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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진동 용착  
텔소닉 대영의 유럽지역 독점 공급사가 되다

Bronschhofen (CH), 05/2020

유럽지역에서, 텔소닉은 한국제조사 대영의 진동 마찰 용착 제품군을 자사의 플라스틱 접합 제
품군에 추가했습니다. 북미 시장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두 회사의 기존 성공적인 비즈니스 
관계는 이제 유럽, 러시아 및 북아프리카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독일 Telsonic GmbH
의 기술 센터가 확장되어 설계부터 툴 제작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에게 최상의 지원 및 기술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파트너
텔소닉이 공급을 책임짐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접합 기술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다음 단계
를 밟고 있습니다. 텔소닉 그룹의 최고 경영 책임자 인 Axel Vietze 박사는 “2020 년 4 분기까지 
대영의 진동 용착 시스템을 제품군에 추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파트너 대영과 함께 앞으로
도 제조 품질을 향상시킬 수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광범위한 시스템을 제공 할 것입니다. 우
리는 유럽에서 대영 브랜드를 더욱 발전시키고 미국에서의 오랜 파트너십과 시너지 효과를 통
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영초음파의 이요섭 사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텔소닉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훌륭한 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유럽 시장에 이상적
인 판매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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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초음파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에 본사가 있고 직원 
수 250명 이상인 대영초음파는 진동 용착 시
스템의 중요 제작사로서, 30년 이상 수 많은 
국제적인 자동차 부품 공급사 들로부터 신뢰
를 받고 있습니다.

텔소닉
스위스 브론 슈 호펜에 본사를 둔 텔소닉 그룹
은 1966 년부터 유럽, 미국 및 아시아에서 초
음파 기술 솔루션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끊
임없는 혁신으로 많은 제품에서 사용자에게 
부가 가치를 제공하는등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하게되었습니다. 250 명 이상의 우수한 직
원을 보유한 소유주 가 직접 운영하는 가족 회
사이며 플라스틱 및 금속 용착뿐만 아니라 초
음파 세척, 스크리닝 및 절단을 전문으로합니
다. 현재 추세는 이러한 기술이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경량화, 전동화, 배터리 
생산, 포장 산업, 의료 기술 및 3D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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