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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i, 새로운 파트너 KK IRISU와 함께 일본에서 로봇 사업 확장 

- BU 로봇 솔루션은 일본의 비즈니스 관계를 확장  

  

나고야 / 하노버, 2021 년 4 월 2 일 9 일- 자동차 및 기타 산업 분야의 에너지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글로벌 솔루션 제공 업체 인 Leoni 는 일본의 새로운 독점 

유통 파트너 인 KK IRISU를 일본 자동차 OEM 과의 로봇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임명했습니다. 계층 및 로봇 제조업체. 

"우리는 KK IRISU와 함께 일본 고객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성공적으로 지속하고 

확장 할 경험이 있는 유통 파트너를 발견하게 되어 기쁩니다. 기술 기반 

비즈니스에서 제조 산업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 시장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KK IRI는 프로젝트 관리, 설치 및 사후 판매 분야에서 일본 고객을 유능하게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서비스 엔지니어링과 우수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장점의 요약이라고 ."로봇 솔루션 사업부의 판매 및 사업 개발 책임자 

인 Ulrich Raupach는 말합니다.  

KK IRISU (C. Illies & Co. LTD.)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독일 회사로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1859 년부터 독일과 유럽의 100 개 이상의 공급 

업체를 대표합니다.  

몇 년 동안 Leoni의 로봇 솔루션 사업부는 산업 환경에서 일본 로봇 시장에 포괄적 

인 범위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 준비가 된 로봇 기능 패키지 

외에도 시스템 비즈니스의 포트폴리오에는 다양한 센서 솔루션, 구성 요소 식별, 

결함 감지 및 어셈블리 검증을 사용하는 로봇 안내를 위한 지능형 솔루션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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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i는 KK IRISU와 협력하여 일본 고객에게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현장에서 

고객과 가까워짐으로써 동반 성장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  릴리스에서 관련 설명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eoni-factory-automation.com/ko/뉴스/세부-사항/irisu-robotics-partner-japan2 

 

Leoni Group 정보 
Leoni는 자동차 및 기타 산업의 전력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제품 및 솔루션의 글로벌 
공급업체입니다. 가치 사슬은 배선, 광섬유, 표준화된 케이블 및 특수 케이블을 통해 
맞춤형으로 개발된 배선 시스템과 관련 구성 요소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Leoni는 
고유한 개발 및 시스템 역량을 갖춘 혁신 파트너이자 솔루션 제공업체로서 고객을 
지원합니다. 상장된 기업 그룹은 30개국에서 약 1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41억 유로의 통합 매출을 올렸다.                                                             

   

Contact for trade/local press Contact for economic/global press 
Anniek Gerstenberger Gregor le Claire 
Manager Marketing Robotics Corporate Public & Media Relations 
LEONI protec cable systems GmbH LEONI AG 
Phone +49 511 123576-33 Phone +49 911 2023-226 
E-mail anniek.gerstenberger@leoni.com  Fax +49 911 2023-10226 
  E-mail presse@leo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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