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onics & Energy Solution

Automotive Solution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및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고기능성 소재와
청정소화약제, 무선충전기술, 스마트 그리드와 전력전송관련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성능향상 및 유연한 디자인을 위해 개발된 제품과 실제 적용사례,
운전자와 자동차를 연결시키고 찬환경경 전기자동차를 실현하는
기술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3M은 1만 7천여 가지의 다양한 제품을 산업용 시장에서부터 의료, 안전, 전자, 자동차 제조, 건설, 전력 및 통신시장,
오피스 시장 그리고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제품은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을 만들어 내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기업 철학으로부터 실현됩니다. 또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창조하고
끊임없이 혁신적인 해결안을 제시하기 위해 고객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이해하며 때로는 더 나아가 잠재해 있거나 미래에

Customer
Technical
Center
3M 기술연구소 / 고객기술센터
3M 기술연구소 CTC(고객기술센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 기술로부터 만들어진 다양한 솔루션들을 직접 경험하세요.

발생할 수 있는 요구까지 파악하는 것을 사업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오시는 길 / 약도
▶기흥동탄 IC를 이용
동탄TG ➔ 동탄방면진입 ➔ 동탄성심병원을 끼고 이마트 사거리에서
우회전(지하차도이용금지) ➔ SK주유소 사거리에서 좌회전.
▶기흥 IC를 이용
기흥TG에서 동탄신도시 방면 우회전 ➔ 지하차도이용 직진 ➔
삼성반도체 사거리에서 고가도로 이용하여 직진 ➔ 빅마켓 삼거리에서 U 턴
➔ 동탄신도시 방향 우측도로이용 ➔ SK 주유소 사거리에서 우회전
▶수원영통방면
망포역사거리 동탄방향 진입 ➔ 빅마켓 삼거리 좌회전 ➔ 동탄신도시 방향
우측도로이용 ➔ SK 주유소 사거리에서 우회전
▶병점방면에서
기흥IC 방향으로 진입 후 ➔ 빅마켓 삼거리에서 우회전 ➔ 동탄신도시 방향
우측도로 이용 주유소 사거리에서 우회전

네비게이션 설정
3M 기술연구소 또는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5길 7 한국쓰리엠

수원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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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설립 : 1991년 10월 2일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삼성 1로 5길 7 (18449)
전화 : 031-8058-8000
팩스 : 02-3771-4983
홈페이지 : www.3m.co.kr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19층 (07321)

오산

부산

대표전화 : 080-033-4114

3M Korea YouTube

3M Korea Technical Operations

3M의 51가지 핵심기술

CTC(고객기술센터)는 고객의 비즈니스 니즈 및 기술적 문제 해결을 돕고자 설립된 솔루션 센터 입니다.
이곳에서는 핵심 기술이 전시되어 있는 테크놀로지 영역과 제품 적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 영역에 대해
3M 연구개발진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3M은 51가지 고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The Customer Technology Center (CTC) is a solution center established to help you address your business needs
and technical challenges. At the Customer Technology Center, you can review the technology area where core
technologies are displayed and the solution area where you can see product application examples with 3M research
and development team.

이 기술들은 소재, 가공, 디지털 및 어플리케이션 관련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핵심기반기술의 활용과 관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핵심기술의 탄생 및 다양한 신제품 개발로 이어집니다.
3M has 51 unique core technologies,
which include material-related technologies,
processing-related technologies, capabilities & digital technologies,
And application-related technologies,
new technologies and high-value products can be 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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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Area

Construction Solution

3M의 핵심 기술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곳으로 접착, 연마, 부직포, 미세복제
기술과 관련된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 내/외부 인테리어를 위한 필름, 에너지 절감을 위한 Window 필름,
테이프 등 건축물에 심미감을 주거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건축
솔루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isplay Materials & Systems Solution

Personal Safety Solution

휴대폰부터 초대형 TV, 광고판 및 차량 디스플레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스플레이의 성능 향상 및 유연한 디자인, 안전성을 위해 개발된 제품들의
적용 사례와 해당 기술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개인 안전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Consumer Solution

Health Care Solution

사무실과 가정 생활의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포스트잇®,
스카치-브라이트™, 코맨드™, 넥스케어™ 등의 제품 체험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이 사용되는 병원수술실, 일반병실, 치과병원, 식품공장 및 실험실을
이미지화하여 적용부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체험 존을 통하여 제품의
사용방법 및 기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s

CTC(고객기술센터)는 연면적 2,000평방미터 규모의 시설로서
8개의 부스로 구성된 테크놀로지 구역과 8개의 부스로 구성된
솔루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방문 목적 및 요청 사항에 따른 맞춤형 투어가 가능하며
180명 수용 가능한 대형 컨퍼런스룸과 소규모 회의실 및 교육이
가능한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The CTC (Customer Technology Center) is a 2,000square-meter facility with a technology area consisting of
eight booths and a solution area consisting of eight booths.
Customized tours can be arranged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requirements of the customers, with large
conference rooms for up to 180 people, small conference
rooms and training facilities.

Solution Booth

Technology Booth

Meeting Ro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