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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COMPANY

Business Type

Power Equipment
Preventive Diagnosis Solution

AutoCAD, EPLAN EEC-ONE

Embedded Controller
H/W & S/W Design

Product development

Circuit Design

Control Panel Manufacture

Instrument Processing

ISAAC PDS  Co., Ltd. 

Since its founding in 2018, ISAAC PDS Co., Ltd. has grown into a specialized company
based on AutoCAD, EPLAN EEC-ONE in the following areas:

•  Control Panel Manufacture
•  Circuit & H/W Design, PCB SMT
•  Instrument Processingw
•  Product Development.

Furthermore, in respons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ompany has Power
Equipment Preventive Diagnosis Solution (Preventive Diagnosis) technology to prevent
accidents of GIS, Ultra High Voltage Transformer, and Switchboard products based on
IoT Sensor, and aims to secure a BEFORE SERVICE using these technologies.
ISAAC PDS Co., Ltd. will provide product design and best development technology and
integrated solution for ultra high voltage power equipment.
Please join us for a new future for ISAAC PDS Co., Ltd. growing into a company that gives
customers satisfaction.

Junghan Kim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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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Equipment Preventive
Diagnosis Solution
High-voltage power device preventive diagnosis solution 
(Transformer, GIS, switchgear, rotator, high-voltage cable)

Preventive diagnosis system for ultra high-voltage power equipment can be classified into GIS, transformer,
switchboard, and ultra high voltage cable diagnosis prevention system is also an important factor.
It is important that GIS preventive diagnosis is to monitor internal partial discharge and provide the user with 
precise monitoring of SF6 gas leakage so that it can be prevented before the accident. The transformer preventive 
diagnosis collects the internal partial discharge and the gas data generated from the insulating oil for a long time and 
provides the user with information about the condition of the transformer so that the transformer abnormality can be 
predicted.
The switchboard preventive diagnosis system provides data to precisely monitor the partial discharge and leakage 
currents of the connected cables to predict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
The GIS, transformer, and switchboard prevention diagnosis system can be separately configured as follows, and can 
be configured as an integrated preventive diagnosis system by connecting the whole network.

•  Precision diagnosis decision (On-Line)
•  Request for customer diagnosis (off-line)

•  Diagnosis on On-line and Off-line
•  Precise trial and initial data

•  Precision diagno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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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Overview

[ 상위 운영 소프트웨어 ISAAC-PDS-PDU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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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l Discharge User Experience
ISAAC-PDS-PDUX

Product Overview

배전반, 전력 케이블, GIS 등 전력설비의 장기간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절연 결함은 전력설비의 고장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절연 결함은 부분 방전을 발생시키며 이 부분 방전은 절연 결함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정전사고를 야기하
게 됩니다.

ISAAC-PDS-PDUX는 실시간 부분방전 검출을 통해 PC 상에서 부분방전 위치 추정, 부분방전 크기, 부분방전 누적,  부분방전
상태 분석, 알람, 경향, 과거 경향 데이터 확인, 이벤트 및 트렌드 정보를 분석하여 전력설비의 절연 상태 및 내부 이상을 감시
하기 위한 운용 소프트웨어입니다.

Features
•  실시간 동작 화면은 현장의 전체 계통 상태를 확인하도록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센서의 설치 위치,  동작 상태,  그리고 현장의 시스템 구성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  고속 Ethernet 통신 기능으로 PDMS(Partial Discharge Management System)와 쉽게 연결
•  센서 데이터 확장이 자유로운 구조이며, Full HD 화면 표시

< ISAAC-PDS-PDUX >

[ 상위 운영 소프트웨어 ISAAC-PDS-PDU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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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l Discharge Management System 
ISAAC-PDS-PDMS

Product Overview

배전반, 전력 케이블, GIS 등 전력설비의 장기간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절연 결함은 전력설비의 고장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절연 결함은 부분 방전을 발생시키며 이 부분 방전은 절연 결함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정전사고를 야기하
게 됩니다.

ISAAC-PDS-PDMS는 초고압 케이블의 절연 상태를 감지하기 위하여 접지선에 체결하여 사용하는 HFCT 센서를 입력 받아 
상위 운용시스템으로 전송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다. 변압기의 부분 방전 진단을 위한 Window형, 드레인 밸브
삽입형 UHF 센서 신호를 입력 받아 상위 운용시스템으로 전송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GIS의 부분 방전 진단을 위하여 Window형 UHF 센서, Noise 센서 신호를 입력 받아 상위 운용시스템으로 전송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초고압 배전반의 케이블 접속부 및 내부의 부분 방전 진단을 위한 HFCT, TEV, AE, TEV/AE 복합형, 노이즈 센서 신호를 
입력 받아 상위 운용시스템으로 전송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 ISAAC-PDS-PDUX >

Features
•  실시간으로 초고압 케이블, 변압기, GIS, 배전반의 부분 방전 신호를 관리하고 상위 운용시스템으로  전송
•  고속 Ethernet 통신 기능을 지원하여  운용시스템과 쉽게 연결
•  최대  10 CH의  다양한  부분방전 진단 센서 호환 접속 연결



Size ( W x D x H )  442mm x 300mm x 135mm

Power Supply  220 VAC, 60Hz

Input Channel  10 Channels

A/D conversion Precision  12 bits

Bandwidth Limitation

 TEV : 30MHz ~ 100MHz

 AE : 20KHz ~ 200KHz

 HFCT : 100KHz ~ 50MHz

 UHF : 300MHZ ~ 1800MHz

Sampling Rate  100MHz ( Single Sampling )

Input Impedance  50Ω

Operating Temperature Range  -25℃ ~ 50℃

Operating Humidity Range  < 95%

Protection Class  IP65

Communication Protocol  TCP/IP, UDP/IP

Communication Port ( External )  RJ45

Coaxial Cable Interface  BNC

Installation Method  Rack Mounting Case

Certificationa

EMC test certification ( IEC60255-26 )

     ESD tolerance test  IEC61000-4-2

     RS Frequency Tolerance test  IEC61000-4-3

     EFT Burst Tolerance Test  IEC61000-4-4

     Tolerance Test for Serge  IEC61000-4-5

     Conduction Resistance Test  IEC61000-4-6

Design Test Certification

     Insulation Resistance for Outside  Over 10M Ohm

     Temperature Test  -40℃ ~ 80℃

     Humidity Test  95%

Technical Specifications



ISAAC-PDS-DV500

Partial Discharge Sensor
for Transformer

Product Overview

절연유, 절연지, 프레스 보드 등의 절연물이 사용되는 유입변압기에서는 절연물의 제조 불량 혹은 경년 열화로 인하여 
절연내력 약화로 초기 부분 방전이 발생될 수 있으며, 사용 시간에 따라 이러한 부분 방전은 절연 내력을 더욱 약화시켜
예측하지 못한 대형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UHF PD 측정 센서(MS-PDS-DV500)는 변압기의 절연 열화를 사전 검출하는 시스템과 연결하여 변압기 내부  부분 방전
(Partial Discharge)를 측정하는 센서로서, 변압기 드레인 밸브 삽입형 센서입니다.

위 장비는 UHF 대역의 신호를 검출하여 측정 감도를 향상시켰으며, 외부 노이즈 저감에 있어 우수한 센서입니다.

Features
•  실시간 부분 방전 측정을  통한 전력설비의 실시간 상태  진단       
•  운전 중에도 설치가 가능하여 설치 비용 절감
•  변압기 드레인 밸브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편리한 유지  보수
•  UHF  대역 측정 방식을 이용하여  감도 향상 및 외부 노이즈 저감

< MS-PDS-DV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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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Size 4.8 kg, Ф155 mm X 543.6 mm

Connector N-type (Female)

Temperature -55 ~ +120℃

Frequency Range 300MHz ~ 1800MHz

Impedance 50Ω

Return Loss(S11) Standard S11 Loss ±3dB

Sensor Hydro Pressure 7bar (0.7MPa) JIS F7400

Specifications

Return loss(S11)

Technical Specifications



MS-PDS-MH165

Partial Discharge Sensor
for Transformer

Product Overview

절연유, 절연지, 프레스 보드 등의 절연물이 사용되는 유입변압기에서는 절연물의 제조 불량 혹은 경년 열화로 인하여 
절연내력 약화로 초기 부분 방전이 발생될 수 있으며, 사용 시간에 따라 이러한 부분 방전은 절연 내력을 더욱 약화시켜
예측하지 못한 대형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UHF PD 측정 센서(MS-PDS-MH 165)는 변압기의 절연 열화를 사전 검출하는 시스템과 연결하여 변압기 내부  부분 방전
(Partial Discharge)를 측정하는 센서로서, 변압기  맨홀 설치형 센서입니다.

위 장비는 UHF 대역의 신호를 검출하여 측정 감도를 향상시켰으며, 외부 노이즈 저감에 있어 우수한 센서입니다.

Features
•  실시간 부분 방전 측정을  통한 전력설비의 실시간 상태  진단       
•  운전 중에도 설치가 가능하여 설치 비용 절감
•  변압기 맨홀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편리한 유지  보수
•  UHF  대역 측정 방식을 이용하여  감도 향상 및 외부 노이즈 저감

< MS-PDS-MH165 >



Size Flange Part : Ф165 mm X 25 mm, Sensor Part : Ф110

Connector N-type (Female)

Temperature -55 ~ +70℃

Frequency Range 300MHz ~ 1800MHz

Impedance 50Ω

Return Loss(S11) Standard S11 Loss ±3dB

Sensor Hydro Pressure 7bar (0.7MPa) JIS F7400

Specifications

Return loss(S11)

Technical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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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AC-PDS-HFCT-01>

Features
•  HFCT 센서를 접지선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정밀한 부분방전 측정 및 상태 진단
•  전력설비 가동 중에도 설치가 가능하여 설치 비용 및 시간 절감
•  접지선에 체결하는 방식으로 편리한 유지 보수

HFCT(High Frequency Current Transformer) ISAAC-PDS-HFCT-01

Partial Discharge Sensor for
Power System

Product Overview

배전반, 전력 케이블, GIS 등 전력설비의 장기간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절연 결함은 전력설비의 고장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절연 결함은 부분 방전을 발생시키며 이 부분 방전은 절연 결함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정전사고를 
야기하게 됩니다.

ISAAC-PDS-HFCT-01은 부분 방전 발생 시 접지선의 발생되는 고주파(HF) 대역의 전류 신호를 실시간 On-line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보내어, 전력 설비의 절연 결함으로 인한 정전 사고를 예방합니다.
이에 더해 클램프 설치 방식으로 설치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며, 설비 가동 중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s

Application & HMI

Size(W x D x H), Internal hole, Weight 120 mm x 120 mm x 30 mm, Ф44 mm, 0.8 kg

Connector BNC 또는 N-type (Female)

Operating Temperature Range -45℃ ~ +80℃

Operating Humidity Range 5% ~ 95% Non-Condensing

Bandwidth 100KHz ~ 50MHz

Load Impedance 50Ω

Measurement Range 5pC ~ 10,000pC

과거 데이터 화면

HFCT센서 데이터 화면

실시간 데이터 화면

설정 화면



< ISAAC-PDS-AETEV-01>

Features
•  복합형 센서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밀한 부분방전 측정 및 상태 진단
•  전력설비 가동 중에도 설치가 가능하여 설치 비용 및 시간 절감
•  전력 설비의 표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편리한 유지 보수

(AE & TEV composite sensor)  ISAAC-PDS-AETEV-01

Partial Discharge Sensor
 for Switchgear

Product Overview

배전반, 전력 케이블, GIS 등 전력설비의 장기간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절연 결함은 전력설비의 고장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절연 결함은 부분 방전을 발생시키며 이 부분 방전은 절연 결함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정전사고를 
야기하게 됩니다.

ISAAC-PDS-AETEV-01은 TEV(Transient Earth Voltage) 센서와 AE(Acoustic Emission)센서의 복합형 센서이며, 
이를 통해 부분 방전 과정에서 발생한 초음파 신호와 전자기파로 인해 금속표면에 생성된 과도접지전압을 
개별 감지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감시합니다.



Size(Φ x H) 70mm X 45mm

Connector Standard BNC or N-type (Female)

TEV Frequency Range 30MHz ~ 100MHz

TEV Measurement Range -20 ~ 60dbmV

TEV Measurement Accuracy ±1dbmV

AE Frequency Range 20 ~ 200KHz

AE Sensitivity ≤10pC

AE Center Frequency 40 kHz

과거 데이터 화면

AE 센서 데이터 화면

실시간 데이터 화면

TEV 센서 데이터 화면

Application & HMI

Technical Specifications



< ISAAC-PDS-AETEV-01>

Features
•  AE 센서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밀한 초음파 측정 및 상태 진단
•  전력설비 가동 중에도 설치가 가능하여 설치 비용 및 시간 절감
•  전력 설비의 표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편리한 유지 보수

AE(Acoustic Emission) Sensor ISAAC-PDS-AE-01

Partial Discharge Sensor
for Switchgear

Product Overview

배전반, 전력 케이블, GIS 등 전력설비의 장기간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절연 결함은 전력설비의 고장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절연 결함은 부분 방전을 발생시키며 이 부분 방전은 절연 결함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정전사고를 
야기하게 됩니다.

ISAAC-PDS-AE-01은 AE(Acoustic Emission)센서이며, 이를 통해 전력 설비 내부에서 발생하는 초음파 신호를 
감지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감시합니다.



Size(Φ x H) 70 mm x 45 mm

Connector Standard BNC 또는 N-type (Female)

AE Frequency Range 20 ~ 200 KHZ

AE Sensitivity ≤10pC

AE Center Frequency 40KHz

과거 데이터 화면

AE 센서 데이터 화면

실시간 데이터 화면

Application & HMI

Technical Specifications



< ISAAC-PDS-TEV-01>

Features
•  TEV 센서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밀한 부분방전 측정 및 상태 진단
•  전력설비 가동 중에도 설치가 가능하여 설치 비용 및 시간 절감
•  전력 설비의 표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편리한 유지 보수

TEV(Transient Earth Voltage) Sensor ISAAC-PDS-TEV-01

Partial Discharge Sensor
for Switchgear

Product Overview

배전반, 전력 케이블, GIS 등 전력설비의 장기간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절연 결함은 전력설비의 고장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절연 결함은 부분 방전을 발생시키며 이 부분 방전은 절연 결함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정전사고를 
야기하게 됩니다.

ISAAC-PDS-TEV-01은 TEV(Transient Earth Voltage) 센서이며, 이를 통해 부분 방전 과정에서 전자기파로 인해 
금속표면에 생성된 과도접지전압을 개별 감지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감시합니다.



과거 데이터 화면

TEV 센서 데이터 화면

실시간 데이터 화면

Size(Φ x H) 55 mm x 30 mm

Connector Standard BNC 또는 N-type (Female)

TEV Frequency Range 30MHz ~ 100MHz

TEV Measurement Range -20 ~ 60dbmV

TEV Measurement Accuracy ±1dbmV

Application & HMI

Technical Specifications



< ISAAC-PDS-AE-01>

Features
•  실시간으로 배전반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노이즈의 식별 및 제거
•  전력설비 가동 중에도 설치가 가능하여 설치 비용 및 시간 절감
•  전력 설비의 표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편리한 유지 보수

UHF Noise Sensor ISAAC-PDS-NOISE-01

Partial Discharge Sensor for
Switchgear

Product Overview

노이즈 센서는 자석을 통해 배전반 외부에 부착되고, 주로 배전반이 처해 있는 환경의 노이즈 신호 측정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휴대폰신호, 인버터 노이즈, 서보모터 등 노이즈신호는 배전반 관찰구멍을 통해 배전반 내부로 들어올 수 있다.

ISAAC-PDS-NOISE-01은 외부에서 배전반 내부로 유입되는 각종 노이즈 신호를 식별하고 제거하여  UHF 센서가 
노이즈 신호를 부분방전신호로 오인하는 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센서이다



과거 데이터 화면

노이즈 센서 데이터 화면

실시간 데이터 화면

Size(W x D x H),  Weight 100mm X 66mm X 175mm, 0.5kg

Connector Standard BNC

Frequency Range 300MHz ~ 3,000MHz

Sensitivity ≤10pC

Measurement Range -80dBm ~ -20dBm

Install Type panel attachment

Protection Class IP65

Application & HMI

Technical Specifications



Gas Monitor for Oil-filled Transformer
HiPDS-GM2

Product Overview

Applications

Features

변압기와 같은 유입기기의 절연물로 사용되는 절연유, 절연지, 프레스 보드, 절연테이프 등은 변압기 과부하 또는 고장으로 
발생되는 열 또는 ARC에 의해 분해되면서 수소(H2) 및 탄화수소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HiPDS-GM2는 변압기 유중가스 중 수소(H2) 와 일산화탄소(CO), 수분(Moisture)을 실시간 On-line으로 측정 감시하여 
변압기의 내부 열화 및 절연이상 상태를 사전에 감지하여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변압기의 적정한 
운영 상태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변압기 절연유 열화감시 및 분석 장치입니다.

특히, 이상 징후 및 열화가 예상되는 기존 변압기
또는 노후 변압기에 설치할 경우, HiPDS-GM2는
초기 이상 상태를 정확하게 사전에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변압기 운영 상태를 개선하고 변압기
수명 연장에 도움을 줍니다.

●      온라인 (On-Line) 실시간 가스 및 수분 검출을 통한 변압기의 갑작스런 사고 예방
●      전용 HMI 기능 보유로 편리한 감시기능 (OPTION)
●      스마트폰 감시기능 (OPTION)
●      변압기 드레인 밸브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편리한 유지보수
●      단일 밸브 적용으로 신설 및 운전 중인 변압기 설치 비용 절감

< Exclusive HMI Application > < Smartphone Application >



HMI Picture & Manager Application

Technical Specifications

 < Main >

Measure

Log

 < Event > < Report >

Alarm

Trend

Hydrogen
Measurement range 25-5,000 ppm

Accuracy 20% of reading or 25 ppm

Carbon monoxide
Measurement range 0-10,000 ppm

Accuracy 20% of reading or 25 ppm

Moisture
Measurement range 0...1 aw

Accuracy ±0.02 aw(0…0.9 aw),±0.03 aw(0.9…1 aw) 

Operating temperature range -40℃~ 50℃

Storage temperature range -40℃~ 80℃

Oil temperature measurement range -40℃~ 105℃

Alarm relays 3 relays

Communication protocols Modbus / RS485

Weight, Size 8kg, 235mm(H) x 260mm(W) x 203mm(D)

Warranty 1 year



02
AUTO CAD, EPLAN EEC-ONE

Design Automation
Automatic generation of BOM, wiring diagram, nameplate, cross reference, cable and terminal diagrams

Design Quality
Automatic creation of all drawings and reports from design to production and maintenance

High-performance
Quick validation and update of hundreds and thousands of page drawings

Design Efficiency
Automatic checking of drawing errors and automatic generation of accurate reports

Project Management
Management of drawings and reports for projects that are updated several times

Standardization
Mandatory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 KS and the Company's standards 

Informatization of Electrical Design
Interfaces with ERP, PLM, quote solutions, wire machines, excel, etc.

Overseas Projects
Standard Change of Drawings and Language Conversion Function

Labor Division and Management of Partner Companies
Project collaboration based on right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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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fing

Design

Elementary & Circuit 
Design 

(Spec. Quantity. 
Shop dwg)

EPLAN 
EEC-ONE

ERP System

Stable Quality
Keeping 
Delivery

Manufacturing
Management 

System

Short  term
Mass Production

Capacity

Enclosure Manufacture 
Electrical Parts Order 
(Local subcontractor)

Components assembly
& wiring

(Mounting Plate)
Panel assemble 

& total wiring
(Accessory & 
Nameplate)

Apply power & I/O Test 
(communcation 
& start up test) 

Inspection

Packing & Shipment

2
Procurement Manufacturing Test & 

Inspection 

1 3 4 5
Packing & 
Shipment 

Smart Manufacturing
IO list up and generation of PLC circuit diagram / Generation of power circuit diagram and generation of 

communication circuit diagram / Selection technology of enclosure & internal aligned electrical equipment 

specification, calculation technology of required quantity, production drawing design technology / Simulation 

technology of electrical equipment alignment ERP-based materials procurement system, short-term mass 

production capability, stable quality control system, and automatic list up of delivery time compliance ability 

and required quantity and applicable models, significantly shortening material ordering time, reducing 

production lead time.

Manufacture and Production Process Management
Critical mass calculation technology, production process management technology (production speed setting), 

mass production technology (Wiring and block management by automated machines)

Quality Management
Wrong wiring check technology using PLC, Field signal and sensor simulation technology 

(Digital I/O, Analog I/O Test)

[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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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it & H/W Design, PCB SMT

Customer Order

S.M.T Work

After materials are indentifid, BGA & 
PCB are put into production after VCC 
and GND check before baking work

 for dehumidification 

Manual Insertion

Artwork

Bulk ComponentsManual Mounting

Manual Insertion

PCB Production

Equipment Inspection by X-ray

Survey of Customer Satisfaction

Manual Insertion

PCB Assembly Production Plan

Vision Equipment Inspection

Post-product Check and Quality 
Improvement Management

Manual Insertion

Bringing-in & Subcontracting Materials Manual Insertion

Material Receipt PCB Import Inspection Manual Insertion

Manual InsertionMaterial Identification Productivity Review

Check Status with Ordering Person

< SMT Equipment Room >

< SMT Line 2 >

< BGA REWORKSTATION >

< SMT Line 1 >

< FUJI643, SM421 Line >

< Temperature Profiler >

< Three SM421 
Connection Lines > 

< SMT3 SampleLine only >

< Vision Inspection Line >

< Nitrogen REFLOW >

< Inspection of Mask 
Cleaning  Condition >

< Soldering Condition 
Inspection by Microscope >

< SMT Line 1, 2 >

< HIT GUN &FREE HEA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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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Processing

Order Receipt/Registration
Assembly 
Production

FLOW

Assembly 
Production

CNC Precision 
Machining

Injection 
Molding

Cell-Line

Heat treatment

Plating

Star 10 type Zinc die-casting

Antenna, Pogopin,
 Connector, etc.

Barrel polishing

Coating

Hanwha 20 type, 
38 type

Star 32 type,
 machining 650

Small-type precision 
casting techmeier

•  A lot of antenna assembly     
  and inspection equipment

•  A lot of Pogopin assembly,   
  inspection equipment

•  Other assembly related  
   equipment

•  Rod and balk timber 
   processing
•  Sector : Small and large 
   precision machining
•  Sample response : 
   1~3 days

•  High-precision parts in  
   mass production (zinc)

•  Related parts : Small 
   precision parts

•  Mold making and T-0 : 
   7 days

BOM Inquiry/Purchase Requisition

Production Instruction

Parts Processing Production

Assembly Production

Post Processing _polishing and plating

Export Inspection

Import Inspection

Delivery (Sales) Completed



+82-31-627-5000

+82-31-627-5020    

Syspower2003@isaac-pds.com

120, Heungdeokjungang-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16950, Rep. of KOREA

ISAAC P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