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팔복동 2가 750-1)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내
대표번호 T. 063.219.0300  F. 063.219.0303  www.camtic.or.kr

연구개발 | 엔지니어링 | 경영컨설팅 | 재직자교육 | 일자리사업

(사) (TIC)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

AS9100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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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의 가치를 높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999년 정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우리 캠틱은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 산업 발전이라는 

핵심가치를 목표로 연구개발(R&D), 엔지니어링, 기업지원, 인재양성 등의 사업을 꾸준하게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전국 최초로 산학연관의 협력으로 연구와 생산이 복합된 미니클러스터인 '전주첨단벤처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내 열악한 금형, 열처리, 가공 등 뿌리산업의 기반을 구축,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자동차·기계 산업 

발전에 초석을 다졌으며, 이러한 성과는 전북테크노파크 등 지역 내 주요혁신기관을 유치하는 기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캠틱은 그간에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내 핵심선도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CEO's  Message

인재상  Right People

공통역량  Common Competencies

신뢰와 책임감을 중시하고

능동적으로 자기개발에 힘쓰며

변화와 혁신을 앞서서 선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창조적인 인재

열정(Passion) :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신뢰(Faith) :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객만족 실현

변화(Change) : 변화를 주도하며 적극적으로 대처

성과(Products) : 고객의 성과 창출을 위한 최선의 노력

경영방침  Management Policy

고객만족

인간존중 기술혁신
경영방침

비전  Vision

비   전

목   표
  • 특화 클러스터 구축 (뿌리 산업, 메카트로닉스, 헬스케어 등)

           • 실용화 개발 전문 명품기관 (Top Brand)

  상생 협력을 통한 성장, 고객과 함께 행복한 미래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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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Organization chart

R&D 사업단

이사장 

원    장

본부장

개발사업단 특수사업단

이사회

운영위원회

감     사

인사위원회

기술사업화팀

선행기술팀

신기술융합팀

산학연협력사업단

인재개발팀

일자리사업팀 

기업상생팀

P&D개발팀

FA개발팀

개발지원팀

특수 1팀 

경영기획실

인사총무팀

재무회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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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세월, 끝없는 도전”
 미래를 향한 도약 !

2014. 05  전주벤처촉진지구, 중기청 평가 전국 1위 달성

2014. 03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시제품실용화 플랫폼구축 업무협약 체결

2013. 07  CATIA 국제공인시험센터(PVTC) 유치

2013. 05  중소기업청, 전북권 중소기업융합센터 지정

2013. 04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2012. 08  중소기업청, 디자인설계 1인1사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2012. 03  ㈜엠듀 업무협약 체결(한국ATC 공인인증센터 지정)

2014
2012 

2011. 03  전주벤처촉진지구, 중기청 평가 S등급(전국 1위) 2년 연속 달성

2010. 12  전라북도, R&D기관 컨설팅 및 평가결과, “최우수”평가

2010. 04  법인 창립 10주년 기념식 거행

2009. 12  AS9100(우주항공분야 국제품질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09. 11  전국 기술혁신센터(TIC) 최우수기관 선정, 지경부장관 표창

2009. 10  교과부, 행안부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Best HRD) 인증

2009. 06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NI) 업무협약 체결

2008. 11  국방기술품질원·전주시·캠틱 간 전주국방벤처타운 조성 협약 체결

2011
2008 

1999. 12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산업자원부 지정

2000. 04  캠틱 창립식

2002. 09  전주첨단벤처단지 준공 

2002. 10  (재)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現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유치

2003. 10  노무현 (前)대통령 방문

2003. 12  (재)전북테크노파크 유치

1999
2003 2007. 05  중소기업청장상 수상(중소기업 육성발전 기여 공로)

2005. 06  산업자원부, 전국 TIC 최종평가 최우수(전국 1위)

2004. 11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역혁신성공사례” 선정, 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 수상

2004. 07  ISO 9001:2000/KSA 9001:2001 품질인증 획득

2004. 06  정부지원사업기간 종료 및 Vision 2010 선포

주요연혁 HISTORY

20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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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가치창출을 위한 실용적 통합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BUSINESS OVERVIEW

AS9100 Rev.C 
(우주항공분야 국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엔지니어링연구개발(R&D)

경영컨설팅

재직자교육

일자리사업

실용적 기술지원 ! 엔지니어링 Total Solution 제공

• 아이디어의 현실화, 제품 및 금형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 현장만족 자동화 프로세스, 자동화/제어/비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우주, 항공, 방산, 에너지 분야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정도, 고품질의 정밀가공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바로 그 컨설팅 !

• 기업에게 전문가 활용 경영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자금, 인력, 기술 등 기업경영의 애로사항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중소기업, 인재가 희망이다! 
교육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성과로 !

 • 중소기업 재직자, 핵심리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 CEO·리더 혁신포럼, 경영분야, 기술분야, 품질분야 교육을 제공합니다.

 • 외부 전문가를 기업 현장에 직접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 

 • 지역 내 기업에 필요한 인재 채용을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 기업에겐 좋은 인재를, 구직자들에겐 좋은 일자리를 연결해 드립니다. 

실용적 R&D 파트너 ! 
기업의 기술가치 발굴부터 실용적 해법 창출까지 
R&D 전문 파트너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제품개발, 공정혁신, 부품개발을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업과 공동으로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수주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을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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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R&D)

R&D
공동연구

R&D
기술사업화

융합지원
센터 운영

엔지니어링 제품/금형
개발

자동화/
제어/비전

정밀가공

장비 이용
지원

우주/항공/
방산/에너지

재직자 교육

경영교육

기술교육

ACT 
시험센터

CATIA
시험센터

품질교육

일자리사업

인재연계
플랫폼

기업채용
지원

미취업자
교육

경영 컨설팅

창업지원

기업경영
지원

전문가 활용
경영 컨설팅

캠틱
Total Solution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동반성장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Total Solution

10  |  CAMTIC   CAMTIC  |  11

+ +



실용적 R&D 파트너!
기업의 기술가치 발굴부터 실용적 해법 창출까지 

R&D 전문 파트너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연구

엔지니어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의 맞춤형 R&D 컨설팅을 제공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Product Engineering 

자동차부품에 있어 기존 Steel에서 Plastic Composite로 변경되어가는 트렌드에 따라 개발 아이디어를 실현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제품설계기술(CAD), 제조공정기술(CAM), 엔지니어링기술(CAE)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ystem Engineering

컴퓨터 기반의 Inspection System을 만들고, Data Acquisition System을 이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응용연구를 

수행합니다. 또한 Bio-nano System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ealthcare Engineering 

기능 회복 및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재활로봇 시스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 헬스케어 기술, 

인간 친화형 융복합 감성 컨버전스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R&D 기술사업화
정부R&D 연계협력(특화센터, 사업화전문기관, 기술거래기관)을 통해 사업화 모델링, 엔지니어링 자금연계, 

R&D사업발굴기획, 시장정보 및 분석에 대한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술사업화를 

진행합니다. 

 전북권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운영  

전라북도 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R&D 사업발굴 기획을 진행하며, 도외의 중소기업과도 공동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전문 인력과의 교류기반(협회/학회)을 확보함으로써 기술기반사업화 코디네이팅 활동을 통해 기업의 핵심 

사업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다양한 R&D및 기술지원사업과 연계시킵니다. 

 사업화전문기관, 기술거래기관으로써의 활동    

고객보유기술의 시장경쟁력을 위한 제반지원사업 확보를 통해 완성도 높은 제품 개발 및 고객의 마켓센싱 

능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연
구
개
발
 

문의처 : 기술사업화팀  T. 063.219.0312  F. 063.219.0311 E.  ysul7112@camtic.or.kr  
                선행기술팀  T. 063.219.0313  F. 063.219.0311 E.  ksj@camtic.or.kr
                신기술융합팀  T. 063.219.0320  F. 063.219.0311 E.  wschong@camt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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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 기술지원 !
엔지니어링 TOTAL SOLUTION 제공
엔지니어링을 통해 고객의 꿈을 실현해 드립니다. 

캠틱의 ONE-STOP 서비스는 단계별 리스크를 최소화한 현장맞춤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품/금형 개발 ㈝᾽そ㈁�䂭ⶍ䃽��

• 제품개발 : 아이디어에서 제품 개발까지 ONE-STOP 서비스로 제품화 실현

자동화/제어/비전 䂭㉎⑵㌚�㈹Ẃ䃽�㾭⌅⯡ⵍ��

• 개발 제품 공정 설계 및 장비 개발 제작 : 제조 라인 구축

•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 개발 : 다양한 검사 측정등을 통한 솔루션 제공

• PLC , HMI 제어를 통한 기계 개발 : 수작업 공정 자동화 구축

• 실린더, 모터, 로봇 등을 이용하여 정형화된 부품들을 지정된 위치로 이동해 자동 조립 및 

   생산하는 전용 장비 제작 

디자인아이디어 기구 및 회로 설계 Mock Up 제작 기구 및 회로 조립, TEST 양산 금형 제작 제품완성

One-stop 
Service▶▶ ▶ ▶ ▶ ▶

광 파이버 단면 검사 장비 

프로그램 개발(UI)

MFM 조도 검사기 MOSFET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고효율 자동차 발전기용 정류기 개발

엔지니어링 Engineering

 엔
지
니
어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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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9100 Rev.C 
(우주항공분야 국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문의처 : P&D개발팀  T. 063.219.0361  F. 063.219.0351 E. smpark@camtic.co.kr  
                FA개발팀  T. 063.219.0362  F. 063.219.0351 E. dykim@camt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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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가공 ញ㊾ṭ��ញ㼱㑱��

• 프레스/사출 금형, 각종 JIG 및 각종 3D CAM 관련 정밀 가공

• 3축 고속 CNC 머시닝 및 선반가공

• 초정밀 방전, 와이어, 슈퍼드릴 가공 (초정밀 0.002㎜ 공차 이내)

• 경도/조도/치수 등 정밀측정으로 가공 결과물에 대한 품질 확보

항공/우주/방산/에너지 ⭱⌅ㅝ�⯡⌅�ṭ〦��

• 위성지상지원장비 MGSE (Mechanical Ground Support Equipment) 개발 및 제작

• 위성부품 및 시험 장치 제작 

• 항공기 시험 및 조립 지원 장비 제작

• 내구성 시험장비 제작

• 추진(연소)기관 관련 System 시험 Rig 제작 및 시험용역

• 다목적 위성 지상 수신 이동형 시스템 개발(MS-GRPS)

• 군용 지상훈련장비(Simulator) 개발 

• 신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 설비 제어 및 측정 장비 개발

초소형 터보 엔진 
연소기 시험 Rig

달 탐사선 구조 

모델 시험장치

풍력발전기 

기능시험모델

공기 유도 시험 리그

엔지니어링 Engineering

 엔
지
니
어
링

문의처 : 특수사업단(항공·우주·방산·에너지)  T. 063.219.0360  F. 063.219.0311 E. isjang@camtic.co.kr
          개발지원팀  T. 063.219.0363  F. 063.219.0351 E. cheal2k@camt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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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9100 Rev.C 
(우주항공분야 국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



당신이 원하던 바로 그 컨설팅 !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전문가 활용 경영 컨설팅

인사체계 및 HRD 체계 수립을 위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가가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드립니다. 

지역 내 기업의 브랜드를 구축하여 동반성장하기 위해, 캠틱이 함께 합니다.

기업경영 지원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통해 

고객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 기술혁신형(이노비즈)인증, 경영혁신형(메인비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중소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업 및 초기기업 운영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창업자들 간 

네트워킹 교류회를 운영합니다

경영 컨설팅  Management Consulting

경
영
 컨
설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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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기업상생팀  T. 063.219.0341  F. 063.219.0410  E. sscv@camt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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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AUTODESK
Authorized Training Center

AUTODESK
Authorized Training Center

®

랩뷰 특화교육센터 CATIA 시험센터ATC 시험센터
Authorized Test Center재직자교육  Vocational Education

재
직
자
 교
육

문의처 : 인재개발팀  T. 063.219.0333  F. 063.219.0303 E. edu@camt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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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재가 희망이다 !
교육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성과로 !
캠틱은 분야별 교육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고객 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를 이루어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CEO·리더 혁신 포럼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에 CEO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 조직문화, 혁신, 리더십,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통해 도내외 CEO들의 핵심 역량 강화에 집중합니다. CEO·리더 혁신 포럼은 참석자간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에 창의적 학습문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교육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의 수요를 

기반으로, 납입한 교육비를 관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고용보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경영분야

HRM/HRD, 재무·관리회계, 경영혁신, 정보화OA 등 직무별 및 직급별 교육을 진행합니다.

 품질분야

통계분석, 6-Sigma, TPM, 제조현장혁신(TPS), FMEA 등 생산 품질관리 및 현장개선 실무 교육을 진행합니다.

 기술분야

부품설계(CATIA, AutoCAD, Inventor등), 자동화(LabVIEW, PLC등), 해석 등 엔지니어링 능력 향상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뿐만 아니라 기술자격 취득까지 가능하도록 ATC시험센터(AutoCAD, Inventor)와 

PVTC(CATIA) 시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활용 현장맞춤형 교육

기업의 수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기업 현장에 직접 파견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현장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제조/품질, 설계/해석, 자동화, 마인드 향상 등 다양한 교육을 매년 공고를 

통하여 선정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edu.camtic.or.kr에서 자세한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 …
인재 채용을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
기업에겐 좋은 인재를, 구직자들에겐 좋은 일자리를 !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과 구직자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립니다. 캠틱은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일자리 플랫폼을 운영하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합니다.

기업채용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우수 인력을 소개해 드립니다. 캠틱이 운영하고 있는 인재검색 DB/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귀사에 필요한 직종의 경력핵심 인재를 연결해 드립니다.  

기업의 채용 홍보부터 면접, 신입사원 교육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캠틱은 고객의 인재 채용 시, 기업의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과 실무기술을 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증합니다. 그리고 조직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범절 및 

직장인 마인드 교육까지 더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재로 교육하여 기업과 연계해 드립니다. 

또한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채용연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까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재를 적합한 기업과 적재적소에 배치합니다. 

일자리사업   Business Careers Support

기
업
채
용
지
원

•워크넷 채용 정보
   해당 기업 필터링

•기업체 구인 요청

•홈페이지 및 SMS 안내

채용정보제공

•1차: 입사지원서 컨설팅

•2차: 모의 면접 컨설팅

•3차: 동행면접

  자체 보유 인력 직접 지도

입사지원 컨설팅
•합격: 사후 모니터링

•불합격
   - 원인 파악/분석 피드백

일자리 창출

•인성/태도 교육

•실전취업 교육

•구직계획서 작성

•취업 상담

인성/취업교육

<일자리 지원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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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일자리사업팀  T. 063.219.0346  F. 063.219.0404  E. jhlee2@camt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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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및 조직문화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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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세상, 즐거운 조직, 
캠틱이 함께 합니다.

사회공헌활동

나눔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캠틱은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장학금 전달 및 연수 경험 기회 제공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북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  

지역 대학의 발전 및 지역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캠틱에서 

연수생으로 업무 경험을 쌓기도 하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취업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캠틱은 직원들이 기부한 기금으로 연탄을 구입하여 직접 집까지 배달하는 연탄나누기 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약 캠페인 및 기부 문화를 장려하며 우리 사회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풍요로운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캠틱이 함께 합니다.

조직문화

“탁월한 일터, 성장하는 배움터, 재미있는 사귐터”를 지향하며 “사람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요학습 
매 주 금요일 오전8시, 전직원이 모여 업무 외 분야에 대한 학습테마를 수립한 후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년 째 지속해 오고 있는 금요학습은 법인의 대표적인 조직문화로, 

부서 및 직급을 초월한 소통의 장이 되고 있으며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우회 운영
사우회는 직원들의 경조사 및 즐거운 조직 문화의 일등 공신입니다. 매 달 직원 생일 축하 및 

간식 제공하며, 법인 행사 시 여러 가지 톡톡 튀는 이벤트로 활기찬 조직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운영
등산, 관람, 골프, e-sports, 배드민턴, 기타 연주 등 여러 분야의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내 동호회 활동을 통해 회사생활의 만족도가 증대되며 조직 내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캠틱은 양적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성숙에도 더더욱 매진하겠습니다.

+ +



대표번호
T.  063.219.0300
F.  063.219.0303
www.camtic.or.kr

사업별 연락처 
연구개발

T. 063.219.0312~3
F. 063.219.0311

엔지니어링

T. 063.219.0361~3
F. 063.219.0351
www.camtic.co.kr

항공·우주·방산·에너지 

T. 063.219.0360
F. 063.219.0311

경영 컨설팅

T. 063.219.0341
F. 063.219.0410

재직자교육

T. 063.219.0333
F. 063.219.0303
edu.camtic.or.kr

일자리사업 

T. 063.219.0346
F. 063.219.0404

상생 협력을 통한 성장, 핵심가치 창출
고객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및 약도 Address & Map

서울/대전

군산, 익산 방향

정읍/광주

전주I.C

팔복초교

팔달로

전북대학교

종합경기장

전주공고

산업인력공단
전주월드컵
경기장

호남제일문

전주역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삼례/금마

전주시청 방향

도청

우석대 방면

롯데백화점

팔복동
소방파출소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전북테크노파크캠틱

꿈과 미래, 캠틱이 함께 합니다.
CAMTIC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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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T.  063.219.0300
F.  063.219.0303

상생 협력을 통한 성장, 핵심가치 창출
고객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및 약도 Address & Map

서울/대전
전주역

삼례/금마

꿈과 미래, 캠틱이 함께 합니다.
CAMTIC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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