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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벤다와  3D 디지타이저(Digitizer) 등의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모집지역 : 남북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당사는 1963 년에 창업한 이래, 50 년간, NC 제어 & 광학응용의 소성가공용의 생산 설비 

메카로서, 파이프 벤다, 하이드로 포밍, 비접촉 삼차원 측정기,등을 개발하고, 일본 국내 

5 영업소, 현지법인 Miic &Co. ,Europe GMBH(뮌헨), Miic America(디트로이트), Miic 

OPTON de Mexico S. A. de C. V. (멕시코)를 통해서, 확대판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현재는 자동차, 가전업계를 주시장으로 항공기나 가구업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당사의 특허기술의 제품이 온세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침으로써, 온세계에 영업, 서비스의 거점망을 확대하기 위해, 대리점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세계의 여러분에게 당사의 제품이 보내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해 줄 대리점을 모집하여, 확대판매에 노력하여, 고객, 대리점, 메카가 함께 공생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모집내용. 
1. 판매상품（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1) 3 축 직교식 파이프 벤다 시리즈.  

세계에서 30 년간 표준형으로써 널리 보급되고 있는 타입의 파이프 벤딩 가공기입니다. 

(2) 로봇 벤다식 파이프 벤더 시리즈 

당사가 독주하는 벤다는, 자동차 에어콘, 브레이크 튜브 업계용의 파이프 

가공 FA 시스템에 최적으로써, 종래 기계의 2∼5 배의 생산성 UP 이 시도되었고, 

다수의 FA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비접촉「면 단위」측정식 파이프 측정기 

파이프 벤다와 LAN 접속하여 벤딩 형상을 자동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측정기입니다. 파이프 생산 공정에 있어서, 시작에서는 1000%, 양산에서는 생산성을 

10% UP 할 수 있는 측정기입니다. 

(4) 비접촉 「면 단위」측정식 3D 스캐너 

생산 라인에서 구멍, 모서리, 곡면용의 검사에 최적인 신형 3D 스캐너입니다. 

(5) 비접촉「면 단위」측정식 3 차원 측정기(이동형, 거치형) 

3D 스캐너를 직교 로봇이나 다간접 로봇에 탑재하여,  시작 개발이나 대형 제품의 

측정에 사용하는 비접촉 3D 측정기입니다. 

 
 



 
 
 

2. 대리점의 기능 

(1) 개인취급점： 기계계 경험이 풍부한 개인이 독립하여, 당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금：예치금 10 만엔（장래 멘트넌스 부품의 전도금으로서 상쇄합니다.） 

・일본 본사 접수 창구（와카스기）：홈페이지 경유로 연락 주십시오. 

・결제 조건：제품 본체는 전부 LC 결제、백 마진 제 

서비스 부품의 결제는 예치금에서 상쇄합니다. 

・가벼운 고장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홈페이지의 트러블 슈팅을 참조하여 실행할 수 

있을 것. 부품은 일본에서 발송. 인건비는 직접 고객과 거래해 주십시오. 

 

(2) 중소규모상사：오너가 제１선에서 영업 활동하고 있는 규모의 기계계 상사 

・계약금：예치금 20 만엔（장래 멘트넌스 부품의 전도금으로서 상쇄합니다.） 

・결제 조건：제품 본체는 전부 LC 결제、백 마진 제 

서비스 부품의 결제는 예치금에서 상쇄합니다. 

・가벼운 고장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홈페이지의 트러블 슈팅을 참조하여 실행할 수 

있을 것. 부품은 일본에서 발송. 인건비는 직접 고객과 거래해 주십시오. 

 

(3) 판매, 서비스 교육：일본 본사、Miic America(OPTON 100%의 현지법인）、Miic 

&Co.,Europe GMBH、Miic OPTON de Mexico S.A.de C.V.에서 요망에 응하여 

대응합니다.  

・홈페이지 경유에서 문의해 주십시오. 

・년 1 회정도, 일본 본사, Miic America, Miic &Co. ,Europe GMBH,에서 집합 

교육&커뮤니케이션 파티를 계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