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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기술연구소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신기술산업지원센터 3동 301호
053-592-0910
053-592-0920

자동차부품사업부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 968-24
054-954-0940
054-954-0941

자동화사업부
대구시 달서구 성서서로 55길 21

LEAP FORWARD FOR

053-582-1326

INNOVATIVE TECHNOLOGY

053-582-1327

기업소개

연혁

Company
introduction

History

2008.07

㈜와이엔지 설립

2009.01

한국델파이㈜외 10개사 협력업체 등록

2009.05

상호변경 ㈜와이엔지 -> 탑테크(주)

2010.04

탑테크 자동화사업부 포괄인수

2010.09

대구 영남이공대 산학협력 협약

2010.09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참여

2011.0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기술산업지원센터)

2012.05

㈜건화트렐러보그, ㈜일진글로벌 우수ASM업체 등록

2013.01

기술사관 육성사업 산학렵력 협약

탑테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술력이 곧 경쟁력'이라는 믿음으로 독자적인

2013.01

에스엘㈜ Ball-stud 가공라인 수주, 오대금속㈜ 외 5개사

기술력 증진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08

병력특례업체 지정(병무청)

2014.05

자동차 부품공장 증축

2015.02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개시(미국, 멕시코, 중국)

2016.07

Pre-스타기업 선정

아울러 상생협력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2018.05

신규 포크(연 100억)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실현하여 더불어 살기

2019.10

하이브리드 SUB ASSY조립 후 납품(100억 달성)

2019.10

하이브리드 포크 수주, HUB 수주

2020.07

대구지역스타기업 선정

2020.12

중소기업인대상 우수상

2000

탑테크는 변화, 발전, 존중이라는 사훈 아래 2008년 창립 이래 끊임없는

2010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으로 세계시장 개척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으로 고객과 함께해왔습니다.
창의적 사고와 책임경영의 이념으로 자동차 양산 SYSTEM 및 산업기계에
적용되는 품목들을 설계, 제작하고 있으며 보다 높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의
자동차부품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탑테크는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을 이룩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좋은 기업을 넘어 사랑하는 기업, 나아가 존경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탑테크의 새로운 도약에 고객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 늘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2020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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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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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 수상

탑테크는 고객의 곁에 항상 가까이 있는기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준수

구성원의 전문기술 향상

고객만족실현

신뢰성있는 품질확보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회사와 직원의 가치관이
일치되는 경영을 추진

전문직 기술과 경영을 통한
일류기업을 지향하고,
직원들의 행복을 추구

고객에대한 이익과 헌신적인
자세로 불만제로를 지향

창의적 사고의 생활화, 새로운
BUSINESS와 기술개발에 주력,
경쟁력 있는 제품, 품질 확보

고객사

IATF 16969

ISO/TS 16949:2009

ISO 9001:2008

중소기업확인서

영남이공대학 산학협동협약서

소재 부품전문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드림파크 표창장

대구 지역스타기업 지정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평생가족회사 업무협약서

Pre-스타기업 지정서

Pre-스타기업 지정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

글로벌 선도기업 인증서

수출유망기업 지정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Client company

(주)건화트렐러보그

특허

Certification & Awards

오대금속(주)

경창산업(주)

SL(주)

(주)평화발레오

Patent

17년 특허 10-1788976

16년 특허 10-1680650

16년 특허 10-1680642

15년 특허 10-1571893

14년 특허 10-1366136

13년 특허 10-1306768

13년 특허 10-1241657

12년 특허 10-1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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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특허 10-1571892

중소기업대상 우수상

4

생산 제품 소개
P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듀얼 클러치 부품 (포크) Dual Clutch Parts (Fork)
HEV DCT 부품

HEV FORK 1 / DCT MISSION FORK 1

HEV DCT 부품

HEV FORK 2 / DCT MISSION FORK 2

7속 DCT 부품

7속 DCT FORK 1 & 2 Assembly

DCT
변속기 부품
정밀 가공

자동차 부품 사업부
관련특허 | 경사 포크형 공작물 가공용 고정지그
관련특허 | 3차원 가공면 치수 동시 측정 방법
관련특허 | 셀프센터링 유니트를 이용하는 액츄에이터 구동 방식의 3축 치수 측정장치

최첨단 절삭 공정을 통한 DCT 클러치 및 변속기 포크의 정밀 절삭,

엔진마운트

Engine mount

엔진 서포트 브라켓 등 CNC/MCT를 이용하여 20여종 이상의
초정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신 생산설비를 통한 최고의 가공기술력 확보로 고효율 고연비의
DCT변속기 생산으로 DCT시장 NO 1.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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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 MT’G Bracket

Engine MT’G Bracket 가공

Engine MT’G Bracket 가공

Engine MT’G Support Br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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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제품 소개

생산 설비

Production Product Introduction

조향변속

production facilities

가공 기술력 확보 [MCT 가공지그 / INDEX JIG]

Steering transmission

조향, 기타부품 정밀가공

변속 GEAR PART 가공

FORK-G/SHIFT H/LOW

변속 GEAR PART 가공

풀리 & 조인트 Pulley & Joint

MCT JIG

부품 사업부

가공 설비 및 보유 장비

가공장비 및 설비
PULLEY

변속기

PULLEY

BALL STUD M150 ARM

Y7T BALL-STUD

Transmission

측정용 공구 및 Gage
Digital 정밀 측정기 Part

NC 자동선반

10

현대

NC 자동선반

2

대우

3차원 측정기

2

머시닝 센터(MCT)

31

위아

2차원 측정기(트레무스)

1

머시닝 센터(MCT)

1

대우

조도측정기

1

로봇

8

야스카와 외

형상측정기

1

범용밀링머신 외

3

남선 외

성형 연마기

1

측정 소모 보조 Guuge

석정반

PRIMARY COVER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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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COVER(DMF)

HUB

4

DIAL INDICATOR

30

CYLINDER GAGE

20

OUTSIDE MICRO METER

10

INSIDE MICRO METER

10

버니어 캘리퍼스

20

8

연구개발(R&D)

ACP-01A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제어팩 소개

탑테크의 기업부설 연구소는 신기술 연구개발과 제품능력 증진을 위해 2010년 설립되었으며, 지속적인

연구소 신기술 개발 모듈

DC JACK 24V

CLEAR

연구개발을 통한 공정개선과 제품품질 향상, 융 복합 신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 실적 |
2016년 [대구테크노파크] 성과창출형 지원 및 이전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외부 별도
스위치
연결 단자

2017년 [중소기업진흥원] 2017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1/VDC IN (+)

1/SOL CON 1(+)

2/START KEY

2/SOL CON 1(-)

3/GND (-)

5/RELAY (+)

4/VDC IN (+)

2018년 [경일대학교]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센서 연결
단자

2019년 [경일대학교]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6/RELAY (-)

5/SENSOR 1

7/ALARM (+)

6/GND (-)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현장형R&D)

8/ALARM (-)

솔레노이드 밸브
연결 단자

외부 별도 릴레이
연결 단자
외부 별도 알람
연결 단자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위기지역중소기업Scale-Up 지원사업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 & 현장형R&D)
SETTING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R&D사업

연구개발 내용 및 실적
- 머시닝센터(MCT)에 부착 적용되는 무선 송,수신을 이용한
불량진단모듈 및 제어장치 개발
- 머시닝센터에 장착되어 절삭, 가공품을 무선 송, 수신을 이용한
불량진단하는 틀모듈 시제품 제작
- 자동차부품에 적용되는 탭가공 동시 검사 가능한 무선전송
공구개발 및 어플개발
- 무선 탭가공 불량검출 장치의 판매를 위한 제품개선 및 상품화
- 다관절로봇을 이용한 치수전수검사기의 선별검사 자동분류라인 제작
- 범용 제어 프로그램을 탑재한 공압 엑츄에이터의 단동작 제어가
가능한 제어Pack의 시제품 제작
- 하이브리드 적용 DCT 변속기 FORK 부품 가공을 위한 자동지그
시제품 개발

특허개발 및 출원
- 부품압입 및 조립장치 (특허번호 10-1241657)

DOWN

START/STOP

Input Voltage

DC 24V

Size

(W)115 ｘ (D)95 ｘ (H)26

Output

SOL 1pc / Relay 1pc / Alarm 1pc

Mount

4 Holes (ø2.5)

Input

Sensor 2pcs / VDC 3pcs

7-Segment

4 Digital representatons

- 컴프레셔 폴리 내경 자동측정 검사장치 및 검사방법
(특허번호 10-1140721)
- 모터의 전류저항을 이용한 자동 탭 검사장치 (특허번호 10-1306768)
- 범용각도 검사용 지그 (특허번호 10-1366136)
- 머시닝센터에 부착 적용되는 무선 송수신을 이용한
불량 진단모듈 및 진단제어장치 (특허번호 10-2014-0086709)
- 공압 엑추에이터 내의 체적 변화를 이용한 불량 검사장치
(특허번호 10-2014-0095872)
- 경사 포크형 공작물 가공용 고정지그 (특허번호 10-2015-0181175)
- MCT에 적용되는 탭가공 불량 검사모듈 및 이를 이용한 탭가공
불량 진단 시스템 장치 (특허번호 10-1788976)

- 자동차 변속장치 Shift Parts의 거리 치수 자동측정 검사장치 개발

- 3차원 가공면 측정장치 (특허번호 10-2016-0183331)

- 2세대 GEN2사양 DCT 미션의 변속 FORK 제품 시제품 제작

- 셀프센터링 유니트를 이용하는 액츄에이터 구동 방식의

- 온라인 운동치료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자가 자전거 결합형 IT

UP

3축 치수 측정장치 (특허번호 10-2016-0183333)

| 제품내용 |
액추에이터와 솔레노이드 밸브, PLC를 통합 운용 적용한 제어 모듈

| 적용분야 |
검사지그 / 검사기 / 조립기 / 압입기 등

| 특징 |
기존의 PLC 설비 대비 80% 저렴한 비용
요지보수 비용의 혁신적 절감
W 115 X D 95 X H 26 의 작은 크기로 공간의 효율성 극대화
별도의 전문 인력 없이 사용이 용이

- 부품 자동 검사장치 (특허번호 10-2018-0152764)

9가지의 기능 설정 , 필요에 따라 기능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간편하게 사용

- 자동차 GEAR SHIFT PIN 제품 치수 전수 자동검사기 개발

- 자가 자전거 결합형 운동기구 (특허번호 10-2019-0063715)

공압 실린더와 연동하여 수동 장치를 반자동 및 자동화 장치로 쉽게 변경이 가능

- 3점을 이용한 자동 센터 유지 방식의 지름 측정 장치

- 내경 측정장치 (특허번호 10-2019-0129704)

센서와 연동하여 로봇 자동화기기에 적용 가능

운동머신 생산기술 사업화

- 내경검사장치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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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동작을 하는 반자동 및 자동화 장비 설치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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