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사 안 내 2 019

www.daifuku.com/kr

기업정보

CSR

www.daifuku.com/kr

www.daifuku.com/kr/sustainability

Logistic Solutions

eFA (JP,EN)

www.daifuku-logisticssolutions.com/kr

www.daifuku.com/pro/efa

종합전시장
「히니 아라타 칸 (Hini Arata Kan)」

www.daifuku.com/kr/showroom/hiniaratakan

다이후쿠 공식 채널
D-Tube!

https://www.youtube.com/user/daifukuglobalchannel

ATec (EN)

www.daifukuatec.com

1907-09CP-K

■ 회사 개 요
회

사

설

명
립

PIC (납입자본금)
대
종

업

주

식

표

원

자
수

연결기준 매출액
사

업

상
내

장
용

주식회사 다이후쿠 (Daifuku Co., Ltd.)

■주요 사업

임원

1937.05.20

318억 6,530만 엔 (2019.03.31 기준)

대표이사 회장

다나카 아키오

대표이사 부사장
부사장 집행임원

이노하라 미키오

대표이사 사장
사장 집행임원

대표이사 사장, 게시로 히로시

9,857명 (그룹 전체 종업원 / 2019.03.31 기준)
4,594억 8,600만 엔 (회계연도말 2019.03.31)

게시로 히로시

이사 전무 집행임원

도쿄증권거래소 1부 (증권코드: 6383)

사토 세이지

사외이사

오자와 요시아키

사외이사

사카이 미네오

사외이사

가토 가쿠

사외이사

내일의「나」는

AWT Auto Washing Te chnolo gies

Electronics

세차기 · 관련상품

공항용 시스템

기무라 요시히사

사외감사

아이하라 료스케

사외감사

미야지마 쓰카사

사외감사

와다 노부오

■ 토탈 서 포 트

■C S 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A/S, 리뉴얼까지 토탈 서포트 체제를 구축한 것이 강점입니다.

사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6가지 주제를

다이후쿠는 컨설팅, 시스템 구축부터 생산, 설치, 장기 안정 가동을 뒷받침하는
머티어리얼 핸들링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제품을 자사에서 개발하고

생산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고객의 물류 니즈에 맞춘 시스템과 서비스를

컨설팅

기획 ·
엔지니어링

설계

전자제품

구로사카 다쓰지로

상근감사

오늘의「나로서」머무르지 않는다.

ATec Airp or t Te chnolo gies

자동차 생산라인 시스템

가네코 게이코

상근감사

어제의「내가」아니며

AFA Automotive Factory Automation

나카시마 요시유키

이사 상무 집행임원

오늘의「나」는

eFA Electronics Factory Automation

이와모토 히데노리

이사 상무 집행임원

사훈

반도체 · 액정 생산라인 시스템

혼다 슈이치

이사 상무 집행임원

물류시스템 관련 컨설팅, 엔지니어링, 설계, 제조, 설치, A/S

일반 제조업 · 유통업 시스템

FA&DA Factory & Distribution Automation

제조

시공 및 가동

A/S

다이후쿠는 '인권, 노동, 환경, 부패 방지' 등 글로벌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에 공헌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기업으로의 성장'

특정한 행동 지침 '다이후쿠의 CSR'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공합니다.

~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의 주제에 대해 노력해 나갑니다.
●

6가지 주제
●

■ 국내(일 본 )외 의 네트워크

다이후쿠는 현재 25개의 국가와 지역에 생산 및 판매 거점을 두고 세계 각지의 고객 비즈니스를 서포트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일본)
주요 거점

국내(일본)의
그룹 회사

본사

3-2-11 Mitejima, Nishiyodogawa-ku,
Osaka 555-0012 JAPAN
전화: 81-6-6472-1261

Contec Co., Ltd.

도쿄 본사

1-2-3 Kaigan, Minato-ku,
Tokyo 105-0022 JAPAN
전화: 81-3-6721-3501

Daifuku Plusmore Co., Ltd.

시가현 공장

1225 Nakazaiji, Hino-cho
Gamo-gun, Shiga 529-1692 JAPAN
전화: 81-748-53-0321

Daifuku Business Service
Corporation

아시아 태평양

주요 해외 지점 〮 그룹 회사

코마키 공장

4-103 Komakihara, Komaki-shi,
Aichi 485-8653 JAPAN
전화: 81-568-74-1500

Daifuku Manufacturing
Technology Co., Ltd.

Iwasaki Seisakusho
Co., Ltd.

북미

Daifuku North America Holding Company
Daifuku America Corporation
Jervis B. Webb Company
Elite Line Services, Inc.
Wynright Corporation
Logan Teleﬂ ex, Inc.
Contec Americas Inc.
Daifuku Canada Inc.
Jervis B. Webb Company of Canada, Ltd.
Daifuku Airport Technologies Canada Inc.
Daifuku de México, S.A. de C.V.

연결 자회사 : 53사
지분법 적용 회사 : 1사
해외 현지 법인 : 48사
해외 종업원 수 : 6,459명

(2019.03.31 기준)

고품질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강화
●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 구축
● 인간 존중(인권 · 노동관행 · 안전 · 건강)
● 지역 및 사회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
기업 활동을 통한 환경 공헌

유럽

체코 지점
독일 지점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점
이스탄불 지점
영국 지점
Daifuku Europe GmbH
Daifuku Europe Ltd.
Jervis B. Webb Company, Ltd.
Daifuku Logan Ltd.
Daifuku Self Services Technologies AS

필리핀 지점
Daifuku (China) Co., Ltd.
Daifuku (China) Manufacturing Co., Ltd.
Daifuku (China) Automation Co., Ltd.
Daifuku (Suzhou) Cleanroom Automation Co., Ltd.
Contec (Shanghai) Co., Ltd.
Daifuku India Private Limited
ForgePro India Private Limited
Vega Conveyors and Automation Private Limited
P.T. Daifuku Indonesia
Daifuku Korea Co., Ltd.
Clean Factomation, Inc.
Hallim Machinery Co., Ltd.
Daifuku (Malaysia) Sdn. Bhd.
BCS Integration Solutions Sdn. Bhd.
Daifuku Mechatronics (Singapore) Pte. Ltd.
Singapore Contec Pte. Ltd.
Taiwan Daifuku Co., Ltd.
Taiwan Contec Co., Ltd.
Daifuku (Thailand) Ltd.

오세아니아

BCS Group Limited
BCS Airport Systems Pty Limited
BCS Logistics Solutions Pty Limited
BCS Infrastructure Support Pty Limi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