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 an era where all things are being one,

Autech, based on the quality and

technology, is a company pursuing the

satisfaction of customers as the motto,

and promise you with the top qualities

from areas of not only special automobiles

but also auto parts, medical machinery

parts, and to automobile information

system.

오텍은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www.autech.co.kr



“Creation of new values for human,
it’s the faith that Autech has for better Lives.”

오텍은 혁신적인 선진 기술도입과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생명연장 및 복지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발자취를 세계
속에 남기고 있습니다.

AUTECH is adopting innovative high-tech

solutions and sustaining R&D initiatives to

contribute to the mandates of prolonging

the lifespan and improving the welfare of

human beings, setting its standing as a

global player in the special purpose vehicle

industry.

Company

History

Company History

2000 회사 설립

2001 파라메딕 앰블런스 우수제품 선정 (조달청)
기술혁신개발사업 업체 선정 (중소기업청)

2002 우량기술기업 선정 (기술보증기금)
서울 국제 모터쇼 참가 (COEX)
ISO 9001 / 2000 인증 획득 (KFQ)

2003 신기술 실용화 부문 대통령상 수상 (산업자원부)
코스닥 시장 등록
자기인증능력자 승인 (국토해양부)

2004 우수제품인증서 획득 - 파라메딕 엠블런스 (조달청)
무역의 날 3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산자부장관상)
다목적 소방펌프차 우수제품 인증서 획득 (조달청)

2005 무역의 날 1,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신기술 실용화 유공자부분 대표이사 대통령상 수상 (산자부)
우수제품 표창 (조달청)

2006 이노비즈 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2007 EU Profile사와 제휴
계열회사 추가 - 한국터치스크린(주)
서울 외 전국 지자체 장애인 콜택시 공급 개시

2008 은탑산업훈장 수훈 (강성희 대표이사)
구급차용 자동제어형 에어 현가 제어장치 NEP 획득
구급차용 풀에어서스펜션에 대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성공 우수업체 선정(중기청)

2009 강성희 대표이사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 선정 (중앙일보)
다목적 소방 구급차 110만 달러 케냐 계약
구급차용 풀에어서스펜션 시스템 품질혁신대상 수상 (신품질 컨벤션 2009)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기업으로 인증

2010 인도 암텍 (AMTEK AUTO LIMITID)사와 특장차량 제작 기술 이전 및 공급 계약 체결
강성희 대표이사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수상
특장차 공급관련 베트남 총판 계약 체결
COLLUMBIAN AUTOCAR와 AUV 독점 개발 공급 계약 체결
슬라이딩리프트 복지차량 특허 획득(특허청)

계열회사 추가 - 오텍캐리어주식회사, 오텍캐리어냉장(유)
대한항공과‘항공응급의료시스템’공급계약 체결
중소기업청과 응급의료 제품개발 협약체결
터키 일라스그룹과 전략적 MOU 체결
다목적 주들것 개발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선정(중기청)
미국 AERO MEDICAL PRODUCTS .INC와 응급의료 헬기용 이송시스템 전략적 MOU 체결

2011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과 MOU체결2012

강성희 대표이사, '2013 대한민국 글로벌리더'수상-글로벌 경영부문2013

강성희 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대회 표창장'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차량용 냉동기 개발
대우인터내셔날과 해외사업 협력 MOU체결 
베트남 공안부 특장차 공급계약 체결



“Creation of new values for human,
it’s the faith that Autech has for bette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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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월 창립된 (주)오텍은,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차량과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위한 특수목적차량을
개발, 창조적인 마인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특장차 부문의 ‘Leading Company’입니다.

Since its establishment in April of 2000, AUTECH, as a "Leading Company" in special purpose vehicle industry, has

undertaken a creative entrepreneurship in developing its market, by producing medical vehicles based on high-

technology and vehicles for marginalized pedestrians including the handicapped and languid.

Your
dream

With

Company establishment2000
Selection of Paramedic Ambulance as an Excellent Product (Public Procurement Service)
Selected as a Business for the Technological Renovation Project(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01

Selected as an Excellent Business (Technology Fund)
Participated in Seoul International Motor Show (COEX)

2002

[Application of New Technology] Presidential Award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2003

2004

Received the Presidential Award for the Best CEO in the Area of Applying New technology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Received the Award of Excellence (Public Procurement Service)

2005

2006

Supply the public call van for disabled to Seoul and local government

2007

Acquired the NEP (New Excellent Product) for the auto control air suspension system of

Projects of Conditional Purchas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08

2009

2010

2011

Signed

2012

2013



“Creation of new values for human,
it’s the faith that Autech has for better Lives.”

Save more
human Beings
at Autech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 오텍!

Medical vehicles



“Creation of new values for human,
it’s the faith that Autech has for better Lives.”

Medical vehicles

파라메딕 앰블런스
Paramedic Ambulance

뉴그랜드스타렉스 앰블런스(특수형)
New Grand Starex Ambulance(ALS)

벤츠 앰블런스(모듈형)
MB Sprinter Ambulance(Modular)

벤츠 앰블런스
MB Sprinter Ambulance

노인전용구급차
Silver Ambulance

그랜드스타렉스 앰블런스(일반형)
Grand Starex Ambulance(BLS)

포드 앰블런스
Ford Ambulance

다목적 소방용 앰블런스
Multi-Purpose Fire Ambulance

헌혈차
BloodMobile

종합검진차 / X-Ray 검진차
General Medical Examination
Mobile Radiology

암 검진차
Mobile Cancer Examination

세미루프 그랜드스타렉스 앰블런스(일반형)
Semi-roof Grand Starex Ambu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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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텍의 파라메딕 엠블런스는 풀에어 서스펜션(ECU 탑재)의 장착으로 환자의 2차 손상을 방지하며 각종 사고 현장
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조치와 운송을 하는 최적의 시스템입니다. 또한 각종 이동 검진차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Our paramedic ambulance is an optimal system that prevents second injury of the patient with its full-air
suspension unit (ECU mounted), guaranteeing a prompt and safe first-aid measure and mode of transportation
wherever the accident occurs. Furthermore, our mobile diagnostic check-up engines provide custom-tailored
medical services, playing another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health of our people.

의료차량

고객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업가치와 최첨단 기술로 제작된 의료차량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Our medical vehicles are teeming with the entrepreneur's value cherishing the human's life and

high-end initiatives to provide advanced medical services meeting global standards as well as

a richer lifestyle for the society.

Medical Vehicles



“Creation of new values for human,
it’s the faith that Autech has for better Lives.”Medical vehicles “Creation of new values for human,
it’s the faith that Autech has for better Lives.”

Contribute to
quality of

human life
오텍의 기술은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Welfare Vehicle



“Creation of new values for human,
it’s the faith that Autech has for better Lives.”

오텍의 복지차량은 전동시트, 슬로프, 리프트 및 선진국형 신형 슬라이딩 리프트와 같은 품격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으

로 선진국 진입에 따른 고객의 업그레이드 된 욕구를 충족시키며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Our welfare vehicles satisfy the meticulous needs of our customers and provide comfort that matches standards
of an advanced country. Created to improve life standards, our welfare vehicles come with revolutionary
designs, featuring swivel seats, slopes and lifts the latest advanced sliding lift. all for the well being and
great satisfaction of our valued customers.

복지차량

하이슬로프 장애인차
High Roof Rear Out Ramp

NF 전동시트
Swivel Seat

레이 슬로프 장애인차(전동시트)
Ray Slope(Swivel Seat)

버스 리프트 장애인차
Bus Lift

복합 장애인차
Rear Lift

기차 장애인 리프트
Electric Railway Slope

카니발 슬로프장애인차
Carnival Rear out Ramp

하이슬라이딩리프트 장애인차
High Sliding Lift

하이리프트 장애인차
High Roof Rear 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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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Vehicle

오텍은 앰블런스와 선진형 특수차량을 만든 테크닉과 노하우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의
복지차량을 제작합니다. 이는 사용자 한분 한분을 배려한 세심한 설계와 디자인으로 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안락한 삶의 즐거움과 여유를 선사합니다.

AUTECH makes welfare vehicles, which are specially designed for the handicapped and

weak. These are made by employing the finest techniques and know-how obtained from

AUTECH's valuable ambulance and high class special motor experiences. User-friendly,

delicately designed and constructed, our products deliver greater pleasure and relaxation

to our customers.

Welfare Vehicles:



“Creation of new values for human,
it’s the faith that Autech has for better Lives.”Special Vehicle

Change
your movement
with Autech
오텍과 함께라면 당신의 미래는 변화됩니다.

산업 고도화에 따라 오텍의 특장차 역시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으며,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텍의 특수목적차량은 세계 유수의 제품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탄탄한 기술력으로
고객의 작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도와드립니다.

At par with the highest industry standards, our SPVs provide high-end and diverse solutions,

further satisfying the increasing demands of its market and industry. Our special purpose

vehicles facilitate, in the most efficient manner, users who can utilize our reliable

technological capabilities that are equivalent to those of prominent global players.

Special Purpose Vehicles:



“Creation of new values for human,
it’s the faith that Autech has for bette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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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Vehicle

특수목적차량

사용 용도에 맞는 다양한 모델로 이뤄진 오텍의 특수목적차량은 고객의 수익성, 사용편의성을 극대화시키며,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성을 대폭 향상하고 있습니다.

Our SPVs, constructed in various models, each created for an intended purpose, not only maximize the
profitability and convenience of our customers but highly enhance, as well, their productivity.

냉동/내장탑차
Refrigerator/Dry Van

덤프 트럭
Dump Truck

소방차
Fire Truck

홈로리
Oil Sale Truck

고소작업차
Crane Truck

도로 청소차
Road Sweeper Truck

범죄인 호송차
Convoy Vehicle Crime

세이프티로더
Safety Loader

탱크로리
Tank Lorry



“Creation of new values for human,
it’s the faith that Autech has for better Lives.”Automobile parts

오텍의 창조적인 생각이 미래를 바꿉니다.

The power of
Autech rewrites
the future



“Creation of new values for human,
it’s the faith that Autech has for better Lives.”

Automobile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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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특수목적차량의 핵심부품인 장애인시트 등의 생산으로 자동차 산업분야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오텍은 
한 단계 높은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We at AUTECH are making an utmost effort to provide highest satisfaction to our customers by creating a
new value in the auto industry such as the seats for the handicapped, the key element in SPVs.

차량용 냉동기(소,중,대형)
Truck Refrigeration unit

전동 시트 유닛
Swivel Seat Unit

시트 모듈
Seat Module

풀 에어 서스펜션(ECU)
Full Air Suspension

시트 모듈
Seat Module

KD파레트
KD Pallet

Small

Medium

Large

오텍은 고도의 최신 기술력을 가진 부품업체로 자동차의 핵심모듈인 시트모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능과 디자인은 물론 고객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최우선하는 오텍은 국내 최초 전자제어장치(ECU)
가 부착된 풀에어 서스펜션 개발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AUTECH, as a component maker with the latest high-tech solutions, produces the seat and core

modules for autos. We put the highest priority on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our customers,

in addition to mechanical functions and designs, as with our full-air suspension embedded with

the Electronic Control Unit (ECU).

Automobile parts:



“Creation of new values for human,
it’s the faith that Autech has for better Lives.”Medical instruments

What matters in our
advanced technological
undertakings is the life
of a human being.
오텍의 진보된 기술력은 생명의 소중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reation of new values for human,
it’s the faith that Autech has for bette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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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부문

오텍의 의료기기는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가능하게 하며, 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최소시간 단축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가능한 차별화된 오텍의 의료기기는 생명을 다루는 급박한 상황에서 더욱 돋보입니다.

AUTECH's medical devices guarantee a faster emergency treatment, providing the pivotal roles in shortening
the minimum time allowance that determines the survival of the patient. Our unparalleled portable medical
devices provide even better performances in a critical live-or-die situation.

이동형 인공호흡기
Autech O2 Vent.

5단 주들것
AS5-900

2WAY 흡인기
VX-2

흉부압박기
Corpuls3 CPR

휴대용흡인기
Quickdraw

자동 심장 충격기
Corpuls1

자동 심실 제세동기(AED)
G3-PRO

심실제세동기
Corpuls3

산소포화도 측정기

Medical instruments

새로움을 추구하는 오텍의 창의적인 마인드가 고객의 꿈을 실현가능하게 합니다. 최첨단 의료기기와
응급장비들로 구성된 오텍의 의료기기 분야는 오텍의 신성장동력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AUTECH continuously seeks new creative initiatives- this makes our customers' dreams come true.

Our medical device division, comprised of cutting-edge medical units and first-aid instruments,

is creating higher-value added profits, which is a new drive for the company' growth.

Medical instruments:



“Creation of new values for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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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

Development

PETRO VIETNAM

KENYA

EQUIP AGENCIES LTD
케냐

INDIA

AMTEK AUTO 
LIMITED

인도

Thailand

CHASESIAM
태국

PHILIPPINES

COLUMBIAN AUTOCAR Corp
필리핀Germany

Corpuls
독일

AERO MEDICAL
PRODUCTS CO., INC

Uzbekistan

SAF LLC
우즈베키스탄

오텍은 2001년 자체 기술 연구소를 설립, 세계 각국의 특장차
전문기업과 전략적 기술제휴를 맺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있습니다. 또 학계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한
연구진의 도전정신으로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AUTECH, since the establishment of its in-house research tech center, has
been securing a global business network by entering into partnership with
the worldwide SPV dedicated players. In addition, the challenging spirit of the
research team, manned by prominent experts from various academic circles
and technical areas, is driving a seamless effort for a new techni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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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bility

Manufacturing Ability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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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텍은 독자적인 신기술 개발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2001년 기술연구소를 설립, 우수한 연구진의 수많은 도전과 실패
를 거듭하여 현재, 시대를 앞서나가는 첨단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품 설계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 완성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엠블런스 등의 특수차량
분야의 고급화 및 선진화에서 인정받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The Research Institute of AUTECH since established in 2001, it has been through full of trials and error to develop its
exclusive technology, Autech has the latest and advanced technology at the moment.
Autech has made a great achievement with improving many ways in Special vehicle industry such as ambulance with
constructing a state of high-tech system pursuing design, technical and prototyp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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