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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2014년 1월 1일 

대표이사 정 운 창 

본사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탈2로 70 대륭테크노타운 19차 1409호 

주요사업 반도체 제품 판매 및 개발 공급 

2017년 매출액 약 70억 내외 

주요 BIZ 반도체 장비 부품 공급 및 반도체 칩 개발 공급 등 [MCU / SENSOR / IC 등]  

AI / IoT / AUTOMOTIVE / SMART MACHIE PARTS /  

1. 회사개요 



-. Logo : “능숙하게 다루다”의 뜻으로 IT 업계에서 반도체 관련 제품을 능숙하게 처리 함 

-. Concept : 심플하고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 함 

2. LOGO Concept 



3. 회사조직도 



[2020년~2021년 

[2014년 ~ 2015년] 

[2016년 ~ 2017년] 

[2018년~2019년] 

반도체 메모리 TEST 장비 제조 공급 

(주)디아이 거래 체결 

HI-SILICON 해외 대리점 업무 협약 

 MEANWELL 해외 대리점 업무 협약 

AVX社 취급점 업무 협약 

LONGSYS社(MICRO SD CARD)협약.  

BIWIN社 (SSD) 취급점 업무 협약 

XTX社 취급점 업무 협약 

KSI社 (EMMC) 업무 협약 (PHISON). 

ROHM社 취급점 업무 협약.  

DONGGUAN RELY 와의 업무협약 

AUTOMOTIVE용 반도체 제품 공급 

NEW BIZ 확대 [AI / IoT / DISPLAY] 

LGE / 삼성전자 공급 목표 

4. 회사연혁 

-. 2019년 : 매출120억 목표 [Automotive용 제품 공급 확대] 

-. 2018년 : 매출90억 목표 [AI / IoT용 제품 공급 확대] 

-. 2017년 : 매출70억 달성 



-. ㈜프라이웍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안정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 2018년~2019년은 4차 산업의 중추적인 Automotive / AI / IoT / Smart Factory 분야 확대 

-. 2014년부터 매년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_하기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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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16 26 56 70 88

Semi 10 16 30 42 55

Device 6 10 26 28 33

Sales Revenue 

5. 회사매출현황 및 BIZ 



-. 반도체 부품 : NXP / BOSCH / SEMITECH / INFIEON / OMRON / ABB / KSI / CYPRESS / MICRON 등 

-. Device : IBASE / TPM / ROHM / BOURNS / 기타 다수 등 

-. 반도체 장비 : TI / Microchip / 삼성전자 / 하이닉스 / 기타 다수 등 

MODULE 

SETS 

SECURITY / DVR 

SENSOR 

CHIP 

DC / POWER / CONNECTOR 

SSD / SD CARD 

DEVICE_ELECTRONIC 

SEMICONDUCTOR EQUIPMENT 

6. 비즈니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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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 EQUIPMENT 

 -. DI /  NEOSEM 

 

SMART FACTORY 

 -.  WILLINGS / PSTEK 

SEMICONDUCTOR 

 -. 삼성전자 / 하이닉스 

 

CHIPS [Sensor] 

 -. SONY / OMNI 

DEVICE [DSP / MCU] 

 -. 하이실리콘 / AVAGO 

 

MODULE 

 -. IP / CCTV / B,B 

INDUSRIAL 

 -. FOCUS / ABB 

 

SETS 

 -. IDIS / HITRON 

6-1. 비즈니스 분야_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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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분야 : Automotive / Smart Factory / Equipment 등 적용 예정 제품 

-. 주요 분야 : SEMI / CHIP / MCU / DSP / Industrial [반도체 장비 등] 

IDIS,  
Incon / TRUEN, 
Hitron systems,  
Focus HNS, 
RIFATRON, ANT KR 
SEYEON TECH, KCE,  

IP / CCTV / DVR 

Pittasoft,  
THINKWARE, 
MCNEX, 
MITSUMI 
INFAC 
SONY 

AUTOMOTIVE 

WILLINGS,  
HEX Power System, 
PSTEC, /  KACO  
IN-TECH 
PNCTECH 
LGE 

태양광 인버터 / UPS 

NEOSEM 
DI / TSE 
COSTEL,  
nComputing / QDIS 
Trigem,  
Daewoo 

반도체 장비 / Industrial 

6-2. 비즈니스 주요분야_Application 



-. ㈜프라이웍스는 세계 각 지역의 정식 대리점 및 협력사를 통해 안정된 제품을 공급합니다. 

-. 싞뢰 높은 제품만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본사] 
중국[심천/홍콩] 

유럽 

미국 
일본 

싱가포르 

6-3. 비즈니스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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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ervice Support / Product Development 
 

-. Best Price :  

-. Best Delivery :  

-. Best Quality :  

7. 고객사 서비스 시스템 

https://www.ptc.com/en/products/iot/use-cases


-. On Time Delivery : Prompt Shipping as Scheduled 

-. Hard to Find Products : 100% Original Factory Sealed 

-. Best Quality Product : Most Competitive Products with in depth Technical Support 

-. 완성도 높은 RDK를 통한 안정적인 PBA 제공 

-. 다양한 고객의 Needs 대응 가능 

-. 특화된 Function에 따른 다양한 Solution 제공 

-. 다양한 개발 및 생산 경험으로 안정적인 Solution 제공 

Stabilization Solution Various Solution Technical Support 

7-1. 고객사 서비스 시스템 



-. 국내 Set Maker를 대상으로 반도체 IC 및 부품 공급 시스템 

-. NVR(DVR), 의료용 모니터 및 장비, 반도체 검사 장비, 태양광인버터 등의 시장에 공급하는 시스템 

-. 해외 정식 대리점을 통한 안정적인 자재 조달 시스템 

-. 방위산업, 민수사업, 국책사업 개발 및 구매 시 필요한 정품 서류 제공 (해외 대리점 & 제조사 발급) 

-.  On-Line Sales BIZ 정품만 취급하는 On-line site 구매 대행 시스템 

    (Digikey, Mouser, element14, Chip1stop, Verical, Rochester 외 다수) 

-. Certificate Of Compliance : COC 서류 발급 시스템 

On-Line Sales BIZ 

7-2. 고객사 서비스 시스템 



-. 반도체 시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적극적 프로모션 활동  

-.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공급 함으로써 고객 만족 극대화를 최우선적 활동 

-.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활동 

Smart Phone Automotive IP / CCTV Black Box 

DVR / NVR IoT Smart Factory 

8. (주)프라이웍스 비즈니스 성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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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of powerful Networks 
 

-. PLYWORKS. Co. Ltd.가 제공하는 해외네트워크 현황입니다. 

9. (주)프라이웍스 비즈니스 파트너 



지하철 이용 시 

가산디지털단지역(1,7호선) 5번 출구 / 도보 10분  

5번 출구에서 직짂하여, 횡단보도 건넌 후 300m 직짂  

(근방에 기업은행, 국민은행, 싞한은행이 있습니다.) 

    주소 / 연락처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탈2로 70 대륭테크노타운19차 1409호 

전화번호 : 070-8611-9757 

팩스번호 : 82-2-3289-6881 

E-mail : daniel@plyworks.co.kr 

정류장 노선 

디지털3단지사거리(18-110)  571, 652, 653 

디지털3단지사거리(18-112)  503, 504, 57, 652 

버스 이용 시 

10. (주)프라이웍스 찾아 오시는 길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탈2로 70 대륭테크노타운19차 1409호 



㈜프라이웍스 기술영업본부 

2018.4.2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