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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테크는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화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PCB를 설계에서 제조까지 지원하는 특화 제품

생산 전문 기업입니다.



2

GREAT 2023

2/17

GREAT 2023

1. 중부테크 소개

2. 기업부설연구소

3. 중부테크 품질

4. 기타(인증,보유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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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명 주식회사 중부테크

업 태 제 조 업

종 목 전자부품, 전자부품 수리, 반도체, 부품조립

사업장 소재지

천안사업장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느르머리길62-19

진천사업장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이덕로 260  에이티세미콘內

부설연구소 – 인천 부평구 청천동440-4 남광센트렉스808

사업장 규모 천안사업장 240평, 진천사업장 120평, 부설연구소

연 락 처 041-561-7709  ( Fax  041-583-7710 )

주요 생산품 반도체SMT, 지하철동력제어장치, 자동차 전장부품, 냉장기 부품

홈페이지 http://www.jbtech.kr

1-1.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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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9.24 법인 설립

10.19 반도체 SMT 공정위탁 생산 계약

2016 06.01 SK-HYNIX 수용성 SMT 양산 개시

08.05 다원시스 신규 BIZ. 진행

2017 04.13 다원시스 2호선 200량 제어기 수주

08.07 LED LAMP KC 인증 취득

10.30 오텍캐리어 직결형 조명품 수주

12.06 IATF16949 : 2016 및 ISO9001:2015 인증

12.26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2018 03.20 벤처기업 등록 (제20180400530호)

05.10 반도체 SMT 누적 1억개 양산

2019 04.01 특허등록 ‘압축가스 자동주입 어셈블리..’ 2011-0014888호

09.27 TMS-C25 미얀마 철도차량 냉난방 제어기 개발

12.01 건물240평, 대지590평 신공장 건축 입주(현 주소지)

2020 09.24 IPC 국제자격인증취득

10.05 기업부설연구소 승격

2021 04.14 인천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장 취득

10.01 지하철 4호선 제어기 회로개발 및 양산 수주

2022 02.15 반도체 식각공정 회로개발 및 Board 제작

07.30 오텍캐리어 냉장기 온도 제어장치 회로개발 및 Board 제작

1-2.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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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천안사업장

생산기술
자재구매
SMT, 조립

진천사업장

생산기술
OP, AOI

품질

부설연구소

ARTWORK
H/W개발
F/W개발

품질

QC, QA

1-3. 조직도

경영지원

경리회계
인사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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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기술

•DC-DC CONVERTER, PFC, INVERTER 등의 POWER 회로설계

•각종 SENSOR 신호 처리 회로설계

•전압, 전류 계측 솔루션 회로설계

•DIGITAL CONTROLLER 설계

ARTWORK
•다층 PCB ARTWORK 진행 이력 다수 보유

•POWER 시스템 ARTWORK 진행 이력 다수 보유

•SENSOR 신호 처리 시스템 ARTWORK 진행 이력 다수 보유

F/W 개발

•8BIT MCU(8051,AVR,PIC) F/W 개발

•32BIT MCU(STM32, DSP) F/W 개발

•A/D, D/A CONVERTER 등 ANALOG 회로 CONTROL

•전압 전류 계측을 위한 F/W 샘플링 솔루션

•통신프로그램(RS-232,485,ETHERNET,CAN...)

S/W 개발
•MFC, C#을 이용한 WINDOWS APPLICATION 개발

•CONTROLLER 와의 통신 프로그램 개발

검사 및 검증
•자체검사용 지그 제작(지그운용 S/W 개발)

•국내외 인증 다수 진행 이력 보유

2-1. 소개

중부테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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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설계 고객사 Needs 파악하여 직접 회로설계/ARTWORK 진행하여 제품 개발 가능

F/W(S/W) 설계 각종 MCU를 활용한 다양한 통신 관련 F/W 개발 가능, 사내에서 직접 테스트 UI S/W 개발 가능

검사 및 검증 직접 생산지그 설계 가능하여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국내외 각종 인증 직접 진행 가능

제조 생산 사내 직접 운영하는 SMT/수삽라인을 활용한 빠른 개발품의 생산진행 가능

2-2. 개발 프로세스

중부테크는 고객의 개발 요구사항을

자체 설계, 테스트, 인증, 개발완료 및

제조 생산까지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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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품질방침

중부테크의 품질방침은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품질을 지향할 수 있도록

설정하며 결코 품질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
최고 품질의 경영목표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2017년 12월 IATF16949 : 2016 및

ISO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품질개선활동
사전제품 품질계획(APQP)을 개발과정부터 양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은

물론 이를 체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품질보증시스템
고객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품질보증 시스템을 운용해 나갈 것이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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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품질인증

IPC 전자 어셈블리 품질인증 IPC 솔더링 품질인증 IPC 와이어하네스 품질인증IATF16949 글로벌 품질인증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보쉬, 노키아, 델, 소니, 휴렛팩커드 등

글로벌기업의 IPC기준을 귀사에 적용 해 드립니다.

중부테크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글로벌 전장 품질기준으로

전동열차 전장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IAFT16949
갱신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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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FT16949
갱신심사중

4-1.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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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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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내특허



13

GREAT 2023

13/17

GREAT 2023

4-4. 해외특허

PTAS 506315381
AC DIRECT DRIVE LED POWER SUPPLY CAPABLE OF HADLING OVER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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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오시는 길(천안 사업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느르머리길 62-19 (판정리155-2번지)

북천안IC 통과후 우회전

판정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터널통과

이
정
표



앞서가는 개선활동 뻗어가는 기술혁신

천안사업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느르머리길 62-19 (판정리 155-2번지)                                   TEL. 041-561-7709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0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
	슬라이드 4
	슬라이드 5
	슬라이드 6
	슬라이드 7
	슬라이드 8
	슬라이드 9
	슬라이드 10
	슬라이드 11
	슬라이드 12
	슬라이드 13
	슬라이드 14
	슬라이드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