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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품목 

1. 주 생 산 품 

 센서류 --- 온도센서(Thermocouple, R.T.D), 온습도센서 

 계기류 --- 디지털미터,  시그날 콘버터 및 장비 개발품 

2. 수 입 품  

 특수센서 (온도, 습도, 압력, 레벨, 유량, 밸브, 기타--),    

 적외선 온도계,  열화상 장치, needle type pH meter, conductivity meter 등  

          *  OMEGA Engineering (U.S.A) 

          *  A ONE UNION CO. LTD (대만) 

          *  HERAEUS (Germany) etc. 

3. 수 출 품: 고속응답용 온도센서 

4. 주문제작 

 Glass TC 

 고속응답용 온도센서  (R.T.D) 

 제품및창고관리시스템(무선온도센서) 

 각 종 시험기기 및 검사장비 개발 

5. 계측제어/공장 자동화  s/w, h/w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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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품목 

<납 품 처: 2001. 1. 27 창립>  

주성엔지니어링 : Glass TC 

LG화학(청주) : 필림사출용 온도센서 

헤라우스 오리엔탈 하이텍: 고온용 온도센서   

테크팩솔루션 : 용해로측정 온도센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효성중공업: 온도센서 

한국 에너지연구소                                             

두산 중공업: 온도센서 

한국에이에스지니텍코리아 

예스티 : 온도센서                                                

하이젠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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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couple Pro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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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D Pro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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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w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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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couple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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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ing Lab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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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couple Conn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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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re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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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hel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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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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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 & Process Control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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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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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measurement 
System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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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용 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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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fer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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