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imteq Ltd – 전선 제조 부문 경영혁신 시스템

케이블 설계 및 제조를위한 소프트웨어의 선두 개발자인 Cimteq Ltd는 전 세계시장에 모든 종류의 케이블 제조공정 설계와 생산관리에 관한 혁신적인 솔루션
을 제공합니다. Cimteq의 솔루션은 모든 산업용 케이블 제조업체 (광섬유, 이더넷, 전원 케이블, 통신 케이블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래희망
Cimteq Ltd는 산업용 케이블 제조 부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소프트웨어의 세계적인 개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각 개별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
도록 맞춤화 되어 고객이 최대한의 이점과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관심있는 한국 기업과의 만남을 희망합니다.

제품
CableBuilder
Cimteq의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링 및 비용 소프트웨어인 CableBuilder는 현재 전 세계 수백 개의 공장에서 초기 설계 개념부터 전체 공정을 ERP 시스템에 직접
전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케이블 설계 데이터 관리를 단순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CableBuilder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워크플로우 마일스톤을 통해 케
이블 설계 및 제조의 전체주기를 관리하여 정확한 비용 계산, 낭비 감소 및 노동 집약적인 작업 자동화를 제공합니다. CableBuilder 3D를 추가하면 3D 모델을
쉽게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데이터 시트, 보고서 및 제품 카탈로그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CableMES
이 회사는 또한 케이블 제조업체가 케이블 제조 실행 시스템 (CableMES)을 사용하여 제조 프로세스의 모든 측면을 효과적으로 계획, 관리 및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신 산업용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을 사용하여 대규모 케이블 제조 작업을 최적화합니다. CableMES는 혁신적인 맞춤형 제조 실
행 시스템 (MES)입니다. 플랜트 생산을 극대화하고 제품 품질을 개선하며 재고를 줄이고 정시 납품을 보장합니다.

Software 설치 및 실행
Cimteq의 엔지니어는 범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제조 시설을 방문하고 고객을 위한 제안서를 준비합니다. 각 솔루션은 개별 고객의 요구와 운영에 맞게 특별
히 맞춤화 됩니다. Cimteq 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설정한 다음 고객의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후에는 소프트웨어가 원격으로 지원됩니다. 
Cimteq는 고급 기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객에게 추가 사이트 방문을 수행합니다.

상세자료
CableBuilder Brochure(클릭)
CableMES Brochure(클릭)

상담 신청 (클릭)

http://mabsconsulting.com/wp-content/uploads/2021/04/Cimteq-CableBuilder.pdf
http://mabsconsulting.com/wp-content/uploads/2021/04/Cimteq-CableMES.pdf
https://forms.gle/hpE3X3Av83FePsYg7


BCB International – 응급구조, 방위 및 생존장비

BCB International은 군사, 법 집행 및 응급 구조 부문을 위한 보호, 인명 구조 및 생존 장비의 선도적 인 제조업체이자 공급 업체입니다. 또한 아웃도어 애호가들이 소매점을 통
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소매 시장에 맞게 일부 제품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거래희망
이 회사는 군대, 경찰, 소방서 등 공공 응급 구조 분야에 입찰 계약이 가능한 업체 및 캠핑과 아웃도어 어드벤처 부문의 소매점(온.오프라인)에 공급하는 유통 업체 또는 에이전트
와 협력하기를 희망 합니다.

제품
플로팅 장갑 구명조끼 (Floating Armoured Life Jacket, HS 722620)
항공 승무원과 차량 승무원을 위한 구매품 제공.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필을 낮춥니다.
탈부착 가능한 팽창식 스톨은 탄환이나 파편 위협으로부터 착용자와 생명구조 부동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고성능 IIIA 장갑 팩 아래에 있습니다.
가스 팽창식 부레에는 자동 트리거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 트리거는 물 속에서 몇 초 이내에 전개됩니다. 장갑 조끼는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작동할 때 부레와 함께 팽
창합니다. 실제적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면서 개별적으로 테스트 되었습니다.

비살상 보트 정지 시스템 (Non-lethal Boat Stopping System, HS 847090)
해상에서 경계 침입, 불법 잠입 등의 의심 보트를 정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최대 200미터의 범위를 가진 Buccaner KIS 보트 정지 시스템(bss)은 특수 페이로드를 사용하
여 방해 작업을 위한 부력 그물망/라인을 설치한다. Buccaner KIS는 회전 속도가 360도이고 수평에서 45도 정도 되는 강도와 고도를 가진 매우 유연하다. 브리지나 제어실에서
원격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으며 폭발성 또는 폭약성 부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Buccaner에는 고밀도 연기, 플레어 또는 부력 보조 장치와 같은 대체 발사체를 적재
할 수 있다. 배치된 선은 강하고 부력이 있으며, 각 끝에 바다 닻이 부착되어 있다.

고체연료 (FireDragon Solid Fuel, HS 220720)
• 군인 또는 야외 활동가가 빠르고 안전하게 식량을 조리할 수 있도록 경량 고체 연료 • 다양한 형태로 사용 가능(젤, 액체 또는 고체 블록)
• 모든 날씨에 적합하며, 극한 조건에서도 쉽게 점화 • 친환경, 100% 천연 성분으로 제조(채소 폐기물)
• 식품에 안전함 • 무독성 무취 발화 • 긴 연소 시간과 낮은 광도 • 대부분의 실외/야영 조리기와 호환 가능

서바이벌 키트 (Survival Kits, HS820790)
원래 적진 뒤에 있는 SAS 요원들을 위해 개발된 BCB 서바이벌 키트는 나중에 모든 종류의 군인들이 항상 휴대할 수 있도록 개조되었다. 같은 상품들이 모험 여행에서 야외 마니
아들을 위해 더 상업적인 버전으로 이용 가능하다. Camo Cream / 밀리터리 페이스 페인트, 카무플라주 네트 등 추가 제품 사용 가능. 특수부대(예: 갑옷, 의류, 장갑, 밧줄, 가방
등)를 위한 PPE – 기본적으로 장비의 완전한 앙상블입니다.

상세자료(클릭)
연결된 파일에서 동영상을 꼭 시청해 보세요.

상담 신청 (클릭)

https://bcbinternationalltd-my.sharepoint.com/:p:/g/personal/bs_bcbin_com/EXbQZ8Kd6-NFpvP2zYhvMjMBbLSPYgBsvgcWHL2iyLqSSQ?e=58D9NE
https://forms.gle/t2rW6UFC5SXk5bbLA


Celtic English Academy – 영어연수 기관

2004년 설립된 셀틱 영어 아카데미(Celtic English Academy, CEA)는 영국 카디프에 위치한 독립 아카데미로서, 지금까지의 교육 초점은 항상 전세계의 단기 또
는 장기 강좌로 학생 아카데미의 대면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데 있었으나 COVID-19 영향으로 여행이 제한됨에 따라 온라인 가상 강좌를 개발했으며 이러한 새
로운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유학원 고객, 그리고 대학교와 기업들의 영어 훈련 니즈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기를 희망합니다.

프로그램 특징
• 10세부터 성인까지, 2주부터 1년까지의 다양한 교육 과정
• 세계 50여 개국으로부터의 다양한 학생 구성
• 런던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는 웨일스의 수도에 위치
• 매우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

CEA는 대면 직접 교육 과정과 비대면 가상 교육 과정 모두에서 가장 전문적인 교육기관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과정은 최고의 경험과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셀프 가이드 학습, 가상 그룹 수업,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혼합 편성한 과정입니다.

프로그램
• 성인 종합영어, IELTS 및 Pre-Master’s 준비 과정
• 대면 직접 교육 과정과 비대면 온라인 교육 병행
• 기업, 대학교 등 주문형 프로그램
• 초중등학생 방학 연수 프로그램
• 비즈니스 영어
• 영어교사 프로그램 등 영어 훈련 모든 과정 제공
• 숙소: 홈스테이 및 기숙사

상세자료
Celtic English Academy 홈페이지 참조 (https://www.celticenglish.co.uk/)

상담 신청 (클릭)

https://www.celticenglish.co.uk/
https://forms.gle/Kk5zanLtXgTDJSiK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