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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엠텍

㈜엠텍은 IT(Information Technology) 및 RT(Robot Technology)를 기반으로 2000년 설립되었습니다.
혁신기술로 미래를 지향하는 기술과 제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Education

Engineering Training

RT

Robot Technology

IT

▶ 제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주는 기업

▶ 다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 끊임없이
▶ 인간

발전하는 미래가 있는 기업

중심의 인재 양성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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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Technology / Module-Robot
(주)엠텍은 세계 최고의 로봇, 모듈 전문 기업입니다.
(주)엠텍은 20년간의 IT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엠텍은 모듈형태의 로봇제품으로 사람이 꿈꾸고, 상상하는 모든 형태와 기능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RT

Education

▶ 제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주는 기업

IT

▶ 다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 끊임없이 발전하는 미래가 있는 기업
▶ 인간 중심의 인재 양성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

사업영역

Business domains

＞＞ Robot Technology

＞＞ Information Technology

유아 탑승형, 완구, 교육, 안내/홍보 서비스를 비롯해서 실버 로봇에
이르기까지 모듈로™ 시리즈의 로봇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유무선, 광통신 부품인 반도체
레이저 드라이버 및 광송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도

Organizational structure

대표이사

기술경영자문단

경영지원팀

기업위치

광통신사업부

Location of the company

본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 2차, C동 521호
ㅡ
Unit 521, Bldg. C, Migun Techno World
Phase II, #187 Techno 2-ro (Yongsan-dong),
Yuseong-gu, Daejeon Metropolitan City

Tel 042-933-2052 Fax 042-933-2053
E-mail mtech@m-tech.co.kr

로봇사업부

부설연구소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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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FORMATION
회사 일반현황

Company Information

회사명

(주)엠텍

대표자

강선모

사업분야

로봇, 유/무선통신기, 통신계측기기, 교육용기자재,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등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 2차, C동 521호

부설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 2차, C동 521호

전화번호

T 042. 933.2052 F 042. 933. 2053

홈페이지

http://www.m-tech.co.kr

회사설립년도

2000년 5월 (법인전환)
지적재산권 현황

계

국내특허출원

국내특허등록

PCT

중국특허출원

디자인특허

25

16

5

1

2

전시실

Showroom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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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실적

Technology development performances

기술개발사업명

개발기간

개발방법

냉동(F급) 물류 유통 분야용1,200kg 이상
AGV 및 WMS 기술개발

2015. 08 ~ 2018. 07

경제 협력권 산업육성사업

타이머 격발장치가 내장된 구명부환 개발

2015. 06 ~ 2016. 06

건강진단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로봇랜드내 실버타운을 위한 저가(300만원 이하)의
IT기반 전 방향 보행보조로봇 상용화

2012. 07 ~ 2015. 06

광역경제권거점
기관지원사업

포토셀과 광섬유를 이용한 전력전송 핵심 모듈 개발

2009. 05 ~ 2011. 04

중소기업청

광섬유를 이용한 휴대용 광파워 및 광파장 측정기

1998. 11 ~ 2000. 10

산업자원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사업화

주파수 안정화를 위한 반도체 레이저용
드라이버 개발 기술

1998. 03 ~ 1999. 02

정보통신부
우수신기술 지정ㆍ지원사업

사업화

주파수 안정화된 고출력 반도체 레이저개발

1997. 07 ~ 1999. 06

한남대학교 산ㆍ학ㆍ연
공동기술 개발 지역컨소시엄

반도체 레이저다이오드의 안정화 구동장치

2000. 08. 25

특허등록
(0272403)사업화

레이저 종모드간의 2차 맥놀이신호를 이용한
레이저 주파수 및 출력을 안정화하는 방법 및 장치

1995. 10. 11

특허등록
(090117:일본)

휴대용 편광간섭계 광파장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

2000. 04. 21

특허출원
(10-2000-0021148)

측정대역폭 및 분해능을 향상시킨 편광간섭계
광파장측정방법 및 시스템

2000. 09. 21

특허출원
(10-2000-0055488)

파장분할다중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채널별
광신호의 파장을 측정하는 시스템 및 방법

2000. 09. 26

특허출원
(10-2000-0056361)

반도체 레이저 구동기

1999. 03. 19

의장등록
(0239077)사업화

최신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 물류센터
상차 또는 하차 자동화

2020. 07. 01 ~
2021. 12.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렛트 물류 프로세서를 위한
1톤급 자율주행 파렛트 트럭 시스템 개발

2020. 05. 01 ~
2021. 04. 30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
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한 5종 모듈로의
물류작업지원로봇

2017. 06. 01 ~
2018. 12. 31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
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비고 및 사업화 현황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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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반현황

General current status of the company

2004
•품질 보증업체 지정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골밀도 측정기 개발업체선정
(중소기업청)

2005
•고주파 부품 연구클러스터
회원기관 인정(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종모드 레이저 주파수 안정

2000
•640Gbps WDM Optic Transponder 개발
•법인전환
•정보통신부 우수신기술업체(IT)지정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술이전(KRESS)
•800Gbps WDM Optic
Transponder 개발(ETRI)
•WDM Optic Transceiver
개발(ETRI)

09

2010-2018
2006-2008

•40G-100G Transiver 개발(ETRI)

•KT 방송망 감시 시스템 개발

•서비스로봇 개발

•KT 마이크로 웨이브 페이딩 감시 시스템 개발

•SKT 양자암호용 광보드 개발

•SFP, XFP, CFP Transiver 개발(ETRI)

•테크노 벨리 입주(본사이전)
•벤처기업인증(중소기업청)

2009

2019-2021

•13.56MHz RFID 리더 제품화

•물류지원로봇 개발

•지능형 로봇 통합 시스템 기술 확보

Modulo 3

10

Self-assembling toys
어린이에게는

(지능형 블록완구)

상상력 발달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표현, 발전

수학적
사고력 발달

창의력 발달
입체 구성력 발달,
아이디어를 형상화
할수있는 능력 발달

공간개념, 도형의 원리
등 수학적 사고력 발달

ㆍ창의력 및 두뇌발달을 위한 3차원 입체교구
ㆍ조립을 통해 대근육과 소근육이 발달합니다
"국내특허 5개와 국제특허 4개를 보유"
과학적
사고력 발달

추리력 발달
평면의 전개도를
통해 입체도형을
추리해내는 능력 발달

재료의 성질을 활용한
과학적 사고력 발달

조형능력 발달

감각능력 발달

손으로 블록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조형능력 발달

손운동을 통한
두뇌발달 및 소근육
조절능력 향상

11

K O L A S 인증기관
유해물질 검사 통과

국제특허출원 : PTC/KR2011/007336
특허등록번호 : PTC/KR2011/007334
PTC/KR2011/007334
PTC/KR2011/007334
PTC/KR2011/007334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 : B363R376-3001
모
델
명 : MOUDUL03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명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자 율 안 전 확 인 신 고 일 : 2013년 11월 26일

APPLIDE WORK
COLLECTION
모듈로3 응용작품모음

헬리콥터 Helicopter

Modulo3 Collection

기하학 구조의 블록 완구로

상상하는 모든 모양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Car

비행기 Airplane

로보트 Robot

인공위성 Artificial Satellite

기린 Giraffe

Modulo 3 Collection

14

어르신에게는

(치매예방용 블록 놀이기구)

여러가지 도형과 색깔로 뇌를 자극하고 연결고리의 이용으로 만들어지는 모형에 대한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치매 예방용 놀이기구

어르신들이 블럭을 이용하여 다양한 창의적인 작품 만들기를 지도 할 수 있으며,
손가락을 이용하는 손동작 활동을 통해 섬세한 노인신체활동 일상생활에 동작운동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협력자입니다.
블럭을 이용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한 동료와의 접촉 증가로 사회성과 협동성을 지도 할 수 있습니다.

체험시설 및 놀이방

15

Caterpillar Type Education Robot
교육용 로봇

(프로그램 교육)
핸드폰 연결

안드로이드 폰을 장착하고, 앱스토어
에서 전용 앱을 설치하면, 텔레프리젼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ynamixel 응용

보유하고 있는 Dynamixel 모듈 제품을
고정, 연동할 수 있는 확장 포트를 제공
합니다.

＞무
 한궤도 바퀴가 모듈화 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응용이 가능합니다.

[무한궤도 모듈]

판매 기본형태

Modul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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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ar Service Robot
교육용 로봇

(프로그램 교육)

방법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

M o d u l a r

S e r v i c e

R o b o t

M o d u l o 7

HEAD Module

UPPER Module
ARM WORK Module

ARM BASIC Module
MIDDLE PC Module

WAIST Module
MIDDLE Module

AUTO CHARGER Module

MOBILITY Module

모듈로7은 고객이 원하는 가격, 사용 환경,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는 로봇입니다!

17

제품 설명

Product Descriptions

판매, 리스, 렌탈의 다양한 판매 방식과 8개 모듈로 활용 가능한 64개의 형태를 만들 수 있어 고객이 원하는 가격, 사용 환경,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는 로봇입니다! 로봇 교육 및 공연, 홍보 이벤트에서 기술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odulo 7

18

모듈로7 모델

Modulo7 Model
PURO-M

Modulo7-BUDDHISM

Modulo7-Show

ㆍ퓨쳐 로봇 공급 모델입니다.

ㆍ불교 전시장, 불경 교육용 모델입니다.

ㆍ공연용 모델입니다.

Modulo7-KIOSK

Modulo7-SPECIAL

Modulo7-HEdu

ㆍ24인치 LCD를 포함한 키오스크 모델입니다.

ㆍ다양한 형태의 Special Robot.

ㆍ교육/연구용 모델입니다.

자동차 매장 로봇

대통령 안내

식당 서빙 로봇

유아 게임 로봇

전시관 안내 로봇

생산 라인 AGV

로봇 공연

유치원 교사도우미

교육용 기자재

19

AGV무인지게차

AGV Unmanned forklift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통합 테스트 및 검증작업 완료

AGV무인지게차 / 물류지원로봇

20

물류지원로봇

Logistics Support Robot

21

물류지원로봇 :: 1톤급 자율주행 파렛트트럭

Logistics Support Robot

물류지원로봇 :: 물류센터 상하차 자동화 로봇

Logistics Support Robot

광통신제품 / 기타로봇

22

광통신 제품

Optical communication product

LASER DIODE DRIVER (MSLD-10D)

LD DRIVER EVALUATION BOARD (LD-EVB)

디지털 레이저 다이오드 드라이버(Current Source & TEC Controller)

레이저 다이오드 EVALUATION 보드는 레이저 다이오드에 필요한

는 레이저 다이오드에 필요한 전류공급, 온도제어 기타 레이저 다이

전류공급, 온도케어, 기타 레이저 다이오드 동작에 필요한 주요 기능

오드 동작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제공한다. 이들 기능을 이용하여

을 포함한다. 이들 기능을 이용하여 반도체 레이저의 특성과 성능을

반도체 레이저의 특성과 성능을 시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반도체 레이저에 적용

대부분의 반도체 레이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디자인 되었다.

할 수 있도록 설계 디자인 되었다

LASER DIODE DRIVER (MSLD-500C)

ㆍLD의 전류 및 온도제어

ㆍCompact 사이즈 케이스

LASER DIODE MOUNT

ㆍTO 및 SOT Housing Type

ㆍ그래픽 터치패널 디스플레이 제어 ㆍ저장을 전원 AC/DC어댑터 사용

ㆍButterfly Housing Socket Type

ㆍReal 기능제어 및 모니터링

ㆍButterfly Housing Solder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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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로봇

Other robots

보행보조로봇

전시장 공연 및 체험장

트레드밀

간호보조

보행보조 로봇 및 현대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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