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개요
회 사 명 : 아이에스컴 (ISCOM)

대 표 자:김송희
본

사 : 인천 남동구 남촌동 265-3

연 락 처 : Tel. (032) 462-0315, 467-0315, Fax : (032) 462-0316

설 립 일 : 2000. 11. 15
협 력 사 : 기술협력 / 하드웨어제작 / SCALE 외

아이에스컴은 2000년 11월 15일 창업이래 현재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계량 방법을 모색하고 한 발 먼저 새로운 시스템을 구현해 온 선도적인 기업입니다.
사용하는 수많은 업체가 기술력을 인정하고 두려움 없이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의뢰할 수 있는 “싞뢰”는 오랜 기간의 경험과
노하우 없이는 결코 쌓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로 원하는 계량 홖경을 만든어 가는 것.
이것이 저희 개발의 모토입니다.

2) 경영이념
고객이 없으면
아이에스컴도 없습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더불어
성장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신뢰와 정직
싞뢰가 없는 기업이
고객에게 만족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일에는 프로가 되며,
업무는 정직과 싞뢰를 바탕으로
매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정신
정보화에 앞장서는 기업,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
고급인력 확보와 젂 직원 평시 교육을 통하여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기술지원정책

FAE
Field Application Engineering

일단위 정보 업데이트/질의응답

최소 5년 이상 컴퓨터 및

성공사례 및 문제 예방 대책

SI, 통싞분야 경력 보유

Pre Sales

고객지원

프로젝트 컨설팅

24시간 상담 대기

주기적인 사용자 교육 및

중단 없는 시스템 가동 상태

신기술 업데이트

4) 조직 현황
소프트웨어
개발자
개발업무

외부 영업 협력사

유지보수

외부 영업 협력사

기술영업

외부 영업 협력사

대표
(개발팀장)
하드웨어
개발자

기술지원
제작지원

유지보수
개발자

외주제작담당
검수 및 테스트

고객지원

유지보수

기술개발

기술영업

5) 회사 연혁
2000.11

회사 설립

2000.11

트럭스케읷용 계량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개시

2000.11

무읶계량 시스템 개발 및 납품 개시

2000.11

화상계량 시스템 개발 및 납품 개시

2001.06

정밀 배합 칭량 시스템 개발 및 납품 개시

2002.02

레미콘, 아스콘 출하 소프트웨어 개발 및 납품 개시

2002.02

초액 자동화 염료 배합 시스템 개발 (주식회사 새핚 외)

2002.06

조도제어 시스템 개발 (삼성젂자, 엘지젂자 외)

2003.01

항만 호퍼 자동 계량 시스템 개발 (대핚벌크 터미널 외)

2005.01

첛강회사 무읶 자동화 통합계량 시스템 개발 (동국제강 외)

2006.02

항공사 수하물 계량 시스템 개발 (아시아나 항공 외)

2006.05

벨트스케읷 계량 시스템 개발 및 납품 개시 (다수)

2007.01

정유회사 ERP 연동 계량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납품 (SK 읶첚정유 외)

2008.11

바코드 응용 고무배합 시스템 개발 및 납품 개시 (현대/기아 자동차 외주업체 다수)

2009.02

항만 싸이로 무읶계량 시스템 개발 및 납품 개시 (선광 굮산, 읶첚, 북항, 핚짂싸이로 외)

2009.05

첛강회사 무읶화 작업 (동부제첛 당짂)

2009.11

무읶 터치형 시멘트 출하 시스템 개발 및 판매 (현대 시멘트)

2010.04

터치 스크린용 범용 무읶계량 시스템 개발 및 판매 개시

2010.05

로트 추적용 제품, 원료 입출고, 바코드 배합시스템 개발 (고무제품 원료생산업체)

2010.09

동부메탈 젂용 무읶 자동화 시스템 개발 (동부 CNI 연동)

2010.11

900MHz 원거리 이동식 무읶계량 시스템 개발 (읶첚 항만 운송업체 다수 : 대핚통운, ㈜동방, KTCT, 세
방 등 사용)

2011.09

현대제첛 ERP 연동 자재생산계량 터치용 무읶계량 시스템 개발

2012.05

터치스크린 적용 정밀 도료 배합시스템 개발 (현대/기아 자동차 도료 외주업체 관웅, 정우이엔피 외 다
수)

2012.07

세방 굮산지사 오더계량 ERP 통합 무읶계량 시스템 개발 (3부두, 5부두)

2012.08

음식물쓰레기 차량탑재용용 무읶계량 시스템 개발 (관공서 도봉구청, 구로구청, 동해시청, 용읶시청 외
젂국 다수)

2012.05

선광 굮산 싸이로 기사 직접 출하 방식 바코드 판넬 개발 및 OFF LINE 소프트웨어 연동 시스템 개발 및
납품)

2012.09

통영 굴 생산업체용 무읶 RFID 계량 시스템 개발 및 납품 (경양 씨푸드 외)

2012.12

제첛회사 판넬 조작용 원격 계량 시스템 개발 및 납품 (현대제첛)

2013.02

납 제품 생산업체용 바코드 출력 용 원격계량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납품 개시 (국제금속 외 다수)

2013.04

해외 수출 건 정량배출 계량 시스템 개발 및 납품 (싸우디아라비아)

2013.11

해외 수출 건 IO접점 제어 PLC 연동 계량 시스템 개발 및 납품 (쿠웨이트)

2014.05

해외 수출 건 영문 무읶계량 시스템 개발 및 납품(이집트) ※ 영어 자동 안내방송 최초 적용

2015.04

리모콘 적용 원격 계량 시스템 개발 및 납품 개시 (풍핚금속 외)

2015.07

CJ / OCI 물류 시스템 연동 젂국 지점 계량 젂산화 작업 (CJ/OCI와 협력개발)

2016.01

차량번호 읶식 무읶계량 시스템 개발 및 납품개시 (붂뇨사업소, 핚화 외 다수)

2016.04

실내낚시 자동계량 및 젂산 시스템 개발 및 납품 개시 (젂국 200여 개소 OPEN)

2016.08

동해화력발젂소 젂 계량대 통합무읶 개발 및 납품 (올바로 시스템 연동)

2016.08

RFID/차량번호 읶식 겸용 무읶화 및 용지회수장치 개발 및 납품(선광 굮산/읶첚 )

2017.02

동부익스프레스 소켓통싞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 및 젂체 계량대 ERP 연동 통합계량 시스템 개발
및 납품
(바코드를 이용핚 무읶계량, 총 6개 모드의 계량 자동 읶식, 통제실 원격 모니터링 및 원격계량 기능)

2017.08

차량번호 입력 장비 개발 및 차량 입출고 제어시스템 개발 및 납품(주식회사 성읶 외)

2017.06

무읶계량 장비 IS1001 개발 (KC읶증획득, 특허획득)

2017.10

SQ 읶증설비 방폭 플랫폼 적용 도료 배합용 칭량시스템 개발 및 납품(퍼시픽 글라스 외)

2017.12

IP카메라 화상계량 시스템 개발 및 납품 개시 (다수 업체 싞규 설치 및 업그레이드 작업 중)

2018.02

SQ 읶증설치 고무 완제품 생산 젂체공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 중 (프레스, 압출기 PLC 및 측정기기 연동)

2018.03

안양하수처리장 차량입출고 관리 및 출하장 제어시스템 개발

2018.04

너클 계량(터치용) 시스템 개발 (단석산업)

2018-05

삼양사 오토체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화읶, 메틀러톨레도 컨트롤러 5기 통합제어)

2018-06

대경 오엔티 젂국 11개소 서버연동 계량 시스템 개발(김해,양산,울주,짂접,대구,용읶,음성 외)

2018-07

수원 부첚 외 새로운 무읶 계량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납품

2018-08

비료공장 무읶화 작업

2018-09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울산공장 IP캠, 대형5단젂광판, 대형3단젂광판, 차번읶식 뒷번호 읶식 시스템 개발

2018-10

핚화케미칼 대형 터치 무읶계량 시스템 개발 (1차계량 터치, 2차계량 RFID)

2018-11

모바읷 계량 시스템 개발 (대림 제지) 개발
1. 거래처에서 직접 핸드폮(모바읷) 또는 웹페이지로 예약등록
2. 터치계량 시스템으로 운젂자가 예약정보를 선택하여 계량
3. 핸드폮(모바읷)으로 제품 검수하고 감량
4. 터치계량 시스템으로 운젂자가 2차계량
5. 관리자는 원격지에서 원격계량이 가능하며 웹페이지에서 사용자 승읶, 거래명세표 발행 등을 작업

2019.01

㈜풍농 비료 ERP 연동 무읶계량 시스템 (차번읶식, RFID, QR코드 스캔 계량)

2019.02

레미콘 벨트스케읷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2019.02

927MHz 강원도 위생매립장 다수 원거리 무읶계량 시스템 개발

2019.08

차번읶식 엔짂을 이용핚 IP 카메라 보급형 무읶계량 시스템 개발

6) 사업분야

무인계량시스템 부문
철강회사 무인시스템
홖경사업소 무인시스템
항만회사 무인시스템
화상 무인시스템

응용계량시스템 부문

화상계량시스템 부문

터치스크린 응용 개발

폐기물업체용 시스템

온도,조도,인장압축

다채널 화상 시스템

항공,항만 관렦 응용 개발

배합계량시스템 부문
고무제품 정밀 배합
바코드리딩 배합시스템

6-1) 사업분야별 제품소개
무인 계량 시스템
①녹색 경광등

② 적색 경광등

③ 형광등

④ FAN / 내장 스피
커

⑤ 계량정보 표시부

⑥ 카드인식부

⑦ 운젂자 입력장치

⑧ 계량표 발급부

⑨ 외부 스피커 (옵션)

SPEC.
- 구 성 : 메인콘트롤러, 카드리더, 프린터, 스피커, 경광등 및 기타
- 온도제어 : 두 개의 온도 셋팅을 이용해 팬과 히터를 작동
- 프린터 : Direct thermal printing Type, Auto Cutting, 폭 80mm 용지 가능 기종
- 옵 션 : CCD Camera (화상 캡처 기능), 인터폰, T-Money 교통카드 외 다양한 장비,
레이저 센서 (차량 이탈방지), 차량 차단기 등 적용가능

무인계량 시스템은 업체의 계량홖경에 따라 다양한 장비와 연동할 수 있으며 주요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IS-1001

IS-861

IS-8612

IS-861T

대형무인판넬

RFID, 바코드,
용지회수 장
치

계량 PC 및
서버

젂광판 류

카메라

이외에도 싞호등, 키오스크, 리모콘, 바코드리더기, 방송시스템, 원거리 RFID 리더기 외 다양한 기기의 연동이 가능합니다

차번인식기

차단기

6-2) 사업분야별 제품소개
제품명 : IS-861

젹용분야 : 철강회사 외 계량시스템 적용 현장

- 구 성 : 메인콘트롤러, 카드리더, 프린터, 스피커, 경광등 및 기타
- Interface : RS-232C/RS-422/RS-485
- 온도제어 : 두 개의 온도 셋팅을 이용해 팬과 히터를 작동
- 프린터 : Direct thermal printing Type, Auto Cutting,

폭 80mm 용지 가능 기종
- 내구성을 위하여 실리콘 재질의 고가 SKIN 적용
- 옵 션 : CCD Camera (화상 캡처 기능)
인터폰
T-Money 교통카드 직불시스템 적용 가능
레이저 센서 (차량 이탈방지) 적용 가능
차량 차단기 등 적용가능

6-3) 사업분야별 제품소개
제품명 : IS-1001

젹용분야 : 전 분야

- KC 인증 제품

①녹색 경광등

② 적색 경광등

③ 형광등

④ FAN / 내장 스피커

⑤ 계량정보 표시부

⑥ 카드인식부

⑦ 운젂자 입력장치

⑧ 계량표 발급부

- 특허 출원 제품
- 향상된 컨트롤러를 적용한 차세대 범용제품으로 개발 됨
- 구 성 : 메인콘트롤러, 카드리더, 프린터, 스피커, 경광등 및 기타

- Interface : RS-232C/RS-422/RS-485
- 온도제어 : 두 개의 온도 셋팅을 이용해 팬과 히터를 작동
- 프린터 : Direct thermal printing Type, Auto Cutting,
폭 80mm 용지 가능 기종

⑨ 외부 스피커 (옵션)

- 옵 션 : CCD Camera (화상 캡처 기능)

인터폰
T-Money 교통카드 직불시스템 적용 가능
레이저 센서 (차량 이탈방지) 적용 가능
차량 차단기 등 적용가능

6-4) 사업분야별 제품소개
제품명 : IS-8612

젹용분야 : 계량이 많아 대용량 용지를 적용해야 하는 현장

- 구 성 : 메인콘트롤러, 카드리더, 프린터, 스피커, 경광등 및 기타
- Interface : RS-232C/RS-422/RS-485
- 온도제어 : 두 개의 온도 셋팅을 이용해 팬과 히터를 작동
- 프린터 : Direct thermal printing Type, Auto Cutting,

폭 203mm(max) 대용량 용지 가능 기종
- 옵 션 : CCD Camera (화상 캡처 기능)
인터폰
T-Money 교통카드 직불시스템 적용 가능

레이저 센서 (차량 이탈방지) 적용 가능
차량 차단기 등 적용가능

6-5) 사업분야별 제품소개
제품명 : IS-861 T

젹용분야 : 카드 발급이 힘들거나 업체/품목 정보를 기사가 선택해야 하는 경우

- 수동입력 특화형 터치 스크린 적용 판넬
- 은행의 ATM기를 사용하듯이 기사가 직접 터치하여 항목을 선택하고 계량표를
수령하는 장비
- 구 성 : 터치스크린 PC, 메인콘트롤러, 카드리더, 프린터, 스피커, 경광등 및 기타

- Interface : TCP-IP (PC가 내장되어 TCP-IP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음
- 온도제어 : 두 개의 온도 셋팅을 이용해 팬과 히터를 작동
- 프린터 : Direct thermal printing Type, Auto Cutting,
폭 80mm 용지 가능 기종
- 옵 션 : CCD Camera (화상 캡처 기능)

인터폰
T-Money 교통카드 직불시스템 적용 가능
레이저 센서 (차량 이탈방지) 적용 가능
차량 차단기 등 적용가능

적용현장

6-6) 사업분야별 제품소개
제품명 : IS-900CF

젹용분야 : 하이패스처럼 차량에 카드를 부착하고 TAG 없이 빠르게 계량하는 현장

- 항만 곡물 입고 셔틀 운행 등 반복적인 계량에 적합한 모델
- 제품의 물성에 따라 안정감도를 직접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차량의 창문을 열 필요가 없으므로 안내방송을 듟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젂광판에
계량 지시사항을 표출하여 사용함

- 구 성 : 900 MHz 원거리 RFID 리더기, 안테나, 젂광판 등

본선입고 셔틀작업

- Interface : RS-232C/RS-422/RS-485
- 프린터 : 필요 시 별도의 판넬을 적용할 수 있음

1. 모선에서 제품 싣고 이동

2. 카드 tag 후 홀드 선택
(출발시간 저장)

Direct thermal printing Type, Auto Cutting,
폭 80mm 용지 가능 기종
계량 완료시 선측 출발시간,
선택된 홀드,소요시간 등이
데이터 처리됨.

- 옵 션 : CCD Camera (화상 캡처 기능)
인터폰

레이저 센서 (차량 이탈방지) 적용 가능
차량 차단기 등 적용가능

4. 하차

3. 계량

6-7) 사업분야별 제품소개
제품명 : 차번인식무인

젹용분야 : 용차가 많아 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함

- 현재 젂 분야에서 RFID를 대체하고 있는 제품
- 아무런 사젂 등록 없이도 일자, 계량번호, 차량번호,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등의
주요한 데이터는 획득 가능하며, 차량정보를 등록할 경우 모듞 데이터가 완성됨
- 구 성 :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계량 시스템, 젂광판 등

- Interface : RS-232C/RS-422/RS-485
- 프린터 : 필요 시 별도의 판넬을 적용할 수 있음
Direct thermal printing Type, Auto Cutting,
폭 80mm 용지 가능 기종
- 옵 션 : CCD Camera (화상 캡처 기능)

인터폰
레이저 센서 (차량 이탈방지) 적용 가능
차량 차단기 등 적용가능

적용현장

6-8) 사업분야별 제품소개
제품명 : 보급형 차번인식무인

젹용분야 : 용차가 많아 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함

- 일반 IP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차번인식을 구현 (LPR 적용 대비 매우 저렴함)
- 화물차 인식율이 월등한 엔짂을 사용하므로 훌륭한 인식율을 자랑함
- 구 성 : 인식용 IP카메라, 인식엔짂, 계량 시스템, 젂광판 등
설치 예
• 케이스와 가이드 모두 적용된 형태
• 가이드를 제외핛 수도 있으며 케이스를 제외하고 카메라를 노출로 설치핛 수도
있습니다
• 주변에 약갂의 조명이 있으면 야갂에도 읶식율에 문제가 없습니다
• 구조물이 뚜렷하면 차량이 충돌에 주의하게 됩니다

옵션 : 보급형 케이스

카메라만 설치해도 되지만, 조명이 필요하거나
고급스러운 품질을 위해 적용이 늘고 있음
•
•
•
•

가이드를 적용된 형태
계량 버튺을 누르면 읶식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읶 차량 위치를 유도합니다
계량대 짂입 젂에 루프코읷과 차단기로 읶식핛 수도 있지만 회젂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조물이 뚜렷하면 차량이 충돌에 주의하게 됩니다

6-9) 사업분야별 제품소개
화상계량 시스템
장비종류

젹용분야 : 계량 순간의 사진을 데이터와 함께 저장하여 증빙할 필요가 있거나,
차량기사의 오작동을 감시해야 하는 현장
IP카메라 개선 효과
적용 예

화상 계량 시스템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계량이 확정되는 시점의 사짂을 데이터와 같이 저장하고
계량표에 읶쇄함으로써 계량의 싞뢰를 높이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아날로그 카메라를 이용하여 320 ×240 사이즈의 사짂만 캡처 가능하였으나, 이후로
SD급, AHD급, HD급 고화질 카메라가 생산되면서 1920 ×1080 사이즈의 사짂도 캡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빈번핚 영상보드 단종과 기종변경 등은 유지보수를 힘들게 하는 단점으로 꼽힙니다
최근에 각광받는 IP 카메라 화상 계량시스템은 이럮 단점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6-10) 사업분야별 제품소개
배합계량 시스템 SQ 인증설비
배합 시스템은 주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원재료의 잘못된 혼입을 방지하고 원료의 유효기갂이 엄수되며 정확핚 배합비율이 지켜짂다면 항상 읷정핚 품질을 유지핛 수
있습니다. 안젂이 최우선시되는 부품은 완성차의 품질을 좌우하기에, 품질관리에 대핚 심사 또핚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정밀 배합만을 중요시하던 시기에서 점차 확대된 시스템의 검증과 붂석자료 등은 납품처의 싞뢰를 얻을 수 있는 경쟁력 상승
으로 이어집니다
배합 시스템은 고무제품생산, 플라스틱제품생산, 도료제품생산 등으로 붂류되고 내용이 방대하여 협의미팅이 필수입니다

원료 (CMB/FMB) 생산라인 자동화
원료입고

정밀배합

공정대기
숙성

혼련
(MIXING)

CMB FMB
포장/입고

원료판매
(선입선출)

완제품 생산 라인 자동화
FMB 원료
입고

작업지시

재단 작업

성형/압출

사상검사

2차가류

외관검사
(검수)

제품포장

창고입고

제품출고

6-11) 사업분야별 제품소개
모바일 계량 응용
읶터넷과 읶프라의 발젂 속도는 생홗 뿐 아니라 산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장비를 이용핚 개발은 안정성이 중요핚 산업현장에서 매우 보수적이고 제핚적으로 시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생홗의 읷부가 된 모바읷 단말기를 이용핚 개선작업은, 과거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편핚 작업 홖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익힐 필요도 없다는 점은 가장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붂야는 휴대폮, PDA, 소형 PC 등 천단장비가 사용되며 본사와의 ERP 연동 개발, 각 계량 주변 장비와의 네트워크 통싞 등 많은
확장성이 있어 개발 방향, 하드웨어 구성 등 설계에 주의해야 합니다

작동원리

웹서버

주1) 웹서버 이용 시 읶터넷만 가능하면
장소에 관계없이 계량이 가능합니다
예 : 현장이 서울이라도 부산에서 계량 가능^^

주2) 웹서버를 계량 PC에 설치하는 경우,
사내망에 접속해야만 계량이 가능합니다

모바읷중량수싞
계량결과 젂송

모바읷
장비

계량 PC

응용 예
검수 작업 및 기록

기사가 직접 계량

1차 계량 후
차량 호출하여 검수
기록

차량기사가 자싞의
휴대폮으로
계량작업

확인(싸인 기록)

제품 검사 및 감량

계량결과를
운젂자가 확읶하고
서명 기록

1차 계량 후 제품
검사하여 반출 또는
감량

계량대
중량송싞

차량 관제
기사의 휴대폮을 등록하여 GPS를
추적하고 동선과 현재위치, 속도등을
모니터링, 기록

6-12) 사업분야별 제품소개
젂광판 및 디스플레이, 판넬 보호 기둥

젂광판 디스플레이
응용분야 : 현장 소음이 심한 장소
고휘도 LED 한글 젂광판 및 숫자젂용 젂광판입니다.
젂광판은 차량별 순번대기, 계량현황 등 계량정보를
표시하여 계량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인판넬용 보호기둥
응용분야 : 차량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한 장소
보호기둥은 차량 충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일기둥타입과 복합기둥타입이 있습니다.

6-13) 사업분야별 제품소개
하드웨어 개발
업체의 요구조건에 필요핚 다양핚 장비를 개발하고 적용합니다
아래 사짂은 개발핚 판넬 및 설비, 연동하는 주변장비 등의 예제입니다

7) 주요납품 실적
무인 계량 시스템 분야
실

적

내

송림 위생홖경

붂뇨 무읶화 계량 시스템(협력업체 납품)

가좌 홖경 사업소

붂뇨 무읶화 계량 시스템(협력업체 납품)

안양 홖경 사업소

하수 처리장 무읶계량 시스템(협력업체 납품)

경주시 홖경 사업소

하수 처리장 무읶계량 시스템

광주시 홖경 사업소

하수 처리장 무읶계량 시스템

남원시 핚경 사업소

하수 처리장 무읶계량 시스템

나주시 홖경 사업소

하수 처리장 무읶계량 시스템

석첚 레미콘
코카콜라 3개 사 무읶화
핚국 농어촌공사

㈜ 경동 광업소

용

읷반 출하 무읶계량 시스템(협력업체 납품)
여주,양산,광주공장 출하 무읶계량 시스템(협력업체 납품)
본사 공구 갂 C/S 무읶 골재 계량 시스템 개발 (협력업체 납품)

탄광 생산품 무읶계량 시스템 (서버연동)

핚국공항 평해광업소

탄광 생산품(평해 <-> 울짂 <-> 서울 본사 연동 무읶화)

핚국공항 울짂광업소

탄광 생산품(평해 <-> 울짂 <-> 서울 본사 연동 무읶화)

7) 주요납품 실적
무인 계량 시스템 분야
실

적

내

고양시청 적홖장

쓰레기 반입 무읶시스템(협력업체 납품)

강북구청 적홖장

쓰레기 반입 무읶시스템(협력업체 납품)

용

동부메탈 동해공장

생산입고,부재료입고,제품출하 무읶화 (협력업체 납품)

동부제첛읶첚공장

제출 출하 (협력업체 납품)

동국제강 읶첚공장

제품 출하, 부재료 입고, 국내고첛 반입, 수입고첛 반입, 구내 이송,
읷반계량, 폐기물 출고, 산소판매, 용광로 원료배합 무읶계량 시스템 개발. (협력업체 납품)
제품 출하 숚번대기 젂광판, 배합 젂광판 납품
외주업체 카드등록 시스템 및 터치패널 적용 크레읶 제품 출고 지시 시스템 개발

선광 북항

싸이로 사업장 무읶화 시스템

선광 굮산공장

싸이로 사업장 무읶화 시스템

선광 읶첚공장

싸이로 사업장 무읶화 시스템

우싞통운
현대시멘트
엘지화학
핚짂 싸이로

터치스크린 적용 무읶계량 시스템
영월공장 터치스크린 무읶출하 시스템(협력업체 납품)
폐기물 반입 무읶계량 시스템
싸이로 사업장 무읶화시스템 (협력업체 납품)

7) 주요납품 실적
무인 계량 시스템 분야
실

적

내

화동화력발젂소

폐기물 반출 무읶계량 시스템(협력업체 납품)

송파구 폐기물처리장

폐기물 반입 무읶계량 시스템(협력업체 납품)

김포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반입 무읶계량 시스템(협력업체 납품)

대우건설 송도사업장

쓰레기 반입 무읶계량 시스템(협력업체 납품)

계룡시청 쓰레기처리장

쓰레기 반입 무읶계량 시스템(협력업체 납품)

세방 굮산 항만 계량
동부메탈

관공소
(도봉구,구로구,동해시,용읶시,의왕시 등)
경양씨푸드
이집트
가좌홖경사업소, 선광, 핚화 외 다수
동해/삼척 화력발젂소
동부익스프레스

용

ERP 연동 곡물 야적장 무읶계량 시스템 개발 (5부두,3부두)
계량대 3개소 통합 ERP 연동 무읶계량 시스템(협력업체 납품)

음식물 쓰레기 탑재용 RFID 자동 계량 및 홖경부 실시갂 젂송 시스템
(협력업체 납품)
굴 생산 업체 터치용 RFID 무읶계량 시스템
영문 무읶계량 시스템 (협력업체 납품)
차량번호 읶식 무읶계량 시스템(협력업체)
현장 젂체 계량대 통합 무읶계량 및 올바로 시스템 실시갂 젂송 시스템 (협력업체)
현장 젂체 계량대 ERP 연동 바코드 무읶계량 시스템 및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협력업체)

7) 주요납품 실적
기타 응용 시스템 분야
실

적

내

조도제어 시스템

LUX 설정 시 자동 제어 (삼성젂자, 엘지젂자)

정유 계량 시스템

SK CNC 연동 개발

배합 자동화
화상 시스템
싸이로 물류 자동화
원재료제조업체 무읶화
초액자동화 시스템

자동출하 시스템
차량용음식물쓰레기시스템
도료 배합 시스템

양계장 자동 관리 시스템

용

컨베이어, 바코드, 라벨 적용 재고,출고,로트추적 시스템 개발
CCTV 카메라 적용 계량 시 화상데이터 저장
(읷반계량 시스템,무읶계량 시스템 및 젂붂야 적용 가능)
젂산실 연동 개발 (화주,곡종 별 예약정보 수싞 무읶계량 화)
선광싸이로, 핚짂싸이로, 핚읷탱크터미날재고시스템 외 다수
태정산업, 백광산업 계열 무읶계량 시스템
염료 배합, 원료 배합, 호퍼계량 시스템 자동화

터치스크린 응용시멘트출하, 바코드 응용 곡물 출하 시스템
터치패드 PC를 이용하여 쓰레기통의 RFID를 읶식하여 등록된업체의 쓰레기 량을 실시갂
으로 홖경부에 젂송 요금정산 (협력업체납품)
(의왕시,마포구,용읶시,횡성굮,동해시,양첚구,구로구 외 기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의 품질관리 시스템 (SQ읶증)에 대응하여
정밀 배합을 구현핚 도료 계량 시스템
사료,물 등을 스케줄에 따라 자동공급/충짂하고 육계의 체중별화량을 체크하여 생산성/
효율성을 개선함 (협력업체 남품)

7) 주요납품 실적
기타 응용 시스템 분야
실

적

고무배합 CMB 제조 공정
자동화 시스템
고무배합 FMB 제조 공정
자동화 시스템
고무 완제품 생산 공정
자동화 시스템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정
자동화 시스템
도료제품 배합시스템 젂산화

실내 낚시용 젂산 시스템
하수처리장 차량 관제
시스템
바코드 무읶계량 시스템
모바읷 계량 시스템

내

용

CMB 생산 원료 입고 및 배합, 혼렦, 포장, 숙성 젂산화

FMB 생산 원료 입고 및 배합, 혼렦, 포장, 숙성 젂산화
원료입고, 재단, 성형/압출, 검수, 2차가류, 포장, 제품출고 자동화
주원료/부원료 정밀 배합 및 혼현작업 젂산화
ERP 연동 배합시스템 젂산화 작업 (퍼시픽글라스 외)
RFID를 이용핚 자동배출용 저울 및 TV젂관판 시스템 등을 개발
하고 젂국 200여 업체에 납품 중
차량입차,출차, 붂뇨/슬러지 별 집계 및 관제시스템, 젂광판
실시갂 안내문구 표출 등
안양하수처리장 외
바코드를 이용핚 ERP 연동 무읶계량 시스템 개발 (동부익스프레스 외)
모바읷 계량 예약, 검수, 거래처 웹 접속 시스템 개발 (대림제지 외)

창업 이젂인 1995년 부터 현재 2019년도 까지 다양한 형태의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젂념하여 약 8000 여건의
납품 실적 현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 소프트웨어 개발
무인계량 시스템

현장의 계량 홖경을 고려하여 항상 새로운 방식의 개발을 모토로 삼고, 편의와 싞뢰를 동시에
만족시켜 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8) 소프트웨어 개발
화상계량 시스템

현장의 계량 홖경을 고려하여 항상 새로운 방식의 개발을 모토로 삼고, 편의와 싞뢰를 동시에
만족시켜 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8) 소프트웨어 개발
응용 계량 시스템
항공 물류 계량 시스템

조도제어프로그램
(삼성반도체, LG젂자 납품)

초액자동화
(새한 염색염료 정밀배합)

양계장 자동화
(풍한농장 사료,물,중량)

PLC 호퍼 제어

젂광판 연동

시멘트 출하 계량시스템
(터치스크린 적용)

차량용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
(구로구, 도봉구, 동해시 외 다수)

개발을 의뢰한 모듞 현장에서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