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로 나아가는 위드시스템(주)

세계로 나아가는 WITHSYSTEM!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WITHSYSTEM이 되겠습니다.

WITHSYSTEM!은 2002년 설립이후, DISPLAY, MOBILE, 기타 IT 분야 등에 사용되는

독자적인 검사 솔루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축적된 기술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상 고객의 중심에서 최선을 다하는 WITHSYSTEM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Embedded 및 새로운 Device를 기반으로 하는 차별화된 검사기 및 계측용 설비, 초정밀 가공으로 한 마이크로

컨텍트 및 JIG 등의 다양한 검사 솔루션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무한 경쟁시대에‘베스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의 성장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142-73(730-906)

TEL : 054) 465-7980 / FAX : 054) 465-7984

www.withsystem.co.kr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C603호

(영통동 영통디지털엠파이어)

TEL : 031) 202-7980 / FAX : 031) 202-0458

중국법인 New west #1 Zemeiluduan, Kanglenanlu, Xintangcun,

Houjiezhen, Dongguancity, Guangdong prc. China P.C : 523960

TEL : 86-769-8582-9396 / FAX :  86-769-8582-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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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아온길 그 성공의 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연혁

비전

세계로 나아가는 위드시스템

미래지향적인 인간 중심 경영

사원 개개인의 가치 존중과 목표

성취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 내는

인간중심 경영을 추구합니다

고객중심의 비지니스 동반자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고 

공유하며 한발 앞선 기술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Best Business Partner로서의 

역활을 다합니다

신기술 개발을 통한 가치 창조

적극적인 도전과 열정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나은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ITHSYSTEM은 미래지향적인 인간 중심으로 신기술 개발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와 고객의 중심에서
찾아가는 Business Partner가 됨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A Superior Global Company

2002 03 주식회사 위드 설립

2004 05 자본금 3억원 증자

 07 공장 신축 이전

2005 10 위드시스템(주)로 상호변경  

2006 03 수원연구소 설립

2008 03 동관 위다 유한공사(중국 동관법인)

 05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05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07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

 1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2009 12 병역지정업체 선정

2011 11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2012 12 자본금 3억 증자

2013 08 공장확장 신축 이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님들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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