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ONICS
Company profile



chapter.
01

02

03

04

05

06

07

인사말

회사개요

회사연혁

조직도

주요사업분야

주요거래처현황

찾아오시는 길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2003년 창업 이후 상표인식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본의류 OEM, ODM기업에 수출용 라벨, 바코드 라벨 시스템등을 공급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업들과 함께 수출의 최전선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는 고객의 다양성에 맞추어 전세계적으로 소싱 및 우수한 협력제조사를 

발굴하여 고객의 니즈에 부흥하고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미리 알고 선도적으로 협력하며 ‘우리랑 일하기에 괜찮은 기업

이구나!’, ‘성실한 기업이구나!’, ‘ 믿고 맡겨도 되는 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이 되고자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사별로 충분히 여유로운 고객관리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하여 고객의 비즈니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개요
회사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문사업분야

전화번호 / FAX

설립년도

트로닉스(TRONICS)

김 유 석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1차 710호

104-03-42545

바코드 관련 상표인식 제품
의류용 라벨류 및 보안등의 특수라벨 용지

T. (代)1588-1607 / 02-2271-2626
F. 0505-920-9888 / 02-2115-8527

2003년 (매출액 3,400,000,000 / 2016.12기준)



연혁

2003년 09월    TRONICS 설립
12월    일본 CITIZEN社Barcode Printer 공급계약(일본 직수입)
             CASIO Handy Terminal 공급계약(일본 직수입)

2004년 02월    Avery RIS Distributor 계약
03월    의류업체 매장관리 System 공급 개시
05월    Barcode Label 생산用인쇄 설비 도입 

2005년 07월    현대,기아 자동차 협력업체 KAMTEC에
             Barcode System 공급
08월    한국 공항 공사(KAC)에 Barcode System 공급
09월    한국 공항 공사(KAC) 전 지사에 Barcode System 공급

2006년 01월    인천 국제 공항 공사에 Barcode System공급
02월    바코드 라벨 사업부 골드인쇄 합병
04월    한국 공항 공사(KAC) 제주지사에 Barcode System 공급



2010년 02월    Golden state 라벨 원단 직 수입, Dynic 라벨 원단 직 수입
             중국 라벨 제조·직수입(제조사 대외비)
07월    성수동 사옥 이전 

2012년 03월    Richo 리본 수입

2013년 01월    Dynic Thermal Transfer Film 수입
08월    의류用 케어라벨 원단 제품군 확장 수입(20여종 공급)

2014년 03월    NFC Label 수입 및 생산
             보이드 라벨 소재 / 고온라벨 소재 / 침수라벨 소재 수입

2015년 01월    labelntape.com 케어라벨 원단 전문 홈페이지 개설
06월    boann.co.kr 보안류 라벨 소재 공급 전문 홈페이지 개설

2016년 07월    tronicsshop.co.kr 트로닉스제품 구매전용 홈페이지 개설



조직도

대 표

영업부

영업관리1

영업관리2

총무/회계 기술부

생산부

디자인부

경영/관리부 기술/생산부



주요사업분야

Barcode Barcode Printer 공급(Avery Dennison)
각종 Barcode 소모자재(헤드)공급
(Avery, Zebra,...)

특수라벨 보이드 보안라벨, NFC Tag, Broken Label
고온라벨, 침수라벨 등 보안용 라벨 공급

Sourcing 케어라벨, 행택, 스티커 대행 출력
(당사 개발 웹발주 시스템으로 오류없이 누구나)

원단/소재 직물 원단 공급/수입
(의류用 케어라벨 원단/리본)



Sourcing의 이해
당사에서 개발한 웹발주 시스템을 이용해 부자재(라벨류) 등 발주

-전세계 어디에서든 손쉽게 인터넷 접속으로 

   발주 및 현황 접근가능

-다양한 형태로의 발주프로그램 설계 반영 

-기존 ERP, 액셀등의 문서로 발주연동 가능

-웹발주 프로그램 장점   

    *다국어 인쇄 지원 가능

    *기존발주 방식의 인쇄오류부분 개선



사업별 주요품목
TRONICS

www.tronics.co.kr
Barcode Printer
-Avery Dennison(Novexx)
-Argox 
-TEC 
-PAXAR 
-CMM / Vega Series 
-Citizen / CLS Series

LABEL 
-Woven Label, Print Label, Main Label
-Wapen, Fathener(택고리)

TAG
-옵셋택, 행택, 롤택

인쇄공정 제품류
-카달로그, 명함, 롤스티커, 데드롱스티커



LABEL & TAPE
www.labelntape.com

CARE LABEL
-나일론(Nylon Taffeta)

-폴리에스터 공단(Polyester Satin)

-폴리에스터 타프타(Polyester Taffeta)

-핫멜트(Hot Melt)

-양면공단(Double Satin)

-아세테이트(Acetate)

-파이버(Fiber)

-면(Cotton)

-ETC.(색공단, 주자 등)

Ribbon  
-Made in japan Thermal Transfer
  Ribbon Series(TPC4, HR6E...)

-Richo | Dynic | Armor



TRONICS BOANN
www.boann.co.kr

특수 스티커 및 원단
Void Label(봉인용 보안스티커)

-비잔류형(Nontransfer)
-잔류형(Partial transfer) 

Broken Label
-파괴형 스티커
-파괴칼집형 스티커

Water Sensitive Label
-침수스티커(전자제품 수분접촉 여부 확인)

고온라벨
-240℃~600/800℃ 고온에서 버틸수
  있는 내열성을 가진 스티커
  



TRONICS SHOP
www.tronicsshop.co.kr

보이드스티커

케어원단 및 리본

바코드프린터

라벨프린터

주문제작 상품 등 트로닉스 제품 구매 전용샵



해외직수입 특수목적(Void, Destructive) 점착라벨
원단 수입, 제작
바코드프린터용 열전사 리본 수입, 배급
RFID NFC라벨 스티커 수입, 배급

온라인 사업 라벨소재

바코드 장비 및 소모품

보안라벨

를 후원합니다.
미아방지 라벨 제작

사회공헌

트로닉스제품 구매 전용 쇼핑몰

www.tronics.co.kr | www.labelntape.com | www.boann.co.kr

트로닉스 제품 구매 전용 쇼핑몰

TRONICS
VOID | CARELABEL | BARCODE



주요거래처

...외 약 500업체

Avery Dennison  FreshMarx
9417 Printer

협력업체



찾아오시는길

※지하철로 오실 때 : 2호선 성수역 하차 후 4번출구에서 도보 400m

※승용차로 오실 때 : 네비게이션 명칭검색에서‘트로닉스’검색



TRONICS
www.tronics.co.kr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