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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친환경 배선기구 선도기업”

당사는 1993년 창업이래“기술력과 품질주의”를 경영방침으로 자동차부품 제조

업체로 성장해왔습니다. 사람과 기술을 최고의 기업 가치로 삼고 지속적인 투자와

미래를 예측하는 새로운 사업 분야에 도전을 하여 고객,주주,임직원에게 성공의

비전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에스아이씨 배선기구는 고품격과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SIC의 신규사업 제품으로 생활 공간에 세련된 디자인과

편리함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축적된 금형 기술력과 시스템으로 급변하는

디자인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다양한 시리즈 제품 개발로 시장의 요구를 대처하며

배선기구 분야를 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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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혁

1993. 09 삼일금형 2017. 01 배선용 꽂음 접속기(KS C 8305)

1997. 03 삼일기업으로 금형, 사출성형 사업시작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KS C 8309) KS인증 취득

2002. 09 주식회사 에스아이씨 법인 설립 2017. 05 스위치, 콘센트 자동화생산 설비 구축

2005. 01 현대자동차 SQ인증 취득 2017. 08 국내최초 항균스위치 개발 출시(특허출원)

2007. 02 중국 청도 삼일정밀유한공사 설립 2017. 10 부산 우수특허 기술상 수상(항균스위치, 콘센트)

2007. 05 중국 청도 삼일정밀유한공사 SQ인증 취득 2018. 06 배선기구 GOYO 시리즈 출시

2009. 09 ISO/TS 16949:2002, ISO 14001:2004 취득 2018. 11 주택용 분전반(KS C 8326) KS인증 취득

2012. 11 SIC 회사 통합(부산/아산)                                 2018. 12 배선기구 ACE 팔레트 시리즈 출시

2015. 10 배선기구 사업 시작 2019. 05 배선기구 ACEⅡ시리즈 출시

2016. 12 배선기구 ACE 시리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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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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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드



- 5 -

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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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기구 - ACE

ㆍ차별 기존 저가형 배선기구보다 깔끔한 표면마감으로 높은 경제성과

심미성을 두루 갖춘 배선기구 라인업 제품입니다.

ㆍ느낌 단순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디자인을 표현하여 사용자는 친근함을

느끼고 인테리어 공간에서는 은은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ㆍ형태 단순함에 부드러운 곡면을 적절히 조화시켜 시각적인 인지성을

높이면서, 깨끗한 형태가 되도록 디자인 하였습니다.

단단한, 깨끗한, 친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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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기구 - ACE 라인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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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기구 - ACE 팔레트

ㆍ차별 유색 배선기구에 스탬핑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경제적이면서도 고급화된

이미지의 인테리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ㆍ느낌 실버 스탬핑 필름이 적용된 제품은 세련된 느낌을 전달하고, 다양한

패턴이 적용된 필름을 사용하면 다양한 색상 연출이 가능합니다.

ㆍ형태 단단한 형태의 제품과 깨끗하고 다채로운 필름이 조화되어 세련된 형태가

되도록 디자인 하였습니다.

세련된, 감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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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기구 - ACE 팔레트 라인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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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기구 - ACE Ⅱ

ㆍ차별 기존 저가형 배선기구보다 깔끔한 표면마감으로 높은 경제성과

심미성을 두루 갖춘 배선기구 라인업 제품입니다.

ㆍ느낌 깔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디자인을 표현하여 사용자는 친근함을

느끼고 인테리어 공간에서는 은은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ㆍ형태 전체적으로 곡면을 적절히 조화시켜 시각적인 인지성을 높이면서

부드러운 형태가 되도록 디자인 하였습니다.

부드러운, 깨끗한, 친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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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기구 - ACE Ⅱ 라인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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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기구 - GOYO 

ㆍ차별 기존 배선기구 제작에 사용하던 방식인 도장 제품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물질,

새집증후군과 호흡기 질환 유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GOYO 시리즈는

업계 최초 원소재 자체 색상 및 펄을 적용하여 높은 퀄리티를 완성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산화아연 항균제를 배선기구와 접목하여 반영구적인 항균작용

FITI, 바이오테카(국가공인 시험기관) 항균력 테스트 99.9% 입증

ㆍ느낌 다양한 컬러와 재질감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ㆍ형태 와이드 타입 플레이트에 투톤 컬러를 조합하여 세련된 형태로 단단하면서도

슬림한 외관을 구현하였습니다.

친환경적인, 항균성

고급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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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기구 - GOYO 라인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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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기구 - 네트워크 스위치

에스아이씨의 터치스위치는

사용자 경험으로 완성된 아이콘을

적용하여 사용설명서 없이도 직관적으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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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기구 - 네트워크 스위치

ㆍ차별 아이콘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탈피하여

직관적인 아이콘과 중앙 집중형 레이아웃으로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ㆍ느낌 사람이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비례의 디자인으로 시각적인 안락함을

주고 스탬핑 필름을 추가하여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퀄리트를 높였습니다.

ㆍ형태 시각적으로 편안한 라운드 사각 형태와 실버 스탬핑 포인트로 고급형 제품

형태를 구현하였습니다.

편안한, 고급스런, 직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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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기구 - 네트워크스위치 라인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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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기구 - 주택용 분전반

ㆍ차별 도어의 오픈이 용이하며 시공과 수리가 편리합니다.

ㆍ느낌 슬림함과 심플함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타사 분전반 대비 세련된 이미지입니다.

ㆍ형태 인테리어 공간에서 벽면과 하나된 느낌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슬림한, 심플한, 깔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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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기구 - 주택용 분전반 제품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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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