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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di-soric은 30년 이상동안 공장 자동
화를 위한 센서 생산과 신제품 개
발에 힘써 왔습니다. 현재는 고기
술의 LED 조명, 머신 비젼시스템
과 ID 바코드 스케너까지 개발하
였으며, 고객 대응에 맞추어 폭넓
은 제품군으로 쉬지않고 끓임없
는 신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
니다. di-soric은 본사와 공장 두곳
에 180명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독일 슈트트가르트 동쪽 
울박에 있으며, 연구소 및 생산공
장은 뤼덴샤이트에 위치하고 있
습니다. 
우리의 주요 고객은 소규모 업체
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고객층
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di-soric 제품 중 Folk 센서는 가장 유
명하며,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
속 새로운 제품으로 개발하고 생
산하고 있습니다. 

고객 요구, 변화된 시장 흐름에 발
맞추어 신속하게 신제품 개발 또
는 고객 맞춤형 주문 제작이 가능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대리
점들이 있어 어느곳에서나 손쉽게  
di-soric 제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
다. 
안전 재고 관리로 고객이 필요시 
빠른 납기 대응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고객님을 단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우리의 파트너라고 생
각합니다. 
파트너의 장점을 활용 하시길 바
랍니다. 
The Eisemann family

고성능 기술과  

경쟁력 있는 di-soric

독일 Luedenscheid에 있는 연구소 및 생산공장독일 Urbach에 있는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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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ales Network

제품 파인더를 통해 간단한 키워드로 
제품 조회 및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
품 설명 안에는 구성품 또는 메뉴얼등
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n  안정적인 시스템
n  구성품
n  제품 설명
n 구매 관리

인터넷으로 손쉽게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di-soric e-shop

www.di-soric.com

한번 클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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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Subsidiaries

AUSTRIA

di-soric Austria GmbH & Co. KG 
Birostraße 8 – 10 
1230 Wien

Austria

Fon: +43 (0) 1 6152841  
Fax: +43 (0) 1 6152842

info.at @di-soric.com

FRANCE

di-soric SAS 
19, Chemin du Vieux Chêne 
38240 Meylan

France

Fon: +33 (0) 4 76 61 / 65 90 
Fax: +33 (0) 4 76 61 / 65 98

info.fr@di-soric.com

SINGAPORE

di-soric  Pte. Ltd. 
119 Verde Crescent 
Singapore 688459

Singapore

Fon: +65 / 65 23  80 65 
Fax: +65 / 65 23  80 67

info.sg @di-soric.com

GERMANY

di-soric GmbH &  Co. KG 
Steinbeisstraße 6 
73660 Urbach

Germany

Fon: +49 (0) 71 81 / 98 79 - 0 
Fax: +49 (0) 71 81 / 98 79 - 179

info@ di-soric.com
www.di-soric.com

Republic of KOREA

대한 민국 
극동 테크윈 
462-80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442-2 

한라 시그마 밸리 708호

Tel: +82 (0) 31 / 746 / 6257  
Fax: +82 (0) 31 / 746 / 6233

kdtechwin21@hanmail.net 
www.di-sor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