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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객을 위한 
SIMTOS 2018 사용설명서

대한민국 최대 생산제조기술 전시회

프리뷰
SIMTOS 2018 주요 특징

전시장 및 입장안내

컨퍼런스, 부대행사, 찾아오시는 길

SIMTOS 2018 품목별 출품정보 안내 

- 금속절삭 및 금속가공관

- 금속절단 및 용접관

- 자동화, 캐드캠, 측정기기 및 로봇관

- 공구 및 관련기기관

- 부품·소재 및 모션컨트롤관

- 4차산업혁명 특별관 

전시기간 : ’18.4.3(화).~’18.4.7(토)(오전 10시 ~ 오후 5시)

전시장소 : KINTEX 1, 2전시장 전관



기존의 생산시스템이 ICT기술, 소프트웨어와 ‘연결’되어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 개척을 위한 신제품·신기술·최신 제조서비스 

정보가 모인 SIMTOS 2018로 오세요!

Capture the future:
4th Industrial Revolution

가 답입니다!
‘생산제조기술의 모든 것’을 담은

SIMTOS 2018 전시개요

명칭 : SIMTOS 2018(The 18th Seoul International Manufacturing Technology Show)

전시기간 및 장소 : 2018. 4. 3(화) ~ 4. 7(토) / KINTEX 1,2전시장(102,431㎡)

전시규모 : •참가업체 - 1,100개사 6,000부스

                   •참관객 - 약 100,000명(국내 : 95,000명, 해외 : 5,000명)

한눈에 보는 SIMTO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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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안내 

06 _ 전시장 및 입장안내

컨퍼런스, 부대행사, 찾아오시는 길 

08 _ SIMTOS 2018 컨퍼런스 

 4차 산업혁명 컨퍼런스, CAD/CAM 컨퍼런스

10_ 참가업체 컨퍼런스 

12 _ SIMTOS 2018 부대행사 

 Matchmaking4U(상담회), 테크니컬투어, 세미나 外

15 _ 찾아오시는 길(교통편)

 내·외부 셔틀버스, 대중교통 外

SIMTOS 2018 품목별 출품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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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절단 및 용접관

 자동화, 캐드캠, 측정기기 및 로봇관

 공구 및 관련기기관

 부품·소재 및 모션컨트롤관  

 4차산업혁명 특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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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SIMTOS 2018

SIMTOS 2018, 생산제조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 자리에 모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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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장기불황의 불확실성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회 창출이 

공존하는 지금, 공작기계 및 자동화 관련분야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생산제조기술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1,100여 개 사가 참가하는 대한민국 최대 생산제조기술 전시회 

SIMTOS 20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INTEX 1, 2전시장 전관에서 ’18.4.3(화).~’18.4.7(토)(오전 10시 ~ 오후 5시)

30여 개국, 
1,100여 개 사, 
6,000여 부스

30

올해로 18회를 맞는 SIMTOS  2018에서는 생산제조기술의 시장변화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작기계 및 자동화 관련분야의 최신기술과 제품,  

솔루션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금속가공 
‘최신기술’과 
‘시장트렌드’를 
한 번에

SIMTOS 2018은 공작기계 및 자동화 관련분야의 세계적인 변화와 기술

수준, 각국의 제품을 쉽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각 대륙별로 전문관을 

구성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대륙별 전문관'

KINTEX   1 전시장 Hall 1~5     한국관 KINTEX   2 전시장 Hall 7~8     유럽관

Hall 9~10  아시아·미주관

Hall 7 Hall 8

Hall 10 Hall 9

Hall 1 Hall 2 Hall 3 Hall 4 Hall 5

4차산업혁명 특별관

전시품목

공구 및 관련기기관

금속절단 및 용접관

자동화, 캐드캠, 측정기기 및 로봇관

금속절삭 및 금형가공관

부품·소재 및 모션컨트롤관

* 상기 전시품목은 한국관, 유럽관, 아시아·미주관에 동일하게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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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TOS 2018에서는 ‘참가업체’가 중심이 되어 생산제조업체와 수요업체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참가업체 컨퍼런스가 전시기간 중 30여 회 개최

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별 세부 스케줄 10~11페이지 참조

‘현장중심 
실용기술’의 
참가업체 
컨퍼런스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킬 핵심기술이 공작기계 및 자동화 관련 기술과 접목된 

시연을 통해 복합제조솔루션 소개

미래 생산제조기술의 변화에 대응할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소개할 협동로봇, 

소프트웨어, IoT·센서·네트워크 등의 분야 36개사 참가

•1전시장 5홀에 복합솔루션관, 협동로봇,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세션구성

생산제조기술의 
혁신적 변화 확인 
‘4차산업혁명 
특별관’

ICT융합 공작기계, 협동로봇, 스마트센서, 지능형 소프트웨어, 스마트공장 솔

루션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급변하는 제조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산업혁

명 컨퍼런스’를 4월 4일(수)~4월 5일(목) 양일 오전, KINTX 1전시장 3층 그

랜드볼룸에서 진행합니다.

•컨퍼런스별 세부 스케줄 8페이지 참조

급변하는 
생산제조 환경에 
대응할 ‘4차 산업
혁명 컨퍼런스’

제조 소프트웨어 기술동향과 미래 방향을 살펴볼 캐드캠(CAD/CAM) 컨퍼런스

를 4월 3일(화)~4월 4일(수) 양일 오후, KINTEX 2시장 301호, 302호에서 

진행합니다.

•컨퍼런스별 세부 스케줄 9페이지 참조

소프트웨어가 
가져올 기술혁신
 ‘CAD/CAM 
컨퍼런스’

SIMTOS 디지털 맵(Digital Map)을 이용하면 품목, 키워드 

검색만으로 해당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정보 및 부스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SIMTOS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서비스 제공

보고 싶은 품목, 
찾고 싶은 부스 
한 번에 찾아주는
 ‘디지털 Map 
서비스’

전시회 개요에서부터 참가업체 정보, 부대행사, 교통편, 

참관객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모바일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SIMTOS 2018 모바일 앱(Ap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플레이, 앱 스토어에서 SIMTOS 2018, 심토스,    

    공작기계협회 등으로 검색

• 앱(App)을 설치하면 비콘서비스를 통해 당일 행사 및 컨퍼런스 정보를 푸시메시지로 제공

모든 전시정보를 
모바일로 편하게, 
‘SIMTOS 2018 
모바일 앱(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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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안내

전시장 및 입장안내02

KINTEX 1 전시장 Hall 1~5  한국관 Korea KINTEX 2 전시장 Hall 7~8     유럽관 Europe 

Hall 9~10  아시아·미주관 Asia, America, etc

Hall 1 Hall 2 Hall 3 Hall 4 Hall 5

1 1

1

5
55

5

2

2 4

9 6
8

7

3

Hall 10 Hall 9

Hall 7 Hall 8

무빙워크

전시장 입장안내

참관객 사전등록 
방법

8 라운지
(커피 및 도시락 판매)

3 4차 산업혁명 컨퍼런스(1전시장 3층)
참가업체 컨퍼런스(1전시장 2~3층)

9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부스

2 코끼리 열차 승강장

5 전시장 출입증 발급처

1 내·외부 셔틀버스 승강장

7 포토존6 4차산업혁명 특별관

SIMTOS의 다양한 참관혜택을 받고 싶다면 ‘사전등록’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초대권도 없고 사전등록도 하지 않았다면, 15,000원의 티켓을 현장에서 

구매하여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SIMTOS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완료 참관객을 위한 커피쿠폰 이벤트 진행

•참관객 사전등록 마감일 : ’18. 3. 31(토)

단체참관 안내 단체 참관(10명 이상)은 반드시 SIMTOS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단체참관 신청 담당자 100분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두 잔 제공. 

    자세한 사항은 SIMTOS 2018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STEP 1  www.simtos.org 접속  ➔   STEP 2  초대권 번호 입력  ➔ 

 STEP 3   기본 정보 입력

4 CAD/CAM 컨퍼런스(2전시장 3층)
참가업체 컨퍼런스(2전시장 3층)

10 프레스센터

2 코끼리 열차 승강장1 내부 셔틀버스 승강장

1 전시장 

2 전시장 

(2층)

10
(2층)

5

5

5



08 09SIMTOS PREVIEW SIMTOS PREVIEW컨퍼런스, 부대행사, 찾아오시는 길 컨퍼런스, 부대행사, 찾아오시는 길 

SIMTOS 컨퍼런스

4차 산업혁명 컨퍼런스(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 CAD/CAM, 3D 프린팅 & 스타트업 컨퍼런스 2018(2전시장 301호, 302호)

           시간

 12:30 – 12:50

 12:50 – 13:00

 13:00 – 13:40

 13:40 – 14:20

 14:20 – 15:00

       트랙 구분  

 15:10 – 15:40

 15:40 – 16:10

 16:10 – 16:40

 16:40 – 17:10

 17:10 – 17:30

           시간

 12:30 – 12:50

 12:50 – 13:00

 13:00 – 13:40

 13:40 – 14:20

 14:20 – 15:00

       트랙 구분 

 15:10 – 15:40

 15:40 – 16:10

 16:10 – 16:40

 16:40 – 17:10

 17:10 – 17:30

                                                            1일차, 4월 3일(화)  캐드캠 컨퍼런스

등록

개회사 / 캐드캠 컨퍼런스 위원장 (서울과학기술대 정연찬 교수)

격려사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선진 사례로 본 4차 산업혁명 / 한국ICT융합네트워크 김은 상근부회장

스마트 제조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팩토리 / 

삼성SDS 스마트팩토리 대외사업팀 이병곤 상무

수요산업 공정/파트 대응을 위한 스마트 제조 및 통합 솔루션 개발 / 

두산공작기계 선행기술팀 이강재 부장

            Track A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Track B - CAM/금형

경품추첨 및 폐회

                                             2일차, 4월 4일(수) 3D프린팅 & 스타트업 컨퍼런스

등록

개회사 - 3D 프린팅 & 스타트업 컨퍼런스 위원장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 최성권 이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만들어가는 디자인 / 이노디자인 김영세 회장

3D 프린팅으로 12조 달러 제조산업의 미래를 연다 / 

HP APJ 3D 프린팅 알렉스 랄루미에르(Alex Lalumiere) 클라이언트 세일즈 디렉터

4차 산업혁명과 금속 3D 프린팅 전망 / 한국적층제조사용자협회(KAMUG) 주승환 회장(인하대 연구교수)

                       Track A - 3D 프린팅                                                    Track B - 3D 프린팅 비즈니스

경품추첨 및 폐회

03

다품종 소량 부품제조를 위한 3D 프린팅 

활용 폴리머 코어사출금형기술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성희 수석연구원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CAM 자동화 성공 사례 /

한국델켐 이충은 본부장

인공지능 CAM 기술 동향과 NCBrain AI CAM 소개 /

엔씨비 김두진 대표

판금(Sheet Metal) 가공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탈 CAD /

CAM 솔루션베로소프트웨어코리아 김동민 과장 

3D 프린팅 비즈니스 모델과 전망 / 홍익대

산업디자인학과 / 쓰리디커넥션 최성권 이사

기술 창업가를 위한 Lean Start-up의 이해와 

적용 / 린스타트업코리아 최원식 공동대표

하늘의 산업혁명 드론과 비즈니스 개발 / 

바이로봇 홍세화 전략담당이사

펀딩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 스타트업의 와디즈 

펀딩 / 와디즈 황인범 총괄팀장

인더스트리 4.0, 디지털화와 디지털 혁신에 어떠한 

혁신을 가져올 것인가? / 

스위스 스마트 팩토리 도미닉 고렉키(Dominic 

Gorecky) 대표

디지털 팩토리 추진전략과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 사례 소개 / 

두산정보통신 디지털 트랜스폼 허남형 부장

스마트 팩토리 선진 구축 사례 / 

Festo Korea 강성우 과장

Digital Machine Shop을 통한 스마트 제조 

구현 전략과 사례  /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 박세종 상무

3D 프린팅 산업을 혁신할 스트라타시스의 새로운

기능 및 어플리케이션 / 스트라타시스코리아 

김선영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위상최적화, 경량화를 통한 금속 3D 프린팅 활용

제고 방안과 기술 동향 / 

SLM 아태지역 총치테르(Chong Chee Ter) 매니저

돈이 되는 3D프린팅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 사례 / 메카피아 노수황 대표

금속적층 하이브리드 가공기술 최신 사례 /

디엠지모리코리아 김중경 기술이사

4월 4일(수) :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산제조기술산업의 현 시점 분석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제시 

시간 내용

08:30 - 09:30 등록 및 사전리셉션

09:30 - 09:35 개회식 및 오프닝 영상 

09:35 - 09:45 환영사 / 권영두 회장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09:45 - 09:50 축사 / 송재조 사장 (한국경제TV) 

09:50 - 10:10 기조연설 / 윤종록 원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10 - 10:40 기조연설 / 박천홍 원장 (한국기계연구원) / 4차산업혁명과 공작기계, 변해야 살아남는다 

10:40 - 11:10 기조연설 / Harald Neun (DMG MORI) / 4차산업혁명의 생존력은 기술이다 

좌담회 

11:10 - 12:30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생산제조기술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망과 방향제시

좌장 : 박종오 교수 (전남대 기계공학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패널 : 박천홍 원장 (한국기계연구원) – 기계산업의 변화 

           조용주 수석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기술개발 

           이호성 상무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현장중심의 스마트팩토리 

           이순열 전무 (KPMG) – 스마트 제조, 팩토리 분야 적용기술과 성공사례 

           주영섭 교수 (고려대 석좌교수) – 4차산업혁명과 중소기업 혁신 

           박종오 교수 (전남대 기계공학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정책 (좌장 확정)

12:30 - 13:30 중식 

4월 5일(목) : 4차 산업혁명,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의 장에 대한 강연 릴레이  

시간 내용

08:30 - 09:30 등록 및 사전리셉션

09:30 - 09:35 개회식 및 오프닝 영상 

09:35 - 10:15 
최재붕 교수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지능의 제조화 스마트팩토리 – 공작기계도 도전이 필요하다

10:15 - 10:45 박진우 단장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장) / 자동화 공정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10:45 - 11:15 최윤석 전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 챗봇 플랫폼 공동영업, 제조와 기술의 만남 

11:15 - 11:40 이용상 본부장 (유니버설로봇 한국본부) / 협동로봇의 활용 

11:40 - 12:10 이경전 교수 (경희대) / 미래공장, 소비자가 결정한다 

12:10 - 12:30 
김용성 교수 (성균관대 정보통신)

4차산업혁명, 제조업을 이해하는 SW인력육성 / 기업이 원하는 인재 

12:30 - 13:30 중식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최신 컨퍼런스 정보는 SIMTOS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최신 컨퍼런스 정보는 SIMTOS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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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컨퍼런스 안내 SIMTOS 2018와 생산현장 중심의 실용기술과

제조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참가업체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03

•4월 3일(화)

No 업체명 담당자 이메일 컨퍼런스 주제 장소 시간

1
경기도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ekchoi@gg.go.kr
Industry 4.0 기반 
세계기계산업트렌드와 국가별 현황

307호 13:30 - 15:50

2 한국이구스㈜ bgil@igus.kr Industry 4.0 / Smart plastics 204호 11:00 - 13:00

•4월 4일(수)

No 업체명 담당자 이메일 컨퍼런스 주제 장소 시간

1 통일종합A/S센타 poppop00@hanmail.net
특허기술을 활용한 
원통연마기 생산성 향상 사례

210호 11:00 - 11:50

2 아메코㈜ james@ameco.co.kr
Smart Factory 구현을 위한
Intelligence Storage System 

210호 14:00 - 16:50

3 레니쇼코리아㈜ caleb.kang@renishaw.com 공장 자동화 계측 솔루션 209호 A 13:30 - 15:50

4 ㈜진산 jinsanri@hanmail.net CNC연삭가공기술 사례 211호 A 13:00 - 15:00

•4월 5일(목)

No 업체명 담당자 이메일 컨퍼런스 주제 장소 시간

1 두산공작기계㈜ goeun2.kim@doosanmt.com 두산공작기계 복합가공 솔루션 209호 14:00 - 15:00

2 지멘스㈜ mijin.moon@siemens.com Digitalization in Machine Tool 207호 14:00 - 16:00

3 ㈜프로토텍 jenny_hwang@prototech.co.kr
금속 3D프린팅 최신기술과 직접
제조기술 개발동향 및 적용사례

208호 13:30 - 15:00

4 한국샌드빅㈜ yuchae.yang@sandvik.com
CoroPlus-Connected solutions 
made ready for Industry 4.0

206호 11:00 - 11:50

5 ㈜킴스인터내셔널 phj@kims-inter.com Turbo Charger 선진 가공 공법 소개 211호 A 13:30 - 15:30

6 ㈜다인정공 saakk80@gmail.com 공장 자동화 관련 공구관리 시스템 211호 B 15:00 - 15:30

•4월 6일(금)

No 업체명 담당자 이메일 컨퍼런스 주제 장소 시간

1 ㈜메이븐 jmhwang@swmaven.co.kr
4차 산업혁명 시대, 
설계자를 위한 추천 솔루션

209호 B 13:00 - 16:00

2 개성테크노로지스㈜ jekim@ksmag.co.kr
혁신적인 영구자석식 
가공물 고정대 <맥베드>

211호 A 13:30 - 14:30

3 ㈜게링코리아 robin@guhring.co.kr
Costeffective! 
That Masters Most!

209호 A 11:00 - 11:50

4
올리콘발저스코팅
코리아(유)

jiyoung.hwang@oerlikon.com
흑연 및 CFRP가공을 위한 
BALINIT DIAMOND 

209호 A 14:00 - 14:50

5
한국헥사곤
메트롤로지(유)

jaehui.cho@hexagon.com
4.0 Industry CMM 및 3D 
Automation System

210호 10:40 - 16:50

•4월 4일(수)

No 업체명 담당자 이메일 컨퍼런스 주제 장소 시간

1 씨지텍㈜ hyunjean.yoon@cgtech.com CNC 검증과 가공속도 최적화 307호 14:00 - 15:50

•4월 5일(목)

No 업체명 담당자 이메일 컨퍼런스 주제 장소 시간

1 오엠에이 jylee@omagom.co.kr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한 Industry 
4.0 시대의 자동 품질 관리 및 
Process Innovation 

306호 B 14:00 - 14:50

2 ㈜아이지피넷 jd-yun@igpnet.co.kr
쉽고 빠른 고효율 5축 
자동 CAM 시스템

306호 A 14:00 - 15:00

3 ㈜호일러코리아 kgcho@heule.co.kr DEBURRING 최신 가공 기술 소개 308호 14:00 - 14:50

•4월 6일(금)

No 업체명 담당자 이메일 컨퍼런스 주제 장소 시간

1
㈜쓰리디시스템즈
코리아

kurt.lee@3dsystems.com
3D 시스템즈 신제품 론칭: 
3D 스캐닝, 적층/절삭 가공 솔루션
을 통한 공장 자동화 프로세스

307호 11:00 - 16:30

2 에이텍코퍼레이션㈜ cnckad@hotmail.com
레이저 NCT 관련 캐드/
캠 소프트웨어

308호 11:00 - 11:50

3
한국트럼프지엠
비에이취㈜

Juhae.kang@kr.trumpf.com Industry 4.0 at TRUMPF 306호 13:00 - 14:30

4 바이오써클코리아㈜ terry.kim@bio-circle.co.kr
휘발성 유기화학물질로부터의
VOC 저감

305호 10:00 - 11:50

•4월 7일(토)

No 업체명 담당자 이메일 컨퍼런스 주제 장소 시간

1 ㈜아마다코리아 yhcho@amada.co.kr
Vittual Factory / Virtual 
Prototype Simulation System

306호 11:00 - 11:55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최신 컨퍼런스 정보는 SIMTOS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TEX 1 전시장 진행 참가업체 컨퍼런스(1전시장 2~3층) KINTEX 2 전시장 진행 참가업체 컨퍼런스(2전시장 3층)

컨퍼런스, 부대행사, 찾아오시는 길 컨퍼런스, 부대행사,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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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TOS 2018 부대행사03

Matchmaking4U는 ‘참가업체가 원하는 바이어, 바이어가 원하는 참가업체’를 

만날 수 있도록 해 주는 SIMTOS만의 차별화된 상담프로그램입니다.

■ Matchmaking4U의 경쟁력

① 참가업체 및 참관객 마케팅정보 사전조사 통해 상담품목 매칭율 제고

② 취급(관심)품목을 3단계(505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상담의 질 제고

③ 해외바이어 지원 등 프리미엄 서비스로 참가업체 수익창출에 직접 기여

■ Matchmaking4U 참여방법 (https://www.b2b.simtos.org)

- 바이어·참관객(참가업체 초대권 번호 필수)

참관객의 참여확대와 흥미유발을 위해 참관객 출입증 배포처에 비치된 

‘스탬프북’에 나와 있는 참가업체를 방문하고 도장을 받아온 참관객들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SIMTOS 2018 스탬프 투어’를 진행합니다.

•1일 선착순 100명 대상, 투어 완료자에게 커피 쿠폰 증정

•세부사항은 SIMTOS 홈페이지 참조

전시기간(’18.4.3~4.6) 중 각 코스별 참가업체 부스를 그룹 형태로 방문 및 

참가업체 담당자가 직접 회사 및 제품 설명

■ 코스 및 운영

■ 참가신청 방법

참가신청서 작성하여 ’18. 3. 23(금)까지 이메일(tour@simtos.org) 제출

•참가신청서는 SIMTOS 홈페이지 통해 확인

SIMTOS 2018의 추억을 기념하자!

SIMTOS 전시회를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 KINTEX 1전시장 5홀 앞에 

포토존을 운영합니다.   •이벤트 진행 예정

SIMTOS 2018 
Matchmaking4U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 

전시회도 참관
하고 경품도 받자  
‘SIMTOS 2018 
스탬프 투어’

SIMTOS 2018 
테크니컬 투어
(참관객 모집안내)

SIMTOS 2018 
포토존 운영

1단계 마케팅 

정보 등록

 ’18. 2. 19 ~ ’18. 12. 6(약 10개월)대회기간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 제조사 R&D 관련 부서 담당멘토링 전문 분야

대학생들의 창의 아이디어가 단계별로 발전하도록 멘토링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

멘토 역할

한국공작기계협회 이영진 과장
(TEL. 02-3459-0023, 이메일 : kate@komma.org) 
* 카카오톡 ID : 공작기계협회

신청 및 문의 

2단계 온라인 매칭

(참가업체-참관객)

매칭 3회 이상시 지원

3단계 현장상담회

(SIMTOS 기간)
▶ ▶

구분 코스 종류 운영

대륙별 투어

(3종)

① 한국관(KINTEX 1~5홀) 

② 유럽관(KINTEX 7, 8홀) 

③ 아시아/미주관(KINTEX 9, 10홀) 

총 21회

(11시/14시 

진행)품목별 투어

(6종)

① 금속절삭 및 금형가공관

② 금속절단 및 용접관

③ 자동화, 캐드캠, 측정기기 및 로봇관

④ 공구 및 관련기기관

⑤ 부품·소재 및 모션컨트롤관

⑥4차산업혁명 특별관

‘제 10회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아이디어 공모전 홍보부스’가 전시기간 동안 

‘1전시장 1홀(01C150)’에서 운영됩니다. 1:1 멘토링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는 ‘취업 성공을 위한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

는 공모전에서는 대학생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식, 

기술, 경험을 함께 나눌 중소기업 전문가의 멘토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10회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아이디어 공모전 개요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부스 
운영

컨퍼런스, 부대행사, 찾아오시는 길 컨퍼런스, 부대행사,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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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TOS 2018 셔틀버스

전시기간(’18.4.3(화)~’18.4.7(토)) 중 서울/용산역, 합정역에서 KINTEX까지 

셔틀버스 운행

•아래 시간은 출발지(서울·KINTEX) 기준

서울➔ 용산 ➔ KINTEX

08:30~11:00 / 10분 간격 (16회)

11:30~14:00 / 30분 간격 (6회)

14:30~15:30 / 60분 간격 (2회)

합정역 ➔ KINTEX

08:30~10:30 / 30분 간격 (5회)

11:30~15:30 / 60분 간격 (5회)

KINTEX ➔ 서울 / 용산

12:00~13:30 / 30분 간격 (4회)

14:30~17:50 / 20분 간격 (11회)

KINTEX ➔ 합정역 

12:00~15:00 / 60분 간격 (4회)

15:20~17:40 / 20분 간격 (8회)

KINTEX 방면 대중 교통편

3호선 대화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탑승, KINTEX에서 하차  

(도보는 KINTEX길 이용, 약 10분 소요)

① 서울역 도착 : YTN 빌딩에서 대화역 행 버스 이용

② 용산역 도착 : 지하철 이용(1호선 탑승 후 3호선 환승, 대화역 하차)

③ 행신역 도착 : 97번 버스 이용 대화역 하차

출발 지역 및 상세 노선 정보 KINTEX 홈페이지 확인

지하철 이용시

KTX 이용 시

버스 이용 시

코끼리 열차 및 내부셔틀버스 운행

2전시장 9홀 후문에서 1전시장 2홀 후문까지 내부 순환 셔틀버스 운행

코끼리 열차, 1-2전시장 도보 이동통로를 5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

•1전시장  ↔  2전시장   09:10~17:50 (5~10분 간격 출발)

•1전시장  ↔  2전시장   09:30~17:30 (5분 간격으로 운행)

•자세한 위치는 SIMTOS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SIMTOS 2018 개막식 & 리셉션 행사 안내

공작기계 안전·환경 세미나  •일정 및 장소 : 1전시장 205호 / 4월 3일(화) 14:00 ~ 16:40

No 세미나 주제 강사 세부시간

1 국내 안전인증_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KCs) 활용 장래훈 차장 14:00 - 14:40

2 해외 안전인증_유럽인증(CE 마킹) 최신 동향 정상규 책임연구원 14:40 - 15:20

3 환경인증_RoHSⅡ, REACH 등 환경규제 동향 및 사례 이한웅 박사 15:20 - 16:00

4 제조자와 사용자를 위한 공구와 공작물 파악장치의 안전 설계 김태원 이사 16:00 - 16:40

전략물자 세미나  •일정 및 장소 : 1전시장 205호 / 4월 4일(수) 14:00 ~ 15:20

No 세미나 주제 강사 세부시간

1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제 동향 채수홍 기업지원실장 14:00 - 14:40

2 전략물자 개정사항 안내(Q&A 포함) 김현배 책임연구원 14:40 - 15:20

공작기계 정밀도 시뮬레이션 세미나  •일정 및 장소 : 1전시장 205호 / 4월 5일(목) 14:00 ~ 16:30

No 세미나 주제 강사 세부시간

1 공작기계 정밀도 예측 시뮬레이터(S/W) 개요 이찬홍 박사 14:00 - 14:10

2 공작기계 개념설계 모델의 Loop 강성 평가 이성철 박사 14:10 - 14:25

3 공작기계 구조물의 FEM 해석 자동화 및 부하 처짐 평가 이찬홍 박사 14:25 - 14:45

4 공작기계 직선 이송계의 성능해석 및 최적 설계 기술 김경호 박사 14:45 - 15:05

5 공작기계 스핀들 성능해석 및 최적설계 기술
황주호/

심종엽 박사
15:05 - 15:25

6 다축 공작기계의 제어 성능 시뮬레이션 및 동적 오차 평가 송창규 박사 15:25 - 15:45

7 기계장비 유연 구조물과 제어계 통합해석을 통한 운동성능 평가 김창주 박사 15:45 - 16:00

8 NC 밀링가공의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 기술 허세곤 박사 16:00 - 16:15

9 공작기계 방진대의 설계 및 진동억제 댐퍼 기술 이지현 박사 16:15 - 16:30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최신 컨퍼런스 정보는 SIMTOS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SIMTOS 2018 부대행사 찾아오시는 길(교통편) 03

컨퍼런스, 부대행사, 찾아오시는 길 컨퍼런스, 부대행사, 찾아오시는 길 

 •일시 : 2018년 4월 3일 오전 10:30 ~ 11:30   •장소 : 제1전시장 3홀 로비SIMTOS 2018 개막식 

 •일시 : 2018년 4월 3일 오후 17:30 ~ 19:00   •장소 : 제2전시장 6C홀SIMTOS 2018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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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두산공작기계㈜

㈜기흥기계

㈜남선기공

한국공작기계㈜

㈜한화

화천기계㈜

현대위아㈜

㈜동양마그닉스

한국화낙㈜

S&T중공업㈜

유일기계공업㈜

㈜스맥

㈜돌방

통일종합A/S센타

㈜코마텍

㈜진영코퍼레이션

㈜넥스턴

대산기계공업㈜

한국정밀기계㈜

영림기계㈜

업체명

한비기계㈜

㈜대성하이텍

㈜디엠케이

㈜하림기공

㈜케이엠티

㈜한진T&E

엑스론코리아㈜

㈜산업마케팅

㈜에이멕

㈜동산공업

한국건드릴㈜

우영산업㈜

한신로보테크

㈜삼성공작기계

태창금속산업㈜

㈜영우물산

㈜한국NSD

MTS미디어

㈜알이디테크놀로지

협성정밀기계

업체명

경인엔지니어링

㈜진성유로텍

㈜성림엔지니어링

㈜유가엠엔티

엠제이글로벌㈜

㈜와이지테크

㈜타이니로보

㈜대성지티

㈜프로테크코리아

㈜나이스맥

㈜티앤지엠

제9회부산국제기계대전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씨에스캠㈜

㈜신우엔씨테크

㈜킴스인터내셔널

㈜유지인트

㈜디버텍

에스에이엠

주광정밀㈜

업체명

㈜진산(구.진산티앤지)

뉴기술정보

아리프레스

선광전자㈜

㈜협성다이나믹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전략물자관리원

㈜케이엠씨

㈜와이제이

㈜렉슨

㈜금호엔티시

㈜송마

한밭대학교 
제조혁신육성사업단

㈜에스디메카텍

유한기계

아이엔엔(메탈넷코리아)

한국관

업체명

대한이디엠

두루무역㈜

㈜백제교역

한국미쓰비시전기
오토메이션㈜

㈜야마젠코리아

하트포드오토메이션㈜

한국야마자키마작㈜

㈜이나교역

마키노코리아㈜

㈜디와이엠테크

㈜토인

㈜스타코리아무역

㈜소딕코리아

㈜백제티에스

대하기전㈜

㈜비젼와이드코리아

동영통상

업체명

오유테크코리아

㈜백제이엠티

에스앤케이코리아㈜

우림코리아㈜

㈜하스오토메이션코리아

한부교역㈜

사라이앤티㈜

㈜TPA엔지니어링

㈜동우트레이딩

㈜에레닉스코리아

비즈무역

㈜신풍정밀특수강

㈜온이스

오쿠마코리아㈜

CHIA LERN CO., LTD.

NISSIN MANUFACTURING 
CO., LTD.

LUREN PRECISION CO., LTD.

업체명

JINN FA MACHINE INDUSTRIAL 
CO.,LTD.

SELICA INTERNATIONAL CO., LTD.

HONE RIGHT PRECISION 
MACHINERY CO., LTD.

KEN ICHI MACHINE CO., LTD
CHIN HUNG MACHINERY CO., LTD.
TAILIFT CO., LTD.

EXCETEK TECHNOLOGIES 
CO., LTD.

PROTH INDUSTRIAL CO., LTD.

YEONG CHIN MACHINERY 
INDUSTRIES CO., LTD.

TSUGAMI CORPORATION

Luoyang Xincheng Precision 
Machinery Co.,Ltd

Qinchuan Machine Tool&Tool 
Group

업체명

PERFECT MACHINE CO., LTD.
CHIN FONG MACHINE

GOUSHIN MACHINERY TOOLS 
CO., LTD.

KAO FONG MACHINERY CO., LTD.
PRAGATI AUTOMATION PVT. LTD.
TONG YI MACHINERY INC.
E-TECH MACHINERY INC.
ASIA PACIFIC ELITE CORP
BUFFALO MACHINERY CO., LTD.

KAO MING MACHINERY 
INDUSTRIAL CO., LTD.

Dalian Fullton Machinery CO.,LTD

NEWAY CNC EQUIPMENT 
(SUZHOU) CO., LTD

Jinan G.Weike Science & 
Technology Co.,Ltd

아시아·미주관

업체명

㈜오트라

디엠지모리코리아㈜

㈜보고이앤지

BDS코리아

피케이엔지니어링㈜

㈜에스큐테크

㈜볼머코리아

한국헤믈레㈜

업체명

㈜테라테크

그롭코리아㈜

선진테크

㈜에스에이치솔루션

에이치에스아이

엘비테크㈜

㈜리론무역

유로산업㈜

업체명

프리마 인더스트리 
에스피에이

Fladder Danmark A/S
WFL Millturn Technologies

Erwin Junker 
Maschinenfabrik GmbH

ONA ELECTROEROSION S.A.
FACCIN Spa

업체명

Gnutti Transfer S.p.A.
FPT Industrie S.p.A.
MECOLPRESS SPA
Riello Sistemi
C.m.s. S.p.A.
F. Zimmermann Gmbh

유럽관

Metal Cutting, 
Forming & Die·Mold 
Working

공작기계 제조사는 신제품 개발에 다기능·복합화, 

유연화·지능화 구현을 위한 기술을 다각도로 적용

하고 있다. 특히 여러 형상을 원척킹으로 한 장비에

서 가공할 수 있는 복합가공기는 생산성 향상과 공

정단축에도 기여하면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공작기계 제조사들은 경쟁력 높은 복합가공

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과거 공작기계 단

품만을 구입하던 수요자들이 공작기계와 로봇 및 

측정시스템, 가공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등으로 이

뤄진 자동화 을 패키지로 구입하면서 ICT융복합 

공작기계는 생산시스템의 진화를 리드하는 연결

고리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외 공작기계 제

조사들은 3D 적층제조기술을 이용한 신개념 공작

기계를 출시하며 장비의 융복합화에도 나서고 있

다. SIMTOS 2018 금속절삭 및 금형가공관에서

는 다기능·복합화, 유연화·지능화되고 있는 금속

절삭 및 금형가공 장비 트렌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연생산과 복합형상 
가공의 원척킹 실현한 
공작기계 대거 출품

금속절삭 및 금형가공관 트렌드

Hall 1 Hall 2 Hall 3 Hall 4 Hall 5

KINTEX 1 전시장
Hall 1~5 한국 KOREA

Hall 7 Hall 8

KINTEX 2 전시장
Hall 7~8 유럽  Europe

Hall 10 Hall 9

KINTEX   2 전시장

Hall 9~10  아시아·미주  Asia, America, etc.

신제품N 부스내 이벤트ET 장비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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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F 8000

PUMA SMX 2600ST 

특히 전시회를 통해 처음 공개되는 복합가공 터닝센터 「PUMA SMX 2600ST」 모델은 PUMA SMX 시리즈 

중 하나로 하부 터렛 추가해 기존 장비 대비 생산성을 크게 높였고 강력한 복합 가공 능력을 확보했으며 소

량 다품종 생산시 최대 75%까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PUMA SMX 시리즈는 스핀들과 이송축의 고

속냉각 장치 및 스마트 열변위 보정기능을 통한 열변위 최소화를 실현하며 장시간 가공에도 뛰어난 정밀도

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PUMA SMX2600ST 모델은 10인치와 12인치 척(15인치 옵션), 1540mm의 최

대 가공 길이와 660mm의 최대 가공경을 가지고 있어, 크고 긴 소재의 다양한 가공이 가능하다.  

SM 400DDH

이중 SM 400DDH는 2 Head-2 Pallet 장비로 동일 공작물을 

동시에 가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a Pallet에서 가공과 함께 

b Pallet에서 미리 공작물을 셋팅할 수 있어 고생산성을 실현

한다. 특히 2 Head는 Z축을 동시에 사용하는 타사제품과 차

별화하여 Z, W축으로 나누어 동작되며(옵셋가공 가능), 2대

의 장비 소요 면적 대비 1.7대의 면적 소요로 공간부분에서도 

탁월한 효율을 자랑한다.

SL 5500 Series

스맥은 이번 전시회에 자동선반 SL 5500 Series

도 함께 출품할 예정이다. SL 5500 Series는 기

존 21~24' 모델의 장점을 계승하고 단점을 보완

한 신장비이다. 저중심 설계로 진동방지 및 고정도

를 실현한 이 장비는 별치형 미션으로 가공조도 및 

정밀가공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

한편 스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공작기계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기계사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신설된 

융복합사업부 홍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Leading하는 Smart Company로서의 위상을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두산공작기계는 동시 5축 수직형 머시닝 센터 

‘DVF 8000’ 모델도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 모델은 복

합가공기의 기본적인 기능에 더해 두산공작기계 고유의 

신규 5축 프레임을 적용해 고강성을 자랑한다. 또 선삭

기능을 적용하여 선삭가공은 물론 터닝가공까지 실현한 

DVF 8000 모델은 TC와 MC 가공공정을 한 대에서 수행

할 수 있어 복잡한 형상도 원척킹으로 가공할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또한 고속 가공 방

식을 통해 슬롯을 가공하는 효율적인 방법인 트로코이드

(Trochoidal) 가공방식을 적용해 난삭소재의 황삭가공 

능력을 향상시켜 다양한 항공부품용 복합신소재 가공에

도 탁월하다. 한편 이번 전시회를 통해 두산공작기계는 

복합가공솔루션의 Provider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 번 확

인시키는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복합가공기술 

솔루션 프로바이더

 ‘두산공작기계’

고속·고정도·고성능 

복합가공기 

신제품 라인업 공개

02-6972-0333 

www.doosanmachinetools.com

두산공작기계㈜는 SIMTOS 2018에 참가하여 ‘복합화, 자동화, 미래기술’을 주

제로 터닝센터, 머시닝 센터, 스위스턴, 문형 머시닝 센터 등 31대 장비를 전시하

고, 글로벌 베스트 셀러 장비에서부터 하이엔드 고급장비, 5축·복합기 라인업

에서 대형기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두산공작기계㈜

TN E

01A350

2 Head-2 Pallet으로 

고생산성 실현하는

SM 400DDH 출품

055-340-4800 

www.esmec.com

고품질의 Machining center와 CNC 선반, 융복합 장비, 산업용 로봇 등을 개발·

제조하여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스맥은 소형 공작기계부터, 중대형 공

작기계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번 전시회

를 통해 2 Head-2 Pallet으로 고생산성 실현하는 SM 400DDH 장비와 저중

심 설계로 진동방지 및 고정도를 실현한 SL 5500 Series 등을 비롯한 신장비

를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스맥

T E

01B450

품목별 출품정보품목별 출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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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6700B

XF2000

이중 고속/고정밀 소형 동시 5축 가공기인 XF2000 모델은 이번 전시회에 처음 출품되는 신제품으로, 현대

위아 독일 연구센터에서 개발되었다. 생산성을 고려한 최적의 구조를 채택하여 메카트로닉스 시뮬레이션

을 통한 강건 설계를 완성한 XF2000은 일체형 컬럼으로 구성되어 강성과 보수성이 뛰어나며, 외팔보 테이

블 적용을 통해 원활한 칩처리를 제공해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되었다.

또 현대위아 박스가이드 장비를 대표하게 될 KF-B 시리즈

의 첫 번째 주자인 ‘KF6700B’ 모델은 구조적인 강성 및 사

용자 편의성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가공물을 

올리는 테이블과 공구대 등 고하중 구조물이 별도의 베어

링 없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도록 박스가이드를 적용해 설계된 KF6700B 모델은 일반적인 ‘LM가이드’ 방식

보다 진동이 적고 안정성이 매우 높아 고정도 가공을 실현할 수 있다. 이 장비로 현대위아는 그 동안 임가공 

시장 및 중절삭 가공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고 고객만족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위아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사의 다양한 신제품 및 라인업을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에 맞는 자체개발 소프트웨어를 홍보해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 이상의 기술력과 품질력을 가진 현대위아

를 알릴 계획이다.

정밀 소형 동시 

5축가공기

 ‘XF2000’ 비롯해 

현대위아 

기술력 집약된 

23대의 고성능 

공작기계 출품

055-280-9291 

www.hyundai-wia.com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동시에 공작기계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

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현대위아는 이번 전시회에 고정밀 소형 동시 5축

가공기 ‘XF2000’, 박스가이드를 적용한 머시닝센터 ‘KF6700B’, ‘동시 

5축 수직형 머시닝센터 XF6300’ 등을 비롯해 23대의 고성능 공작기계를 

출품할 예정이다.

현대위아㈜

TN ETN

03B410

수직형 

머시닝센터 

신제품 

‘UM400/4SP’, 

‘UM400DHP’

최초 공개

053-582-8036

www.ugint.co.kr

㈜유지인트는 중소형 수직형 머시닝센터 국내 최대 생산 및 판매실적을 보유

하고 국내 최초로 24,000rpm급 소형 탭핑센터를 개발하여 수입 장비 시장을 

대체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또 2015년 코스닥 상장과 더불어 소형선반, 

중절삭 및 정밀 공차 시장 공략을 위한 독자 모델을 출시하며 더욱 더 고객의 

현재와 미래의 니즈에 발 맞춰 나아가고 있는 전문 공작기계 메이커이다. 이 

회사는 이번 전시회에 ‘UM400/4SP’, ‘UM400DHP’ 등 수직형 머시닝센

터 신제품을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유지인트03C120

UM400DHP 

UM400/4SP 

㈜유지인트는 SIMTOS 2018에 기존 출시한 2 HEAD 수직형 머시닝

센터 시리즈 외에 BT30급 4 HEAD 머시닝센터를 개발을 완료하여 

출품할 예정이다. 주축은 12,000, 15,000 및 24,000rpm 중 선택

이 가능하며, 각 HEAD별 28개 공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독립적 

ATC 구조를 채택하였다. 이 장비는 개발 이후 이미 유수의 고객

에게 테스트 장비로 납품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유지인트는 기존 출시한 2 HEAD 수직형 머시닝센

터 시리즈의 VARIATION 기종으로 2개의 테이블을 장

착, Auto Pallet Changer 형태의 장비를 2017년 3분

기에 개발완료와 동시 시판 중에 있다. 기존 수직형 머

시닝 센터의 APC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고정밀도 

유지 및 고객의 편리성을 극대화한 구조로 개발하였다.

한편 ㈜유지인트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 최초 다축

형 주축 수직형 머시닝센터를 시리즈화 하여 생산성 및 

품질을 극대화하고, 공장 투자비 절감을 실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품목별 출품정보품목별 출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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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기계03B090

유니버셜 헤드 장착 베드타입 머시닝센터 ‘COMBI-U11’ 출품

밀링머신, 머시닝센터, 플라노밀러 전문생산업체 ㈜기흥기계는 이번 전시회

에 유니버샬헤드를 장착한 베드타입 머시닝센터를 출품할 계획이다. 이 장비

는 헤드가 2.5씩 분할되며 가공하므로 공작물의 원척킹으로 다면가공을 할수 

있어서 생산성 향상에 매우 유리한 제품이다. 또한 자동공구교환장치 주축관

통절삭유장치 등이 부착되어 다목적 생산에 적합한 이 장비는 국내외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매년 4~50대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042-933-5500 

www.kiheung.com

COMBI-U11N

스마트 머신 ‘SMART UaX’

흑연 전극가공 전 공정 자동화 솔루션 ‘SMART UaX’는 누구나 쉽게 4번의 버튼 조작만으로 CAM 연산 및 

툴 패스 최적화, 가공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는 One-stop Machine으로, 24시간 무인 가공을 실현하여 

최고의 생산성을 제공한다. CAD 모델만 입력하면 스스로 알아서 가공할 형상을 분석하여 최적의 NC 데이

터를 생성하고, 공작물의 위치와 크기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셋팅하며, 자동으로 가공 프로그램을 생성 및 

전송하여 가공하므로 가공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자동공구교환형 8인치 복합가공 터닝센터 ‘C2’

또 신제품인 자동 공구 교환형 8인치 복합가공 터닝센터 

‘C2’는 터닝센터 가공 기능과 Y, C축 제어를 통한 머시닝

센터의 가공 기능을 결합하여 단 한 번의 척킹으로 복잡한 

형상의 부품을 완가공 할 수 있으며, 표준 장착된 자동 공

구 교환 장치를 이용하여 많은 툴이 필요한 부품의 가공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열 변위가 최소화된 설계와 열 대칭 구조의 유니트 

배열로 뛰어난 열안정성을 구현하였으며 특히, 터렛 내부

의 회전 공구 모듈은 안정적인 열 제어가 가능한 화천 고

유의 냉각방식이 적용되어 장시간 가공에도 뛰어난 가공 

품질을 제공한다.

TN E스마트머신 

‘SMART UaX’와  

ATC형 8인치복합 

가공터닝센터 ‘C2’ 등 

혁신적 공작기계 

대거 출품

02-523-7766 

www.hwacheon.com

70여년 역사를 통해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축적해 온 화천기계㈜는 CNC 및 

범용 공작기계, 자동화 설비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작기계 전문 제

조기업이다. 화천기계는 이번 SIMTOS 2018 스마트 머신 ‘SMART UaX’에서

부터 최초 공개되는 8인치 복합가공터닝센터 ‘C2’까지 다양한 가공장비와 솔

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화천기계㈜04A450

T

㈜남선기공03A350

고기능 5축머시닝센터 'SPHINX-5X83i' 출품

60여년 역사를 가진 공작기계 전문제조사 ㈜남선기공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동시 5축 고속머시닝센터 ‘SPHINX-5X83i' 모델을 출품할 계획이다. 이번 전

시회를 통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SPHINX-5X83i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적

용이 가능한 전후 컬럼 이송형 수직형 머시닝 센터이다. 전후 컬럼 이송형 장비

인 SPHINX-5X83iSMS X축 이송거리가 2m까지 가능하며 로터리 테이블 및 

이송형 테이블이 일체형으로 다양한 옵션 적용을 통하여 작업의 편의성과 효

율을 증대시켜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장비이다.

042-625-5561 

www.namsuntool.com

N SPHINX-5X8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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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마그닉스02A110

고성능  탭핑센터 ‘MAG-30T2X1’ 출품

㈜동양마그닉스는 이번 전시회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고성능 탭핑센터

(Tapping Center) ‘MAG-30T2X1’을 비롯해 Pallet Changer 모델의 

R450X1과 업그레이드 버전 R650X1, X축 스트로크가 대폭 향상된 신모델인 

S1000X1, 선반 및 밀링 가공이 가능한 M140X2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중 신

모델 MAG-30T2X1은 독자적인 기술을 베이스로 개발된 장비로 높은 생산성

을 발휘하는 소형 머시닝 센터이자 탭, 드릴, 엔드밀 작업 등이 가능한 탭핑센

터이다. 이 제품은 저관성, 경량, 독자적인 서보에 의한 고속화를 추구하고 전 

모델 대비 Z축 가속도가 2배로 커져 가공 시간을 대폭 단축하였으며, 토크가 

최대 92Nm로 저역 토크를 향상시켜 중절삭 가공까지 실현한다. 

032-547-0792

www.magnix.co.kr

고성능 탭핑센터 MAG-30T2X1

T

㈜대성하이텍02B010

명품 자동선반 브랜드 NOMURADS 제품 출품

공작기계 전문업체인 (주)대성하이텍은 70년 전통의 일본 공작기계 업체인 

NOMURA를 인수하여 NOMURADS의 고성능 자동선반을 22개국에 수출

하고 있다. Ø3 초정밀 가공 능력을 가진 NN-3X부터 Ø38 대구경 가공을 

위한 NN-38UB8까지, 고정도 난삭재 가공은 물론 24시간 무인자동화가 

가능한 CNC 자동선반을 폭넓은 라인업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자체 브랜

드인 ZEROIN 태핑센터는 최근에 2-스핀들을 적용하여 생산성을 두배로 증

가시킨 DST-40DS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매출을 예

상하고 있다.

053-608-3630  

www.topdsht.com

N

T

㈜넥스턴03A310

초정밀 복합가공 자동선반  ‘SA20XII’ 출품

CNC 자동선반 전문제조사 ㈜넥스턴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초정밀 복합가공 

자동선반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중 SA20XII 모델은 최대 33개의 공구와 연속

가공 B축을 장착하여 다양한 형상의 제품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회사의 초정밀 복합가공 자동선반은 고강성, 고품질, 고신뢰성을 확보

하여 고객의 니즈를 충족 수 있는 장비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031-288-2085 

www.nexturn.co.kr

자동선반 ‘SA20XII’N

T

디엠지모리코리아㈜07D270

적층과 절삭을 한번에 3D적층가공장비‘LASERTEC SLM’ 출품

금속 절삭 가공 기계 제조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디엠지모리코리아㈜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3D 적층가공장비 ‘LASERTEC SLM’ 모델을 출품할 예정

이다. 이 장비는 단일 소스로부터 금속 절단에 의한 적층 가공 및 절삭 마감 처

리까지 디지털화된 3가지 프로세스 체인을 통해 적층가공분야의 미래를 소개

할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장비는 레이저 기술 및 파우더 베드(SLM) 

기술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집약된 ‘LASERTEC SLM’는 3D hybrid 레이저 

금속 증착(LDM)기술과 단일 설치에서 완벽한 5축 기계 가공 및 최대 6면까지 

회전 가능한 기술이 적용되었다. 

031-488-0500 

www.dmgmori.com

LASERTEC SLMN E
자동선반 NN-20J3-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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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인09F160

MVHS 제어로 매끄러운 펄스  출력 가능한 
파이버레이저 LS3015GC 출품

일본 ‘MURATA Machinery’와 일본 ‘KYOWA Machine’의 공식 대리점인 ㈜

토인은 이번 전시회에 각 사의 대표모델인 파이버레이저(LS3015GC), 터렛펀

치프레스(M2048TS), 절곡기(BH8525, BB4013), 디버링장비(DB600R), 

자동 L 절곡 벤딩머신(KMP2523L-FT(RT)를 출품할 예정이다. 이중 파이버

레이저 LS3015GC는 무라타가 새롭게 개발한 유연성을 추구한 표준 화이버 

레이저로 무라텍 독자기술인 MVHS 제어는 가속도 지령에 대응한 μsec단위 

제어를 실시함으로써 매끄러운 펄스 출력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신규 고강성 

프레임 설계로 고속이동과 동시에 정밀가공을 실현한다. 

031-434-2030

www.toinint.com

LS3015GC

T

태창금속산업㈜03A380

스위스형 자동선반의 가성비 트렌드를 주도할 TCM S series 출품 

TCM 인더스트리(태창금속산업(주))는 이번 전시회에 스위스형 자동선반 

TCM S series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장비는 자체 제작한 일체형 베드를 채용

해 타 경쟁사 모델 대비 약 800~1,200kg 더 무거워 진동 흡수, 정밀도 유지, 

열변형 방지에 탁월하고, 메인-서브 스핀들 및 툴 포스트에 핸드 스크래핑 적

용으로 생성된 오일-에어포켓은 접촉면 사이에서 발생되는 진동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하여 접촉률을 높이고 진동을 줄여주는 효과로 정밀도 유지, 장

비 변형을 방지한다. 또한, Fanuc 0i-TF의 Smart Lab 기능에 최적화로 비절

삭시간을 최대 50%까지 단축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041-742-8155  

www.tcma.co.kr

 TCM S series
N

T

유일기계공업㈜03A150

단일 및 Double Column 구조의 평면연삭기 출품

평면연삭기 전문 제조업체 유일기계공업㈜는 고강성, 고정도, 고생산성 

연삭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이번 전시회에 ‘YGS-2512SCYZ’ 모델

을 출품할 예정이다. 이 장비는 단일 Column 방식의 장비로 연삭이 어려운 

2500mm×1200mm까지의 대형 가공물 연삭이 가능한 고강성 구조로 설

계 및 제작된 Double Column Type 평면 연삭기로서, 상하(Z-axis)축과 전

후(Y-axis)축에 서보시스템이 적용되어 보다 정밀한 가공이 가능한 문형타

입 평면연삭기이다. 이 외에도 성형평면연삭기, Saddle Type 평면연삭기, 

Column Type 평면연삭기, CNC 평면연삭기, 로터리 평면연삭기등을 전시회

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02-802-3958 

www.youilmc.com

N
YGS-2512SCYZ

한국공작기계㈜03A850

장비효율 극대화 실현한 CNC 수직선반 ‘VTC-125E’ 

CNC 수직선반, CNC 수평선반, CNC 롤선반, 문형 머시닝센터 등 고품질과 고

성능 공작기계를 제작하고 있는 한국공작기계㈜는 이번 전시회에 CNC 수직

선반 ‘VTC-125E’ 모델을 출품할 예정이다. 이 장비는 일체형 주물구조와 박

스형의 베드, 칼럼, 크로스레일로 높은 강성과 안정된 기계정도를 유지해 준

다. 이와 함께 각종 ATTACHMENT 장착 가능한 수직헤드구조와 AAC시스템

으로 ATTACHMENT를 자동 교환하여 다측면 가공과 생산효율 증대에 기여하

며 강력절삭을 위한 사각 RAM과 Z축 스트로크, 정압윤활방식의 안내면 이송

구조, 열 변위를 억제하는 주축 냉각장치로 장시간의 정밀가공을 가능케 한다. 

055-282-7781  

www.hanmachine.com

VTC-125E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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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낙㈜01C190

소형 머시닝센터 FANUC ROBODRILLα-DiB series 출품

CNC를 비롯해 응용제품인 로봇, 머시닝센터, 와이어컷방전가공기 등을 공

급하는 한국화낙㈜은 이번 전시회에 화낙 로보드릴(FANUC ROBODRILL)

α-DiB/B5 series를 출품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기본 3축으로 구성된 소형 

머시닝센터로서, 최대 동시 5축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BT30 스핀들을 채용

하여 자동차 부품, 전자 통신부품, 반도체 장비부품 등 다양한 공작물을 가공

할 수 있다. 특히 알루미늄에서부터 티타늄, 스테인리스 등 다양한 재질의 가

공이 가능하며 스핀들 강성이 높아 스틸과 같이 강도가 높은 소재의 무리 없

이 가공할 수 있다. 

055-278-1200

www.fkc.co.kr

FANUC ROBODRILLα-DiB series 

T

한국정밀기계㈜01B050

5축 동시제어 수평형 머시닝센터 ‘HTC-1000’ 출품

국내 대형 공작기계 전문 메이커로서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

를 구축한 한국정밀기계㈜는 이번 전시회에 5축 동시제어 수평형 머시닝센터 

‘HTC-1000’ 모델을 출품할 예정이다. 이 장비는 티타늄, 인코넬 등의 난삭재 

가공이 가능한 고강성 장비로, 항공기 엔진부품 가공에 최적화된 구조로 되어 

있어 동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070-7019-6500  

www.hnkkorea.com

수평형 머시닝센터 HTC-1000N

T

한국야마자키마작㈜09F610

퍼포먼스 높은 자동화를 실현시킬 VARIAXIS i-700+MPP 출품

공작기계 분야의 글로벌 리더 한국야마자키마작㈜는 이번 전시회에 

VARIAXIS i-700+MPP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제품은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

로 고민하시는 고객에게 최고의 히트상품이다. 본 제품은 24시간 자동화 또는 

야간 무인화를 희망하시는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높은 

퍼포먼스를 실현한다. 또한 MPP 제품 MPP (6PC)·MPP(12PC) 시스템을 도

입한 후 생산 상황에 맞춰서 6PC→12PC→18PC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최

대 가반 중량은 400kg이다.

031-376-6052 

www.mazak.co.kr

N VARIAXIS i-700+MPP

㈜한화03B010

한화의 대표모델 CNC자동선반 ‘XD20/26II’ 출품

국내 최초로 자동선반을 개발하며 Gang Type 독자 모델 시리즈를 개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 온 ㈜한화는 이번 전시회에 CNC자동선반 ‘XD20/26II’를 출

품할 예정이다. 이 장비는 한화의 대표모델로서 가공 정밀도 향상 및 CT 단축

을 통한 높은 생산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특수공구의 채용을 통해 자

동차, 의료, 전기전자 분야 등에 최적화된 장비를 생산할 수 있으며 동급 최강

의 툴링 능력을 확보하여 국내외 고객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055-210-6421 

www.hanwhacorpmach.com

XD20/26IIT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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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디엔이코리아

한국트럼프지엠비에이취㈜

한국메토스

지산무역

고려기업사

바이스트로닉코리아㈜

㈜팔도기계

국도머신㈜

살바니니코리아㈜

아이피지포토닉스코리아㈜

업체명

씨엠엘아시아㈜

㈜유림싸이겐

㈜레이텍코리아

안전유압기계

아이엠센트럼㈜

㈜팔도기계.

랜택시스템코리아(유)

엘브이디코리아(유)

레이저스펙트라

코히런트코리아(유)

업체명

㈜에스엠테크놀로지

태원

노바셀코리아㈜

㈜비와이인더스트리

NUKON LAZER MAKINA METAL 
SANAYI VE TICARET A.S.

Adige SpA - BLM group

BAYKAL MAKINA SAN.TIC.A.S.

업체명

㈜동진기계

㈜에이치케이 (구.한광)

㈜경동

㈜유로비젼레이저

아하산업

남양테크

㈜한국산업정보센타

㈜티오피에스

㈜에큐원

㈜진공플랜트

업체명

㈜웰딩칠러코리아텍

㈜월드웰

㈜백미터

TM

월간플라스틱스/플라토피아 Co.

㈜써보레

탑레이저㈜

강구조정보

㈜나노텍

유진테크㈜

업체명

㈜한터테크놀러지

㈜비씨워터젯

㈜토르텍

한국넥스턴

이레테크놀로지

웰드웰㈜

디씨에스이엔지㈜

케이티웰

뉴 월드라인

㈜에스오씨호스

한국관

업체명

㈜메타텍

에스엠테크

㈜아마다코리아

한스레이저코리아(유)

에이텍코퍼레이션㈜

하주테크

㈜오맥스워터젯

제프코퍼레이션

경동테크

㈜엠티엠하이테크

업체명

㈜지오테크

㈜레이저픽스코리아

㈜인왕무역

투식스코리아(유)

케이제이테크

㈜신진에스디

엔라이트코리아

㈜아이엠에스코리아

㈜코아텍코퍼레이션

정수산기

업체명

GD HANS YUEMING INTELLIGENT 
EQUIPMENT CO.,LTD

Wuhan HGLaser Engineering Co.,Ltd

GD HAN’S YUEMING LASER GROUP 
CO., LTD

Jinan Xintian Technology Co.,Ltd 
(XTLASER)

Penta Chutian Laser(Wuhan)Co., Ltd

아시아·미주관

유럽관

Metal Cutting-off 
& Welding

모바일 기기와 반도체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절

단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여주는 고효율 플라

즈마 절단, 레이저 절단, 워터젯 등 절단기기 및 기

술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계류부품의 

정밀가공분야에서는 파이버 결합형 빔 유도, 고품

질의 빔, 고효율 레이저, 우수한 펄스기능, 장치의 

소형화, 그리고 장비가격의 저렴화 등의 장점을 갖

추고 있는 파이버 레이저 장비와 관련기술들의 개

발 및 출시가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레이저 절

단기술 분야에서는 CFRP와 같은 복합재료들이 사

용되면서 펨토 초 레이저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소

재의 절단가공 기술 개발도 가속화되고 있다. 또 용

접과 절단을 동일한 장비에서 복합공정을 통해 진

행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는데, 이 기술은 동일한 

치구사용과 경로에 따라 작업하기 때문에 절단과 

용접공정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가공부위의 정밀

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고품질빔, 고효율레이저 
기술 적용 확대, 
작업편의성을 실현한 
절단·절곡기 출품

금속절단 및 용접관 트렌드

Hall 1 Hall 2 Hall 3 Hall 4 Hall 5

KINTEX 1 전시장
Hall 1~5 한국 KOREA

Hall 7 Hall 8

KINTEX 2 전시장
Hall 7~8 유럽 Europe

Hall 10 Hall 9

KINTEX   2 전시장

Hall 9~10  아시아·미주  Asia, America, etc.

신제품N 부스내 이벤트ET 장비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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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기계02A750

서보프레스 DSP 시리즈(DSP1AS, DSP2AH, DSP3A) 출품

소형 성형공작기계 및 금속절단 기계 제작업체 ㈜동진기계는 이번 전시회에 

서보프레스 시리즈를 비롯해 원형톱기계, 서보리벳팅, 유압프레스 등을 출품

할 예정이다. 자동화 라인작업에 적용성이 뛰어난 DSP 시리즈 모델은 기존 

유압프레스 및 공압, 부스터 프레스 작업을 완벽하게 보완 대체할 수 있다. 특

히 오일 누유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였고 소음문제 최소화, 품질관리의 데이터

화 및 저비용 고효율을 통해 장비 효율성 극대화를 실현한 서보프레스이다.

032-813-3041 

www.djmc.co.kr

서보프레스 DSP 3AS
N

T

㈜디엔이코리아07D200

뛰어난 절단력과 가성비 확보한 DNE Laser 출품

세계 판매 1위 업체인 DNE Laser와 손을 잡고 금속 가공용 파이버 레이저를 

국내에 선보이고 있는 ㈜디엔이코리아는 이번 전시회에 DNE Laser 장비를 소

개할 예정이다. 파이버 레이저 장비인 DNE Laser는 뛰어난 절단능력을 가진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다.

031-998-2967  

www.bydne.kr

DNE LaserN

T

바이스트로닉코리아㈜07D210

인더스트리 4.0을 위한 최첨단 파이버 레이저
10kW ‘ByStar Fiber 3015’ 출품

평판 및 파이프 가공 관련 고품질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기업인 바이스트

로닉코리아㈜는 이번 전시회에 인더스트리 4.0을 위한 최첨단 파이버 레이

저 ‘ByStar Fiber 3015’ 모델을 비롯해 다양한 파이버 레이저 장비 및 가공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10kW의 ‘ByStar Fiber 3015’ 장비는 파이

버 10kW의 절단속도로 기존 파이버 4kW 대비 가공속도가 최대 4배가 더 빠

른 장비이다. 고객의 경쟁사 대비 단위 시간 당 4배 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함

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이 장비는 0.8mm에

서 12mm가 가장 경쟁력이 높은 소재 구간이며, 최대 30mm까지도 전 범위

에서 더 높은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다. ByStar Fiber는 연강,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외에 구리, 황동과 같은 비철금속까지 더욱 다양한 소재를 박판에서 

후판까지 가공한다.

031-389-9800

www.bystronic.co.kr 10kW 'ByStar Fiber 3015'

N

T

㈜아마다코리아10F140

고출력 파이버 레이저 절단기 ‘LCG-3015AJ (9KW)’ 출품

금속 가공 기계의 종합 메이커인 AMADA의 한국 지사인 ㈜아마다코리아는 

이번 전시회에  Fiber Laser  ‘LCG-3015AJ(9KW)’를 선보일 예정이다. 고반

사 재질, 난삭재 절단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소비 전력은 기존 CO2 레이저 대

비 약1/3로 에너지 절약도 가능하다. 해당 기종에 소재 자동 반입, 제품 자동 

반출이 가능한 자동화 장치를 장착, 생산성 극대화를 실현한다. 더불어 파이

버 레이저·펀치 복합기, 정밀 고속 절곡기, 핸디 레이저 용접기 등도 같이 선

보일 예정이다.

032-821-6010  

www.amada.co.kr

LCG-3015A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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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테크놀로지07E210

CNC 파이버 레이저 절단기 ‘HD-FL 3015 IV’ 출품

DURMA NCT 레이저절단기 및 절곡기 전문업체인 ㈜에스엠테크놀로지는 이

번 전시회에 DURMA의 CNC 레이저 절단기 ‘HD-FL 3015 IV’ 모델을 출품

할 예정이다. 첨단 파이버 레이저 기술을 통해 사용 용이성, 유지보수 및 수리

가 용이한 DURMA 파이버 레이저절단기는 Rack & Pinion 및 Linear Motor 

Motion 기술을 통해 3G 가속 기능이 추가되었다. 

032-501-9269 

www.durmasm.co.kr

HD-FL 3015 IV

T

㈜에이치케이 (구.한광)02B050

고출력 Fiber 레이저 가공기 ‘PS3015 F 10kW’ 

초경량, 초정밀의 산업용 고출력 레이저가공기를 제작하고 있는 ㈜에이치케

이(구. 한광)는 이번 전시회에 고출력 Fiber 레이저 가공기의 프리미엄 모델 

‘PS3015 F 10kW’를 출품할 예정이다. 이 장비는 고강성 Main Frame을 통

한 진동 최소화했으며 초경량 및 고강성 Cutting Bridge 장착했다. 이와 함께 

다이내믹 모션 제어, Smart-Cut을 통한 최적의 후판 가공을 실현할 수 있으며 

퀵피어싱을 통한 피어싱 시간 단축 및 품질 향상이 가능하다. 

031-350-2900  

www.hk-global.com
PS3015 F 10kW

N

T

엘브이디코리아(유)07E130

절곡기 PPEB 시리즈 ‘이지-폼® 프레스 브레이크’ 출품

레이저, 펀칭기, 절곡기 기술의 선도기업으로 판금 가공 시장에 전 범위에 걸친 

통합 제품을 공급하는 엘브이디코리아(유)는 이번 전시회에 절곡기 PPEB 

시리즈 ‘이지-폼® 프레스 브레이크’를 출품할 예정이다. 최고 성능의 생산성

을 자랑하는 절곡기로 PPEB 시리즈에 바탕을 둔 최고 수준의 이 장비는 공정 

중 각도를 측정하고 보정하는 LVD 특허 이지-폼®을 장착하여 성능을 향상시

켰다. 특히 이지-폼®은 실시간으로 절곡 각도를 측정하여 즉시 TOUCH-B 컨

트롤에 피드백을 보내서 첫 절곡부터 마지막 제품까지 일정하고 정밀한 각도

를 보장한다.

050-2345-7801

www.lvdgroup.com 

이지-폼® 프레스 브레이크
N

T

한국트럼프지엠비에이취㈜07D230

전시 최초·최다 포트폴리오 SIMTOS 2018에서 공개

판금가공에 있어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 TRUMPF의 한국지사

인 한국트럼프지엠비에이취㈜는 이번 SIMTOS 2018 전시회에 참가하여 

후판가공에서도 8kW  출력을 완벽히 활용할 수 있는 브라이트라인 파이버

(BrightLine fiber) 기술과 터치다운 노즐을 통해 생산성은 향상하고 가스 소모

량은 절감하는 하이스피드 에코(Highspeed Eco)기술이 업그레이드 된 고성

능 파이버 레이저 절단기 TruLaser 5030 fiber 장비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펀칭 및 레이저 절단을 위한 세계 최초의 모듈식 복합기 TruMatic 1000 

fiber 모델과 정교한 프레임부터 면적이 큰 트레이까지 다양한 사업분야 및 어

플리케이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전자동 패널 벤딩기 TruBend Center 

7030 모델을 한국시장에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02-6096-2510  

www.trumpf.com

TruLaser 5030 fiber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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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시메스

마르포스㈜

칼자이스㈜

마하코리아㈜

한국헥사곤메트롤로지(유)

예놉틱코리아㈜

㈜원테크

쿠카로보틱스코리아㈜

업체명

슝크인텍코리아㈜

레니쇼코리아㈜

㈜주원

나우엠티엔지니어링㈜

㈜에스엔씨

㈜프로텍이노션

블룸노보테스트㈜

오엠에이

업체명

마쉬넨마르크트코리아(유)

세계실업㈜

㈜케이엔씨

㈜영일교육시스템

스토브리코리아㈜

엠티엠코퍼레이션㈜

㈜아이메저

㈜지메스테크놀로지

업체명

㈜에이치디씨

지매틱코리아(유)

프로보

메저엠

㈜메저링코리아

Alicona Imaging GmbH

BDFDIGITAL SPA / CNC DIVISION

업체명

명신물산

㈜서현전자산업
(구.글로벌파츠코리아)

국일메카트로닉스㈜

㈜리탈

제일엠텍㈜

㈜덕인

한국델켐㈜

원일산업사

㈜큐라이트

㈜에스제이하이텍

㈜나노시스템

㈜쎄텍

㈜디엠테크놀러지

㈜암시스

씨피시스템㈜

㈜엔스텍

업체명

설아테크

㈜제내드

㈜한국종합기술(여기에)

㈜인포더

㈜제이엠씨진명

㈜엔티로봇

유도로보틱스㈜

오픈솔루션

㈜한국종합기술

㈜스페이스솔루션

㈜한국툴모니터링

㈜썸텍비젼

㈜캐리마

동도테크㈜

베로소프트웨어코리아(유)

훼스텍㈜

㈜사이버테크프랜드

업체명

㈜아이보우솔루션

아진파워텍㈜

GMS 케이블베어

㈜메이븐

메카인더스트리

삼영기계

㈜미코명진

㈜디지털인더스

㈜티에스엠

디더블유씨㈜
(구.동우씨테크)

헵시바㈜

제이엔텍

㈜닉스

㈜인스텍

글로벌컴퓨터엔지니어링㈜

㈜큐씨아이

업체명

㈜프로테크코리아

㈜아나츠

㈜사람소프트

다래비젼㈜

이오문화사

한국씨엔에스

비즈텍코리아㈜

㈜쏠트

바일로㈜

데바

3D엔터

㈜영창로보테크

㈜프로메테우스

금속3D프린팅융합연구단

ESPRIT by DP Technology

한국관

업체명

한국가와사키로보틱스㈜

한국미쓰도요㈜

파우상사㈜

씨지텍㈜

㈜아이지피넷

스트라타시스 코리아

키엔스코리아㈜

씨아이피통상㈜

㈜세중정보기술

레이져디자인시스템㈜

㈜쓰리디시스템즈코리아

업체명

㈜프로토텍

㈜씨이피테크

㈜드림

시마즈에미트㈜ 영업소

㈜퓨전테크놀로지

㈜한국기술

비젼텍

파로코리아

성원교역㈜

㈜케이엠트레이딩

㈜조이인터내셔날

업체명

㈜아크레텍코리아

엘코퍼레이션㈜(구.미래교역)

㈜TPC메카트로닉스

아미텍 코리아㈜

델타일렉트로닉스코리아㈜

㈜한국아카이브

시그마텍 시스템즈 엘엘씨

㈜에이엠코리아

㈜이즈소프트

세한메카트로닉스

㈜한국계측기

업체명

쓰리디클라우드

디와이테크㈜

엑트엔지니어링㈜

SHANDONG SHANSEN CNC 
TECHNOLOGY CO.,LTD

JINAN TMMT STONE Co., Ltd.

METROLOGY 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 CO., LTD.

JAPAN GAUGE CO., LTD.

TAIWAN SCHEMIK CORP.

HP inc

아시아·미주관

유럽관

Automation, CAD/CAM, 
Measuring Systems & 
Robotics

최근 최적화된 생산라인 구축에 대한 중소기업의 

니즈가 커지면서 가공 소프트웨어, 공구측정시스

템, 센서, 로봇 제어 및 핸들링 관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 IT기술, CAD/CAM 

소프트웨어, 로봇 등 스마트한 생산제조를 실현하

기 위한 자동화 기술들은 최근 IoT와 접목돼 가공

데이터를 수집·축적·해석하고, 문제가 발생된 공

정이나 불량률 감소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와 함

께 자동화 관련 기술은 가공장비를 제어하고 공구

의 수명과 교체주기, 가공정밀도, 이송, 품질 및 재

고관리, 장비의 예지보전 모니터링 등 공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에도 기여하

고 있다. SIMTOS 2018 자동화, 캐드캠, 측정기기 

및 로봇관에서는 지능화·최적화된 금속가공 생산

라인을 만들기 위한 자동화 구현기술과 생산성향

상, 무인화·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할 협동로봇 기술

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화를 넘어 
지능화·최적화로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과 
협동로봇을 한눈에

자동화, 캐드캠, 측정기기 및 로봇관 트렌드

Hall 1 Hall 2 Hall 3 Hall 4 Hall 5

KINTEX 1 전시장
Hall 1~5 한국 KOREA

Hall 7 Hall 8

KINTEX 2 전시장
Hall 7~8 유럽 Europe

Hall 10 Hall 9

KINTEX   2 전시장

Hall 9~10  아시아·미주  Asia, America, etc.

신제품N 부스내 이벤트ET 장비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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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포스㈜08D570

최첨단 광학식 범용 측정기 'Opto Flash' 출품

본사를 이탈리아에 둔 마르포스(주)는 가공현장에서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

감을 위한 정밀 측정 기기를 제조하는 세계적인 그룹이다. 이 회사는 SIMTOS 

2018에 공작기계용 측정어플리케이션 및 모니터링 솔루션, 프레스 및 화스

너 장비의 툴/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리크검사기, 금형 온도 모니터링을 비롯

하여 마르포스의 최신 광학식 범용측정기인 Opto Flash를 선보일 예정이다. 

Opto Flash는 최첨단 영역 이미지 센서를 기반으로 하여 순식간에 다양한 측

정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수행하며 뛰어난 내구성, 최첨단 그래픽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완벽한 솔루션이다. 

031-8038-8300 

www.marposs.co.kr

Opto Flash

N

베로소프트웨어코리아(유)05A350

광범위한 산업분야의 설계 및 제조공정에 특화된 
CAD/CAM/CAE소프트웨어 제품군 출품

CAD/CAM/CAE 선도기업인 베로 소프트웨어 그룹의 한국지사 베로소프트

웨어코리아(유)는 이번 전시회에 금형, 생산공학, 판금, 용접, 석재 또는 목재 

가공 등 광범위한 산업분야의 설계 및 제조공정에 특화된 지식기반의 CAD/

CAM/ CAE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소개한다. 이 중 WorkNC는 PC에서 쉬운 조

작으로, 고품질의, 신뢰성 높은 NC 데이터 작성을 실현하는 자동 CAD/CAM

시스템으로, 쉬운 사용성과 60여 가지의 다양한 툴패스를 이용한 독자적인 가

공 데이터 자동 작성 기술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가공 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제공한다.

070-8282-5805  

www.verosoftware.com

worknc
N E

T

스토브리코리아㈜08D870

부식위험, 다습한 환경에  적합한 ‘스토브리 HE 로봇’ 출품

커넥터, 산업용 로봇, 섬유기계 3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메카트로닉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토브리코리아㈜는 이번 전시회에 ‘스토브리 HE 로봇’을 출품할 예

정이다. 이 로봇은 다습한 환경, 냉각수에 접촉하는 환경에서 부식 등의 극한 

조건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으며, 소형 TX60에서 중량물용 TX200에 이르기까

지 넓은 범위의 어플리케이션이 적용 가능하다. 또한 다습한 환경에서는 수직

으로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고, 모든 연결부는 로봇 베이스 아래에 위치하여 냉

각유와 전자부품으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한다. 

053-753-0044

 www.staubli.com/kr

스토브리 HE 로봇
N E

유도로보틱스㈜05B050

단순화와 유연성 향상 실현한 Gantry Loader System 소개

유도로보틱스㈜는 이번 전시회에 자동차부품 및 절삭가공 라인 시스템 구축 

등 자동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단순화와 유연성 향상을 실현한 Gantry Loader 

System과 공장 관제시스템까지 통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소개한다.

다관절 로봇, Gantry loader, Stocker & Shuttle system 등 산업용 가공시스

템에 적용되는 이 회사의 스마트공장 구축 솔루션은 Gantry Loader System

은 부품의 자동로딩, 언로딩을 위해 완벽히 설계 제작된 시스템 선반, 그라인딩 

머신, 머시닝 센터 및 기타 공작기계의 생산성 및 효율을 증대 모듈식 설계구조

와 최신 모션 제어기술의 채택으로 단순화와 유연성 향상을 실현한다. 

031-8047-8330  

www.yudorobotics.com

Gantry Loader System 
(Total solution provid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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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이스㈜08E170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한 자동화 ‘측정실 자동화 시스템’ 출품

3차원 측정기와 3D 스캐너를 이용한 측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ZEISS의 한국

지사 칼자이스㈜는 이번 전시회에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한 일반 측정실 자동화 

컨셉을 선보일 예정이다. 3차원 측정기 2대와 셔틀로 움직이는 6축 로봇 그리

고 제품을 적재하는 랙으로 구성된 시스템이다. 생산 오퍼레이터가 측정물을 

측정 랙에 놓고 바코드만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제품의 측정 과정이 스케줄링 

되고, 그 순서에 맞게 자동으로 로봇에 의해 로딩/언로딩되는 측정실 무인화 

시스템이다. 측정 결과는 3차원 측정기 컴퓨터에 모두 저장되어 원하는 시간

에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며, 측정결과 NG/OK는 랙에 부착된 LED등(green/

red)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동화 솔루션으로 측정시간 단축을 통

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02-3140-2707 

www.zeiss.co.kr/imt

측정실 자동화 시스템N T

T

쿠카로보틱스코리아㈜08E670

KUKA, 스마트 팩토리 – 그 시작을 함께 합니다.  

쿠카로보틱스코리아㈜는 이번 전시회에서 Industry 4.0의 글로벌 선두주자

로 대표되는 쿠카만의 독보적인 제품 및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주요 특징

은 다음과 같다. ▶ KUKA.RoboSpin :  알루미늄의 스팟용접 로봇 자동화 작

업으로 판에 전극 팁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여 용접 품질을 향상시키며, 팁의 

수명 연장을 보증한다. ▶KUKA ready2_pilot : 직관적으로 로봇을 조작할 수 

있는 수동 티칭 장비이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연결성 및 

유연성을 기록하는 동급 세계 최초의 무선 솔루션이다. ▶ LBR iiwa –지능형 

협동 로봇 : 세계 최초 협동 로봇인 KUKA LBR iiwa를 적용한 다양한, 그리고 

진화된 여러 솔루션들을 공개한다. ▶KUKA Connect :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

트웨어 플랫폼으로 고객에게 언제 어디서든 로봇의 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

로 모니터링 가능케 하며,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031-501-1451  

www.kukakorea.com
쿠카로봇 포트폴리오

N

한국델켐㈜05B060

빠른 데이터 생상이 가능한 CAM 소프트웨어 ‘파워밀’

CAD/CAM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공급 뿐만 아니라 자체 연구소를 통한 컨

설팅 기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델켐㈜는 Autodesk 와 법

인 합작회사이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CAD/CAM 시스템 도입으로 제조업

체의 공정기술 을 개선하는  자사의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기술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 회사가 출품하는 CAM 소프트웨어 ‘파워밀’은 금형산업

에서 코어와 케비티, 원판, 전극 등의 가공에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생성

하며, 파워쉐이프의 형상 정보를 받아들여 보다 효과적인 가공데이터를 생

성할 수 있다.

02-6918-3800

www.delcam.co.kr

CAM 소프트웨어 ‘파워밀’
E

한국미쓰도요㈜10F180

고정도 측정이 가능한 베스트셀러 
3차원 측정기CRYSTA-Apex 시리즈 출품

한국미쓰도요㈜는 이번 전시회에 3차원 측정기, 형상 측정기, 화상 측정기, 광

학기기, 경도계 등과 같은 측정기기부터 마이크로미터, 캘리퍼스, 다이얼 게이

지, 리니어 하이트, 인디케이터와 같은 측정공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밀 측

정기를 출품할 예정이다. 이 중 온도 변화에 안정적이고 처리 속도가 빠르면서 

고정도 측정이 가능한 CRYSTA-Apex  시리즈, 5축 제어로 모든 각도의 위치 

지정이 가능하여 복잡한 위치에 대한 접근이 쉽고 프로그래밍 및 측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CRYSTA-Apex EX 시리즈와 같이 제조 산업 현장의 다방면에

서 활약 중인 3차원 측정기의 시연을 SIMTOS 2018에서 선보인다.

031-361-4210

www.mitutoyokorea.com

 ‘CRYSTA-Apex S 9168’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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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와이지-원

한국닛켄㈜

신세기산업㈜

한국야금㈜

㈜게링코리아

한국OSG㈜

㈜다인정공

㈜코리아테크닉스

㈜예스툴

동우에이치에스티㈜

세진바이트

올리콘발저스코팅
코리아(유)

㈜하나컴머셜

디티알㈜

업체명

㈜위딘

㈜디에스피툴링

유니온머티리얼㈜
(구.쌍용머티리얼)

(사)한국산업용재협회

㈜동성레이저

아시아야금

㈜오성엔지니어링

㈜오성마이더스

신생공업㈜

입체코퍼레이션㈜

고툴

㈜덕명

커터코리아

에이스다이아몬드공구㈜

업체명

㈜메가플러스동진

㈜첨단

㈜상신정밀

티앤씨샤크㈜

㈜유라텍

인곡산업㈜

㈜보림시스템

승민테크

㈜한송M&T

스타공구㈜

새한초경공구

㈜아이펠러코리아

㈜세기정공

㈜글로툴바이오테크

챔프다이아㈜

업체명

㈜해동특수정밀

제이제이툴스㈜

㈜제이앤엘테크

㈜씨엠티

경우다이아몬드공구㈜

㈜제넨텍

㈜세광세록스

유림툴스㈜

㈜부영정밀

신일이엔티㈜

한국진공㈜

사차원성형기술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유치단

한국관

업체명

㈜이심기술

에이치엠텍㈜

국성인터내셔널㈜

㈜창인상사

유니온프리텍㈜

ANCA/성훈상사

㈜동신툴피아

㈜에스디상사

앤에스코리아

업체명

다우상사

㈜인테크

㈜선희통상

㈜케이비원

일신코리아

㈜대동티에스

㈜더블유에프케이

MST CORPORATION

SHIN-YAIN INDUSTRIAL CO., LTD.

업체명

Zhuzhou Cemented Carbide 
Group Co.,Ltd.

Beijing Worldia Diamond 
Tools Co., Ltd.

SF Diamond Co,.LTD

Weihai Chaofeng Trading 
Co.,Ltd

SPEED TIGER PRECISION 
TECHNOLOGY CO., LTD.

업체명

Bichamp Cutting Technology 
(Hunan) Co., Ltd.

Allied Machine & Engineering

Hochent(Shanghai)Machinery 
Development Co.,Ltd

아시아·미주관

업체명

한국샌드빅㈜

메탈테크놀러지

㈜파나테크

㈜수코리아

대붕실업

티송코퍼레이션

업체명

센트랄테크㈜

(유)레인텍 인터내셔날

㈜로즈플라스틱코리아

㈜우창물산

코메트코리아㈜

하이머코리아㈜

업체명

㈜호일러코리아

㈜나은툴

올텍아이엔씨

옥전TNS

디에이치에프코리아

CemeCon AG

업체명

Mikron Tool SA & DC Swiss SA

AMAYA ASIA PACIFIC

IHI IONBOND AG

WALTER EWAG Asia-Pacific 
Pte., Ltd.

유럽관

Tools & Related 
Equipment

알루미늄합금, 티타늄합금, 니켈합금, 탄소섬유 복

합재료(CFRP/CFRTP) 등 고경도·고탄성의 난삭

재 가공을 해결하기 위해 세라믹스, PcBN, PCD 등 

고성능 공구도 함께 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 

단위 제품만을 공급했던 공구제조업체들이 복합

가공, 유연가공으로 인한 금속가공에 대응하기 위

해 공구 소재에서부터 최적화 가공기술, 가공모니

터링을 비롯해 수명관리 소프트웨어까지 공구를 

이용한 절삭공정 전후방 관련 풀 케어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특히 가공정밀도 안정성을 위한 가공 

중 측정(In-process)프로그램 등 공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최근 스마트공장시스템 구축, 생산최적

화 구현 등과 맞물려 공구업계는 물론 금속가공 전

반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는 국내외 공구제조사에서 난삭재, 복합형상가공

에 특화된 공구제품에서부터 최적화 가공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까지 대거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공모니터링에서 
수명관리까지 풀 케어 
서비스와 난삭재 가공 
니즈 해결 솔루션 확인

공구 및 관련기기관 트렌드

Hall 1 Hall 2 Hall 3 Hall 4 Hall 5

KINTEX 1 전시장
Hall 1~5 한국 KOREA

Hall 7 Hall 8

KINTEX 2 전시장
Hall 7~8 유럽 Europe

Hall 10 Hall 9

KINTEX   2 전시장

Hall 9~10  아시아·미주  Asia, America, etc.

신제품N 부스내 이벤트ET 장비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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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다인정공01A311

가공간섭 최소화, 런아웃 고객니즈 해결한 슬림형 유압척 출품

MCT용 툴홀더, 열처리강 가공을 위한 CBN 인서트 제조업체 ㈜다인정공은 올

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고객의 생산성 향상을 위

한 협동로봇 및 공정관리 솔루션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시작한다. 이 회사는 이

번 전시회에 고속, 고정도화가 일반화가 된 현재 절삭가공분야에서 가공간섭

의 최소화, 런아웃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슬림형유압척

을 비롯해 자사의 제품 및 솔루션을 홍보할 계획이다. 

031-488-6200 

www.dine.co.kr

슬림형 유압척N E

동우에이치에스티㈜01C740

고객 맞춤형 PVD코팅, 열처리 임가공 및 관련 설비 제조기술 소개

자동차를 비롯 기계, 전자산업에 친환경 종합표면처리를 공급하는 동우에이

치에스티㈜는 이번 전시회에 자사의 ‘PVD 코팅, 열처리, 표면처리 설비’ 제작

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및 금형, 절삭공구 

등에 수명과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분야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표면처

리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진공과 플라즈마를 이용한 친환경 표면처리 공

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표면처리 임가공 뿐만 아니라, PVD코팅, 진공침탄로 

등 관련 설비를  고객의 요구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031-499-6622 

www.dwhst.co.kr

코팅 & 열처리 부품

㈜씨엠티01B420

SCREW, LEVER, SHIMPIN 등 절삭공구 부품 출품

스크류, 심, 심핀, 클램프, 레버 등 제조·판매하고 있는 ㈜씨엠티는 이번 전시

회에 SCREW, LEVER, SHIMPIN 등 절삭공구 부품을 출품할 예정이다. 이중 

인서트(Insert)를 Tool에 고정(직접체결)에 사용되는 ‘SCREW’는 표면경화 처

리를 통해 표면 경도를 향상(HRC68) 시킴으로써 공구수명 연장, 체결력 향상, 

파단 및 고착현상 제거 등 탁월한 품질을 보장한다. 또 인서트(Insert)를 고정

해 주는 부품인 ‘LEVER’는 기존제품 대비 표면조도를 향상시키며 심(Shim)을 

고정해 주는 부품 ‘SHIMPIN’은 기존제품 대비 심(Shim)과의 체결력을 향상

(정밀한 치수공차 관리)시킨다.

053-812-9627

www.cometmt.co.kr

절삭공구 부품

㈜와이지-원01B030

내마모성, 절삭성능 갖춘 초경엔드밀 ‘4G MILL’ 출품

정밀 가공에 필수적인 절삭공구를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와이지-원

은 이번 전시회에 자사의 대표적인 초경엔드밀인 4G MILL을 출품할 예정이

다. 인성과 강성이 우수한 초미립자 고급 카바이드 원자재를 사용한 이 제품은 

내열성과 내산화성이 우수한 코팅을 적용하여 HRc 55 이하의 프리하든강, 합

금강, 탄소강 등의 다양한 피삭재에서 고속, 고정도 가공 시 탁월한 내마모성

과 절삭성능을 발휘한다.

02-2681-3456 

www.yg1.co.kr

4G MIL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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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앤씨샤크㈜01A300

낮은 마찰계수, 높은 윤활성, 
뛰어난 절삭성 확보한 ‘Annular Cutter’ 출품

자체 개발한 우유 색 나노 다이아몬드 코팅 기술(특허 획득)을 적용해 뛰어난 

절삭성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절삭공구를 공급하는 티앤씨샤크㈜는 이번 전시

회에 HSS와 초경 두 가지로 구분되는 Annular Cutter를 출품할 예정이다. 이

중 HSS Annular Cutter는 Hitachi(M35) 자재를 사용하고 nano-Diamond 

Coating 공정을 더하여 낮은 마찰계수, 높은 윤활성과 뛰어난 절삭성을 자랑

한다. 또 초경 Annular Cutter는 CERATIZ Carbide 자재와 TiALN 코팅을 

통해 그 성능을 향상시켰다. 

031-944-0961 

www.tncshark.com

Annular Cutter
N

한국야금㈜01A310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항공 및 
덴탈 산업 대응위한 절삭공구 대거 출품

한국을 대표하는 절삭 공구 전문 기업인 한국야금은 이번 전시회에 다양한 산

업군과 소재 및 가공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한국야금은 알루미늄 가공을 위한 PRO-V, PRO-XL시리즈를 비롯해 CFRP, 

티타늄 등 난삭재 가공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내세워 항공 산업 분야 고객

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야금은 고령화 추세에 맞춰 지

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덴탈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T Endmill도 함께 

출품할 계획이다. 지르코니아, 티타늄 및 코발트 크롬합금 등 피삭재별로 최적

의 가공 성능을 확보한 한국야금은 전용 재종을 선보이며 글로벌 덴탈 시장에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02-521-4700 

www.korloy.com

N E

한국닛켄㈜01A130

세계적인 금속공작기계용 Tool Holder 제품군 소개

일본 NIKKEN KOSAKUSHO WORKS의 자본으로 설립된 한국닛켄㈜은 이번 

전시회에 세계적인 금속공작기계용 Tool Holder 제품군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Tool Holder는 자동차, 항공기, 조선, 전기전자 및 금형

산업 등 넓은 분야에서 사용하는 첨단장비인 머시닝센터등의 성능을 극대화시

키는 초정밀 제품과 높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CNC ROTARY TABLE, 전자 유

도 가열방식의 열박음 장치, Optical Tool Prestter 등이 있다.

032-763-4461

www.nikken.co.kr

Tool Holder
TN

한국OSG㈜01A720

가성비 뛰어난 신제품 K-SFT과 인서트타입 OK-DRILL등 출품

절삭공구 종합메이커인 한국OSG(주)는 주요 제품인 TAP, EndMill, DRILL의 

기존 제품을 비롯하여, 신제품 K-SFT 과 인서트 타입인 OK-DRILL, 항공 관

련 주요 제품등을 출품할 계획이다. 이 중 K-SFT은 지난해 창립 40주년을 기

념하여 시장에 선보였으며, 기존 제품 대비 가성비 20%이상의 효율을 자랑한

다. 또 새로이 출품하는 OK-DRILL 또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한국OSG의 새

로운 라인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053-583-2000

www.osg.co.kr

N 탭 ‘K-SFT’ T End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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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에스엠더블유오토블록
코리아㈜

바이에르 코펠 
한국연락사무소

지콤
지멘스㈜
㈜에스피앰
한국파고르오토메이션㈜
할더룀헬드코리아㈜
마이어코리아㈜
한국이구스㈜
삼보기공
㈜보쉬렉스로스코리아
한국보싸드㈜
㈜신우산업
(유)케이티알코리아
(유)랍코리아
하이덴하인코리아㈜
㈜에로바테크놀러지
슈말츠㈜
㈜에스피씨테크놀로지

업체명

블라자스위스루브
코리아㈜

테바코퍼레이션
㈜한국자동화기술
하베코리아㈜
미래코리아㈜
티에스지코리아
㈜디지테크놀러지
이비씨㈜
지티코리아
뉴젠텍루브켐㈜
㈜금산엠엔이
하이탑코리아
한국그런포스펌프㈜
㈜파우스
한국카처㈜
슈니베거코리아(유)

오트야콥코리아(유)

하이클라쎄 테크닉
㈜더존시스템즈
리아토코리아㈜

업체명

㈜진일퍼스텍
㈜이스트
㈜세임코리아

왈레니우스 윌헬름센 
로지스틱스 한국지점

바이오써클코리아㈜
㈜제이티
코아텍

에이치에스디메카트로닉
코리아(유)

케이2테크
IMOBERDORF AG
Leifeld Metal Spinning AG
TDM SA
Veolia Water Technologies 
Italia S.p.A., Div. Solutions

Albrecht Prazision GmbH 
& Co. KG

GERB Schwinungsisolierungen 
GmbH & Co. KG
Guehring KG

업체명

IMT GmbH
KERN Microtechnik GmbH
Schmid & Wezel GmbH
SHW Werkzeugmaschinen 
GmbH

TBT Tiefbohrtechnik GmbH 
+ Co.
Voith Turbo Co. Ltd.
WaldrichSiegen GmbH 
& Co. KG
NUM Industry Alliance AG
Swiss Export Risk Insurance
HEMA Maschinen- und 
Apparateschutz GmbH

Karl Schuessler GmbH & Co. 
KG Praezisionswerkzeugfabrik

Kemmler 
Praezisionswerkzeuge GmbH  
J.N. Eberle & Cie. GmbH
Kapp GmbH & Co. KG
SHUTON S.A.

업체명

Landesmesse Stuttgart GmbH
Hans-Juergen Geiger 
Maschinen-Vertrieb GmbH
LOSMA SPA
HYDAC Technology GmbH
RUKO GmbH
heimatec GmbH 
Prazisionswerkzeuge

WIKUS-Saegenfabrik Wilhelm 
H. Kullmann GmbH & Co. KG
Rieckermann GmbH
REIME NORIS GmbH
ROEHM GmbH
EUCHNER GmbH + Co. KG
Schwaebische 
Werkzeugmaschinen GmbH
SWISSMEM
Switzerland Global Enterprise
SARIX SA
Johnson Fluiten Srl

업체명

아륭기공㈜
삼익THK㈜
㈜현대위아엠티
㈜신강엔지니어링
이더블유에스코리아㈜
칸워크홀딩㈜
㈜삼천리기계
㈜YHB
㈜켐텍
개성테크노로지스㈜
㈜웰템
㈜KEM
세영나벨㈜
뉴세림테크㈜
아메코㈜
㈜에스비씨리니어
㈜한성GT
㈜코마틱코리아
㈜한성정공
유니스트코리아㈜
㈜에어메이저
㈜한국하우톤
㈜두기텍
㈜한산리니어시스템
두리마이텍㈜

업체명

㈜동화기업
잘만정공㈜
㈜포인트텍
㈜리슨트
㈜듀크린 (구.청호CA)
㈜에스피지
케이시시정공㈜
㈜현대이엔지
국제케이블체인
㈜덕산코트랜
서암기계공업㈜
㈜에스엠씨척3000
㈜세진아이지비
㈜지지엠
㈜성일기공
나오미테크
㈜씨에이테크
일화마그네틱테크㈜
성림엔터프라이즈
슬라이드코리아
㈜에스티에이
㈜대일
㈜영창기업
㈜풍국
한일정밀주조㈜

업체명

한국엔에스케이㈜
㈜서울우레탄
모툴초경
삼익기전㈜
㈜원에스티
㈜오토링크
㈜멀티스하이드로
㈜마토코리아
㈜엘씨엠
삼우하이테크
㈜명진기공
㈜삼익테크
신광테크
㈜윈앤텍코리아
㈜세기비즈
㈜영진WORM
㈜지이엠
㈜예스쿨
에이티엠 코리아
정우전기㈜
㈜에이이지
엠앤피
㈜일웅플라텍
㈜전진티티에스
㈜알피에스

업체명

㈜케이텍
㈜대한볼트
㈜대광금속
보성실리콘㈜
세원산업
㈜에스지시
에프엠이㈜
㈜다원산업
㈜한국고분자
㈜케이제이에프
새롬정밀기술㈜
삼익HDS㈜
정우케미칼
에이티 컴퍼니
㈜대호냉각기
㈜에스제이오토메이션
광진
대신기계
네오스㈜
㈜대흥앤멘토코리아
S&D Corporation
㈜한국이엘앤코
㈜삼본정공
세현하이테크
창용기계공업사

업체명

상진 TK
씨솔루션
㈜한국스크롤
㈜유니콘
CNP
삼현테크
㈜상촌인터내쇼날
㈜한남이엔지
㈜아이에이치코리아
㈜한즈모트롤
하이드로텍㈜
에프이지텍
새로움
신흥정공㈜
㈜우성마그네트
㈜이노레스씰
㈜광림
우리테크
㈜영진비앤에스
㈜포스테크

㈜삼화피엠아이

한국관

업체명

㈜한사
㈜대경기공
㈜유한교역
㈜한국기타가와
아이케이오톰슨코리아㈜
한국NTN판매㈜
삼우종합교역
다주하이테크

㈜아펙스다이나믹스
코리아아이엔시

㈜산쿄제작소 한국지점
㈜미크로엠아이테크
㈜해원티앤디

업체명

㈜씰스타
㈜경원통상
㈜디와이티
오롬솔루션
지티아이
듀블린코리아㈜
스위치랩인터내셔날(유)

㈜흥진에이티
삼성기공
㈜리텍에프이에스
㈜한국페트라이트
미키풀리코리아㈜
㈜우일베어링

업체명

시마즈한국진공기기㈜
이쿠라세이키㈜
베스켐
GTR-기어모터
㈜제이와이지투
PMI
BARLOAD MACHINE CO., LTD.
HORKOS CORP
HAINACHUAN 
ELECTROMECHANICAL CO.,LTD

GUANGZHOU HAOZHI 
INDUSTRIAL CO., LTD
AUTOWELL ENTERPRISE CO., LTD.

업체명

HER BERT ENTERPRISE 
CO., LTD.

GANRO INDUSTRIAL 
CORPORATION

HIWIN TECHNOLOGIES 
CORPORATION
COOLING INDUSTRIAL CO., LTD.
Shandong Nano Advanced 
Materials Technology Co., Ltd.

Transor Filter(Kunshan) 
Co., LTD.
Lube Corporation
DETRON MACHINE CO., LTD.

업체명

EXACT MACHINERY CO., LTD.
GERMAN TECH PRECISION 
MANUFACTURING CO., LTD.

MINCHUEN ELECTRICAL 
MACHINERY CO., LTD.

YUNG TIEN LUBRICATION 
TECHOLOGY CO., LTD

Nanjing Technical Equipment 
Manufacture Co.,Ltd.

아시아·미주관

유럽관

Parts Materials & 
Motion Controls

최근 부품의 공급트렌드는 부품 자체가 고사양화, 

고정밀화를 통해 향상된 성능으로 출시되는가 하

면, 단위 제품위주의 공급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 중심의 공급으로 수요시장이 바뀌

면서 부품에 센서 및 모니터링 모듈 등 네트워크 기

능 등을 탑재한 모듈화 제품에서부터 직교관절로

봇시스템, 케이블베어 등을 비롯해 항온항습 센싱

기술까지 시스템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사례도 늘

어나고 있다. 이밖에도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생산

원가 절감에 기여하는 부품소재의 출현도 최근 가

속화되고 있는 트렌드 중 하나다. 특히 부품·소재 

및 모션컨트롤 산업은 공정 간의 연결과 이동, 가동 

및 장비제어, 주변기기와의 협업 등을 위한 핸들링 

기술과 모니터링, 비전시스템과 비전센서 등의 기

술 개발과 출시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서도 이러한 트렌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제품과 

기술이 선보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능향상·모듈화·
고효율을 위한 
부품·소재와 센싱, 
모션제어 기술 확인

부품·소재 및 모션컨트롤관 트렌드

Hall 1 Hall 2 Hall 3 Hall 4 Hall 5

KINTEX 1 전시장
Hall 1~5 한국 KOREA

Hall 7 Hall 8

KINTEX 2 전시장
Hall 7~8 유럽 Europe

Hall 10 Hall 9

KINTEX   2 전시장

Hall 9~10  아시아·미주  Asia, America, etc.

신제품N 부스내 이벤트ET 장비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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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아륭기공㈜04B820

가공물 냉각과 절삭 칩 세척에 탁월한 쿨런트 펌프 출품

아륭기공은 1976년에 설립 이래 공작기계 전용 쿨런트 및 오일펌프를 전문

으로 제조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다양한 종류의 쿨런트, 오일 및 그리스 

펌프 와 트로코이드 펌프를 소개하고 30~120BAR 고압쿨런트 필터 시스템

을 출품한다. 이중 고압쿨런트 필터 시스템은 쿨런트 전용으로 개발된 고압

펌프와 CYCLONE FILTER가 조합된 시스템으로 CNC LATHE, MACHINING 

CENTER 등에 적용하여 공작기계의 성능을 극대화한다.

061-380-2200

www.aryung.co.kr
쿨런트 펌프

N

㈜삼천리기계04B420

NC로타리테이블 등 초정밀 가공 노하우 집약된 툴링시스템 공개

유압척, 스페셜척, 로타리테이블, 바이스등 'MACHINE TOOL TOTAL 

SOLUTION' ㈜삼천리기계는 이번 전시회에 멀티틸팅 로타리테이블 MTR2

모델을 비롯해 파워바이스와 5축가공기용 바이스인 CMV시리즈 등을 출품

할 예정이다. 특히 이 회사가 출품하는 터닝센터 및 머시닝센터의 워크홀딩 솔

루션 제품군에는 터닝센터의 고정밀 가공을 위한 유압척 및 특수척과 유압유

닛의 효율을 높여주는 ‘로우드레인 SD실린더’외 머시닝센터에서의 5축가공

을 실현시키는 로타리테이블 시리즈 중 다축틸팅로타리테이블과 백래쉬 제

로, 롤러캠드라이브 방식을 채택한 RDN모델 등이 주요 출품제품이다. 아울

러 삼천리기계만의 초정밀 가공 노하우를 집약시킨 다양한 종류의 툴링시스

템 또한 주목할 만하다. 

032-822-4811 

www.samchully.com

TN
NC로타리테이블 ‘MTR2-254’

T

서암기계공업㈜05A110

공작기계 핵심요소부품인 각종 기어류와 척&실린더, 커빅 커플링 등을 생산

하고 있는 서암기계공업㈜는 이번 전시회에 유압척인 ‘POWER CHUCK’을 비

롯해 자사의 다양한 신제품 및 베스트셀러 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중 이 

회사의 POWER CHUCK은 5"~32"의 CAH(Big Bore), 6"~21"의 CGH(Great 

Bore), 4"~80"의 CAS(Close Center)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높은 파악력으로 

실제 운전상태의 동적파악력(Dynamic Gripping Force)이 대폭 증가되어 작

업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했다. 이와 함께 최적 설계로 성능의 안전성을 확보

하여 고속회전이 가능하며 중량을 감소하여 설비의 부하를 줄였다.

062-960-5000  

www.seoam.kr

N

아메코㈜04C650

신개념 자동화 창고 ‘자동 수직형 스토리지 시스템’ 출품

칩 컨베이어와 유압 유니트, 고압 쿨런트 시스템 공급업체 아메코㈜는 이번 전

시회에 Modula사의 ‘자동화 창고’와 칩 압축 컨베이어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중 이탈리아 Modula사의 자동화 창고는 공간, 작업 및 창고 관리를 최적화

하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트레이가 있는 자동 수직형 스토리지 시스템이다. 다

양한 산업 및 응용 분야에서 반 공정 및 완제품뿐 아니라 구성요소의 관리, 선

택 및 회수와 관련된 문제에 이상적인 솔루션이다. 이태리 Delfin 사의 산업용 

청소기는 먼지나 진흙이 섞여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액체, 오일 및 유제의 

추출 및 회수에 대한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었다.

055-268-7000

www.ameco.co.kr

Modula사의 자동화 창고TN E

고속화, 경량화, 내구성 확보한 파워척 출품

POWER CH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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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ization in  
Machine Tool Manufacturing

siemens.com/sinumerik

T

한국엔에스케이㈜04A120

리테이너 적용한 앵귤러 볼베어링 출품공작기계 제조의 디지털화 소프트웨어 솔루션 출품

일본NSK 그룹의 한국법인, 베어링, 직선운동제품, 자동차 부품 글로벌 회사 

한국엔에스케이㈜는 이번 전시회에 자사의 주요 제품인 볼스크류, 리니어가

이드, 베어링 등을 출품할 예정이다. 이중 이 회사의 베어링 제품은 공작기계의 

고속, 고정도, 장수명에 기여할  볼스크류 제품군과 국내 생산품인 리니어가이

드 그리고, 공작기계  주축의 저NRRO, 저발열을 실현 가능하게 할 신개발 리

테이너(SURSAVE)를 적용한 앵귤러 볼베어링을 출품할 예정이다.

지멘스(주) Digital Factory 사업부는 SIMTOS 2018 기간에,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새로운 콘셉트의 CNC 하드웨어와 기계 산업분야에서의 생산 프로세

스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을 위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멘스의 ‘공작기

계 제조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in Machine Tool Manufacturing)’ 및 사

용자 관점의 ‘디지털 모니터링(Digital Monitoring)’을 구축하기 위한 통합 포

트폴리오는 공작기계와 관련된 다양한 ‘Digitalization Software’를 통하여 공

작기계 제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모의 공작기계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02-3287-0300

www.kr.nsk.com

볼스크류, 리니어가이드, 베어링

Digitalization in Machine Tool 
Manufacturing 

N

지멘스㈜08E110

055-268-1913 

www.siemens.co.kr

N

T

칸워크홀딩㈜04C350

경량화 실현한 알루미늄 특수합금 척 출품

자동차, 조선해양, 우주항공, 산업기계 분야의 정밀가공 부품 생산을 위해 다

양한 Workholding Solutions를 제공해 온 칸워크홀딩㈜은 이번 전시회에 세

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알루미늄 특수합금 척’을 비롯해 자사의 워크홀딩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회사의 알루미늄 특수합금 척은 기존 스틸 척

에 비해 무게를 40%가량 줄인 것이 특징이다. 척의 경량화는 가동과 정지, 

교환 등의 공정시간을 줄여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높이며, 고속 회전으로 인한 

베어링 부하 감소, 공작기계의 수명연장, 척의 내구성 보장, 나아가 에너지 절

감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척을 장기간 사용한 뒤에는 가공

제품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셀프커팅(성형)을 해야 하는데 알루미늄 척은 그

럴 필요가 없다. 

055-211-8000  

www.khanchuck.com

N
알루미늄 특수합금 척, 

스페셜 척, NCRT

㈜한성GT04A150

정밀도 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공작기계 보호용 COVER 출품

공작기계 보호용 COVER와 공작기계 및 유공압 관련분야에 필요한 SEAL, 

TOOL 등 우수한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한성GT는 이번 전시회에 

‘C-PLATE COVER’와 ‘BELLOWS & MULTI COVER’, ‘APRON COVER’ 등을 

출품할 예정이다. 이중 C-PLATE COVER(TELESCOPIC COVER)는 고온 대량

의 CHIP이나 절삭유를 SLIDE PLATE와 WIPER를 이용하여 기계의 습동면 및 

중요부위를 보호하며 기계의 정밀도 유지와 수명연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BELLOWS & MULTI COVER는 철판이 아닌 SHEET의 적용으로 우수한 내

유성 및 방수성을 가지고 있어 기계의 습동면 및 중요부위를 보호하며 기계의 

정밀도 및 성능 유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031-428-8200

www.hansungs.co.kr
C-PLATE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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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 Industrial 
Revolution 
Theme Park

최근 금속가공분야는 단위 기계류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서 벗어나 가공장비와 주변기기, 공구와 공

정기술,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딥러닝, 로봇, 사물

인터넷 기술 등과 통합된 ‘플랫폼 솔루션’을 통한 

최적화 생산관리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생산

성 향상, 원가절감, 최적화 공정관리를 위한 금속가

공 업계의 이러한 투자변화는 소프트웨어, 협동로

봇, 스마트센서, 네트워크, 클라우드, IoT, 빅데이

터, 모바일기기 등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구축기술

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플랫폼, 생산제조기술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다

4차산업혁명 특별관 트렌드

Hall 1 Hall 2 Hall 3 Hall 4 Hall 5

KINTEX 1 전시장
Hall 1~5 한국 KOREA

4차 산업혁명 특별관

센서,
네트워크,
IoT

협동로봇

소프트
웨어

복합솔루션

신제품N 부스내 이벤트ET 장비시연

그롭코리아㈜04C150

GROB-NET4 Industry 생산관리 시스템
장비 효율성 극대화와 공정 최적화 실현

수평형 다목적 머시닝센터 및 생산제조 시스템의 Worldwide Leading 

Manufacturer인 GROB의 한국지사 그롭코리아㈜는 『4차산업혁명 특별

관』에 생산관리 시스템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킹을 위해 개발된 GROB-NET4 

Industry를 출품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고객맞춤 가공을 위한 다양한 모듈형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공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

공함은 물론이고 유연생산을 실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GROB-NET4 Industry 

내의 모듈을 사용하면 생산계획, 모니터링 및 분석에서부터 소재 가공프로세스

의 시각화, 예방보전 서비스 및 유지보수 관리에 이르기까지 가공에 대한 모든 

영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시스템이다. 

031-8064-1881 

www.grobgroup.com

GROB-NET 4 INDUSTRY

N

T

㈜게링코리아05B100

네트워크 기반 관리시스템과 ‘GTMS-PG’
공구 사용현황 분석과 공구 비용절감 실현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절삭공구 제조업체 ㈜게링코리아는 4차산업혁명 특

별관에 네트워크 기반 관리 시스템인 밴딩머신(Vending Machine)을 선보일 

예정이다. 밴딩머신의 시스템은 단순한 공구 저장고 개념을 넘어 고객사에서 

생산 중 소모되는 모든 절삭공구의 실시간 사용 현황과 재고를 파악할 수 있

다. 이와 함께 게링이 개발한 공구관리 프로그램 ‘GTMS-PG’는 밴딩머신에

서 구현되어 연간 평균 공구비 절감 효과 10%, 공구 관리 시간 매일 한 시간

씩 단축, 기계다운 시간 14% 개선 등의 실질적인 절감효과를 이뤄내고 있다.

02-2689-8542 

www.guhring.co.kr

N E

VM326

복합솔루션

업체명

㈜게링코리아

그롭코리아㈜

두산로보틱스㈜

디엠지모리코리아㈜

㈜에이치디씨

하이덴하인코리아㈜

업체명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한국발터㈜

한국샌드빅㈜

한국이구스㈜

한국헥사곤메트롤로지(유)

화천기계㈜

소프트웨어

업체명

나이스솔루션뱅크

㈜드림티엔에스

㈜모두솔루션

브이피코리아㈜

업체명

㈜엔씨비

㈜웹스시스템코리아

인사이드솔루션㈜

㈜지후

협동로봇

IoT, 센서, 네트워크

업체명

다셀㈜

㈜도호코리아

씨크코리아㈜

㈜아이에프엠일렉트로닉

업체명

위즈코어㈜

(사)캠틱종합기술원

타이아솔루션㈜

업체명

㈜뉴로메카

㈜맥슨모터코리아

㈜에이앤지테크놀로지

업체명

유니버설 로봇

한화테크윈㈜

4차산업혁명을 실현할 
SIMTOS 2018 복합 제조솔루션

디지털화, 스마트화, 연결화 기술로 융합된 복합제조 

솔루션과 촉진기술들이 보여주는 4차산업혁명 

스마트제조기술 현장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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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두산로보틱스㈜04B480

6개 축에 고성능 토크센서 탑재한 협동로봇
혁신적 사용자 경험·편의성과 안정성 확보

두산의 협동로봇은 6개 축에 정밀한 고성능 토크센서를 탑재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비전문가도 로봇을 손쉽게 설치 및 

티칭 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세계 3대 디자

인 어워드인 독일 ‘레드닷 디자인’를 수상한 바 있다. 두산 로봇은 최장 1.7m

의 작업 반경과 최대 15kg의 가반중량(Payload)까지 가능한 업계 최다 4개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생산제조 공정에서 고객 니즈에 따라 최적

화가 가능하다.

031-8014-5500

www.doosanrobotics.com

협동로봇 ‘M0617’

N E

TN E

디엠지모리코리아㈜05B800

작업편의성 및 장비 효율성 
확대에 기여하는 앱 기반의 CELOS 시스템

세계적인 금속잘삭가공기계 제조업체 DMG MORI의 한국지사 디엠지모리

코리아㈜는 4차산업혁명 특별관에 디엠지모리가 개발한 앱 기반의 컨트롤러

로 CELOS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작기계를 조작하는 컨트롤 장치에 장착하는 

CELOS는 컨트롤 자체의 아날로그 식 조작이 아닌 터치스크린 활용으로 보다 

직관적이고 정확한 작업 지시 및 관리 등을 용이 하게 한다. 이와 함께 CELOS

는 모든 동작에 대해 ‘아이콘 + 앱화’하여 앱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원거리 작

동 및 다수 시스템으로의 연결을 지원 하고 있다. 또 기계 자체가 아닌, CELOS 

Pro tab을 활용하여, 마치 스마트폰 조작하든 기계와 가공 작업의 상태 관리 

및 컨트롤이 가능하다.

031-488-0500

www.dmgmori.com

CELOS 시스템

T

㈜에이치디씨04C180

Industry 4.0에 적극 활용될 
PCB전용 3D프린터, 보급형 3D 프린터 출품

3D 프린터 판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이치디씨는 4차산업혁

명 특별관에 최상의 면조도 구현이 가능한 이태리 DWS사의 SLA타입 3D프

린터와 기능성 및 생산장비로 사용가능한 독일 EOS사의 SLS, DMLS타입 3D

프린터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 회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제조업 트렌

드 변화에 대응할 PCB전용 3D프린터와 이탈리아 DWS사의 보급형 3D 프린

터인 XFAB 장비를 집중 소개할 예정이다. XFAB 장비는 10가지 소재의 활용

이 가능하며 70미크론 레이저 직경으로 동급 가장 정밀한 구현이 가능한 3D

프린터이다.

031-817-6210

www.hdcinfo.co.kr

PCB 3D프린터 ‘Dragonfly 2020 pro’N

TN E

하이덴하인코리아㈜05B300

CNC, 장비에서부터 공구측정장치, 
소프트웨어까지 스마트공장 실제 응용사례 선봬

공작기계 주요 부품인 CNC, 스케일, 엔코더를 판매하고 있는 하이덴하인은 

이번 4차산업혁명 특별관에서 두산공작기계, 마팔하이테코, 오픈솔루션 등 

파트너사와 함께 ‘스마트공장 실제 응용사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이덴하인코리아㈜는 TNC640(CNC 컨트롤러)과 FM200(두산 5축 밀링), 

Ventrion(Zoller 공구측정 장치), 하이퍼밀(오픈마인드 CAD/CAM 시스템)이 

연동되는 스마트공장을 전시부스에 구축하고 하이덴하인과 파트너사의 스마

트공장솔루션이 실제 가공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02-2028-7430 

www.heidenhain.co.kr

PCB 3D프린터 
‘Dragonfly 2020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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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헥사곤메트롤로지(유)04B280

복합형상, 정밀측정 가능한 3차원 측정기 포함
측정기 분야 모든 라인업 소개

한국헥사곤메트롤로지(유)는 4차산업혁명 특별관에 자사가 보유한 측정기 분

야 모든 라인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3차원 측정기를 중심으로 한 참

관객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헥사곤메트롤로지는 전시회를 통해 

기어 측정 및 복잡한 형상에 대해 정밀 측정이 가능한 3차원 측정기 Global 

S 신제품 소개와 더불어 자동화 공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통합 제어가 

가능한 SMART QUALITY 솔루션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홍

보할 계획이다.

031-730-0890

www.hexagonmetrology.co.kr

3차원 측정기 ‘CMM’
TN

TN E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04B880

AI·AR, 클라우드 기술 활용해
생산최적화, 공장 예방보전 지원

일본 미쓰비시전기의 제품과 기술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한국미쓰비시전기

오토메이션㈜은 4차산업혁명 특별관에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으로 

설비 이상의 전조를 인식하고, AI 및 A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과 연계해 공장

의 예방보전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솔루션은 

MELIPC와 AI에 탑재한 실시간 데이터 애널라이저에 의해 생산라인을 담당

하는 로봇의 전류값 이상 파형을 검출하고, 클라우드 상의 AI와 연계하여 최

적의 유지관리를 보전담당자에게 제안한다. 또 보전담당자가 생산현장에서 

MCWorks64와 AR(HoloLens)에 의한 사전관리가 가능하다.

02-3664-8333

http://kr.mitsubishielectric.com/fa/ko

MELSERVO-J4

T

한국발터㈜05C120

절삭조건에 맞는 공구 선정하는 Walter GPS
신속한 주문 및 배송 서비스 Walter Xpress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절삭공구업체 한국발터㈜는 4차산업혁명 특별관를 

통해 공구 선정 프로그램 ‘Walter GPS’와 ‘Walter Xpress’를 소개할 예정이

다. 고객이 보유한 장비 사항과 작업 종류를 입력하여 최적의 공구와 이에 따른 

절삭조건을 검색할 수 있게 해 주는 Walter GPS를 활용하면 온라인과 오프라

인으로 카탈로그에서의 공구 검색 또는 추천 공구를 이용하여 해당 가공물에 

가장 적합한 가공 솔루션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웹기반으로  스페셜 공구의 신

속한 주문 및 배송 서비스을 가능케하는 Walter Xpress를 통해 아이디어 단계

에서 신속한 견적 작업과 도면 작업을 지원하며 검토가 끝난 스페셜 공구가 배

송되기까지 납기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031-364-6100 

www.walter-tools.com

Tool IDN

T E

한국샌드빅㈜04C160

빅 데이터 연결의 혜택 CoroPlus 플랫폼
모니터링 정보 분석 통해 공정 최적화 실현

절삭 가공 산업의 선두 업체인 샌드빅 코로만트(Sandvik Coromant)의 한국

지사 한국샌드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절삭가공 기술의 변화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는 4차산업혁명 특별관를 통해 가공성능 모

니터링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사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CoroPlus® 플

랫폼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설계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 안정성을 향

상시키고 시간을 절약하는 연결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연결된 공구

와 사물 인터넷(IoT) 기기를 통해 가공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기반으로 

가공 공정의 최적화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02-3397-6404 

www.sandvik.coromant.com

Coro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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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구스㈜05C100

지능형 센서가 포함된 i-sense 제품군 소개
실시간 모니터링 통해 예방적 유지보수 가능

독일 이구스(igus)의 한국지사 한국이구스㈜는 e체인, 케이블, 베어링 등을 국

내시장에 공급하는 업체로, 금번 전시회에는 지능형 센서가 포함된 스마트 플

라스틱 제품군을 대거 출품한다. i-sense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로 구

동 상태와 제품 서비스 수명을 장소의 구애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모니

터링 뿐만 아니라 교체 또는 수리시기를 예측함으로써, 예방적 유지보수를 가

능하게 하는 것이 스마트 플라스틱의 주된 기능이다. 스마트 플라스틱이 전시

된 4차 산업 혁명 특별관 외에도, 일반 공작 기계 적용 품목을 위해 제 2전시

장에도 부스를 마련했다.

032-821-2911

www.igus.kr

스마트 플라스틱 ‘i-sense’’TN

TN E

화천기계㈜04B180

실시간 가동 현황 모니터링 솔루션 ‘M-VISION Plus’
장비 효율성 향상 및 가공공정 최적화 실현

66년간 역사를 가진 공작기계 전문제조사 화천기계㈜는 4차산업혁명 특별관

을 통해 실시간 가동 현황 모니터링 솔루션 ‘M-VISION Plus’를 소개할 예정

이다. M-VISION Plus는 고객의 공장 내 장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기계 상

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

제 어디서든 기계의 가동현황, 알람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실시간 장비 가동 

상태 모니터링, •월별 가동 이력 조회, •가동률 통계 등을 관리해 장비를 최

적의 상태로 운영할 수 있다.

02-523-7766

www.hwacheon.com

M-VISION Plus

㈜뉴로메카04B250

혁신적인 알고리즘 기반의 안전한 
저비용 고효율의 협동 로봇 인디(Indy)

필드버스에 기반한 리얼타임 임베디드 로봇 컨트롤러, 시뮬레이션 및 제어 소

트프웨어를 주력으로 협동로봇 시리즈를 발표한 ㈜뉴로메카는 이번 4차산업

혁명 특별관에 협동로봇 모델 인디(Indy)를 출품할 예정이다. 혁신적인 알고

리즘들을 기반으로 안전을 보증하는 인디(Indy)는 임피던스 제어를 통해 사람

이 의도하여 주는 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충돌에 대해

서는 센서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충돌을 감지하여 작업 중의 사고와 부상을 방

지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협동 로봇이다.

070-4791-3103

www.neuromeka.com

협동로봇 ‘인디(Indy)7’

TN

㈜맥슨모터코리아04B070

다이내믹한 성능과 높은 토크 확보
이너로터 디자인의 맥슨 EC-i 모터

초정밀 모션 드라이브 시스템 분야를 선도하는 스위스 드라이브 전문 기업 맥

슨 모터의 한국지사 ㈜맥슨모터코리아는 이번 전시회에 이너로터 디자인의 

맥슨 EC-i 모터를 출품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직경 Ø30, 40, 52 mm의 크

기로 최대 180 W에서 438mNm의 높은 토크를 특징으로 하며 고토크를 필

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맥슨 EC-i 하이토크 시

리즈는 혁신적인 로터를 장착하여 다이내믹한 성능과 낮은 코깅 토크 및 높은 

토크의 장점을 갖는다.

02-3486-3441

www.maxonmotor.co.kr

BLDC 모터 ‘E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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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지테크놀로지04B260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Collaboration robot system automation’ 출품

㈜에이앤지테크놀로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금속가공 업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사의 Smart factory 및 Factory 

automation과 관련된 Total Solution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회사의 Total 

Solution은 사내에 전문 설계 인원을 통하여 System design, Meachanical 

design, Electrical design, Software Design, Vision programming등을 직

접 설계, 기획해 제공하고 있어 고객 맞춤형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최적화 

설계에 탁월하다. 특히 이 회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협동로봇분야의 선두주

자인 Universal Robot의 Main-Distributor로서 국내의 대기업부터 중소기

업, 연구기관에 Collaboration Robot과 관련된 System을 지속적으로 공급

하고 있는 자사의 사업영역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031-498-9406 

www.angtec.com

Collaboration robot system automation

T

유니버설 로봇04B450

소형 탁상 협동로봇 ‘UR3’에서부터 
최대중량 10kg 유효하중 처리능력 협동로봇까지

세계적인 6축 산업용 로봇 암의 전문 공급업체 유니버설 로봇(Universal 

Robots)은 4차산업혁명 특별관에 협동로봇을 출품할 예정이다. 이중 UR3 모

델은 소형 탁상 협동로봇으로 경량 조립 작업 및 워크벤치 시나리오 자동화에 

최적화돼 있다. 간편한 탁상로봇 UR3의 무게는 24.3lbs(11kg)에 불과하며 

페이로드는 6.6lbs(3kg)에 360도 회전하는 손목 관절 그리고 무한히 회전하

는 마지막 조인트로 이루어져 있다. 의료기기에서부터 회로판 및 전자 부품까

지 제조업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UR3은 일정한 품질을 요구하는 조립, 광

택, 부착 및 조임 공정에 적합하다.

031-789-3858 

www.universal-robots.com/ko

협동로봇 ‘UR3, UR5, UR10’

한화테크윈㈜04B050

가벼운 중량물, 반복공정에 적합한 협동로봇 ‘HCR-5’
조작편의성, 유연대응 극대화시켜 운영비 절감

40년 간 오랜 시간 구축해온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동 로봇을 출시한 한

화테크윈㈜은 이번 4차산업혁명 특별관을 통해 자사의 협동로봇 HCR-5을 소

개할 예정이다. HCR-5는 가반중량 5kg급 협동로봇으로 가벼운 중량물을 단

순하게 조작하는 공정에 적합하다. 특히 반복적인 공정에서 작업자를 대체하

여 고부가가치 업무를 창출하고 위험한 공정에 투입되어 작업자의 안전을 보

장하는 HCR-5는 조작이 쉬우며 생산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 투자

비 및 운영비가 절감된다. HCR-5는 수작업이었던 공정을 자동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교적 위험한 산업용 로봇의 대체재로서 작업자에게 안전하고 편리

한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070-7147-8888

www.robotics.hanwhatechwin.co.kr

N E
협동로봇 ‘HCR-5’

나이스솔루션뱅크05B830

국내 최초 리얼 자동화 캠 기술 기반으로 탄생
형상인식 캠자동화 ‘NCASS’

CADCAM 전문 컨설팅 그룹 나이스솔루션은 이번 전시회에 리얼 자동화캠 

NCASS(엔카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나이스솔루션이 국내 최초 특허를 보유

한 자동화캠 전극 버전에 이어 독자기술을 통해 코어버전으로 개발 완료된 

NCASS는 자동형상분석, 공정설계, 연산이 소재와 사용 CAM 솔루션에 관계

없이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최적의 NC Data를 손쉽게 생산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갖고 있다. 특히 형상인식 캠자동화 ‘NCASS’는 모델링 형상을 분석하여 

최적의 툴 패스를 90%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어 CAM 엔지니어의 능력을 

5배 이상 키워준다.

02-2027-0077 

www.nicesolution.net

엔카스 ‘NCASS STEEL’

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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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솔루션05B430

빠르고 강력한 DWG 호환 2D/3D CAD
50만의 사용자가 검증한 ‘GstarCAD’ 소개

설계 관리 비지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두솔루션은 4차산업혁명 특별관 

참가를 통해 빠르고 강력한 DWG 호환 2D/3D CAD 소프트웨어 ‘GstarCAD’

를 소개할 예정이다. GstarCAD는 독립적인 지적 재산권(코어 아키텍처)을 가

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전 세계 50만 이상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검증

된 정품 캐드이다. 이 제품은 국내 제조산업에서부터 건설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02-857-0974

www.modoosol.com

지스타캐드(GstarCAD)

E

㈜드림티엔에스05B630

검사 프로그램 ‘PointShape Inspector’
3D 스캐너와 번들링한 ‘iPointShape Package’ 소개

검사 소프트웨어 및 초고속 3D Printer, RangeVision 3D 스캐너 등을 공급

하는 ㈜드림티엔에스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체 기술로 개발된 검사 프로

그램 ‘PointShape Inspector’와 경제적인 가격의 고품질 3D 스캐너와 번들

링한 통합 솔루션 ‘iPointShape Package’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들 제품은 

‘FINTAMSYS FUNMAT HT 밀폐형 챔버’ 형식의 고온 프린팅 전문인 장비로

서 강도성이 좋으며 PEEK, ULTEM 등의 소재 출력이 가능하다.

031-713-8460 

www.dreamtns.com

iPointShape PackageN

㈜엔씨비05B020

자율주행 무인가공 NCBrain AICAM
공구 수명증가와 가공시간 단축 실현

자율주행 무인가공 AICAM 개발인 ㈜엔씨비는 절삭가공용 최적화 프로그

램 NCBrain 5X 등을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번 특별관에서 NCBrain 

AICAM의 핵심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NCBrain AICAM’는 5회 클릭으로 

CAM작업을 완료하고 바로 NC 가공을 시작할 수 있으며 15개 공구로 자동화, 

공구 선정 및 셋팅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전용 열박음 척과 코너 R

공구로 공구 수명증가와 가공시간 단축을 실현할 수 있으며 기계, 공구, 소재

에 따른 최적의 가공 조건 D/B 구축이 가능하다.

032-681-9952 

www.ncbrain.com

엔씨브레인(NCBrain)’N E

T

브이피코리아㈜05B620

사실적인 해석을 위한 완벽한 통합 솔루션 ‘SIMULIA Abaqus’ 소개

PLM전문업체 브이피코리아㈜는 이번 전시회에 CAD, CAE 및 IT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중 사실적인 해석을 위한 완벽한 통합 솔루션 ‘SIMULIA 

Abaqus’는 구조해석 외피로 내구, 최적화 솔루션이다. SIMULIA Abaqus는 

자동차산업을 비롯해 전기전자, 조선, 항공, 중공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조

강도·충돌·소음진동(NVH) 평가 등의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설계, 해석 분야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031-710-7164 

www.vp-korea.co.kr

3DEXPERIENCE Platform ‘CA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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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솔루션05B820

고품위 정밀가공, 가공정보의 
디지털화를 위한 ‘INSIDE MES 솔루션’

인사이드솔루션은 이번 4차산업혁명 특별관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환경 조성

을 위하여 실시간으로 장비를 모니터링 하고 NC데이터를 스케줄 전송하며, 가

공 형상을 장비의 상태에서 측정, 검사 성적서를 활용하여 품질을 높이고  품질

을 예측하는 보다 진보된 MES 솔루션인 ‘INSIDE MES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

이다. 이 솔루션은 모든 장비의 가동률을 그래프를 통해 실시간 확인, 분석하

고 NC 장비의 일일, 주간 작업등 패턴을 분석 장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생산성

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053-384-4020

www.okinside.co.kr

INSIDE MES 솔루션

E

㈜웹스시스템코리아05B520

해석 솔루션인 SOLIDWORKS Simulation 비롯,
다양한 설계·해석 분야 솔루션 소개 

SOLIDWORKS 솔루션을 국내시장에 보급하고 있는 ㈜웹스시스템코리아는 

이번 4차산업혁명 특별관에 종합적인 3D 설계 솔루션 ‘SOLIDWORKS 3D 

CAD’, 구조설계 검증 솔루션 ‘SOLIDWORKS Simulation’을 비롯해 사출 해

석 솔루션 ‘SOLIDWORKS Plastics’, 유체해석 솔루션 ‘SOLIDWORKS Flow 

Simulation’, 성형 해석 솔루션 ‘3DQuickForm’등 다양한 해석 제품을 소개

할 예정이다. 또한 3D CAD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신도리코 3D Printer도 전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02-2138-7177

www.websco.co.kr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
N

N T

㈜지후05B420

산업용 로봇의 동작 기준점인 TCP의 
자동측정, 자동보정 시스템 ‘Advintec TCP’

산업용 로봇을 이용한 로봇 시스템 구축 구축업체 ㈜지후는 4차산업혁명 특

별관을 통해 산업용 로봇의 동작 기준점인 Tool Center Point(TCP)를 자동 

측정, 자동 보정해주는 시스템 ‘Advintec TCP’를 소개할 예정이다. Advintec 

TCP 시스템의 로봇의 Tool Center Point(TCP)는 시간이 흐름으로서 또는 물

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TCP가 변경될 가능성이 큰데, 본 제품인 LEONI TCP 

SYSTEM은 변경된 로봇의 TCP를 자동으로 처음의 기준점으로 보정해주므로

처음의 생산품질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052-289-8727 

www.ghoo.co.kr

Advintec TCP

N T

N T

다셀㈜04B460 

고속RPM측정에 최적화된 토크센서 비롯해
고정밀 로드셀, 인디케이터 로봇센서 출품

다셀㈜은 4차산업혁명 특별관을 통해 고정밀도의 토크센서(Torque 

sensors), 로드셀(Load Cell), 인디케이터 로봇센서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

히 이 회사의 Brushless type 토크센서는 고속RPM측정에 사용할 수 있어 세

계 40여 개국 수출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다실의 로드셀

은 ‘표준 로드셀’과 ‘특수형 로드셀’로 구분되며 이중 표준 로드셀은 100g에

서 1천톤 범위의 50여 가지로 폭넓은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어 수요자 니즈에 

맞춰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이 업체는 협동및협업로봇에 장착하는 토크센서를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주문 생산해 준다. 

043-260-2242

www.dacell.com

토크센서 ‘T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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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크코리아㈜04B860

위험 지점 및 구역의 경제적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라이트 커튼’ 센서 출품

광전센서, 레이저센서, 근접센서, 엔코더, 안전센서, 바코드스캐너, 머신비젼 

등의 종합적인 산업용 센서 라인업을 공급하고 있는 씨크코리아㈜는 이번 전

시회에 ‘안전 라이트 커튼’을 소개할 예정이다. 안전 라이트 커튼은 위험 지점

이나 위험 구역의 안전을 확실하고 경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곳이면 어디든 

투입할 수 있다. 또 제품 버전에 따라 다양한 기계 기능이 내장되어 있거나 또

는 안전한 제어 솔루션을 통해 연결될 수 있으며, 제품 스펙트럼은 콤팩트한 소

형 디자인에서부터 최고의 안전 수준까지 요구하는 특별한 환경 조건을 위한 

초고내성 버전까지 다양하고 폭이 넓다.

02-786-6321

www.sickkorea.net

자동화센서 안전라이트 
커튼 ‘deTec4’

㈜도호코리아04C050

공작기계용 에어갭센서, 공구원점센서,
 무선 터치 프로브 및 표준기어 출품

㈜도호코리아는 4차산업혁명 특별관을 통해 METROL 터치센서 및 KHK 표

준기어 신제품을 출품할 예정이다. METROL사의 에어 갭센서는 워크와 지그 

사이의 이물질에 의한 틈새를 1㎛의 반복정밀도로 감지할 수 있으며, 소형 구

멍치수의 합부판별에도 사용된다, 기타 터치프로브, 공구원점센서, 공구파손

검출센서 등도 출품된다. 또한, 10,000여종의 각종 기어를 표준화하여 재고

판매하고 있는 80여년 역사의 일본 NO.1메이커인 KHK사의 표준기어도 함

께 출품한다.

031-781-8856  

www.tohokorea.co.kr

대표 출품품목 : 

터치센서 & 표준기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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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센서 & 표준기어

위즈코어㈜04B560

빅데이터 기반 통합 분석 모니터링시스템 ‘NEXPOM’
중소 제조업체용 제조실행시스템 ‘NEXMES' 소개

위즈코어㈜는 이번 전시회에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스마트공장을 위한 ‘빅

데이터 기반의 통합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 넥스폼(NEXPOM)과 제조실행시

스템인 넥스MES‘NEXMES’를 소개한다. 넥스폼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정형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처리하여, 데이터 통합, 분석, 예측, 실시간 모니

터링을 통해 분석 및 의사결정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 실시간 공정이상, 제품수명주기체크, 불량률 체

크 등 품질관리와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넥스폼

(NEXPOM)에 최적화되어 개발되어진 제조실행시스템(NEXMES)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에 많은 예산 도입이 어려운 중소 제조업체의 디지털 혁신을 달성

할 수 있게 돕는다.

02-3273-2608

www.wizcore.co.kr

스마트팩토리솔루션 NEXPOM,  NEXMES

㈜아이에프엠일렉트로닉04B650

내구성, 사용자 편의성 향상된 ‘압력센서’
향상된 성능과 어플리케이션이 확장된 ‘유량센서’ 출품

자동화센서 선도기업인 독일기업 ifm의 한국지사 ㈜아이에프엠일렉트로닉은 

4차산업혁명 특별관을 통해 Industry 4.0을 구현하는 각종 io-link 지원 제

품과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이 회사는 PN 압력센서 시리즈에서 새

롭게 선보인 압력센서(PN7092외)를 출품할 예정으로, 이 제품은 장기간의 

테스트로 입증된 내구성,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 회사

가 함께 출품하는 유량센서(LR시리즈 외)는 극초단파(microwave) 레벨센서 

efector gwr이 향상된 성능과 어플리케이션 확장이 특징인 제품이다.

02-790-5610

www.ifm.com/kr

압력센서 ‘PN7092’ 외
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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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아솔루션㈜04B850

라이선스 및 유지 보수비용 지불 모델 
IIoT 스마트팩토리 구축 솔루션 소개

타이아솔루션㈜는 4차산업혁명 특별관을 통해 공장 시설 중심으로 최적의 

IIoT Total Solution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솔루션은 라이선스 및 유지 보수

비용 지불 모델 IIoT 스마트팩토리 구축 솔루션으로 하드웨어 제품인 ABB-M 

Serise(200, 400, 800), Active WebCon, 무선 센서, 무선 센서 컨트롤러와 

소프트웨어 제품인 Active TIA Plant의 웹 시스템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생산 사이트정보를 통합하고, 통합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함으로써 생산 공정의 최적화가 가능하다.

062-973-0782

www.tiasolution.net

IIoT Total Solution

(사)캠틱종합기술원04C060

가공조건과 가공품질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통해 
최적의 가공관리 실현하는 ‘스마트 커팅’ 소개

(사)캠틱종합기술원은 4차산업혁명 특별관을 통해 ‘스마트커팅’ 시스템을 소

개할 예정이다. 스마트커팅은 가공위치, 그 가공위치의 가공조건과 가공품질 

정보(IoT 센싱)를 동기화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커팅다이나믹스 기반으로 

지능적 진단과 자율적 적응제어를 수행하여 채터프리(Chatter free) RPM 최

적화, 과부하 방지 및 저생산성 해소를 위한 Feed 최적화, 절삭부하기반 공구

수명 최적화 등을 제공한다. 특히 공장내 모든 CNC공작기계의 가공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수집하여 장비별, 주기별로 각 장비의 가동율, 가공수량, 가공이

력 등에 대한 정보를 MES 등의 상위 시스템에 제공하고 있으며 클라우드의 가

공관리 정보는 모바일 앱으로도 전달해준다.

063-219-0300  

www.camtic.or.kr

스마트 커팅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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