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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제어의 핵심기술인 필드버스를 국내 처음으로 상품화에 성공하고, 외국 선진업체에 공급하는 큰 성과로

 높은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검증 받았습니다. ISO9001 인증으로 품질관리 시스템을 공인 받았으며, 

해외에서는 CE 인증서를 획득하는 등 업계내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다양하고 통합적인 필드버스 솔루션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임직원 모두가 미래기술에 자신감을 가지고 무한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크래비스는 산업제어 전문기업으로서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 진취적 연구개발로 

산업자동화 분야의“국가대표” 기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유일! 필드버스(Fieldbus)전문기업

Industry-Control Leader



산업용 제어기 기술력 1위!

ATC(산업통상자원부 R&D 우수기업) 선정!

전체 인력의 40% 연구인원!

2M, 5Mega CameraLink 카메라 출시

스마트 / ITS 카메라 개발

Configuration (IO Guide Pro) 개발 및 출시

EPC (임베디드 패널 컨트롤러) 개발

터치판넬 / PLC / Fieldbus / HMI의 통합형

USB 2.0 카메라 및 비전 센서 카메라 (타이어 검사용) 출시

골프 카메라 시스템 출시

삼성중공업 선박용제어기 개발 및 생산

FnIO 선급 인증 (DNV,노르웨이) 획득

회사 이전 (수원시 망포동 디지털엠파이어 D동 11층)

원전온도제어기 포스코 ICT공급

삼성중공업 엔진컨트롤러 (IAS SSAS Master) 개발 및 공급

- PCU (프로세스 제어), 실시간 운영체제 32bit

- FIU (필드버스 I/F)

- PROFIBUS, LAN, MODBUS, NMEA등 다양한 I/F 지원

- IOU (IO 모듈) 다양한 형식을 지원하는 IO

- A-시리즈 개발 및 공급 (박스 + 슬라이스 타입)

실물화상기 (SDP-6500) 개발 및 생산

Line Scan 카메라 : 4K, 코닥 센서, CL I/F

교통정보 영상검지 시스템 실용신안 등록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인증 획득

포스코 원전제어기 개발 협약 

Mini Cam 출시 : 국내 최초 소형 아날로그 카메라 (29 x 29 x 29mm)

헤더 분리형 카메라 (듀얼 헤드 : 반도체 검사용) 출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산업용 카메라 삼성 Techwin 공급 라인스캔 카메라 

크래비스 최초 비전 카메라 및 사업화 Start

ISO 9001 : 2000획득

삼성 Techwin CCTV 카메라 및 실물화상기 개발

FnIO 개발 및 우수품질 인증 (EM) 획득

NXIO 시리즈 : Rockwell사 OEM 공급

1790 시리즈 : 박스타입 리모트 IO (R사 위탁)

J사 인터락 보드 : AIO/DIO, DeviceNet, FPGA 기반 인터락 로직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선급 (DNV, 노르웨이) 인증

산업용 네트워크 제어기 (리모트 IO) 출시

FnIO S 시리즈 : 아시아 최초 슬라이스형, 32채널 확장,탈착식 터미널 블록

INNO-BIZ기업 선정

LS산전 협력업체 선정

삼성전자 (생기센터) 및 삼성테크윈 (영상정보사업부)

협력업체 선정

회사설립 및 위탁 개발

G시리즈 80여종 시장 출시(CC-Link IE Field, 

CC-Link IE Field Basic 확보

Sony CMOS 라인업 (GigE, CXP, CL, USB 3.1)

IPC Block Series 출시, Altus PLC 국내 출시

Allied Automation, RMA Electronics(미주 지역),

 SUER (러시아및 CIS 지역) 대리점 체결

NevisTek 대리점 체결 (말레이시아)

220억 매출 달성

해외 전략워크샵

중속형 I/O (G 시리즈) 출시

산업용 모션시스템 개발

48MP CxP Camera 개발

선박용 I/O(M 시리즈) 개발 착수

비전 블록 (Remote I/O + Vision) 개발 착수

EtherCAT AIO 32 / DIO64 Board 출시

G시리즈 1차 18종 출시

50M  CoaXpress 출시

AW 2016, Korea pack 전시회 참가

iMiD, 독일Vision show 전시회 참가

Offshore Korea 전시회 참가

ViDi Systems 대리점 계약

Hitachi Europe OEM공급계약

EtherCAT NODE ID 모듈 출시

Sharp sensor 라인업–GigE, CL, USB2.0

부산 코마린 전시회 참가

대구 다멕스 전시회 참가

고속형 IO R시리즈 95종 출시

29x29mm CCD 5메가 카메라링크 카메라 개발

신사옥 이전 (용인시 하갈동)

ATC (우수기술센터:산자부) 선정

고속형 필드버스 개발 착수

25메가 카메라 출시

MUX 카메라 출시 (6대의 CL Type을 1개의 케이블로 전송)

저속형 FnIO GE 공급 및 개발 계약

CL 카메라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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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s Message

“100년 장수기업”을 꿈꾸는 히든 챌린저!

진정으로 좋은 기업이란 어떤 기업일지 생각해 봅니다.

급속히 성장하는 회사, 외형만 좋아 보이는 회사보다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도전하고, 

직원의 꾸준한 자기 개발과 실력향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회사가 더 많이, 더 오래도록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객보다, 회사보다 주주보다 직원들이 더 행복한 회사, 오랫동안 안심하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회사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직원들이 많은 회사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도 산업용 분야에는 국산제품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지만, 글로벌 대기업을 통한 성공적인 납품실적과 

품질검증 체계를 참고사례로 이만큼의 국산화와 수출실적을 이룬 것도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무한경쟁의 시대에도 기술과 사람만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성장하는 직원들과 함께 

산업자동화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기술! 

그 중심에 선 (주)크래비스의 미래를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 드립니다.

인사말 CEO’s Greeting

황준현 대표이사

CREVIS KEYWORD

고객을기다리지않게
신속한 기술지원과
납기준수

품질향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통합 시스템

신속하고 정확한
개발능력과
높은 가격 경쟁력

SPEED ! OPEN ! SPECIAL !



국내 최초 슬라이스 타입의 필드버스 네트워크 IO

사용자의 편의고려, 착탈방식 RTB(Removable Terminal Block)적용

강력한 IO Diagnostic 기능

DeviceNet IO

PROFIBUS IO

CANopen IO

CC-Link IO

EtherNet

EtherNet/IP IO

PROFINET IO

EtherCAT IO

Modbus IO

CC-Link IE IO

Programmable IO

40만화소 ~ 2500백만 화소에 이르는 다양한 해상도 보유

다양한 센서 사용. CCD 및 CMOS, 흑백 및 칼라 카메라

고감도 CCD라인스캔 카메라 및 고속 CMOS 라인스캔 카메라

GigE 카메라

카메라링크  카메라

USB 2.0 / 3.0 카메라

아날로그 카메라

라인스캔 카메라

인간이 판단하는 것과 같은 최상의 검사결과를 제공

자가학습 방법으로 별도의 영상처리 개발이 필요하지 않음

종래의 영상처리기술로 구현하기 어려운 불량 및 이미지 분석에 최적화

개발기간 최대 3일 - 빠른 적용 가능

ViDi Red

ViDi Blue

ViDi Green

Window 환경에서 최적의 HMI 솔루션 제공.

Serial Ports RS232 / RS422, 485 Combine Ports 지원

Programming, CoDeSys 기능 탑재 (iX Soft Control)

iX Rugged

iX TxA 시리즈

iX TxB 시리즈

iX TxC 시리즈

iX TxE 시리즈

iX soft control

리모트 IO

산업용 카메라

ViDi Suite 소프트웨어

터치판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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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Product line

표준 및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성장하는 글로벌 No.1 제품을 만들어 갑니다.



인재상 Recruit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크래비스가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즐거운 일터, 행복한 삶을 경영이념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 갈 수 있는 인재! 

크래비스가 함께하고자 하는 소중한 인재상 입니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일하기 좋은 으뜸기업 선정서> <취업하고 싶은 기업 “크래비스”>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인재

기본을 지키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인재

청렴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진 인재

Innovation

ProfessionalResponsibility
크래비스

인재상

크래비스 인재경영 

Pay Safety Career

일에 대한 충분한 보상! 입사 후 오랜기간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편안한 근무환경!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지원!

> >

<Inno-Biz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복리후생 Benefits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
개인의 역량과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공동목표를 함께 실현합니다.

4대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

단체 상해보험

보험

•

•

주택 임차자금 : 최대 3,000만원 한도,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

임직원 자녀가 고교, 전문대,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등록금 지원

취학이전 아동(만5세이상) 유치원비 지원

학자금

•

•

경조금 및 경조휴가 지원 (결혼,칠순,사망 등)

기타 선물 지원 (화환,선물등)

경조금

•

•

전직원 기본 건강검진 실시 (1년중 1회)

의료지원

•
회사내 5인이상 동호회 결성시 지정한도내 실비를 지원

동호회 활동 지원

•

연 총 40만원의 여행 숙박비 지원

여행경비 지원

•
회사 도보 10분내외의 아파트 기숙사 제공

기숙사 제공

•

10년 장기근속자, 매년 우수사우 표창

우수사원, 장기근속자 표창/포상
매년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

•
•

수원 역세권 통근버스 운행 (출퇴근 모두 운행)

통근버스 운행

•

특별한 사내행사

창립기념일 기념 뮤지컬 관람 자전거 동호회 체육대회

축구 동아리 해외 전략회의 워크샵 단합대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곡로 29-4 (17099)

대표번호 : 031-899-4599     

팩스번호 : 031-899-4509

E-mail : crevis@crevis.co.kr

29-4, Gigokro, Giheunggu, Yonginsi, Korea (17099)

TEL : +82-31-899-4599

FAX : +82-31-899-4509

E-mail : crevis@crevis.co.kr

CREVIS. Co.,Ltd. www.crev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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