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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focused.
Success-oriented.
Family-based.
Innovative.
LAPP.



 Lapp Korea l 3

RELIABLY 
CONNECTING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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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 OF
CONN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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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그룹의 설립자인 Oskar Lapp은 설립 초창기
부터 회사의 방향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랍그룹을 시작하였습니다.  

Oskar Lapp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하며 파트너십과 신뢰를 통한 협력을 추구하였
습니다. 또한 가족 지향적인 기업 비전을 바탕
으로 고용주, 공급 업체 및 고객과의 관계를 매
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현
재까지 랍그룹의 비즈니스 문화에 확고하게 자
리 잡고 있으며 지금의 랍그룹을 있게 한 회사
의 초석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잇는 케이블
2인 소규모 회사로 시작하였지만 명확한 비전과 파트너십,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스마트하고 신뢰성 있는 연결 솔루션을  
통하여 현재 세계적인 선두업체로 발전하였습니다.

고객과 가족 중심의, 
성공과 혁신을 지향하는, 
랍그룹.

가족 운영 회사인 랍그룹은 1957년 창업 이래
로 숙련된 직원들의 헌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
객과의 소통을 통해 성과를 이루었다고 믿고 있
습니다.

오늘날 랍그룹은 최고 수준의 케이블, 커넥터, 
글랜드, 케이블 악세서리 및 시스템을 제조하는 
세계적인 제조업체 중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약 4,200명의 직원을 두고 5 대륙에 18개 생산 
시설, 44개 이상의 판매 회사 및 수백 명의 헌
신적인 컨설팅 전문가가 고객의 곁에서 활동하
고 있습니다. 

랍그룹은 고객이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비즈
니스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솔루션을 개발
하며 언제나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당사가 얘기하는 신뢰와 협력은 단어 이상의 가
치를 지니며 우리가 가족 회사를 설립 한 기준 
가치입니다. 전세계 어디든지 신속하게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고, 신뢰성 있는 솔루션을 통해 글
로벌 고객들의 기술 및 비즈니스 니즈를 해결하
기 위해 600여명의 랍 전문가들이 고객들과 협
력하고 있습니다. 

• 1957년 설립

• 케이블, 커넥터 및 글랜드, 악세서리, 커넥션 시스템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선두기업

• 혁신 순위 1위

• 세계 최초 브랜드 케이블 ÖLFLEX®를 포함한 8개의 제품 브랜드

• 40,000개 이상의 표준 제품

•전세계 약 4,200명의 직원

• 18개의 생산 공장 

• 44개 이상의 판매 회사 

• 수백명의 글로벌 컨설팅 전문가

• 적도 둘레보다 긴 40,150 km의 ÖLFLEX®를 보관할 수 있는 70,000m2의   

     적재 공간 (독일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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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Lapp,
Matthias Lapp,
Ursula Ida Lapp,
Alexander Lapp,
Siegbert L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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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항상 고객 가까이에

1
고객 중심 1위 기업

8
개 브랜드

44
개 판매사

18
개 생산 공장

Canada 
USA 

Mexico 
Brazil

Lapp Canada Inc.
Lapp USA Inc.
K.L. Tannehill Inc.
Lapp Mexico s.r.l.de C.V.
Cabos Lapp Brasil Ltda.

America

Russia  
United Arab  
Emirates
Vietnam
Thailand
India
Malaysia

Lapp Russia OOO
Lapp Middle East FZE

JJ-Lapp Cable (S) Pte. Ltd.
JJ-Lapp Cable (T) Ltd.
Lapp Kabel India Pvt.Ltd
JJ-Lapp Cable (M) Sdn Bhd

Asia



Lapp Russia OOO
Lapp Middle East FZE

JJ-Lapp Cable (S) Pte. Ltd.
JJ-Lapp Cable (T) Ltd.
Lapp Kabel India Pvt.Ltd
JJ-Lapp Cable (M) Sdn B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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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개 이상의 표준 제품수

100
개 판매 파트너사

4,200
명의 직원

Ireland  
Great Britain  
France 

Spain
Italy

Benelux
Germany

Austria
Czech
Switzerland
Poland
Norway
Sweden

Estonia
Latvia
Lithuania
Ukraine
Turkey
Slovakia

Lapp Limited Ireland
Lapp Limited
Lapp France S.A.R.L.
Lapp Muller S.A.S.
Lapp Kabel España S.L.U.
Lapp Italia s.r.l.
Camuna Cavi s.r.l.
Lapp Benelux B.V.
U.I. Lapp GmbH
PD-Lapp Systems GmbH
Lapp Austria GmbH
Lapp Kabel s.r.o.
Lapp Kabel AG
Lapp Kabel SP. z.o.o.
Miltronic AS
Miltronic AB
Fleximark AB
Lapp Miltronic SIA
Lapp Miltronic SIA
Lapp Miltronic UAB
Lapp Ukraine LLC
Lapp Kabb San. ve. Tic.Ltd. Sti.
Lapp Slovensko s.r.o

Europe

South Korea
China
Philippines

Indonesia
Singapore

Japan
Australia

Lapp Korea LLC.
Lapp Kabel Shanghai Co. Ltd.
Jebsen & Jessen Communications (P) Inc.
JJ-Lapp Cable Division
PT JJ-Lapp Cable Indonesia
Lapp-Asia Pacific Pte. Ltd.
JJ-Lapp Cable (S) Pte. Ltd. 
Lapp Japan KK
Lapp Australia Pty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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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코리아는 랍그룹의 한국 지사로 2000년 설립되었습니다. 랍그룹의 핵심가치인 가족적 사
고, 혁신적 사고, 고객 지향적 사고, 성공 지향적 사고를 추구하며, 현재 4개 영업소와 18개의 대
리점을 통해 국내 어느 지역에서든지 신속하게 고객의 요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랍코리아의 R&D 센터는 국내 케이블 시장에서 독보적인 연구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진화하
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영업 및 마케팅 전문가들은 
랍코리아 R&D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랍코리아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고객의 비즈니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신제품 개
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케이블 업계 최초로 온라인샵 LAPP4U.COM을 오픈하여 다시 한
번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랍코리아는 언제나 고객의 곁에서 든든한 친구가 될 것이며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혁신
적이고 선구적인 정신으로 고객 여러분께 최상의 솔루션을 약속드릴 것 입니다. 

랍코리아 회사 정보

• 회사명: 유한회사 랍코리아   
 (LAPP KOREA LLC.)
• 외국투자가: LAPP HOLDING ASIA  
 PTE LTD
• 설립일: 2000년 7월 3일
• 대표이사: 이광순 (2017.10월 취임)
• 사업자등록번호: 301-81-44555
• 업종: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태양광,  
 철도차량 케이블 제조업
• 사업장/본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 8길 42
• 영업소 및 대리점: 4개 영업소,  
 21개 대리점
• 생산품목: 전원 및 제어 케이블,  
 데이터 전송 케이블, 태양광 케이블,  
 철도차량 케이블 등
• 홈페이지: www.lappkorea.com
• 온라인샵: www.lapp4u.com

랍코리아
랍코리아는 고객 만족을 가장 우선합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신뢰의 경영으로 
랍코리아는 고객과 함께 진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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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화성 본사 및 공장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 8길 42 (우)18579
• TEL: 031-370-9625 
• FAX: 031-370-9697

l 물류센터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 만세로 367 물류센터 (국보) (우)18581
• TEL: 031-358-2152 
• FAX: 031-358-9630

l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6길 11, 6층 (문정동, 환인빌딩)  
(우)05855
• TEL: 1688-1099 
• FAX: 031-697-4099

l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9 울산벤처빌딩 705호 (우)44611
• TEL: 052-221-6014/6133 
• FAX: 052-221-6137

l 창원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40번길 31 명서빌딩 
KT 서창원지사 3층 (우)51386
• TEL: 055-277-5095/5096 
• FAX: 055-277-5098

l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70 (주)KT두암빌딩 3층 (우)61168
• TEL: 062-265-7711 
• FAX: 062-265-7709

랍코리아 연혁

2015
• 랍코리아 공식 온라인 쇼핑몰 

lapp4u.com 런칭
• IRIS 인증서 취득

• OHSAS 18001 취득

2019
외국기업의 날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2008
송상갑 대표이사 취임

2005
• 경기도와 MOU(투자양해각서) 체결
• ㈜랍코리아로 법인명 변경

2000
• 합작공장 신축 기공식
• ㈜토마스 랍 케이블 코리아   
 합작회사 법인설립

2002
㈜토마스 랍 케이블 코리아 영업개시

2013
AEO 인증서 취득

2009
ISO 9001:2009, ISO 9001:2008 

인증서 취득

2017
이광순 대표이사 취임

2006
• 경기도 화성 발안공장 생산 개시

• 경기도 화성 발안공장 착공식

2003
• ISO 9001 인증서 취득

• ㈜토마스 랍 케이블 코리아 생산개시

2001
합작공장 준공 허가 인증

1999
 한국 독일 합작회사 설립 조인 체결

2012
ISO 9001:2008, ISO 14001:2004 

인증서 취득

2010
• 중소기업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가입

+ 랍코리아 전국 영업소



12 l Lapp Korea

INNOVATIVE 
TECHNOLOGY 

FOR THE WORLD OF 
TOMORROW.
랍코리아가 최고 성능의 제품으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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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제품에서 고객맞춤 제작까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베이징의 오페라 하우스와 스칸디나비아의 
Øresund 다리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롤링스톤의 무대 기술과 세계 최대 풍력 발전 시
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
다. 이들은 모두 랍제품을 사용하여 연결되어 있
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분야
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큰 비전을 생

+ 01
국제 산업 표준에 적합한 
8개의 최고 브랜드

+ 02
국제 표준 요건을 충족하는 
40,000가지 이상의 제품

+ 03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
하는 고객 맞춤 솔루션

각할 수 있는 선구자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러
한 관심을 실행으로 옮기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
합니다. 

랍그룹이 40,000여개의 표준 제품을 갖춘 지
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50년이 넘는 시간이 걸
렸습니다. 긴 시간동안 산업 트렌드를 선도해왔
으며,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해왔습
니다. 

현재 랍그룹은 개별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적
절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
고 있습니다. 표준 제품부터 고객 맞춤형 제품까
지, 작은 케이블 글랜드부터 거대한 데이터 흐름
까지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랍그룹은 모두 제공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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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LFLEX®

전원 및 제어 케이블

최초의 브랜드케이블 ÖLFLEX®는 
전원 및 제어 케이블을 일컫는 대명
사가 되었습니다. 

뛰어난 유연성과 오일저항성으로 
매우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견뎌 낼 
수 있습니다.

EPIC®

견고하면서도 유연한 
산업용 커넥터 

EPIC® 산업용 커넥터는 측정, 컨트
롤, 제어 및 구동이 필요한 모든 기
계 설비 및 플랜트 건설 또는 구동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EPIC®은 하우징, 인서트 및 핀으로 
구성된 시스템입니다. 매우 견고하
고 안전하며 설치가 쉽습니다.

ETHERLINE®

ETHERNET용 데이터 통신 
케이블

ETHERLINE® 브랜드 제품을 사용
하여 PROFINET®과 같은 첨단 이더
넷 시스템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
축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강하고 견고한 케이블과 
패시브/액티브 네트워크 기술을 위
한 커넥션 컴포넌트로 구성된 시스
템으로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적
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ILVYN®

케이블 보호관 및 케이블 
운송시스템

SILVYN® 은 케이블 보호 및 가이드
시스템으로 케이블 및 설치라인을 
먼지와 습기, 기계적인 부하, 열이나 
화학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합니다. 

SILVYN® CHAIN은 케이블 드래그 
체인 등 역동적인 사용환경 뿐만 아
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적합하
도록 케이블 보호 및 가이드 역할을 
충실히 제공합니다.

UNITRONIC® 
데이터 통신 케이블 

고품질의 UNITRONIC® 데이터 케
이블과 필드 버스 컴포넌트는 기계 
설비 및 플랜트 건설에 사용할 수 
있으며 미래지향적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단순 제어 신호 전송에서 복합적인 
네트워크 구조의 필드 버스 신호 전
송까지 거의 모든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정된 배선과 연결이 가능
합니다. 

SKINTOP® 
손으로 돌려 안전하게 
연결 가능한 산업용 글랜드

케이블을 끼우고 돌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SKINTOP® 케이블 글
랜드는 신속하게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범용 시스템은 사용이 간단하고 
효율적입니다: 케이블을 중앙으로 
위치시킨 뒤, 완전히 밀봉하면 최적
의 텐션 릴리프를 보장합니다.

HITRONIC®

광통신 케이블

HITRONIC® 광케이블을 사용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
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없
고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전송
이 가능합니다. 

전송 시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
습니다. HITRONIC® 프로그램은 까
다로운 조건의 내부 및 외부 시설뿐
만 아니라 케이블 드래그 체인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FLEXIMARK®

케이블 표시를 통해 
한눈에 파악 가능한 케이블 
마킹 시스템

FLEXIMARK®는 영구적인 케이블
표시가 필요한 곳에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 솔루션입니다.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치밀하게 고
안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스위치 
패널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동 표시가 가능한 단순한 표기면
에서 전자식 표시까지 모든 표기가 
가능합니다.

고품질 산업용 케이블 및 기자재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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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LFLEX® CONNECT CABLES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운송 및 기타 산업분
야에 사용되는 특수목적용 장비 또는 장치 그리
고 컨트롤 판넬과 설비 등에 적용을 위한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된 모든 케이블 어셈블리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 어셈블링, 스트리핑(탈피), 크림핑(압착), 열 
 수축
• 요구사항에 맞는 케이블 커팅, 번들링
• 마킹, 인쇄
• 압착력 테스트 , 체결 테스트, 회로 테스트

ÖLFLEX® CONNECT SERVO

각 산업군별로 대표적인 서보 모터, 드라이버
와 호환 가능한 표준화된 제품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지원 가능한 서보 기종: Siemens,   
 Indramat, Lenze, SEW, Mitsubishi,   
 Yaskawa 등
• 글로벌 표준 품질 제공
• 최적의 차폐를 위한 360도 차폐
• 서보 제품 관련 다양한 인증 보유
• RFID 옵션 가능

ÖLFLEX® CONNECT CHAIN

소형, 대형 드레그 체인에서부터 복합구조의 케
이블 드레그 체인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요구사
항에 맞는 제품을 제작,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가동형 케이블 및 드레그 체인을 이용한   
 기본 어셈블리
• 가동형 케이블과 커넥터 및 악세서리를   
 체결한 형태의 응용 어셈블리
• 브라켓 및 보조 구조물, 유/수압 및 공기압   
 튜브가 포함된 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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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LFLEX® CONNECT
케이블 어셈블리의 혁명

단순 케이블 어셈블리부터 서보 케이블 
어셈블리, 복잡한 체인 어셈블리까지. 
ÖLFLEX® CONNECT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원스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ystems Solutions made by Lapp.

전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랍그룹은 케이블, 커넥터 및 각종 액세서리에 대한 효율적인 재고 시스템을 통
하여 소량 주문에서부터 대량 프로젝트성 주문에 이르기까지 즉각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ÖLFLEX® CONNECT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8개 제품 브랜드를 기반으로 고객에 요구 사항에 유
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전세계 산업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 기술력을 활용하여 고품질 솔루션을 공
급합니다.

랍그룹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검증된 어셈블리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며, 고객은 재고 및 제품수
급 관리 비용의 감소, 불필요한 설비투자 절감,  수요 증감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같은 비즈니스적 성과
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 서비스의 장점

• 자체 연구소에서의 별도 테스트를 통한 제품 품질 보장

• 50년 이상 케이블 및 커넥터 제조 분야에서 쌓아온 뛰어난 설계 역량

• 아시아, 유럽, 미국 등지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서비스 제공 가능

• 어셈블리에 필요한 생산 설비 및 투자 절감

• 어셈블리를 위한 원, 부자재 수급관리 비용 감소

• 케이블, 커넥터, 보호관 등 개별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고 운영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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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WHERE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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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코리아 공장 내 설치된 

전자빔 조사 가교 시설

전자빔 조사 가교를 거치면 
케이블의 내열성, 마모 저항성, 

화학물질 저항성 등이 크게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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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 설비 및 플랜트 건설

기계 설비 및 플랜트 건설은 대규모 사업 분야로
써 독일의 수출 주력 사업에 속합니다. 랍그룹은 
설립 초기부터 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made in Ger-
many” 위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랍그룹은 이 분야의 핵심 파트너로서 기술 전반
에 걸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이 산업 분
야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랍그룹의 케이
블은 위험한 액상 물질, 극한의 온도 및 충격에
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상의 경제성도 
보장합니다. 

2. 자동화 시스템

현대적인 자동화 시스템은 산업 성장의 핵심 요
소이며 체계적인 솔루션을 통해 산업용 기계 및 
시설의 데이터와 정보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
송되어야 합니다. 

랍그룹은 신속한 추진, 최상의 네트워킹 및 시스
템 구축 등 토탈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안정된 
자동화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식품 & 음료

식품 및 음료 분야는 위생과 청결성이 가장 중
요하여 가동 및 설비 요건이 매우 엄격한 분야
입니다.
 
랍그룹은 이러한 요건에 적합한 커넥팅 솔루션
을 개발해왔습니다. 물, 화학 물질, 뜨거운 증기, 
또는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조건에서도  안정성
과 유용성이 입증 되었습니다.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은 랍그룹의 DNA에서 근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계는 
그 어느때 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마켓의 요구사항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랍그룹
은 산업 트렌드에 즉각 반응하여 내일의 산업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첨단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랍그룹은 짧은 제품 개발 주기와 효율적인 협업 프로세스, 단일 공급업체를 통한 솔루션을 통해 다
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기계장비, 플랜트 엔지니어링, 자동화 분야는 랍그룹이 지난 
수년동안 성공적으로 지원해온 분야입니다. 당사의 솔루션은 식음료 산업의 높은 압력과 스팀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은 풍력과 태양광 시스템이 견뎌야 하는 극한의 온도와, 습도 및 비틀
림 환경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전원 및 제어 분야는 랍그룹의 설립 초기에서부터 당사의 강점이 
되어온 분야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위한 충전 시스템부터 철도산업을 위한 조사가교 케이블까지 운
송 산업에서 혁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랍그룹은 다양한 사업 분야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랍코리아 사업 분야

고객맞춤 하네싱 서비스
ÖLFLEX® CONNECT

• 고객의 기술적인 요구사항 분석 후   
 연계된 솔루션 제안
• 도면 설계 및 샘플 또는 시제품 생산 /   
 BOM 설계
• 어셈블리 솔루션 제작 / 최종 품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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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 풍력 및 솔라 에너지

풍력 시설은 바람이 적게 불거나 폭풍이 몰아치
더라도 항상 안정되게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내
구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케이블에도 날개가 회
전하면서 발생하는 충격, 열기, 냉기, 습기 등 극
단적인 부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랍그룹의 커
넥팅 솔루션은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적용 가
능합니다.

당사의 혁신적인 솔라 에너지 솔루션은 풍력 및 
기상 시설에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
사는 수십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독 주택에
서 대규모 시설까지 필요에 적합한 모든 솔루션
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5. 모빌리티: 상용 차량 (전기차)

케이블 시스템은 미래의 모빌리티 분야에서 사
람의 혈관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
에서 자동차 산업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
해 있습니다. 

랍그룹은 전자기술, 기계 설비 및 플랜트 건설 
분야에서 60년 이상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충
전 스테이션에서 에너지 저장소 연결까지 전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모빌리티: 철도 & 선박

조사가교를 통해 기계/화학/온도적 환경 영향에 
강한 랍그룹의 철도 차량 및 선박 케이블은 무독
성(Halogen Free)이며 매우 유연한 제품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가볍고 얇지만 견고하
고 자외선에 강하며 저온 (-45℃)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랍그룹의 솔루션은 그 
품질과 안정성을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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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ables – 
Your partner for more individuality

2011_Moodposter_A0_v2.indd   710.10.11   11:38

INNOVATION.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혁신적 사고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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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ables – 
Your partner for more individ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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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혁신의 중심, 
랍코리아 R&D 센터

외관에서부터 미세한 부분까지, 수백만 번을 
구부려도 최선의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점점 더 높아지는 고객의 기준에 따라 랍코리아 R&D 센터에서는 보다 더 진화된 제품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케이블 업계에서 독보적인 연구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랍그룹이 지
금까지 쌓아온 고품질 케이블 브랜드로서의 명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유연성 케이블은 다양한 속도로 수백만 번의 벤딩 사이클을 견뎌야 하며, 기계적인 압력과 화학 물
질도 견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인 연구와 테스트를 거쳐야만 비로소 하나의 제품이 탄생
할 수 있습니다. 고유연성 케이블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용 제품들은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랍그룹은 제품 연구와 테스트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 당사의 제품은 가혹한 환경에도 견딜 
수 있으며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전세계 고객들의 신뢰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고품질 제품 개발에 대한 노력은 다양한 인증 획득으로도 이어져 당사 제품은 TÜV, UL/CSA, EN/BS, 
VDE 등 다양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은 랍그룹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증명하며, 
매우 복잡한 기계 장비에서도 당사 제품을 빈번히 발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고객의 요구 사항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랍코리아는 R&D 센터를 기
반으로 개별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 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랍코리아 R&D 센
터는 랍코리아의 성장을 이끄는 자양분이자 동력입니다. 

+ 01
엄격한 테스트 과정을 거친 
고품질의 랍코리아 케이블

+ 02
TÜV, UL/CSA, EN/BS, VDE 
등 다양한 국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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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Items Test Method Standard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at beak 인장 신율/강도 IEC 60811-501

Cold Bending/Elongation/Impact Test 저온 굽힘/신율/충격 시험 IEC 60811-504/505/506

Torsion Test 비틀림 시험 -

Hot-Set 핫셋 시험 IEC 60811-507

Insulation Resistance Test 절연 저항 시험 BS EN 50305 6.4

High Voltage Test 전압 시험 IEC 60502.17.3 

Vertical Flame Propagation 싱글 코어 수직 난연 전파 시험 IEC 60332-1-2

Vertical Flame Spread of Bunched Cables 트레이 수직 난연 전파 시험 IEC 60332-3-2x

Smoke Density Test 연기 밀도 시험 EN 50268-2, IEC 61034-2

Toxicity Test 독성 시험 NF X 70 100

Limited Oxygen Index(LOI) Test 산소 지수 시험 ISO 4589-2

Halogen Test 할로겐 시험 IEC60754-1/2, IEC 60684-2

Infrared Spectroscopy (FT-IR) 적외선 분광기 분석 -

Thermal Analysis (DSC) 열주차분석 시험 -

Thermal Ageing Test 열노화 시험 IEC 60811-401

Acid & Alkali Resistance Test 산&알칼리 저항성 시험 IEC 60811-2-1

Oil Resistance Test 오일 침수(저항성) 시험 IEC 60811-404 (IRM 902/903)

랍코리아 R&D 센터 주요 테스트

R&D 센터에서는 아래 테스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전기적, 기계적 특성
및 화재 테스트와 화학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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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pp4u.com 주요 서비스

신속한 배송 시스템과 고객 상담을 위한 
핫라인 운영
전화 상담은 물론 편리한 고객 문의 접수를 위한 온라인 고객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랍코리아 대표 고객센터: 1688-1099
• 온라인샵 고객센터: 1644-7865
• 전화상담 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온라인 고객문의: dowoomi@lappgroup.com

랍그룹은 지난 반세기동안 혁신적인 시도로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혁신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기
에 이번에도 국내 케이블 업계 최초로 제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케이블&기자재 전문 온라인샵을 시
작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몇번의 클릭만으로도 제품 정보 확인은 물론, 가격/납기 가능일을 확인
하고 주문할 수 있습니다. 

Lapp4u.com에서는 전세계 산업현장에서 검증된 16,000여개의 Lapp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소량 구
매, 신속한 배송, 포인트 적립 등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끊임없이 온라인샵만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 가까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 산업용 케이블&기자재 전문 쇼핑몰 Lapp4u.com

1원스톱 30m부터

Free 4%적립

원스톱 구매
산업용 케이블, 커넥터 등의 다양한 제품 정보 검
색과 가격 및 납기 가능일을 확인하고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배송 서비스
구매 금액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품 배송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소량 구매가 가능한 Lapp4u.com
의 혜택을 배송비 부담없이 그대로 누리실 수 있
습니다.

소량 구매 가능
케이블은 30m이상 부터 필요하신 길이만큼 구
입 가능하며, 커넥터 및 글랜드와 같은 기자재(품
목에 따라 상이)들은 낱개로 주문할 수 있어 필
요하신 만큼만 소량으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별 즉시할인 혜택
등급별로 2~4%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
다. 많은 구매를 하실 수록, 할인의 폭이 커집니다.  

랍코리아 대표 고객센터
1688-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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랍그룹은 전세계 모든 고객 가까이에서 신속한 
공급과 고객만족을 보장하기 위해 첨단 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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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ONNECT 
THE WORLD WITH 
HEART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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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P. 변치않는 가족 기업 

사회 공헌은 랍그룹의 일부이며 오랜 전통입니다. 랍그룹은 사업장  
주변의 공공 및 사회사업과 교육 기관 전체를 지원합니다.

오스카 랍 재단 

1992년에 설립된 오스카 랍 재단의 후원을 통해 
랍그룹은 심장질환 연구와 전문가들의 양성에 투
자하고 있습니다.

Ursula Ida와 가족들은 오스카의 삶과 신념을 기
념하는 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심장질환으로 사망
한 오스카랍을 기리기 위해 오스카 랍 재단은 심
장질환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오스카 랍 재단은 독일 심장 학회와 함께 심
장혈관 연구에 끊임 없는 노력과 성과를 낸 과학
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UMBRELLA ASSOCIATION 
아동보호시설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정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이며, 젊은 부모들의 열정을 지
킬 수 있도록 명쾌한 솔루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랍그룹은 최선을 다해 핵심 인력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회사 가까운 곳에 탁아소를 운영
하고 있으며, 특히 Siegbert Lapp 회장은 Baden 
Wurttemberg에 Umbrella Association Kind 
e.V.를 설립하여 일하는 부모를 위한 인프라를 개
선하고 그들이 직장과 가족의 요구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Kind e.V. Umbrella 
Association을 통해 아동 보호시설을 지원 합니
다.

오스카 랍 아카데미 

전문성과 자신감을 겸비한 직원들의 성실함과 자
발적인 태도는 모든 비즈니스 성공의 초석이 됩
니다. 소수의 근무자로 구성돼 시작한 랍그룹이
기에 Oskar Lapp과 그의 부인 Ursula Ida는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랍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글로
벌 리더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
구 및 투자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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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S CONNECT 
THE PRESENT AND 
THE FUTURE.



랍코리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 8길 42
고객지원센터 Tel.: 1688 1099 Fax: 031 697 4099
공장 Tel.: 031 370 9625 Fax: 031 370 9697
www.lapp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