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올테크코리아 



Company Profile 



• 회 사 명 : 주식회사 올테크코리아 (All Tech Korea Co., Ltd.) 

• 대표이사 : 구 재 림 

• 설 립 일 : 1995년 07월 

• 자 본 금 : 3억원 

• 소 재 지  [포천 본사/연구소/공장] 경기도 포천시 정자동1길 14-28 (선단동) 

          [금형 사업부] 경기도 부천시 

          [중국 사무소] 中国深圳市龙岗区 

• 공장부지 : 대지 1,230평, 건축물 (공장 4개동, 기숙사 1개동) 

• 홈페이지 : http://www.alltechkr.com 

• 인력현황 : 30명  연구개발(4명) , 관리(3명) , 품질관리(3명) , 생산(8명) 

          금형(6명) , 중국지사(6명) 

• 주요사업  - 전기,전자 각종 메커니즘 제품 개발,제조,판매 및 무역 

          - 제품기획 및 개발, 연구개발서비스  

          (Feature 설정/외관 Design/기구,회로 설계/Working Mock-up 제작/금형제작,성형사출물 생산)  

          - 무역: Adapter,전자부품,Cable류 수입, 휴대폰용 전자부품 수출입 

Overview 

http://www.alltechkr.com/


Location 

  중국사무소  부품 및 무역사업부 

   ALL TECH KOREA (SHENZHEN) 

 부천공장  금형사업부 

   부천시 원미동 

 포천공장(본사) 사출사업부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History 

 벤처기업인증 

 공장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허가 

 중소기업청 국책과제수행 선정기업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인증 

 법인설립 (현 포천공장)  

 ISO9001,ISO14001 인증취득 

2012. 11 

2013. 01 

2013. 04 

2013. 07 

2013. 11 

2012. 06 

2014. 05 

 올테크코리아 설립 1995. 07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선정 / 경기도일자리우수창출기업 인증 2015. 10 

 한양여자대학 산학협력기업 체결 2016. 01 

 이노비즈인증기업 취득 2017. 11 

 부품소재분야 기술개발우수기업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2018. 10 

 포천시 유망중소기업대상 수상 2019. 11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인증 2020. 07 



Certifications 

2013.4. 연구소등록 2012.11. 벤처등록 

2013.5. ISO9001 인증 

2017.11. 이노비즈인증 2013.1. 공장등록증 

2013.5. ISO14001인증 2015.10. 경기도유망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기술수상실적 

2019년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수상 



Overview 

사출성형 품질관리 기구설계 

회로설계 

FERRITE CORE 총무 인사 

재무 회계 

품질관리 

영업팀 
연구소 

대표이사 구재림  

소재사업팀 경영지원팀 

금형사업부 중국지사 

사출 성형 

 가공팀 

메카니즘설계 

SUB ASSY 납품 



Business Portfolio 

• 제품기획  사양설계  제품개발  공장생산  품질검사  출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원의 내재화로 One-Stop 개발솔루션 확보 및 기술노하우 보유 

 

 

• ATM 금융기기 메커니즘 개발 

• IT 전자제품 상용화 개발 

• 아이디어 특허제품 상용화 

 

 

• 금형도면 설계 및 툴링 제작 

• 성형사출물 생산(소물~대물) 

• 기타 부자재 개발 

 

 

• ODM/OEM 제품개발 

• Engineering Develop Services 

• Technical Consulting 

 

 

• 전자부품, 케이블류, 부자재 수입 

• 현대/기아 자동차 LF ANTENNA용    

FERRITE CORE 

제품기획에서 

개발,생산까지 

ONE-STOP 

Total Solutions 

메커니즘 및 전자제품 개발/설계 금형 사출성형 

도소매, 무역 및 기타 Engineering R&D 



Facility (성형사출시설  보유현황) 

설   비   명 제 조 사 규격(ton) 비  고 

550MMC 진화 550   

SELEX NE480 우진 480   

SPE250 현대 250   

SPE250 현대 250   

VC 650/160 TECH 엔겔 160   

SELEX E120 우진 120   

SPE70 현대 70   

<포천공장 내 사출장비> 



Business Models 



Audio 



I.T. 



I.T. 



AV  system 



Mobile  Phone 



Network Instrument 



Hinge & Mechanism  



Home Appliance 



Consumer Product 

ARMREST 

LED Down Light 

지그비 콘센트 

피부 미용기기 

녹차가루 용기 

수경 재배기 

WINIX 
정수기 



Industrial Product 

유축기 

Handy Scanner 

공기 질측정기 

Portable Beam Project 

LG MP1 

Wireless Modem 

Barcode Terminal 

Scan Phone 



Industrial Product 

나이스 금융그룹 (서울전자통신/오케이포스) – IC카드 지원 복합 신용카드 단말 제품 류 



ATM  



ATM  



감 사 합 니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