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Review

레이저 관련 소재 및 광학 전문기업 투식스코리아,
고객이 최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

국내외 글로벌 리딩(Leading) 레이저 절단, 절곡 기

식스코리아가 이번 전시회에서 CO2 레이저 소모품과

업들과 산업기계 장비 기업들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파이버 레이저 헤드, 용접 및 브레이징 헤드 등을 출

수 있는‘제9회 부산국제기계대전(BUTECH 2019)’

품해 관람객들이 관심을 집중시켰다.

가 지난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
최돼 화제를 모았다.‘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 기술

■ 레이저와 광통신 부품의 글로벌 리더 기업 투식스

의 융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전시회는 부산

1971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시 인근 Saxon-

시,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

burg시에 Carl Johhson 박사에 의해 설립된 II-VI

합이 주최하고,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이 주관했으며,

Incorporated는 고출력 CO2 레이저용 렌즈의 재료

25개국 524개사의 관련 업체들이 1,703부스 규모로

가 되는 고순도 ZnSe 결정을 생산하여 레이저 빔을

참여해 제조업에 대한 최신 장비와 기술정보를 선보

산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렌즈와 미러를 생산하

였다.

여 성장했다. 투식스라는 이름은 Zinc와 Selenium이

한편, 미국의 레이저 관련 소재 및 광학 전문기업인

각각 화학주기율표의 Ⅱ족과 Ⅵ족인 것에서 유래되었

투식스의 한국 지사로 지난 2014년 11월에 설립한 투

다. 동사는 약 14개의 광학 및 첨단 소재 업체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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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있는 기대 제품군이다”라고 설명하며,“당사에
서는 레이저 장비의 렌즈, 노즐, 후면 렌즈로부터 초
점 렌즈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모든 렌즈, 미러,
Collimator, Reflective phase retarder, 출력, coupler와 window 부품에 대한 교환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투식스코리아의 교환용 레이저 렌즈는 투식스
가 자체 생산하는 ZnSe, Cu, Ge, Mo, Si 소재로 제
작된다. 또한 당사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박막 코팅
기술을 적용해 광학 특성을 극대화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충분한 테스트, 문서, 통계분석
을 거쳐 모든 광학 부품이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또한 광학 제품 외에 주요 기계업체의 스펙에
준해 제작된 750여 종류가 넘는 레이저 노즐에 대한
재고를 보유,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고출력
CO2 레이저 렌즈 생산에 관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
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 OEM업체에서 사용하는
해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싱가포르, 스위스 등의 공

렌즈를 공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 세계에서 연간 약 1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투식스코리아는 레이저와 광통신 부품 글로벌 기업
인 투식스의 한국 지사로, 지난 2014년 11월에 설립
되었다. 국내의 다양한 첨단 산업 부문에 소요되는 광
학 및 특수 소재를 소개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투식
스코리아에 대해 소개한 장예진 대리는“고객들이 글
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상된 기술 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CO2 레이
저 소모품과 파이버레이저 헤드, 용접 및 브레이징헤
드, 레이저 렌즈, 미러, 노즐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고 전했다.

■ 본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빠른 A/S로 고객에게
성큼!
투식스코리아만의 강점으로 장 대리는 본사와의 원활
한 의사소통과 빠른 A/S를 꼽았다. 그는“본사와의
빠른 의사소통으로 국내 고객분들의 문의와 궁금증
등을 단시간에 처리해드리고자 한다”며,“또한, 각 분
야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국내에 상주해 있기 때문에
즉시 견적을 드릴 수 있고, A/S에 있어서도 즉각적으
로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어“최근 한국의 산업계도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기술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다 더 정밀한 레

■ 뛰어난 품질의 파이버레이저 커팅헤드와 CO2 레
이저 소모품 부품
투식스코리아에서는 레이저 가공에 필수적인 Telecentric Scan Lens를 비롯한 각종 레이저가공 장비
용 렌즈와 미러, 다이오드레이저, 파이버레이저 절단
및 용접용 헤드, Reaction Bonded SiC 소재, SiC 웨
이퍼 등을 고객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저 관련 광학제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당사에
서는 고객이 원하는 수준 이상의 제품을 공급해 한국
고객이 최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앞으로 한국 내의 레이저와 광통신 관련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희 투
식스코리아는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기술로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장 대리는“파이버레이저 커팅헤드의 경우에는 이미
양산품으로 국내에 다량 공급되어 있으며, 용접헤드

■ 투식스코리아(www.ii-vi.com) 02-6242-2626

와 브레이징헤드 또한 국내의 생산라인에 자리잡혀

월간 금속&용접저널 2019. 07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