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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Machine Vision Solution Map
•Frame Grabber

•Software / Deep Learning

•Smart Camera

•Solution

•3D Sensor

•Camera

•Lighting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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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주)뷰웍스
홈페이지

www.vieworks.com

렌즈
시원광기술

산업용 카메라
담당자 제재민

홈페이지

연락처 010-6243-4376

www.siwon.co.kr

E-mail jjmin99@vieworks.com

기업명

대표전화

조명
아이코어

머신 비전용 렌즈 설계 및 제조
담당자 채수훈 부장

홈페이지

연락처 010-7749-2200

https://icorecorp.com

E-mail shchae@siwon.co.kr

홈페이지

기업명

대표전화

3D 센서/3D검사
iPulse
담당자 박경석 이사
연락처 070-7600-1411

지비드

산업용 3D 컬러 카메라

홈페이지

담당자 최병호 지사장

www.zivid.com

E-mail kspark@icorecorp.com

홈페이지

기업명

대표전화

프레임그래버
화인스텍
홈페이지

연락처 010-8984-5350

www.fainstec.com

E-mail bh.choi@zivid.com

홈페이지

기업명

대표전화

소프트웨어/딥러닝
라온피플

COAXLINK
담당자 정지욱 대리

홈페이지

연락처 02-579-1273

www.laonpeople.com

E-mail all-sales@fainstec.com

홈페이지

기업명

대표전화

솔루션

NAVI AI, ADAMS
(AI Data Aalysis & Management System)

바슬러코리아

담당자 이규민 매니저

홈페이지

연락처 1899-3058

www.baslerweb.com

기업명

대표전화

와이앤케이솔루션

AFM(Auto Focus Module)
담당자 김시요

홈페이지

연락처 02-424-8832

www.ynksolution.com

E-mail sales.korea@baslerweb.com

E-mail sales@laonpeople.com

홈페이지

케이블

홈페이지

기업명

대표전화

머신비전용 케이블
담당자 윤웅식 부장
연락처 010-2784-8423
E-mail wsyoon@ynksolution.com

홈페이지

기업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비전아이즈

031-5177-7788

www.visioneyes.co.kr

삼양옵틱스

02-784-9961

www.samyanglensglobal.com

광우

031-446-2900

www.kwangwo.co.kr

노비텍

070-7122-1000

www.novitec.co.kr

디에이큐시스템

031-737-2018

www.daqsystem.com

쓰리디산업영상

070-8766-9192

www.3dii.net

뷰온

02 6925 3761

www.view-on.com

빈나

031-467-2681

www.vinnacable.com

뷰런

070-7017-8710

www.viewrun.co.kr

에드몬드옵틱스코리아

02-769-4600

www.edmundoptics.co.kr

엠비젼

043-273-2910

www.mv21.co.kr

이오비스

02-424-8832

www.iovis.co.kr

오즈레이

02-863-3137

www.nip.co.kr

엔셀

031-785-3991

www.enssel.com

디쌤

031-383-3611

www.dissem.co.kr

와이엔케이솔루션

031-342-2076

www.ynksolution.com

싸이로드

070-7018-0720

www.cylod.com

리오시스템

031-717-3611

www.leosystem.co.kr

알트시스템

031-231-8969

www.altsystem.co.kr

화인스텍

02-579-1274

www.fainstec.com

이미지포커스

02-6112-2770

www.imagefocus.co.kr

테크닉스

02-529-5000

www.teknix.co.kr

로아스

070-4452-0309

www.roas.co.kr

바이렉스

070-5055-3330

www.virex.co.kr

선하이테크

031-345-6390~2

www.sunhightech.co.kr

서광옵티칼

031-354-2202

www.skoptical.com

엘파인

031-285-5001

www.lfine.co.kr

넥센서

042-710-7760

www.nexensor.com

온비젼

02-6221-0111

www.onvision.co.kr

뉴로클

02-6952-6898

www.neuro-cle.com

대곤코퍼레이션

02-6675-6600

www.daekhon.co.kr

제이디비전

070-7622-7623

www.jdivision.co.kr

씽크론

02-869-5461

www.syncron.co.kr

에스피오

042-673-4400

www.spoptics.co.kr

엘브이에스

032-461-1800

www.lvs.co.kr

LMI테크놀로지코리아

031-895-6040

https://lmi3d.com/?lang=ko

이엑스테크놀러지

02-401-2040

www.extechnology.co.kr

다빈치이미징

031-348-5005

www.davincies.co.kr

다래비전

031-381-7130

www.dareavision.co.kr

다이트론코리아

02-6910-3334

www.daitron.co.kr

앤비젼

02-2624-5500

www.envision.co.kr

풍림무약

02-778-2351

www.richwood.net

이엑스테크놀러지

02-401-2040

www.extechnology.co.kr

인텍플러스

042-930-9900

www.intekplus.com/kr/

나임기술

031-478-2710

http://naimtechnology.com

세이지리서치

02-877-0566

https://saige.ai

머신앤비전

041-588-8006

www.mcvision.co.kr

화인스텍

02-579-1274

www.fainstec.com

오즈레이

02-863-3137

www.nip.co.kr

티옵틱스

042-716-7011

www.toptics.co.kr

엘라이트

082-41-522-3324

www.l-light.co.kr

디딤센서

070-7739-3030

www.deediim.com

이미지포커스

한맥콘트롤즈

02-6333-5200

http://han-mech.co.kr

모어시스템

032-324-7736

www.moresystem.co.kr

다래비전

031-381-7130

www.dareavision.co.kr

www.lfoptics.com

02-6221-0111

www.onvision.co.kr

크레아텍

www.coreimaging.co.kr

042-385-4900

온비젼

02-430-5652

www.imagefocus.co.kr

엘퓨젼옵틱스

코어이미징

02-6112-2770

02-6332-9570

www.createc.kr

넥스버

070-5099-8600

www.nexber.com

원스톤

070-4234-3097

www.onestone.co.kr

이오비스

02-424-8832

www.iovis.co.kr

SICK

02-786-6321

www.sick.com

키웍스

02-6674-7230~2

www.keeworks.com

필소베네

070-4044-1118

www.feelsobene.com

앤비젼

02-2624-5500

www.envision.co.kr

뷰런

070-7017-8710

www.viewrun.co.kr

코그넥스

02-539-9980

www.cognex.com/ko-kr

대겸이엔지

032-329-3541~2

www.daegyum.com/kr/

엘브이

032-201-3075

www.thelvled.com

IDS코리아

031 607 0104

https://kr.ids-imaging.com

이오비스

02-424-8832

www.iovis.co.kr

비즈캠

02-2264-2565

www.vizcam.co.kr

에프에이플러스

042-824-5121

www.faplus.co.kr

오토닉스

1588-2333

www.autonics.com

리스광시스템

043-216-7009

www.leesos.com

렌다

02-851-4578

www.lenda.co.kr

파비스

02-561-7321

www.favis.co.kr

화인스텍

02-579-1274

www.fainstec.com

엠브이텍

031-477-3600

www.mvtech.co.kr

화인스텍

02-579-1274

www.fainstec.com

하이크비젼코리아

1811-5998

http://hikvisionkorea.co.kr

드림비전

043-263-6159

www.dv21.co.kr

비전코웍

070-4759-0100

http://visioncowork.co.kr

넥스버

070-5099-8600

www.nexber.com

카스 비젼테크

1577-5578

www.cas.co.kr

브이아이티

02-6959-0481

www.vitsolution.co.kr

티에스아이코리아

031-8065-5581

www.tsi-korea.com

크래비스

031-899-4503

www.crevis.co.kr

제이비언

02-2104-6899

www.jbeyond.co.kr

예스비젼

070-8064-2935

http://yesvision.co.kr

코그넥스

02-539-9980

www.cognex.com/ko-kr

싸이로드

070-7018-0720

www.cylod.com

랑데뷰

-

www.rdv.ai

가트비젼

070-8829-1100

https://ohmygat.com

트리비젼

02-6112-2375

www.triv.co.kr

이미지포커스

02-6112-2770

www.imagefocus.co.kr

화인스텍

02-579-1274

www.fainstec.com

키엔스

031-789-4300

www.keyence.co.kr

팩토스

031-990-7755

www.factos.co.kr

화인스텍

02-579-1274

www.fainstec.com

이스라비젼코리아

031-8069-7300

www.isravision.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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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 트미디어 그 룹

■문의처 : (주)첨단 T. 070-4345-9809 E. jjang@hello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