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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전문회사로 급성장하고 있는 현

대정공이 사업내용과 일치되는 신 감각의 사

명으로 거듭나며 세계적인 부품 전문회사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정공은 10 월 6 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세

계적인 부품전문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HYUNDAI MOBIS』로 회사명을 변경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0 월 21 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주의 결의를 거쳐 11 월 1 일부로 상호 변

경등기를 완료하며, 인터넷 도메인도 

HYUNDAI MOBIS. CO. KR로 등록할 계획입

니다.  

 

신규사명인 ‘HYUNDAI MOBIS’는 

Hyundai 에다 Mobile + System 이 결합한 

합성어로, 영어권 국가에서 자동차를 의미하

는 단어로 사용되는 Mobile 과 복합적인 기계

장치의 통일성을 의미하는 System 이 결합하

여‘자동차를 이루는 수많은 첨단 부품시스템

들을 생산하는 부품전문기업’이라는 의미입

니다.  

 

HYUNDAI MOBIS 는 그간 현대정공이 해온 

모듈부품생산, A/S 용 부품판매, 부품수출등 

부품전문회사로 도약한다는 회사의 의지가 함

축되어있고, 세련된 국제적 감각 이미지와 함

께 자동차 부품회사로서의 전문성과, 독창성, 

첨단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굴뚝

기업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기업이미지와 기

업가치를 국ㆍ내외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현대정공은 국제적인 기업이미지 

고취를 위해 신규사명의 로고를‘영문’으로

만 개발 사용키로 했으며, 11 월 1 일을 기해 

국내외에 제 2 의 창립을 알리는 사명 선포식

과 함께 중장기 부품기술개발계획이 포함된 

자동차 부품사업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발표

하는 등 세계 10 대 자동차 부품전문회사로

의 도약을 결의하는 전사적인 행사를 가질 계

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규사명에 대한 인지도 고취와 부

품사업에 대한 비전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언론매체를 통한 집중적인 광고 활동과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한 기업설명회

및 해외의 부품대리점 및 딜러를 국내에 초청

하는등 적극적인 IR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www.hyundai mobis.co.kr  031) 288-3700 

 

 
㈜비츠로시스㈜비츠로시스㈜비츠로시스㈜비츠로시스 – 대표대표대표대표 장장장장 태수태수태수태수 
 

10 월 22 일, 비츠로시스는 신세기통신과 이동

전화망을 이용한 원격감시제어 및 데이터 송,

수신등 각종 응용서비스 사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사는 017 이동전화망을 통한 데

이터 송수신은 물론 무선 인터넷 휴대폰을 이

용한 데이터 검색, WEB 기반의 시스템 통합

등 다양한 시스템 개발 및 응용분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제어시스템은 기존

제어방식의 지역적 제어한계성 극복 및 SMS

기능을 이용한  경보기능, 이동 중 실시간 유

지관리등 편리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

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츠로시스는 제어시스템 분야의 무선인터넷 

기술응용분야 확대 및 비즈니스관련 부가정보

의 지원를 통해 무선원격감시제어 시장을 활

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http://www.vitzrosys.com           02)4602-000 

 

 

코닉스코닉스코닉스코닉스 - 대표대표대표대표 우우우우 부형부형부형부형  
 

- www.konics.com 서비스 개시 

 

당사는 기존 www.konics.co.kr 에 이어  

www.konics.com 의 서비스를 개시 하였습니다.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 발맞추며, 고객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저 서비스를 개시하오니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용을 부탁 드립니다 

 

- 코닉스 E-mail 서비스 개시 

 

금번 10 월부터 '고객마주보기 Vol1'을 시작으

로 코닉스가 고객여러분에게 한발 더 다가서

기 위하여 E-MAIL SERVICE 를 개시하였습니다. 

메일서비스 내용은 제어계측계 정보에서 코닉

스 사내 소식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

다. 고객 여러분의 정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추후에 당사의 메일 서비스를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고객분들은 konix@konics.co.kr 로 

메일주소를 보내주시면 서비스 내용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측 및 제어 박람회 성공개최 

 

 

 

코닉스를 포함한 중소 계측기업체들이 미주시

장개척에 나서 커다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린센서, 와이즈콘트롤, 코닉스, 하이트롤, 한

영전자 등 11 개 업체는 지난달 21 일부터 

24 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계측 및 

제어 박람회 「ISA 2000」에 한국관을 마련

하고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친 결과 1170 만달러의 상담액과 240 만달

러의 수출계약을 올렸습니다.  

 

코닉스와 그린센서, 와이즈콘트롤 등 3 개사

는 각각 1752만달러와 308만달러, 75만달러

의 상담액을 기록했고 그린센서와 한영전자는 

89 만달러와 24 만달러 상당의 계측기를 미국

과 중남미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계측기기

조합의 김중환 전무는 『전시회기간에 독립부

스로 한국관을 마련해 활발한 마케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 면서 

『CE, UL, ISO 등 국제 인증마크를 획득함으

로써 바이어들의 신뢰를 확보한 것이 주효했

다』고 말했습니다. 

 

http://www.konics.com            032-589-3311 

 



씨멘스씨멘스씨멘스씨멘스 - 대표대표대표대표 컨터슈스터컨터슈스터컨터슈스터컨터슈스터 
 
씨멘스 A&D 에서는 최근 국내 영업조직의 

내부결속을 새롭게 다짐과 동시에 미래를 준

비 및 새로운 사업방향 수립을 위한 여러 활

동의 일환으로 최근 몇 가지 행사를 개최 하

였고 계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SI/SD sales Conference for A&D P, SLS 

 

지난 9 월 14 일 강원도 오크랜드에서는 1 박 

2 일로 씨멘스의 국내 영업조직 임직원과 관

계자 7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관련 Conference 가 개최되어 각 영

업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영업활동과 관련한 

심도 있는 발표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날 Conference 의 주된 내용은 신기술 제

품소개 및 미래 지향적인 협력체제 구축, 주 

요 영업목표인 OEM 을 기반으로 한 활동방

향 설정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이날 얻어진 많은 내용은 향후 씨멘스가 국내 

영업조직의 진정한 동반자로써 더 많은 도약

을 하기 위한 발판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

대와 함께 다음 Conference 에서는 좀더 많

은 결실을 갖고 만나기로 하고 아쉬운 가운데 

끝을 맺었습니다. 

 

- 차세대 분산형 공정제어 및 공정관리 시스 

템 워크숍 

 

지난 10월 31일(서울)과 11월 2일(부산), 씨

멘스는 Totally Integrated Automation 을 기

반으로한 차세대 분산형 공정제어 및 공정관

리 시스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워크숍에서는 PCS7 기종의 DCS 운용과 

관련한 내용들이 발표되어 참석자들로부터 많

은 호응을 받았고 국내 DCS 시장을 좀더 역

량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씨멘스의 의지를 볼 

수 있었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와 함께 향후 씨멘스는 사용자

들에게 좀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업 

이미지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

에 그 동안 인정 받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 현장실정에 맞도록 제품의 성능개선에 

힘쓰는 한편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영업조직이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즉시 파악

하여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에 역량을 기울일 것입니다. 

 

http://www.siemens.co.kr           02)5277-798 

 

 
태림테크태림테크태림테크태림테크 - 대표대표대표대표 고고고고 태옥태옥태옥태옥 
 

다년간 축적한 컴퓨터 하드웨어 관련 기술보

유를 바탕으로 산업자동화 부분의 독자적인 

특허기술에 의한 제품개발을 하고 있으며 지

속적인 투자에 의한 상품화를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는 당사는 금번 회사를 이전하고 사용

자들에게 좀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진용을 갖추었습니다. 

 

주소 

서울 양천구 신정동 940-40 언약빌딩 4 층 

전화 02)2608-2882  FAX 02)2608-4633 

 

http://www.taerim.com 



회원가입을회원가입을회원가입을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축하합니다축하합니다축하합니다!!! 
 
㈜아이램소프트㈜아이램소프트㈜아이램소프트㈜아이램소프트 - 대표대표대표대표 박박박박 진우진우진우진우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아이램소프트는 2000. 

9 월 설립되어 국내외 자동화 시장에서 사용

자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만전의 준비를 갖추고 여러분 곁

으로 다가서려 합니다. 

 

현재 아이램소프트는 이미 법인설립 전부터 

국내시장에 FieldNet(삼성 OEM 제품)이라는 

이름으로 개방형 표준 Network 을 채용한 

Slave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회사로써 제품의 특징은 간단히 소개하

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시간 제어가 가능(DeviceNet) 

- 초소형 크기(105 * 35 * 52cm) 

- 다양한 모듈(최대 64 점까지 유연한 확장) 

- 설치 및 보수(시스템의 동작상태에서 모듈 

  교체) 

- 적용(반도체 장비, Conveyer 자동화, 

  Food system 자동화, 수처리 등) 

  

이외에도 AnyView32, OPC Server, Com Module, 

Communication Interface 등과 같이 자체제품 

및 Hilscher 사의 OPC 서버, COM 모듈 등의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앞으로 

PROFIBUS 응용제품개발 등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품질이나 기능면에서 뛰어난 제품을 

공급 합니다. 

  

www.iramsoft.co.kr          031)206-8077 

 

 

중앙소프트웨어㈜중앙소프트웨어㈜중앙소프트웨어㈜중앙소프트웨어㈜ - 대표대표대표대표 최최최최 경주경주경주경주 
 

국내 산업자동화 분야에서 17 년의 역사를 갖

고 있는 자동화 전문기업인 중앙소프트웨어는 

HMI S/W 인 PCMS 를 시작으로 Micro Panel, 

DIMS(Digital Image Monitoring System), 

RTU(Remote Terminal Unit)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제품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그 성능을 인

정 받아 현재는 관련제품이 국내 최대의 설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회사설립 : 1983 년 7 월 

2. 임직원수 : 86 명(기술, 연구, 영업, 관리

등) 

3. 주요사업분야 

   - HMI 소프트웨어(PCMS) 

   - 원격제어기기(RTU) 

   - Digital 화상감시 시스템(DIMS) 

- 산업용컴퓨터(Micro Panel) 

- 시스템통합작업(공정, 공장, 빌딩 자동

화) 

4. 업적 

- 산업자동화분야 17 년 역사의 전문기업 

- 국내 최대의 설치실적 

- 자체 연구소를 보유 및 연구개발 

- 수처리 등으로 대표되는 시스템 통합작

업의 국내 최고 경험과 노하우 보유 

 

이외에 중앙소프트웨어는 PROFIBUS 디바이스

를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협회와 함께 개발관

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ww.pcms.co.kr            02)3485-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