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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식회사 포에스텍은 2006년 설립 이래 무서 통신 첨단 기술개발
에 총력 해 왔습니다. 사물인터넷 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동

◆

수동안테나 제품군

◆

GNSS안테나 제품군

◆

임베디드 모니터 제품군

차, 헬스케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며, 당사의 주요 제품은
이러한 사물인터넷 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보다 일상 생활에 친화적인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군은 크게 무선 사업부와 임베디드 사업부로 구분 됩니
다. 무선 사업부의 핵심 제품인 고정밀 GNSS
GPS, GLONASS, GALILEO, BEIDOU

개발에서 생산까지 신속한 대응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업으로 다가 가겠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는 사회
만족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안테나는 듀얼 패치 안테나 기술에 실시간 이

동측위 기술(RTK: Real Time Kinematic)을

최고의 품질을 향한 열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 기업이 되겠습니다.

접목하여 10mm+1PPM의 정확도를 구현
하는 최신 위성항법장치 용 안테나이
며, 자율주행 자동차, 배달 로봇, 무
인 드론, 타워 크레인 등에 사용
됩니다. 그 외 WLL 안테나, 중계
기 용 패치 안테나 등 다양한 RF
안테나를 사물인터넷 시장에 공급하
고 있습니다.

임베디드 사업부는 의료장비에 사용되는 임베디드 모니터 컨트롤
러를 개발/공급하고 있으며, TFT LCD 모니터, 제어보드, 터치 스크린
이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년 간 쌓아 온 기술적 노하우로
보다 최적화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객의 불편 및 불량을 최소
화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RF 안테나와 임베디드 컨트롤러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 이를 활용한 첨단 제품 개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개발은 우리의 직면한 과제이며, 한 발 더

대표이사 윤 철

자율주행 등 위성항법장치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새로운 안테

리즈와 UDR Untethered Dead Reckoning 기술을 이용한 M8U 시리즈가 있으며,

나 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패치 안테나를 이용한 AP 시

카셰어링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즈, GPS MCU 모듈이 내장된 스마트 시리즈, RTK Real Time Kinematic 기술

◆

방수(선택) IPX6, IPX7

과 접목하여 10mm+1PPM 정확도를 제공하는 F9P 고정밀 시리즈, 추

◆

GPS/GLONASS/BEIDOU/QZSS

◆

64/72 채널 지원

◆

보 레이트 115,200bps, 9,600bps(선택)

◆

NMEA-0183 and binary protocol

측항법 기술이 내장된 M8 시리즈 등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
다. 추측항법 기술이 접목된 제품은 GPS 수신이 어렵거나 불가능 할
때에도 고정밀 위치정보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접목된 기술에 의해 구
분됩니다. 그 기술로는 ADR Automotive Dead Reckoning 기술을 이용한 M8L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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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수년 간 쌓아 온 기술적 노하우로 보다 최적화된 제품을 공급하
고 있으며, 고객의 불편 및 불량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성능으로 의료기기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
다양한 산업장비에 적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

Windows CE 6.0

◆

감압식, 정전식(선택)

In

◆

HR 시리즈: 고해상도 1024 x 768

용으로 설계된 당사의 첫 번째 임베디드 모니터 시리즈입

◆

좋은 가성비

M100 시리즈는 AMI
-Home Display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시스템과 관련된 IHD

-

-

-

DS 시리즈는 CDMA, LTE, 5G 대역에서 동작하며, 대역폭에 따라 다

안테나 설계에 필요한 무반사 챔버, 측정 계측장비 등을 구비하고

양하게 설계 가능합니다. RF 중계기와 연결하여 통화 음영지역에 쉽

있으며, WLL 안테나, PCB 안테나 등 다양한 수동 안테나를 공급하고

게 설치되며, 열악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건물

있습니다. 당사는 회로 설계, 제품 시험 등 개발에 필요한 전 분야에

지붕, 벽 등에 설치 되어 기지국과 쉽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걸쳐 고도의 분석 능력과 일대일 대응으로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

◆

설치 키트 내장

을 다 하고 있습니다.

◆

Compact 사이즈

◆

9 m 무반사 챔버

◆

실외 사용

◆

6 m 무반사 챔버

-

-

-

~2022
◆

신규 임베디드 모니터 개발 착수

◆

CE 시리즈 GPS 안테나 개발

~2020

~2015

2006
◆

회사설립

◆

투자유치

◆

Donor 안테나 개발

◆

벤처 등록

◆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

ISO 9001 인증

◆

ISO 14001 인증

◆

ADR/UDR GPS 안테나 개발

◆

12.1” 임베디드 모니터 개발

◆

고정밀 GPS 안테나 개발

◆

5G Donor 안테나 개발

주식회사 포에스텍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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