

근무지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디지털타워 707호

홈페이지 http://www.posod.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제조, 서비스업

기업비전 고객의 보안을 책임지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기업소개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현재에 안주하며,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설립된 이래 국내 최고의 통합보안솔루션업체를 목표로 
항상 변화와 혁신을 시도해 왔으며, 기술발전 흐름을 주도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투자를 통해 통합보안솔루션 시장의 

기술발전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노하우 
축적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증현황 ISO9001인증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타



첨단전자계측과

㈜ 피유엠피 

대표이사 김상훈 사업자등록번호 658-87-01231

설립년월일 2019-03-01 상시 근로자 수 73

주 생산품목 전동킥보드 렌탈업

주소
본사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34 BJ타워 12층

근무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34 BJ타워 12층

홈페이지 http://xingxingmobility.com/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기업비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이 보편화되고 있고, 
급격히 성장하는 국내 시장을 고려하면 머지 않아 국내 최초 

O2O 결합형 플랫폼, 2세대 모델 도입, 소비자 보험 등 다양한 
경쟁력을 토대로 국내 마이크로 모빌리티 생태계를 선도해나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소개
피유엠피는 O2O 결합형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씽씽’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인데요. 서비스 기획, 개발 인력 30명, 전동킥보드 수리, 

교체, 배치 등 현장 운영인력 30명 등 약 60명이 열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증현황

기타



첨단전자계측과

㈜한국계측기기연구센터

대표이사 오광석 사업자등록번호 123-81-65358

설립년월일 2001.03.24 상시 근로자 수  66

생산품목 도플러 레이더 외 계측기기 국가교정(KOLAS 인증)

주소
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평로 13번길 79(관양동)

근무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평로 13번길 79(관양동)

홈페이지 www.krcmi.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제조업,계측기기 국가교정(KOLAS 인증) 산업체 지원 서비스

기업비전

계측기 관련 연구개발과 시험, 교정을 통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국내(안양,당진,아산,시화센터) 및 

해외(베트남,미얀마) 지사를 통하여 국·내외 기업에 계측기관련 
교정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소개

대한전선(주) 그룹의 국내 8개 공장의 교정실을 통합하여 분사된 
기업으로서 43년의 정밀측정연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계측기기 국가교정 및 측정의 토탈 서비스분야의 톱 리더로서
정밀,정확도 및 국가표준 향상을 통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인증현황 KOLAS 인증기업, 기업부설연구소

기타



첨단전자계측과

㈜한국정밀기기센터

대표이사 오정택 사업자등록번호 172-88-01073

설립년월일 2019.04.01 상시 근로자 수 17

생산품목 계측기기 국가교정(KOLAS 인증)

주소
본사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330 동양산업지식산업센터 401~403

근무지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330 동양산업지식산업센터 401~403

홈페이지 http://koreafic.com/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계측기기 국가교정(KOLAS인증) 산업체 지원 서비스

기업비전 측정산업의 국가표준 유지의 선도적 역할

기업소개

㈜한국정밀기기센터는 국가공인 교정기관으로 제조업 및 
산업연구에 사용되는 모든 계측기기의 국제표준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계측기기연구센터가 모 기업이다.

인증현황 KOLAS 인증기업, 기업부설연구소

기타



첨단전자계측과

산일전기(주)

대표이사 박동석 사업자등록번호 139-81-25410

설립년월일 1987.08.01 상시 근로자 수   215

생산품목
전기: 변압기, 리엑터, 소프트스타터

전자: 센서, 인코더

주소
본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벤처로 481(성곡동)

근무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벤처로 481(성곡동)

홈페이지 https://www.sanil.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변압기,리엑터,철도차량부품,광센서,수배전반,자동제어반 

제조,도소매 등 변압기 제조업체

기업비전

기업소개
1987년 리엑터 제조로 시작한 산일전기는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특수변압기 전문제조업체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증현황

기타



첨단전자계측과

㈜신한세라믹

대표이사 강 성 호 사업자등록번호 133-81-38178

설립년월일 1995.10.01 상시 근로자 수 110

주 생산품목 화인세라믹, 의료용,전자부품 세라믹 제조

주소
본사 경기도 시흥시 시화벤처로 367

근무지 경기도 시흥시 시화벤처로 367

홈페이지 www.scco.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제조업.

기업비전 고객의 Needs에 부응하는 소재부품의 연구,개발

기업소개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26년의 역사로 국내 Fine 세라믹, 
의료용세라믹,수전용 세라믹등 국내 첨단소재 부품을 연구소를 

통한 지속적인 R&D투자로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은 물론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증현황
IATF16949, ISO9001, ISO14001, KC인증, KS인증,KTW인증

NSF인증, WRAS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타



첨단전자계측과

㈜삼정이엔씨

대표이사 김승섭 사업자등록번호 140-81-23241

설립년월일 1995.05.31. 상시 근로자 수 30

주 생산품목 냉동기 제조업

주소
본사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8길73

근무지

홈페이지 www.speedchiller.com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기업비전

기업소개

주)삼정이엔씨는 냉각기 장비 기술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서

고객과의 만남과 약속은 반드시 실행하고 지키는 
"信義(신의)"품질제일주의의 원칙과

기술개발을 통해 고객만족"革新(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증현황

기타



첨단전자계측과

엔스텍

대표이사 심재명 사업자등록번호 337-81-00051

설립년월일 2015-03-24 상시 근로자 수 16

주 생산품목  측정기 및 시험기 제조, 시험기 판매업

주소
본사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427번길 113

근무지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427번길 113

홈페이지 http://kolas-enstec.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의료·정밀·시계·광학기기

기업비전

당사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KS Q ISO/IEC 17025에 
따라 KOLAS 공인교정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산업체의 계측기 신뢰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며, 더 나아가 
계측기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업소개
㈜엔스텍은 고객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고객과 
함께하는 기분 좋은 서비스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던 차별화된 고품격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현황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타



첨단전자계측과

대은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상시 근로자 수

주 생산품목

주소
본사

근무지

홈페이지

기업소개

기업형태

업종

기업비전

기업소개

인증현황

기타



미래모빌리티설계과 참여기업
※기업 및 기업소개내용은 추가되거나 변경 될 수 있음.



㈜에스앤디이엔지

대표이사 어재동 사업자등록번호 134-86-58661

설립년월일 2009년 8월 11일 상시 근로자 수 30

생산품목 알루미늄 정밀 표면가공품

주소
본사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북로 193번길 8(정왕동,시화MTV단지 2사 
809호)

근무지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북로 193번길 8(정왕동,시화MTV단지 2사 
809호)

홈페이지 https://www.sndeng.net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표면가공품,도금업,착색 및 기타

기업비전 감성표면가공 100년기업 세계화

기업소개
당사는 친환경 및 첨단IT산업을 트랜드로한 LED 
TV,LED조명,고음질오디오,진공청소기,의료기기,기타가전 정밀가공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증현황
ISO 9001, ISO 14001,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강소기업

기타



㈜ 성하에너지

대표이사 장윤희 사업자등록번호 432-87-00585

설립년월일 2016-12-01 상시 근로자 수 10

생산품목 열전소자를이용한 발전기 및 공기조화장치 개발

주소
본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22-1 성수 AK 밸리 1007

근무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22-1 성수 AK 밸리 1007

홈페이지 http://www.sungha.org/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기업비전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기연구원을 협력 기관으로 하며,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선도하기에 최적합화 되어 있습니다. 

기업소개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으로 열전소자 융복합 기술보유업체 
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메가트랜드 시장을 5년전 부터 
준비해 왔으며 , 친환경 발전분야와 냉매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공조분야등에서 꾸준한 연구개발을 지속해왔습니다. 2020년 
발표된 그린뉴딜정책에 따른 기술사업화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증현황

기타



㈜테스토닉

대표이사 강옥남 사업자등록번호 140-81-60703

설립년월일 2012.01.25 상시 근로자 수 18

주 생산품목 소독 기능이 있는 먼지흡입매트

주소
본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49, 광성벤처타운1, 2층

근무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49, 광성벤처타운1, 2층

홈페이지 https://www.testonic.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업비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3초

1초: 먼지농도의 변화
2초: 경제적인 변화
3초: 생활건강의 변화

기업소개

테스토닉은 녹색산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R&D를 통해 에어맥스 
의 개발에 성공 하였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한 이상 기온 등으로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신규질병이 발생하고 있고 사막화로 인한 황사의 
증가 등으로 세계인구의 건강한 삶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에서 개발한 에어맥스는 출입구에 설치하여 실내에 유입되는 
각종세균, 미세먼지, 유해물질을 차단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더 좋은 제품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인증현황

혁신 제품 지정 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CE인증서, ISO 9001, ISO 14001
PSE인증서
전기안전인증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기타



신한열기㈜

대표이사 김영관 사업자등록번호 137-81-14708

설립년월일 1991.10.26 상시 근로자 수 44

주 생산품목 산업용보일러, 열교환기, 폐열회수설비, 플랜트설비, 압력용기 등 제작

주소
본사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32번길 13

근무지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32번길 13

홈페이지 https://www.shboiler.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제조업, 제조, 임대업

기업비전
끊임없는 연구개발, 열정과 정직으로 
에너지 절약, 친환경을 실천하는 기업

기업소개

1991년 10월 창립한 이래 열사용 기자재 관련 기술개발이라는 
오직 한 길을 걸어온 신한열기는 에너지 절약과 맑은 환경을 
목표로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증현황

ISO 9001:2008, ASME "U" Stamp, "S" Stamp, 기업부설연구소, 
기계설비공사업, 난방시공업 제1종, 용기(특정설비) 제조등록필증,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신재생 에너지전문기업등록, 
녹색에너지우수기업, 정비적격기업인증(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기타

특허
-밀폐식 팽창탱크가 구비된 냉-난방장치,  더스트제거장치가 구비된 폐열보일러, 
열발생기구로부터 발생되는 폐가스의 폐열회수장치,  수충격 방지부재가 구비된 
급수예열기,  응축수 회수시스템,  폐회로보일러 폐열회수시스템,  증기보일러용 
과열장치,  연료전지의 배출가스를 이용한 스팀생산장치,  백연방지시스템,  유증기 
응축수회수시스템



㈜ 에스씨엘
 

대표이사 이상춘 사업자등록번호 211-82-09174

설립년월일 1990-02-21 상시 근로자 수 69

생산품목 금속코일스프링(자동차부품용,전자부품용),판스프링,화스너,주형,금형 제조

주소
본사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 657

근무지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 657

홈페이지 http://iscl.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금속 스프링 제조업

기업비전
주요 사업내용 : 자동차부품 및 기계부품 제조, 판매
주요 취급품목 : 스프링, 프레스제품, 탭코일, 멀티포밍

기업소개
1977년 설립된이래 40여년동안 기계요소품을 생산해왔으며
또한 제동,현가,조향,모터,전자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우수한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인증현황 ISO 9001, ISO 14001

기타



㈜신한세라믹

대표이사 강 성 호 사업자등록번호 133-81-38178

설립년월일 1995.10.01 상시 근로자 수 110

주 생산품목 화인세라믹, 의료용,전자부품 세라믹 제조

주소
본사 경기도 시흥시 시화벤처로 367

근무지 경기도 시흥시 시화벤처로 367

홈페이지 www.scco.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제조업.

기업비전 고객의 Needs에 부응하는 소재부품의 연구,개발

기업소개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26년의 역사로 국내 Fine 세라믹, 
의료용세라믹,수전용 세라믹등 국내 첨단소재 부품을 연구소를 
통한 지속적인 R&D투자로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은 물론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증현황
IATF16949, ISO9001, ISO14001, KC인증, KS인증,KTW인증
NSF인증, WRAS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타



㈜솔텍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강기원 사업자등록번호 194-81-01109

설립년월일 2018,01,02 상시 근로자 수 3

주 생산품목
전기전자제품 부품 제작, LED관련상품, 기계자동화 장치 개발 및 제작, 제품설계 및 
기계설계 개발 업무

주소
본사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70 제2중소기업관 (J동) 301호

근무지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70 제2중소기업관 (J동) 301호

홈페이지 http://www.soltecheng.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제조, 서비스, 기계 공학 연구 개발업, 수소용접장치 개발 연구

기업비전 신 산업 기계 장치 개발 및 산업 제조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

기업소개

㈜솔텍엔지니어링은 기계장치 개발에 있어 자동화 장치로 로봇을 
활용 설계하고 생산성 극대화하는 기업으로서, 수소용접기를 
상용화와 더블어 다양한 제품을 연구 개발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인증현황

기타 기계장치 관련 연구 전담 부서 운영



(주)에이앤피티

대표이사 남병덕 사업자등록번호 498-86-0012

설립년월일 2015.02.27 상시 근로자 수  10

생산품목 산업용 가스 정제시스템 및 분석 시스템 제작 , 산업용 가스 분석 장비

주소
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산정로 51-48

근무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산정로 51-48

홈페이지 www.anpt.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제조업, 건설업 , 도매 및 무역

기업비전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미래를 계획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주)에이앤피티가 되어 고객만족과 신뢰로 사랑받는 기업이 되자.

기업소개
반도체가스, ASU 플랜트, 특수가스, 대기분석, 석유화학 등 
분석장비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제작 공급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인증현황 ISO-14001 , ISO-9001,기업부설연구소 등

기타



㈜티티에스

대표이사 유우석 사업자등록번호 138-8-32183

설립년월일 2006. 01. 19 상시 근로자 수 14

생산품목 Aluminum Internal Floating Roof, Aluminum Dome Roof

주소
본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4로 136

근무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4로 136

홈페이지 https://www.ttsseal.com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산업용기계 및 플랜트설비

기업비전 환경 친화적인 유중기 방지 장치 설비 업체

기업소개
원유, 석유화학 저장 탱크 내 저장물 질에서 발생되는 유증기 
방지 SYSTEM, Roof Drain, Oil　Skimmer, 등 설계, 제작 및 
시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인증현황 Inno-Biz, 연구개발전담부서, ISO 9001, ISO 14001, ISO45001

기타 특허 5건



㈜엠디에이치테크

대표이사 장순재 사업자등록번호 434-81-00255

설립년월일 2015.09.09 상시 근로자 수 23

주 생산품목 자동차 부품 시트밸트 , 쇼바 

주소
본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146번길 10

근무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146번길 10

홈페이지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자동차부품

기업비전 새로운 변화와 혁신기업

기업소개
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로 멕시코로 수출하는 수출 
기업입니다.

인증현황 벤처기업선정, 이노비즈인증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기타



㈜스피드레이저기술

대표이사 황병일 사업자등록번호 119-86-49539

설립년월일 2011.10.10 상시 근로자 수 6

생산품목 레이저 용접기, 지그기 등

주소
본사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 에이스광명타워 208호

근무지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08 에이스광명타워 208호

홈페이지 http://www.speedlaser.de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제조업, 도 소매업

기업비전 고객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기업소개

㈜스피드레이저기술은 금형 수정용 레이저 용접기를 전세계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독일 SIRO사와 전세계 판매망을 구축하였고 
자동화 지그, 특수지그 제작으로 자동화공장 및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증현황

기타
㈜스피드레이저기술은 한국기술교육대학과 폴리텍 대학의 레이저용접 교육 실습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에이에이치엔

대표이사 안형기 사업자등록번호 145-87-01453

설립년월일 2019-02-13 상시 근로자 수 9

생산품목 금속제창 제조업

주소
본사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132번길 97

근무지

홈페이지 -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제조업

기업비전

기업소개

인증현황

기타



㈜삼정이엔씨

대표이사 김승섭 사업자등록번호 140-81-23241

설립년월일 1995.05.31. 상시 근로자 수 30

생산품목 냉동기 제조업

주소
본사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8길73

근무지

홈페이지 www.speedchiller.com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기업비전

기업소개

주)삼정이엔씨는 냉각기 장비 기술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서

고객과의 만남과 약속은 반드시 실행하고 지키는 
"信義(신의)"품질제일주의의 원칙과

기술개발을 통해 고객만족"革新(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증현황

기타



컴퓨터기계융합과 참여기업
※기업 및 기업소개내용은 추가되거나 변경 될 수 있음.



㈜엠시스

대표이사 김영식 사업자등록번호 135-86-00125

설립년월일 2008-11-17 상시 근로자 수 12

주 생산품목 반도체검사장비

주소
본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40,310호,1015~1016호(고색동,첨단벤처밸리)

근무지

홈페이지 www.msys21.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기업비전 신뢰경영, 가치창조, 미래지향

기업소개

(주)엠시스는 FA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모여서 설립한 회사로서 스텐실 마스크검사기, 레이저 마킹장비, 
비전 검사기 등 여러분야의 설비를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인증현황

기타



㈜정수글로벌

대표이사 유성경 사업자등록번호 224-81-35098

설립년월일 2005-11-15 상시 근로자 수 20

생산품목 도서관리시스템 제조

주소
본사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105

근무지

홈페이지 www.abcsmart.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기업비전

기업소개

(주)정수글로벌은 2005년에 도서관 자동화 장치 전문 연구개발 
업체로 창립되어 현재까지 약 50여 종의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전국 대학 도서관, 공공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서관에서 당사 제품을 한 종류라도 사용하는 도서관이 
이미 절반을 넘었으며,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최초의 제품을 다수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서관 역사상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여 가고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 도서관 자동화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임직원이 되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증현황

기타



㈜코마츠코리아

대표이사 윤희준 사업자등록번호 105-87-57298

설립년월일 2011.05.02 상시 근로자 수 15

주 생산품목
스피드도어
(고속자동문)

주소
본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3(도화동) 마포트라팰리스 A동 
1007호

근무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223(정왕동) 시화공단 3나 505-1호

홈페이지 https://www.komatsuelec.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기업비전

기업소개

스피드도어(고속자동문)의 발전은 공장의 출입문에서부터 이제는 
도심 속 로드숍에 이르기까지 활용도가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38년 동안의 오랜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19만 대의 
시공 경험을 기반으로 고속자동문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저희 
(주)코마츠코리아는 기업이 추구하는 품질 향상과 녹색환경에 
앞장설 수 있도록 더욱더 기술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증현황
 UV살균 기능 스피드도어 M09 특허증
청년친화강소기업(2022)

기타



㈜티에스피지

대표이사 김남욱 사업자등록번호 214-88-99207

설립년월일 2012-06-25 상시 근로자 수 28

생산품목 MDPS 자동창고시스템

주소
본사 본사 : 충남서천군장항읍 장항산단9길41 (장항국가산업단지)

근무지

홈페이지 http://www.tspg.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제조업/산업기계

기업비전

기업소개
물류 및 공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정, 
자동화설비 

인증현황

기타



㈜제이케이오토메이션

대표이사 이종열 사업자등록번호 546-87-01807

설립년월일 2020-06-05 상시 근로자 수 56

주 생산품목 반도체물류자동화설비 안정화

주소
본사 경기 평택시 평택로 23 (평택동, 미라클) 103호

근무지

홈페이지 -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기업비전

기업소개

인증현황

기타



                          리버스톤미디어㈜  

대표이사 박득인 사업자등록번호 140-81-35183

설립년월일 2009.05.07 상시 근로자 수 6

주 생산품목 방송장비
정보통신장비

주소
본사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67 자이타워A동1001호

근무지

홈페이지 www.RGBstone.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기업비전

기업소개

지털 방송과 디지털 사이니지등 영상 시스템에 있어서 복잡한 
여러 기능들의 장비들을 고객의 니즈와
용도별로 최적화 하고, 복합화 하여 사용자의 편리성과 경제성을 
실현하고, 다양한 표준들간의 완전한 호환으로
매체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새로운 컨버전스 솔류션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증현황
기술연구소 인증서
특허 2건

기타



㈜충청

대표이사 최민진 사업자등록번호 665-87-01525

설립년월일 2019-09-24 상시 근로자 수 5

주 생산품목 건설장비제조업

주소
본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1.302-2

근무지

홈페이지 WWW.CCRD.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기업비전

기업소개

인증현황 특허 2건,벤처기업

기타



㈜삼정이엔씨

대표이사 김승섭 사업자등록번호 140-81-23241

설립년월일 1995.05.31. 상시 근로자 수 30

주 생산품목 냉동기 제조업

주소
본사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8길73

근무지

홈페이지 www.speedchiller.com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기업비전

기업소개

주)삼정이엔씨는 냉각기 장비 기술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서

고객과의 만남과 약속은 반드시 실행하고 지키는 
"信義(신의)"품질제일주의의 원칙과

기술개발을 통해 고객만족"革新(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증현황

기타



㈜와이티에스

대표이사 남성국 사업자등록번호 123-81-33900

설립년월일 1991-03-27 상시 근로자 수 180

주 생산품목 LCD pannel, 연료전지

주소
본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722

근무지

홈페이지 www.ytstar.co.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기업비전

기업소개

1991년 창업이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력 설비군인 세정기, 부착기, 타이틀러를 국내, 해외 고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설비로 제작, 공급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2020년부터는 자동차 2차 전지 사업으로 
외형을 확장하면서,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들과 함께 Green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인증현황

기타



㈜에이블

대표이사 강성락 사업자등록번호 257-87-02191

설립년월일 2022-04-25 상시 근로자 수 1800

주 생산품목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설비 유지관리

주소
본사  경기도 평택시 고덕여염9길 26, 624호

근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없음 

기업소개

기업형태 중소기업

업종

기업비전

기업소개

인증현황

기타



삼위정밀

대표이사 김태한 사업자등록번호 107-49-67766

설립년월일 1990 상시 근로자 수 95

주 생산품목 자동차용 터보엔진부품 가공생산

주소
본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 7로 13 (성곡동) 삼위정밀 

근무지

홈페이지 http://samwee.kr/

기업소개

기업형태

업종

기업비전

기업소개

삼위정밀은 1990년 설립된 이래 볼트, 너트, 철도차량부품을 
시작으로 현재는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GM, BMW, 
Volkswagen, AUDI,Fiat, TOYOTA, MAZDA,Daimler, Chrysler 
등 유명 자동차의 Engine에 부착되는 Turbo Charger의 
부속품인 Crank Ass’y, Rod Ass’y, Arm & Valve Ass’y 등
자동차용 터보엔진부품과 반도체 관련 부품을 가공 생산하는
정밀가공업체입니다.

인증현황
ISO/TS 16949 인증
ISO 9001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