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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D/IOT Technology : 2011 

회       사       명  주식회사 루텍(RUTEC Co., LTD.) 대  표 이 사 배 도 규 

홈    페    이    지  http://www.rutec.co.kr 
’21년도 매출 실적 108.5 억 

종업원 수 22 名 

사   업      분   야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 시스템 통합(SI) / 일련번호시스템 (Track&Trace) / 일련번호 시스템/ 칭

량관리시스템 (RWS) / 제조수행시스템 (MES) / 창고관리시스템 (WMS) / 자동인식시스템(비젼등)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19, 301(양재동, 포엠아이B/D) 

  TEL : 02)2088-1461(代)     FAX : 02)2088-1463 

담       당       자 

 성 명 : 김 선 유      직위 : 팀장        부서 : 사업팀 

 전화번호 : 010-7736-3482 / E-mail : sykim@rutec.co.kr  

 성 명 : 류 정 원     직위 : 팀원        부서 : 사업팀 

 전화번호 : 010-9088-5545  E-mail : jwryu@rutec.co.kr  

 성 명 : 황 어 진     직위 : 팀장        부서 : 개발팀 

 전화번호 : 010-4631-9051  E-mail : ejx2@rutec.co.kr  

 성 명 : 장 근 남      직위 : 팀원        부서 : 개발팀 

 전화번호 : 010-9580-4988  E-mail : jgn4321@rutec.co.kr  

회 사 설 립 년 도  2011년 1월 

 주식회사 루텍은 IoT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최고의 IoT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IT회사입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여 보다 나은 기술력과 도전

정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SI시스템구축 전문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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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텍은 유비쿼터스 기반 환경을 이루는 핵심기술인 RFID/IoT 기술과 바코드 응용정보 기술을 융합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RP 
Server 

MES 
Server 

원자재 입고/출고 

원자재 라벨  
발행 및 부착 
(바코드,RFID) 

칭량관리시스템(RWS) 

생산 공정 

제조관리시스템(MES) 

현장 단말기 

생산현장 

포장/출고 

일련번호시스템(Track & Trace)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 

2D / RFID 

창고관리시스템(WMS) 

WMS 
Server 

바코드프린터 

제품  
포장/생산 이력 
(바코드 / RFID) 

창고/출하 

모니터링 
사용자/관리자 

창고 적재 

출고작업 

재고 관리 
출고 이력 

 (바코드 / RFID) 

2D / RFID 

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B695318602&psig=AOvVaw24cOwHvpKu9DnYX7sltrIn&ust=1585365551650000&source=images&cd=vfe&ved=0CAIQjRxqFwoTCLiZpoHZuegCFQAAAAAdAAAAA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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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2D  
일련번호 관리시스템 

작업지시 수신 

생산라인 결정 

생산 작업 

생산 실적 관리 

생산 실적 DB 저장 

출하지시 
(거래명세서 수신) 

생산작업지시 
(연계등록) 

생산 실적 집계 

출하지시 
(연계등록) 

출하 작업 피킹(DPS) 

출하 검수, 입고 검수(반품) 

출하실적 및 재고 관리 

출하 실적 DB 저장 

출하 실적 집계 

외부 보고 

생산 어그리게이션 물류 어그리게이션 

생산이력 포장이력 출고이력 재고관리 

생산실적 공급내역 

제품 정보 
(Excel 업로드) 

위수탁 
제품 

RFID /2D 

RFID 2D RFID 2D 

“의약품 일련번호 관리시스템”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일련번호 관리시스템, 생산관리시스템,  물류관리시스템,  

외부 시스템 연계부문으로 구축하며 사용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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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Server 의료기기 식별코드(DI) 
생산정보 식별코드(PI) 

생산 단위별 바코드 인쇄 
GS1 Barcode 

생산 계획 수립 
(생산라인 결정) 

QC 검증 

생산 제품 포장 생산 제품 묶음처리 
(1/2차 AG) 

AG 및 바코드 검수 

완제품 출고 
(납품처) 

QC 검증 
생산이력 

제품 출하 

생산,출고 이력 Data 관리 

출고이력 

“의료기기 UDI 관리시스템”은 의료기기에 일련번호 및 관리용 대표(묶음)코드 관리, 생산 출하 및 공급내역 실시

간 관리를 위해 규정에 맞는 UDI 실행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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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RFID를 활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최적

의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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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Server 

 부서 관리자 
 지사 관리자 
 해외 관리자 

자산관리 담당자 PC 

자산  부서 관리자 
 지사 관리자 
 해외 관리자 

자산관리 담당자 PC 

자산 

바코드프린터 

바코드 스캐너(PDA) 

 부서 관리자 
 지사 관리자 
 해외 관리자 

자산관리 담당자 PC 

자산 

RFID태그발행기 

휴대용RIFD리더 

인터넷 

“물품/자산관리 시스템”은 유형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재물(비품) 및 기자재, 전산장비, 의료장비 등을 RFID(바코

드)를 이용하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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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 생산관리 시스템”은 생산정보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조업종에 적합하도록 사용자 어플리케

이션을 엄선한 솔루션입니다. 상위 ERP 시스템과 연계하여 생산오더관리, 생산실적, 품질관리, 설비관리 및 생산성 

분석관리 기능을 표준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생산정보시스템을 빠르고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정보 관리 
 ＊작업자/부서 코드 
 ＊공장/공정/설비 코드 
 ＊공정 유형/순서 코드  
 ＊품목 코드 및  
    BOM 정보 관리 
  * 라우터 관리 
 ＊작업목표 관리 
 ＊기초 코드 관리 
 

→ ERP와 연계/생성 

1. 기준정보관리 

작업지시 관리 
 ＊작업지시 등록/생성  
 ＊작업지시 확정  
 ＊작업지시서 출력 
 
→ ERP와 연계/생성 

2. 생산계획관리 

생산실적 분석 관리 
 ＊라인별/설비별 분석 

 ＊일자별/시간별 분석 

 ＊제품별/제형별 분석 

 ＊작업지시별 분석 

 ＊목표대비 실적 분석 
 

재공(WIP) 관리 
 ＊라인별/제품별 분석 
 ＊작업지시별 분석 
 

진도 관리 
 ＊작업지시별 생산진도 분석 
 

품질정보 분석 
 ＊제품별/공정별 품질분석 
 ＊제품별 불량현황 
 ＊불량발생추이 분석 
 ＊재작업 분석 

3. 공정관리 

설비 가동률 분석  
 ＊가동 현황 분석 
 ＊종합 가동률 분석 
 ＊비가동 현황 관리 
 ＊비가동 추이 분석 

4. 설비관리 

작업지시관리 
 ＊작업지시 목록 조회 

 ＊작업 진도 조회 

 ＊작업 실적 입력(양/불) 

 ＊품질/재작업 정보 입력 
 

설비 가동 관리 
 ＊가동/비가동 입력 
 ＊작업 설비 설정/변경 
 ＊작업자 설정/변경 

6. 현장관리 

생산모니터링 
 ＊생산현황 감시 

 ＊설비 가동상태 감시  
 ＊품질 현황 감시 

5. 생산현황 모니터링 

기준정보 등록  
및 생산계획 수립 

타 시스템 연계 
 ＊ERP 시스템 연계 
 

기타 통신 제어 
 ＊현장단말기/프린터 등 제어  
 ＊정보 취합기, PLC 등 제어 

7. 통신제어(Interface) 

작업지시 확인  
및 생산진행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생산실적  
및 품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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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시스템(2D/RFID)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응용 설비 및 하드웨어를 통합 제어하고, 각 설비 장비 및 시스템간 인터페이스를 통하

여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2D 바코드 응용 설비 

RFID 라벨러 

RFID 인코딩기 

RFID 검수기 

RFID 혼합박스검수기 

RFID 응용 설비 

2D 오프라인 인쇄기 

멀티비전 AG 검수기 

2D 인라인 인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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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금액 지원사업 

신규구축 최대 1억 
(총 사업비 50%이내) 

·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설비 최초 구축 지원 및 
 제품설계 생산공정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자동화 등 구축 지원 

고도화1차 최대 2억 
(총 사업비 50%이내)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구축, 연동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연동 

고도화2차 최대 4억 
(총 사업비 50%이내) 

지원절차 

Step.1 사업공고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Step.2 평가 및 선정 

· 기업 평가 및 현장실사  
· 심사 후 최종선정 
 

Step.3 사업착수 

· 사업계획서 및 착수계 제출 
· 참여기업, 공급기업, 도입기업  
  협약 체결 

Step.4 중간점검 

· 진행상황 점검 
· 필요 시 설계보안  
· 중간보고서 제출 

Step.5 최종점검 및 성과분석 

· 최종점검 및 사업성과분석/평가 
· 검수확인서/완료보고서 제출 
 

Step.6 최종완료 후 정산 

· 최종완료 후 사업비 지급/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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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텍은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공장 추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맞춤형 개발을 진행합니다. 시스템의 최적화를 통한 생산성 향

상 및 생산 비용을 절감, 이를 바탕으로 “제조 혁신“ 을 구현 합니다. 

<OO제약>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제약 일련번호 시스템 고도화) 

 생산 포장라인 일련번호 바코드 시스템 고도화 

- 생산 포장 공정의 실시간 생산량, 수율을 전산화 하여 실시간 관리 

- AG(어그리게이션) 처리 및 포장 자동화로 효율성 향상 

- 수작업 발행 부착시스템을 자동화로 연계하여 사용자 편의성 향상 

 물류 입〮출고 시스템 고도화 

- 기존 수기 방식의 업무처리를 전산화 하여 관리 

- 물류 입〮출고처리의 효율성 향상(정확성 및 입〮출고 시간 절감) 

- 의약품 공급내역보고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UDI 관리 시스템 

ERP 
(생산/포장지시) 물류관리 

작업시작 

수작업 라인 

자동 부착 라인 

UDI 바코드  
자동인쇄 부착 

작업지시 등록 UDI 바코드 검수 

바코드 라벨 부착 UDI 바코드 프린트 UDI 바코드 검수 

작업완료 

입고대상 

입고처리 

영업활동 
납품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공급내역보고) 

포장 이력 입출고 이력 
바코드 생성  

이력 
출하 이력 

<OO메디칼>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UDI 시스템 구축) 

 생산 포장라인 UDI 바코드 시스템 구축 

- 생산 포장 공정의 실시간 생산량, 수율을 전산화 하여 실시간 관리 

- 정보화를 통한 운영관리 비용 절감 

- 제품에 대한 이력관리 및 포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 

 물류 UDI 바코드 입출고 시스템 도입 

- 기존 수기 방식의 업무처리를 전산화 하여 관리 

- 재고조사 시간 감소 및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식약처)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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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스는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회사(덴티움)의 관계사로 국내 의료용 생체재료 및 의료기기 종합제조부분 선도

기업입니다.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제조방식의 자동화와 전산화를 필요로 하게 되어 MES 시스템이 구

축 되었으며 현재 WMS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생산 관리 시스템 

관리 S/W 

DB 서버 
RFID 서버 #1 

영업관리 시스템 

관리 S/W 

WMS 

WMS 시스템 
휴대용리더기 

입/출고/재고관리 거래처/영업지원 관리 

사용자 

관리자 

사용자 

제노스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성도 

RFID/2D  기준정보 

공통코드 관리 

제품 마스터 관리 

사용자 관리 

MES 시스템 

실시간 생산실적 조회 

RFID 생산 실적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사용자 설정 

공지사항 관리 

사용이력 관리 

··· 

RFID/2D 생산 관리 

RFID 생산지시서 관리 

RFID 생산실적 관리 

RFID 생산정보 등록 

··· 

RFID 설비 제어 

RFID 장비 제어 

RFID 수작업 관리 

RFID 휴대형 리더기 제어 

영업관리시스템 

··· 

실적 관리 

기본 정보 관리 

공지사항 / 환경정보 

RFID 휴대형 리더기 

WMS 시스템 

제품 입고 관리 

제품 출고 관리 

제품 재고 관리 

··· 

기본 정보 관리 

공지사항 / 환경정보 

입/출고 현황 관리 

RFID 휴대형 리더기 

물류 실적 현황 모니터링 

생산 설비 실시간 데이터 
수집  

RFID 자동화 시스템 

생산 실적 / 설비 모니터링 

··· 

https://www.google.co.kr/imgres?imgurl=http://www.xiphiastec.com/icons/rfid.png&imgrefurl=http://www.xiphiastec.com/library-management-system.html&docid=kjdk6vItuGm9mM&tbnid=mgJg2PIFbNdlCM:&vet=1&w=180&h=180&bih=793&biw=1520&ved=0ahUKEwi-8svU8bvRAhUJNpQKHSX9DTAQxiAIBigE&iact=c&ict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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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스는 MES 시스템 구축으로 시간당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출하리드타임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No 분야 핵심지표 (KPI) 단위 구축 전 구축 후 비 고 

1 P 시간당 생산량 개/Hr 280 3,000 1인 기준 

2 Q Claim 건수 건 9 3 2019년도 기준 

3 C 작업공수절감 명 8 4 포장 및 물류 

4 D 수주출하리드타임 시간 1 0.2 1Box 기준 

★포장공정 자동화 ★ 리드타임 분석 : 포장실 -> 물류 -> 출하대기 

중요 

중요 

구축전 포장공정 : 50개/분 

구축 후 포장공정 : 3,000개/Hr(월30만개 대응) 

구축 전 리드타임 분석 

구축 후 리드타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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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죽은 2D바코드를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생산량을 측정하고 포장된 제품을 출하 시에 고객별 주문정보에 따라 

피킹된 품목, 수량 및 유통기한의 적합여부를 검증하고 실시간으로 출하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또한 식약처“식품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이력추적정보를 전송합니다.  

No 분야 핵심지표 (KPI) 단위 구축 전 구축 후 비 고 

1 P 시간당 생산량 % 83 95 작업시간 기준 

2 D 
리드타임 단축율 

(주문 후 포장) 
시간 360분 325분 1일 기준 

중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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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슨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발행 부착하던 방식에서 자동화 라인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생산량을 측정하고 제품

포장을 자동으로 하고, 인쇄된 바코드의 검증 및 Aggregation을 자동으로 하여 일일 생산량 증가 및 작업공수를 

줄였습니다. 또한 식약처“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연계되어 이력추적정보를 전송합니다.  

No 분야 핵심지표 (KPI) 단위 구축 전 구축 후 비 고 

1 P 시간당 생산량 EA/Hr 3,000 7,200 작업시간 기준 

2 C 작업공수 M/H 
20 

(일 2.5명 투입) 

12 

(1.5명 투입) 
1일 기준 

중요 

중요 

공급내역 

위수탁 
제품 

일련번호 관리시스템 

ERP연동 

인라인카톤 인쇄 순차 AG 

AG라벨 부착기 입춮고 관리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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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메디칼㈜ 은 UDI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생산 제품 포장 현장에서 제품별, LOT별 의료기기 표준코드 생성, 발행, 

부착을 하여, 정확한 실적 확인 및 포장을 효율적인 관리를 하며, 물류 입출고에 활용하여 식약처 의료기기통합정보

시스템에 보고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의 편의성 및 정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No 분야 핵심지표 (KPI) 단위 구축 전 구축 후 비 고 

1 P 제조 리드타임 단축 % 100 50 생산일 

2 D 납기 단축(감소율) % 100 66.6 납기 시간 

중요 

중요 

바코드 프린터 
(UDI라벨 수동발행) 

TIJ인쇄기 
(블리스터라벨에 직접인쇄) 

라벨부착기 
(UDI라벨 발행, 부착) 

바코드 스캐너 
(입고, 출고 활용)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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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年 9月 현재 구축 중인 4개社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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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年 9月 현재 구축 중인 4개社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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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업 기간 발 주 처 비고 

LG생활건강 협력 3개사 화장품 제품추적시스템 구축 2022.06 ~ 2022.11 제니코스 등 3개사 2D 

일동제약 신규물류센터 창고관리시스템 구축 2022.05 ~ 2022.09 일동제약㈜ 2D 

일동제약 신규물류센터 DPS 및 네트워크장비 구축 2022.05 ~ 2022.09 ㈜바이오피아 RFID/2D 

일동제약안성공장 공조설비I/F 및 네트워크장비 구축 2022.04 ~ 2022.11 일동제약㈜ 2D 

제주삼다수공장 파렛트부착기(추가) 구축 2022.02 ~ 2022.0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D 

제주삼다수공장 L2라인 제품추적시스템(추가) 2022.01 ~ 2022.0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D 

제네톡스 바이알카토너 및 일련번호시스템 구축 2022.01 ~ 2022.07 제네톡스㈜ 2D 및 일련번호 

제주삼다수공장 생산라인 패드인쇄시스템 구축 2021.12 ~ 2022.0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D 

일동제약안성공장 세파동 포장라인 자동화(스마트공장) 2021.09 ~ 2022.06 일동제약㈜ 포장자동화 

코아팜바이오 일련번호시스템(스마트공장) 2021.09 ~ 2022.06 ㈜코아팜바이오 일련번호 

제노스 신규 포장라인 자동화(스마트공장) 2021.09 ~ 2022.06 ㈜제노스 포장자동화 

메디클러스 UDI시스템(스마트공장) 구축 2021.07 ~ 2022.03 ㈜메디클러스 UDI 

LG생활건강 화장품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10차) 2021.04 ~ 2021.06 LG생활건강㈜ 2D 

한국백신 UDI시스템(스마트공장) 구축 2021.03 ~ 2021.07 ㈜한국백신 UDI 

LG생활건강(에프엠지) 화장품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9차) 2021.03 ~ 2021.07 ㈜에프엠지 2D 

삼성바이오로직스 Vial용량 자동카운터기 구축 2021.02 ~ 2021.05 삼성바이오로직스㈜ 2D 

LG생활건강 화장품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8차) 2021.02 ~ 2021.07 LG생활건강㈜ 2D 

삼성종합기술원 Vial자동부착기 구축 2020.10 ~ 2021.03 삼성종합기술원 2D 

퍼슨 일련번호시스템(스마트공장) 구축 2020.10 ~ 2021.04 ㈜퍼슨 바코드 

성원메디칼 UDI시스템(스마트공장) 구축 2020.10 ~ 2021.03 성원메디칼㈜ UDI 

에코프로비엠(CAM5) 바코드 자동부착시스템 구축 2020.09 ~ 2021.04 ㈜에코프로비엠 RFID 

LG생활건강(로보스타) 화장품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7차) 2020.03 ~ 2020.12 ㈜로보스타 2D 

월드바이오텍 MES(제조실행시스템)(스마트공장) 구축(1차) 2019.06 ~ 2020.08 (주)월드바이오텍 MES 

코리아나화장품 화장품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 2020.06 ~ 2020.09 ㈜코리아나화장품 2D 

신일제약(신규동) 일련번호 관리시스템 구축 2020.03 ~ 2020.06 신일제약㈜ 바코드 

비알팜 일련번호 관리시스템 구축 2020.03 ~ 2020.07 ㈜비알팜 2D 

누비지오 RFID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2020.01 ~ 2020.05 ㈜누비지오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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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업 기간 발 주 처 비고 

신일제약(신규동) 바코드시스템 구축 2019.11 ~ 2020.03 신일제약㈜ 바코드 

월드바이오텍 MES(제조실행시스템)(스마트공장) 구축(1차) 2019.06 ~ 2020.08 (주)월드바이오텍 MES 

코리아나화장품 화장품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 2020.06 ~ 2020.09 ㈜코리아나화장품 2D 

신일제약(신규동) 일련번호 관리시스템 구축 2020.03 ~ 2020.06 신일제약㈜ 바코드 

비알팜 일련번호 관리시스템 구축 2020.03 ~ 2020.07 ㈜비알팜 2D 

누비지오 RFID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2020.01 ~ 2020.05 ㈜누비지오 RFID 

신일제약(신규동) 바코드시스템 구축 2019.11 ~ 2020.03 신일제약㈜ 바코드 

의료기기 UDI 시스템 구축 -   
  일동히알테크㈜, ㈜제노스, 세원셀론텍㈜, 에이스메디칼㈜, 비앤알㈜,  
협성메디칼㈜, ㈜원바이오젠, ㈜월드바이오텍, 협성메디칼㈜ 外 다수 

2019 ~   UDI(2D) 

LG생활건강(에프엠지) 화장품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6차) 2019.09 ~ 2019.12 ㈜에프엠지 2D 

일동제약안성공장 일반제동 내용고형제바코드 Aggregation기 구축 2019.07 ~ 2019.12 일동제약㈜ 바코드 

LG생활건강 화장품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5차) 2019.07 ~ 2019.11 엘지전자㈜ 2D 

짱죽 제품 이력 추적 시스템(스마트공장) 구축 2019.07 ~ 2019.11 ㈜짱죽 2D 

삼성바이오로직스 Overseal 레이저 마킹설비 구축(2차) 2019.06 ~ 2019.12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코드 

LG생활건강 화장품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4차) 2019.04 ~ 2019.08 엘지전자㈜ 2D 

에코프로비엠 물류창고 입출고관리 RFID시스템구축 2019.04 ~ 2019.12 ㈜에코프로비엠 RFID 

LG생활건강 혼입방지시스템 구축 2019.03 ~ 2019.05 엘지전자㈜ 2D 

휴젤 레이져프린터 라벨인쇄시스템 구축 2018.12 ~ 2019.03 휴젤㈜ 2D 

짱죽 물류 출하시스템 구축 2018.10 ~ 2018.11 ㈜짱죽 2D 

제주삼다수공장 L1 ~ L4 생산라인 제품추적시스템 구축 2018.09 ~ 2019.0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D 

LG생활건강(제니스) 화장품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3차) 2018.08 ~ 2018.10 ㈜제니스 2D 

제노스 의료기기UDI 및 RFID시스템(스마트공장) 구축 2018.06 ~ 2018.11 ㈜제노스 UDI(RFID) 

콜마비앤에이치 건강기능식품 RFID 시스템 도입 구축 2018.05 ~ 2018.07 콜마비앤에이치㈜ RFID 

일동제약안성공장 MES(제조실행시스템) 구축 2018.03 ~ 2020.02 일동제약㈜ MES 

LG생활건강 화장품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2차) 2018.03 ~ 2018.07 엘지전자㈜ 1D, 2D 

서흥 3개라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 2018.03 ~ 2018.06 서흥㈜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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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사업 기간 발 주 처 비고 

서흥 3개라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 2018.03 ~ 2018.06 서흥㈜ 2D 

경동제약 신규증설 라인 RFID 시스템 구축 2017.10 ~ 2018.02 경동제약㈜ RFID/2D 

구주제약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017.10 ~ 2018.05 구주제약㈜ 2D 

명문제약 신축공장 일련번호 시스템 구축 2017.10 ~ 2018.05 명문제약㈜ RFID/2D 

LG생활건강 화장품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1차) 2017.10 ~ 2017.12 엘지전자㈜ 2D 

롯데칠성음료 천안물류센터 박스라벨러 시스템 구축 2017.05 ~ 2017.08 (주)범아비즈플랫폼 바코드 

백제약품 도매업체 RFID/2D장비 도입(1, 2차) 2017.03 ~ 2017.12 백제약품㈜ RFID/2D 

삼성바이오로직스 Overseal 레이저 마킹설비 구축(1차) 2016.08 ~ 2017.03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코드 

팜크로스 RFID 인코딩/검수 시스템 구축 2016.07 ~ 2016.08 팜크로스㈜ RFID 

경동제약 2D AG 시스템 구축 2016.05 ~ 2016.07 경동제약㈜ 2D 

노바렉스 RFID 인코딩/검수 시스템 구축 2016.04 ~ 2016.05 노바렉스㈜ RFID 

지오영 TPL AG 시스템 구축 2016.02 ~ 2016.05 ㈜지오영 2D 

동인당제약 2D 일련번호 관리시스템 구축 2016.02 ~ 2016.04 동인당제약㈜ 2D 

명문제약 RFID기반 마약류 관리 연계시스템 구축 2015.01 ~ 2015.06 명문제약㈜ RFID/2D 

지오영 물류 마약류관리 연계시스템 구축 2015.01 ~ 2015.06 ㈜지오영 RFID/2D 

하나제약 2D바코드 물류관리시스템 추가 구축 2015.03 ~ 2015.05 하나제약㈜ 2D 

서흥 2D바코드 생산관리시스템 추가 구축 2015.02 ~ 2015.03 서흥㈜ 2D 

신일제약 2D바코드 생산관리시스템 추가 구축 2014.05 ~ 2014.07 신일제약㈜ 2D 

하나제약 컨소시엄 마약류 의약품 SCM 시범사업 구축 2013.11 ~ 2014.03 하나제약㈜ RFID 

진양제약 생산, 물류 고도화를 통한 RFID기반 의약품관리시스템 구축 2013.06 ~ 2013.12 진양제약㈜ RFID/2D 

한림제약 RFID기반 효율적 의약품생산 및 물류시스템 구축(1,2차년도) 2012.10 ~ 2013.12 한림제약㈜ RFID/2D 

삼아제약 2D바코드 생산관리시스템 구축(1~3차) 2012.10 ~ 2013.01 삼아제약㈜ 2D 

신일제약 2D바코드 생산관리시스템 구축 2012.09 ~ 2012.12 신일제약㈜ 2D 

한국팜비오 2D바코드 생산관리시스템 구축 2012.09 ~ 2012.12 ㈜한국팜비오 2D 

서흥캅셀 RFID기반 건강기능식품 유통 선진화시스템 구축(1,2차년도) 2012.04 ~ 2013.12 ㈜서흥캅셀 RFID 

경동제약 RFID기반 의약품생산 및 물류스마트시스템 구축(1,2차년도) 2011.04 ~ 2012.12 경동제약㈜ RFID 

일동제약 RFID기반 의약품 선진화시스템 구축(1,2차년도) 2010.05 ~ 2011.12 일동제약㈜ RF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