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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산업 제품의 재질은 갈수록 견고해 지며 품질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산업 군에서는 더욱 까다로워지는 

고객의 눈높이와 치열해지는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의 생산성과 비용절감을 동시에 이룰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따라 대구텍은 고객사의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혁신적인 금속가공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1916년 강원도 상동 광산의 텅스텐 노두에서 시작된 이래 100년의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되어온 대구텍은 뛰어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와 통찰력 

있는 R&D, 그리고 고객 지향적인 섬세한 마케팅 전략으로 초경 절삭공구는 물론 양질의 텅스텐 분말과 초경롤 및 특수 산업 제품 등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대구텍은 첨단 기술력과 노하우로 다양한 고객사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가공 솔루션과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객이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nvironmental Policy
Innovation

Marketing & ServiceSelf-Leadership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rporate Partnership

Success

Creativity

Teamwork

New Growth Engines

Core Competency



Customer Satisfaction

대구텍은 고객 만족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AS팀은 정기순회 방문 외에도 요청에 따라 고객사를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기대치를 가늠하고 그 기대치를 능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대구텍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고객 만족의 목표입니다.

Logistics & Warehousing

대구텍은 전세계의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 요충지에 물류 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 전자동 물류 시스템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텍의 국제 물류 허브는 고객에게 언제나 정확한 납기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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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

Productivity Improvement

Global Network High Technology

Cost Reduction

Technical Support

대구텍의 모든 제품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기꺼이 수용하며 완벽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온 연구개발의 결과물입니다. 또한, 첨단 R&D센터와 뛰어난 연구진의 

혁신적인 연구는 언제나 한발 앞선 제품을 고객에게 선보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대구텍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Quality Management System 

대구텍 고객 만족의 첫걸음은 신뢰가 바탕이 된 통합 품질경영시스템에서 시작됩니다. 표준화된 제조 공정과 엄격한 품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 할 수 없는 

대구텍의 신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대구텍은 글로벌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 품질 관리 규격을 준수하는 전 자동화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공정에 적용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 환경의 보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 품질경영시스템 (AS 9100/ISO 9001), 국가 품질경쟁력

우수 기업 인증,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FTA (업체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및 AEO (종합인증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획득하여 대구텍의 제품을 전세계의 고객에게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업계의 대표적인 모범선도기업으로 탄탄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Health and Safety  

대구텍은 인간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보건안전 경영 (OHSAS 18001) 및 에너지 관리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지구 환경 

보호, 에너지 절감은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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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텍 경제학은 공정 개선과 원가 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객이 언제나 한 발 앞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구텍이 제안하는 금속가공과 기술 

지원의 통합 신개념입니다.

원가절감 솔루션

대구텍의 비용 절감 프로그램은 유연성과 효율성을 자랑하며 광범위한 툴과 공정관리를 기초로 맞춤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대구텍은 고객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 영역과 목표를 정하고 실질적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이러한 밀접한 파트너쉽은 고객으로 하여금 정해진 시간 안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최상의 부품을 생산해내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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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 조사 원가절감 제안서 제출

제품테스트 고객승인 최종보고서 제출

개선방안 모색 새로운 가공공정 적용

매트릭스

(자동 재고 관리 및 비용 절감)

턴키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

신제품 적용에 의한 

수익성 향상

기술지원 및 교육
라인 개선 프로그램

원가 관리 프로그램

라인 최적화를
위한 리스트작성

가공성 향상을 위한
라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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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making

우수한 제품으로 드릴 가공의 선두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구텍이

한차원 높은 드릴 가공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탁월한 가공성을 자랑하는

인서트 타입 탑 드릴(TOP DRILL)과 헤드 교환형 러쉬 드릴(DRILL RUSH)

은 고객의 생산성 향상 및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Milling

대구텍의 밀링 제품군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한 동시에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도록 개발된 표준 밀링 제품군

입니다. 대구텍의 제품개발 전문가들은 가공 시간을 더욱 줄이는 동시에

최적화된 생산성을 갖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Turning

대구텍의 터닝 제품군은 최적의 인서트 재종과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탁월한 

작업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칩브레이커, 홀더, 그리고 클램핑 시스템을 

갖춘 표준 ISO 터닝 제품군과 코팅, 비코팅, 서멧, 세라믹, PCD, CBN

등으로 분류된 다양한 재종의 인서트 제품도 함께 갖추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arting & Grooving

대구텍의 혁신적인 T-클램프 제품군은 다기능 제품 시스템으로 절단, 외경 

선삭 & 홈, 단면 홈 & 터닝, 내경 홈 & 터닝, 언더 커팅 및 슬리팅 등의

광범위한 작업에 손쉽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Solid End Mills

정밀 공정과 품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초경 엔드밀 제품군

에서도 대구텍의 기술력은 빛을 발합니다. 이 제품군은 최신 금속 가공 

산업에서 사용하는 까다로운 피삭재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Tooling System

대구텍의 툴링 제품은 BT/DIN/HSK/C-adapter 등 다양한 종류의 섕크 

타입을 보유 하고 있어 거의 모든 장비 스핀들과 호환될 뿐 아니라 가공 

특성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공구를 장착할 수 있도록 다종의 아버 및 

홀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Threading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대구텍의 여러 제품군과 마찬가지로 나사가공 제품군 

역시 일반 선반 가공과 표준 밀링 가공을 위한 ISO 표준 및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군은 고정밀도, 명확하고 쉬운

식별감과 뛰어난 칩 분절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수한 생산성

향상과 확연한 비용절감 효과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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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ide Rods

세계 제일의 압출, 프레싱, 소결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대구텍은 로테이팅 툴 업체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텍이 생산하고 있는 환봉의 종류로는 내부 급유형

(스트레이트 형, 30° 및 40° 헬리컬 형)과 건드릴을 포함한 다양한 길이의 

환봉이 있습니다.

Die & Anvils

20여 년간의 다이/앤빌 생산 노하우에 기반한 높은 기술력으로 최상의

품질이 요구되는 혁신적인 초고압 다이/앤빌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대구텍은 산업용 다이아몬드 분야뿐 아니라 오일 및 가스 산업에서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arbide Wear-Parts 

대구텍은 텅스텐 산업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마모성과 내식성은 

물론 높은 압축강도를 요구하는 부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종류의 초경

내마모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Ceramic Wear-Parts

실리콘 카바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보론 나이트라이드 및 기타

산화물로 만들어진 우수한 품질의 세라믹 내마모 제품에서도 대구텍의

전문성은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Carbide Rolls

대구텍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설비를 갖추고 선재 및 철근 생산의 사상압

연에서 중간 압연에 적용 가능한 카바이드 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효과적인 비용 절감과 높은 생산성 확보를 위해, 대구텍은 다양한 

재종 및 디자인의 카바이드 롤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Tungsten Powder

대구텍은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으로 초미립에서 굵은 입도까지 고객의

용도에 부합하는 최적의 텅스텐 분말과 탄화 텅스텐 분말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품질과 신속한 납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Before 1960

1970’s

1960’s

1916. 04  

강원도 상동 텅스텐 광맥 노두 발견

1952. 09  

대한중석광업㈜ 설립

수출 USD: 16,457,000

(대한민국 전체의 56%)

종업원수: 4,287명

1968. 02 

포항종합제철㈜ 정부 합작 투자

(정부 75%, 대한중석25%)

2010’s
2010. 10 

FTA (업체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관세청)

2012. 04 

대구텍 제 2공장 준공

2012. 05 

AEO (종합인증우수업체 수출, 수입부문) 

A등급 인증 (관세청)

2012. 12 

제 49회 무역의 날 3억불 

수출탑 수상

2013. 05  

버크셔 헤서웨이 그룹, 잔여 지분 20%

추가 인수로 IMC그룹 100% 소유 

2014. 03  

대만 지사 설립

2015. 05  

AEO (종합인증우수업체 수출, 수입부문)

AA등급 상향 조정 (관세청)

1972. 11 

APT 공장 준공

1974. 02 

텅스텐 파우더 공장 준공

1977. 11 

중석 종합 가공 공장 준공

(생산제품: Blank, Carbide 

insert, Mining tools, Brazed tools)

1978. 10 

코팅 공장 준공 

(CVD-TiN 최초 생산)

1979. 12 

툴홀더 공장 준공

1980’s
1988. 11 

카바이드 롤 공장 준공

1989. 11 

텅스텐 와이어 공장 준공

1998. 08 

IMC 그룹 대한중석㈜ 인수 및 TaeguTec 

Ltd.로 상호 변경

1999. 04 

마케팅 센터 준공

1999. 04 

미국 지사 설립 

(현 Ingersoll USA - ROKCFORD)

1999. 04 

독일 지사 설립 

(현 Ingersoll GMBH - HAIGER)

1999. 04 

스칸디나비아 지사 설립 

1990’s
1991. 03 

세라믹 공장 준공

2000’s
2000. 03 

영국 지사 설립

 2000. 03 

인도 지사 및 생산 공장 설립

2000. 07 

종합 기술 연구소 신축 완공

2004. 06 

테크센터와 카바이드 로드 

공장 신축 완공

2000. 12 -  2010.11                        

중국, 브라질, 이탈리아, 일본, 호주, 터키, 

슬로바키아, 태국, 말레이시아, 스페인, 

인도네시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체코, 헝가리, 

아르헨티나 지사 설립

2006. 05  

워런 버핏 회장의 버크셔 헤서웨이 그룹, 

IMC그룹 지분 80% 인수

2008. 12 

제 45회 무역의 날 2억불 

수출탑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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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생산 설비

대리점

지사

절삭공구

산업제품

본사

대구텍은 세계 주요도시에 위치한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 고객과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통합니다. 

해외 영업망은 한국 본사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고객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신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노하우를 지닌 전문 엔지니어와 대구텍 직원들은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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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 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온 대구텍은 국내 100여 개의 영업망과 세계 50여 개국의 주요도시에 위치한 지사 및 전문 대리점을 통해 언제나

고객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본사 및 마케팅 본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040  (우 42936)

Tel:  (053)760-7696, 7252

Fax: (053)768-9912

홈페이지: http://www.taegutec.co.kr

무료 고객 센터: 080-090-0989

국내 영업소

서울영업소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광명역 자이타워 B동 505호

 (우14348)

영업1팀 Tel. (02)2621-6008, 6393-8950 

            Fax. (02)6393-8957

영업2팀 Tel. (02)2621-6026 Fax. (02)866-8952

경인영업소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광명역 자이타워 B동 505호

 (우14348)

Tel. (02)2621-6011 Fax. (02)6393-8957

 

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6 

산업용재관 업무지원동 2층 1, 2호 (우 41518)

Tel:  (053)604-5270    

Fax: (053)604-5275

 

부산영업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감로 37 

산업용품유통상가 산업빌딩 803호 (우 46977)

Tel:  (051)319-1647~9

Fax: (051)319-1654 

창원영업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

더시티세븐 교육문화센터 T-504호 (우 51408)

Tel:  (055)238-3452~4       

Fax: (055)238-3455

 

울산영업소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 35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3층 306호 (우44222)

Tel. (052)274-3911, 276-9660 

Fax. (052)274-3912

 

중부영업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빌딩 6층 (우 62364)

Tel:  (062)943-3904~6       

Fax: (062)943-8909

 

경기영업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 14로 102, 

에이스 법조타워 5층 511호 (우31198)

Tel. (041)557-0251~3 

Fax. (041)557-0255

 

남부직영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감로 37

산업용품유통상가 13동 103호 

(우 46977)

Tel:  (051)319-4290

Fax: (051)319-4292

평택직영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해로 1253

평택공구유통단지 103호 (우 17817)

Tel:  (031)684-9868

Fax: (031)684-9870

경산직영점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549 

(공단9로 75) (우38463)

Tel:  (053)851-8370~8372

Fax: (053)851-8373

해외지사_절삭공구

  아시아

  
대만

Qunling International 
Trading Co.,Ltd.

  
말레이시아

TaeguTec Tooling Systems 
Malaysia Sdn. Bhd

  
베트남

TaeguTec Vietnam Limited Liability

  
싱가포르 

TT Tooling Systems

  
아랍에미리트연합국

A.F.Husain

  
인도

TaeguTec India Pvt. Ltd.

  
인도네시아

PT. TaeguTec Indonesia

  
일본

TaeguTec Japan Ltd. 

  중국

TaeguTec China

  
태국

TaeguTec(Thailand) Co.,Ltd.

  
파키스탄

Dynamic Tooling Services 

  
필리핀 

 
Colt Commercial Inc.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TT Pacific

  오스트레일리아

TaeguTec Tools Pty Ltd.

  유럽

  
그리스

Technotools-Fakitsas Georgios Co.

  
네덜란드

T.C.E.  

  
노르웨이

Svea Service AS

  
덴마크

TaeguTec Scandinavia A/S.

  
독일

Ingersoll Werkzeuge GmbH

  
러시아

TaeguTec Russia

  
루마니아

SC TaeguTec Tools SRL

  
리투아니아

UAB TTMT 

  벨라루스

Twing-M    

  불가리아

Tekotek BG Ltd.     

  
세르비아

 
Intehna Beo d.o.o.

  
스웨덴

SMV Verktyg AB

  
스페인

TaeguTec Spain S.L

  
슬로바키아

TaeguTec Slovakia, s.r.o.

 
 슬로베니아

Intehna d.o.o.

  
아일랜드

Hardmetal Machine 
Tools Ireland Ltd.

  
영국

TaeguTec UK Ltd.

  
우크라이나

TaeguTec Ukraine

  
이탈리아

Ingersoll TaeguTec Italia S.R.L.

  
체코

TaeguTec ČR s.r.o.

  크로아티아

Intehna Zagreb d.o.o.

  
터키

TaeguTec Turkey

  
포르투갈

Hexatool, S.A.

  
폴란드

TaeguTec Polska Sp. z o.o.

  
프랑스

Ingersoll France

 
 핀란드

Knorring OY AB

  
헝가리

TaeguTec Hungary Kft.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TaeguTec South Africa (Pty) Ltd.

  북미

  
미국

Ingersoll Cutting Tools

  남미

  브라질

TaeguTec Brasil Ltda.

  아르헨티나 

TaeguTec Argentina SA

 
 
칠레

Cutting Tools Chile E.I.R.L.

해외지사_ 산업제품

  아시아

  
대만

Zimmerman Scientific Co., Ltd.

  
말레이시아

Origen Corporation Sdn Bhd

  
베트남

Viet-Thai Engineering Jsc (Vtec)

  
인도

Metal Trade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

Global Jaya Tehnik, PT

  
태국

First Engineering Overseas

  
필리핀 

Colt Commercial Inc. 

  유럽

  
독일

Barenberg Special Materials GmbH

InterCast GmbH    

  
러시아

Sulzgitter AG

  
벨라루스

Mr. Ki-Young Choi

  
스페인

Eurosider Sistemas Y Servicios En 
Siderurgia, S.L 

  
이탈리아

Gianantonio Pelizzari

Metalchimica srl

  
터키

ARK SANAYİ URUNLERİ TİC. LTD. ŞTİ

   
프랑스

Indeltech

  북미

  
Canada  

  
U.S.A.

BP Metals Company

Bryan Hanlon

Ingersoll USA

Mr. Mike Klinginsmith

  
멕시코

RollEct Steel Consulting S.A. de C.V.

  남미

  
브라질

ICD-Reata Representação Ltda

  아르헨티나

TaeguTec Argentina SA

  
칠레

GLEMANS COMERCIO SPA

  
콜롬비아

REXCO TOOLS COLO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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