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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광고 상품 최대 50% 할인해 

드려요. 웨비나, EDM서비스, 매거

진광고, 온라인광고로 브랜드 인지

도 올리고 제품 판로 확장해보세요.

고객 발굴 프로젝트, 첨단이 도와 

드려요. 다양한 마케팅 플랫폼 활용

해 세일즈를 위한 MQL 발굴해 드

려요.

중대재해처벌법과 바우처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4년 1월 5인이상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되는 중대재

해처벌법 준비방법과 정부지원사

업 바우처 활용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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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메이션월드 2023 전시회 EVENT

광고 최대 50%할인 고객 발굴 프로젝트 중대재해처벌법 +바우처

본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7 (서교동) 첨단빌딩 3층 

지사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서패동) 첨단 R&D 센터  

TEL (02)3142-4151 / FAX (02)338-3453

스마트미디어 그룹

www.hellot.net



카 메 라

 

(주)뷰웍스 산업용 카메라

홈페이지 담당자 제재민

www.vieworks.com
연락처 010-6243-4376

E-mail jjmin99@vieworks.com

기업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비전아이즈 031-5177-7788 www.visioneyes.co.kr

뷰런 070-7017-8710 www.viewrun.co.kr

싸이로드 070-7018-0720 www.cylod.com

선하이테크 031-345-6390~2 www.sunhightech.co.kr

씽크론 02-869-5461 www.syncron.co.kr

앤비젼 02-2624-5500 www.envision.co.kr

오즈레이 02-863-3137 www.nip.co.kr

이미지포커스 02-6112-2770 www.imagefocus.co.kr

넥스버 070-5099-8600 www.nexber.com

코그넥스 02-539-9980 www.cognex.com/ko-kr

오토닉스 1588-2333 www.autonics.com

하이크비젼코리아 1811-5998 http://hikvisionkorea.co.kr

크래비스 031-899-4503 www.crevis.co.kr

트리비젼 02-6112-2375 www.triv.co.kr

렌 즈

 

시원광기술 머신 비전용 렌즈 설계 및 제조

홈페이지 담당자 채수훈 부장

www.siwon.co.kr
연락처 010-7749-2200

E-mail shchae@siwon.co.kr

기업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삼양옵틱스 02-784-9961 www.samyanglensglobal.com  

에드몬드옵틱스코리아 02-769-4600 www.edmundoptics.co.kr

리오시스템 031-717-3611 www.leosystem.co.kr

서광옵티칼 031-354-2202 www.skoptical.com

에스피오 042-673-4400 www.spoptics.co.kr

풍림무약 02-778-2351 www.richwood.net

티옵틱스 042-716-7011 www.toptics.co.kr

엘퓨젼옵틱스 042-385-4900 www.lfoptics.com

원스톤 070-4234-3097 www.onestone.co.kr

대겸이엔지 032-329-3541~2 www.daegyum.com/kr/

리스광시스템 043-216-7009 www.leesos.com

드림비전 043-263-6159 www.dv21.co.kr

제이비언 02-2104-6899 www.jbeyond.co.kr

이미지포커스 02-6112-2770 www.imagefocus.co.kr

조 명

 

맥라인 조명솔루션

홈페이지 담당자 심필관 대표

www.macline.co.kr
연락처 010-7209-1945

E-mail mac@macline.co.kr

기업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광우 031-446-2900 www.kwangwo.co.kr

엠비젼 043-273-2910 www.mv21.co.kr

알트시스템 031-231-8969 www.altsystem.co.kr

엘파인 031-285-5001 www.lfine.co.kr

엘브이에스 032-461-1800 www.lvs.co.kr

이엑스테크놀러지 02-401-2040 www.extechnology.co.kr

엘라이트 082-41-522-3324 www.l-light.co.kr

온비젼 02-6221-0111 www.onvision.co.kr

이오비스 02-424-8832 www.iovis.co.kr

엘브이 032-201-3075 www.thelvled.com

렌다 02-851-4578 www.lenda.co.kr

비전코웍 070-4759-0100 http://visioncowork.co.kr

예스비젼 070-8064-2935 http://yesvision.co.kr

화인스텍 02-579-1274 www.fainstec.com

프레임그래버

 

화인스텍 COAXLINK

홈페이지 담당자 정지욱 대리

www.fainstec.com
연락처 02-579-1273

E-mail all-sales@fainstec.com

기업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디에이큐시스템 031-737-2018 www.daqsystem.com

오즈레이 02-863-3137 www.nip.co.kr

이미지포커스 02-6112-2770 www.imagefocus.co.kr

온비젼 02-6221-0111 www.onvision.co.kr

이엑스테크놀러지 02-401-2040 www.extechnology.co.kr

나임기술 031-478-2710 http://naimtechnology.com

코어이미징 02-430-5652 www.coreimaging.co.kr

키웍스 02-6674-7230~2 www.keeworks.com

이오비스 02-424-8832 www.iovis.co.kr

화인스텍 02-579-1274 www.fainstec.com

카스 비젼테크 1577-5578 www.cas.co.kr

싸이로드 070-7018-0720 www.cylod.com

팩토스 031-990-7755 www.factos.co.kr

머신비전 검사시스템

 

비즈캠 머신비전시스템 /RTU(알티유)

홈페이지 담당자 김승현 팀장

www.vizcam.co.kr
연락처 010-8672-4082

E-mail dean@vizcam.co.kr

기업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빈나 031-467-2681 www.vinnacable.com

와이엔케이솔루션 031-342-2076 www.ynksolution.com

바이렉스 070-5055-3330  www.virex.co.kr

제이디비전 070-7622-7623 www.jdivision.co.kr

다이트론코리아 02-6910-3334 www.daitron.co.kr

화인스텍 02-579-1274 www.fainstec.com

다래비전 031-381-7130 www.dareavision.co.kr

뷰런 070-7017-8710 www.viewr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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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검사시스템

 

아이브 AI기반 품질 검사 솔루션

홈페이지 담당자 곽순석 팀장

https://aiv.ai
연락처 010-9024-2295

E-mail kwak.lincoln@aiv.ai

기업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노비텍 070-7122-1000 www.novitec.co.kr

이오비스 02-424-8832 www.iovis.co.kr

화인스텍 02-579-1274 www.fainstec.com

넥센서 042-710-7760 www.nexensor.com

LMI테크놀로지코리아 031-895-6040 https://lmi3d.com/?lang=ko

인텍플러스 042-930-9900 www.intekplus.com/kr/

디딤센서 070-7739-3030 www.deediim.com

크레아텍 02-6332-9570 www.createc.kr

SICK 02-786-6321 www.sick.com

IDS코리아 031 607 0104 https://kr.ids-imaging.com

파비스 02-561-7321 www.favis.co.kr

넥스버 070-5099-8600 www.nexber.com

코그넥스 02-539-9980 www.cognex.com/ko-kr

키엔스 031-789-4300 www.keyence.co.kr

3D 센서/3D검사

 

지비드 산업용 3D 컬러 카메라

홈페이지 담당자 최병호 지사장

www.zivid.com
연락처 010-8984-5350

E-mail bh.choi@zivid.com

기업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노비텍 070-7122-1000 www.novitec.co.kr

이오비스 02-424-8832 www.iovis.co.kr

화인스텍 02-579-1274 www.fainstec.com

넥센서 042-710-7760 www.nexensor.com

LMI테크놀로지코리아 031-895-6040 https://lmi3d.com/?lang=ko

인텍플러스 042-930-9900 www.intekplus.com/kr/

디딤센서 070-7739-3030 www.deediim.com

크레아텍 02-6332-9570 www.createc.kr

SICK 02-786-6321 www.sick.com

IDS코리아 031 607 0104 https://kr.ids-imaging.com

파비스 02-561-7321 www.favis.co.kr

넥스버 070-5099-8600 www.nexber.com

코그넥스 02-539-9980 www.cognex.com/ko-kr

키엔스 031-789-4300 www.keyence.co.kr

스마트미디어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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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바슬러코리아 AFM(Auto Focus Module)

홈페이지 담당자 김시요

www.baslerweb.com
연락처 02-424-8832

E-mail sales.korea@baslerweb.com

기업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뷰온 02 6925 3761 www.view-on.com

디쌤 031-383-3611 www.dissem.co.kr

로아스 070-4452-0309 www.roas.co.kr

대곤코퍼레이션 02-6675-6600 www.daekhon.co.kr

다래비전 031-381-7130 www.dareavision.co.kr

머신앤비전 041-588-8006 www.mcvision.co.kr

모어시스템 032-324-7736 www.moresystem.co.kr

앤비젼 02-2624-5500 www.envision.co.kr

에프에이플러스 042-824-5121 www.faplus.co.kr

화인스텍 02-579-1274 www.fainstec.com

티에스아이코리아 031-8065-5581 www.tsi-korea.com

가트비젼 070-8829-1100 https://ohmygat.com

이스라비젼코리아 031-8069-7300 www.isravision.com/ko/

2023 Machine Vision Solution Map

•Solution

•3D Sensor

•Lens

•Deep Learning Inspection System

•Camera

•Smart Camera 

•Lighting

•Machine Vision Insp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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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Factory•Automation World 2023
Korea Vision Show

부스배치도 Hall B (1층)

 독립부스          조립부스          프리미엄부스

Machine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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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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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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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