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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자 2017년 5월 22일

대표이사 박주현

사업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화 시스템 설계 및 제작

  자동화 장비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IoT 기기 개발 · 납품 

  각종 산업기계 제어 관련 설계 및 시운전 전문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산로 247

2021.08 신사옥 이전

2021.03 특허등록  : SECS 메세지 코드 자동생성 시스템

2020.11 ISO 15504 인증 취득

  내부투시 디스플레이 융합 스마트홈 제품

2020.11 청년창업사관학교 10기 수료 (9~10기)

2019.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트너사 등록

2017.09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7.07 벤처기업인증

(주)씽크소프트 기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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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ㅣ 회사소개

주식회사 씽크소프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자동화 장비의 전장 설계 및 제어 솔루션을

개발, 판매 및 서비스 하는 자동화 장비 전문 회사입니다.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개인사업자 시작,

2017년 법인 설립(전환)되었으며 “창의력으로 혁신을 만드는 사람들” 이라는 경영방침으로

끊임없는 혁신과 고객 서비스 강화를 통해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의 성공 비즈니스에 든든한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을 중시하며,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창출을 지향합니다.

People who innovate with think

임직원 수

총      명19

전문 개발자 인력

총      명15

누적 협력사

약      곳30

누적 프로젝트

약          건180

※2022.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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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

생각과 창의력으로 새로운 시장과

신기술을 개발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신속하고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끊임없이 연구 · 개발합니다.

사람중심의 기업문화로

사람을 존중하고 인재를 양성합니다.

고객과의 상호 협력을 중시하며

성공 비즈니스 창출을 지향합니다.

THINK

기술혁신

INNOVATION

사람중심

RELATIONSHIP

고객만족

PARTNERSHIP

“창의력으로 혁신을 만드는 사람들”

신속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자동화 제어·시스템 기술발전 도모

SLOGAN

VISION



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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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FA 팀경영지원팀

기획

회계

구매

생산정보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SFS 팀

제어 부서 시스템 부서

PLC S/W 자동화 제어

PC S/W 자동화 제어

Mitsubishi, LS산전

시스템 설계

시스템 제작
MFC, C#, Delphi, C Builder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장판넬, 하네스

기업부설 연구소

PLC/SW

IoT & PC S/W

연구 개발
Siemens, AB

연구 개발
데이터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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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장비 · 시스템

전문 기업

생산 정보

자동화 시스템

CIM (SECS) 시스템 개발 및 적용

GEM 시스템 개발 및 적용

장비 제어 시스템

자동화 물류 컨베이어 시스템

반자동 검사 장비 (MACRO)

전지 및 카메라 렌즈 검사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 연마 장비

마이크로 LED Repair 장비

LIMS(물류 정보 관리 시스템)

데이터  메시지 보고 시스템 구성

UI 자동 생성 및 심볼을 이용한 구성

다양한 PLC 제어 통신 연결

스마트 IoT 파티클 센서 및 모니터링 시스템

파티클 IoT 센서 기기

온습도 IoT 센서 기기

IoT 센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HACCP 관리 시스템 개발

S-사양에 기준한 전장 작업

C- MARK 대응 처리

CONECTOR 처리를 이용한 설치 

회로설계

자사 제품 및 서비스 부분

R&D 연구개발 사업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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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subishi PLC Control

GLASS 물류 반송 시스템

CASSETTE 물류 반송 시스템

무선 충전 CLEAN CASSETTE 시스템

CO2 세정 CASSETTE 물류 시스템

FARA 로봇 제어 시스템

MACRO 제어 시스템

DEGAS PLC 설비 제어 시스템

공장 자동화 시스템

Mitsubishi PLC Control

CIM

개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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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생산현장에 직접 관련되는 부문에서 부터 영업부문에 이르기까지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제품의 설계, 제조, 생산관리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품질, MIS, 원가 등)를 공유시킴으로써

수주로부터 출하까지를 총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제조와 경영을 결합시킨 시스템

CIM 개요

자동화 + 성력화 → 고능률 생산

     신기종에 대응하여 제조라인을 유연하게

     다품종소량 생산에서도 높은 생산효율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제품 제조 

CIM의 목적

컴퓨터에 의한 수주정보처리와 자동스케줄링

just in time의 재고관리로 재고극소화

컴퓨터에 의한 통계적 품질관리

생산설비 및 공정의 조업상태의 파악

MIS 데이터의 자동수집 및 보고

생산에너지의 관리와 성에너지화

고장진단기능의 향상(기계휴지시간의 극소화)

기술데이터 관리

생산정보의 기밀유지

CIM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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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정보 자동화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

개발 사용 Tool 및 Language 

장비 시스템 S/W (PC, PLC)

VISION 시스템 (Align)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 통신 (CIM, G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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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

장비 시스템 S/W (PC, PLC)

VISION 시스템 (Align)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 통신 (CIM, GEM)

장비명 : 반도체 Wafer 연마기

개발 언어 : .Net C# MVVM 패턴 사용

Database : Maria DB 사용 

UNIT INFO

    Mitsubishi Inverter (Home)

    JF Control Motion (Teaching Pendent) 

    Probe 측정기 

    Motion 부하율 

    Ajin Analog Unit 4ch

개발 SPEC

1

2

3

4

5

고객사 로고 고객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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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

장비 시스템 S/W (PC, PLC)

VISION 시스템 (Align, Inspection)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 통신 (CIM, GEM)

장비명 : Macro LED Repair

개발 언어 : .Net C# MVVM 패턴 사용

Database : Maria DB 사용 

UNIT INFO

    PMAC Motion 제어 

    Camera (MultiCam, Ethernet) 

    Auto Focus  

    Distance 측정기 (키엔스) 

    UV Lamp 

    Vision ( Align, Inspection )

개발 SPEC

1

2

3

4

5

6

고객사 로고

고객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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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

장비 시스템 S/W (PC-C#)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 통신 (CIM, GEM)

장비명 : 반도체 Wafer IMPRINT

개발 언어 : .Net C# MVVM 패턴 사용

Database : Maria DB 사용 

UNIT INFO

    Roll to Roll 장력 Motor 제어

    Wafer pattern Imprint

    Host communication(HSMS, GEM)

    I/O, Motion, Analog, LoadCell, UV 제어

개발 SPEC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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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 배선 처리 기술

S-사양에 기준한 전장 작업

C- MARK 대응 처리 

CONECTOR 처리를 이용한 설치 



모듈화 · 패키지화된 시스템으로 현장 설치까지의 소요기간이 짧음

최적화된 통신 호환성 적용으로 상급 개발자없이 쉬운 시스템 유지 · 보수

LIMS는 추가 개발(프로그래밍)없이 고객사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하여 경제적

통합관리 솔루션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 호환성이 높음

다양한 IoT 기기들과 결합하여 생산 능률을 올릴 수 있음

림스 (LIMS)의 차별점

물류정보관리 시스템 (LIMS)

창의력으로

혁신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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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통신

물류컨베이어벨트  ↔  IoT 파티클센서
각각 연결

LIMS 시스템
신속하고 효율적인 S/W 개발

파티클 센서
확장성, 호환성

전장박스 설계 및
관리 시스템 개발

열화상 카메라 등
전장박스의 IoT기기

전장박스

3

수율 증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통합관리·제어 솔루션 LIMS

     전체 시스템 (물류 컨베이어, Iot 기기, 전장박스)의 손 쉬운 통합관리 제공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 → 빅데이터화 → 생산량 증가 및 수율 증가

LIMS(물류 정보 관리 및 트레킹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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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제품의 정밀화를 위한 생산공정의 미세화 파티클로 인한

불량률 감소와 모니터링 및 추적 기능 도입과정의 막대한 비용절감을 위한 센서 및 시스템 개발 진행

클린 룸 파티클 측정

파티클 유입경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알림 기능.

중저가의 파티클센서를 적용하여 미세입자 모니터링 가능한 센서 개발.  

     미세입자 교정 알고리즘 개발          온도, 습도 의존 정밀 오차 보정 알고리즘 개발

파티클량-제조 불량률 관계 분석

외부기기를 통해 청정도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

스마트 IoT 파티클 센서 · 모니터링 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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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실적

해외 반도체 IFG-2040(핸들러+그라인더) 신규 개발 2021. 07. - 진행중 인*** 주식회사

IoT 파티클측정 기기 납품      2021. 11. - 2021. 12. 대성***

왕복내구시험기 전장 및 SW(마찰시험기 SW 수정)  2021. 08. - 2021. 10. (주)에스제이**

SDC ** PHOTO INDEX ROBOT HAND 개조 (PLC) 2021. 09. - 2021. 11. (주)SES****

SDC ** 종속타입 INDEX Shelf Port 추가 개조  2021. 07. - 2021. 09. (주)SES****

SDC ** LaserMarker INDEX SOFTWARE 개발 적용 2021. 04. - 2021. 08. (주)SES****

SDC ** SPT INDEX SOFTWARE 개발 적용  2021. 03. - 2021. 07. (주)SES****

SDC T** 화물 리프트 증설     2021. 02. - 2021. 05. (주)S******

주요 협력사

국내외 주요 기업에서 이미

씽크소프트의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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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디스플레이 라인 물류 반송 시스템

특징    

   카세트 및 Glassl 물류 반송 

   자동화 시스템  구현 

   상위 보고 시스템 CIM 구현

물류 자동화 시스템

위치 

   삼성디스플레이, 엘지 디스플레이

특징    

   Panel  육안 검사 장비로 조명 

   로봇 제어를 통해 효율적인 검사 시스템

Macro 시스템

개발언어 

   .Net C# 4.7.2  

특징    

   제품 표면 가공기로 2um 의

   범위 내에서 가공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완료

반도체 웨이퍼 연마 장비

위치 

   삼성 LED라인

개발언어

   .Net C# 4.7.2  

FA6000 IMPRINT 장비
고객사 로고 고객사 로고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확인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생기원-파트너기업 지정서

(주)솔루더스 공식 파트너 인증서

특허청 SECS 특허증

ISO 15504 인증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서

중소기업벤처부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중소기업벤처부 메인비즈 확인서

인증 및 특허 목록

인증 · 특허 내역

창의력으로

혁신을 만드는

사람들

CHAPTER 4 ㅣ인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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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1-549-6249

팩스  041-549-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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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www.think-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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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CHAPTER 5 ㅣ오시는 길

창의력으로

혁신을 만드는

사람들

산동
보건진료소

식자재
마트

산동2
교차로

산동로

월산로



창의력으로 혁신을 만드는 사람들

www.think-soft.co.kr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