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메디엑스포 의료취업상담회

▢ 참여안내

일시/장소 2017년 6월 24일(토) 14시 00분 ~ 17시 00분 / 엑스코 전시장 1층 

참여 형태 ■ 직접참가(부스배정, 현장면접)     

▢ 기업현황

회  사  명 주식회사 올소테크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로 78

사업자등록번호 514-81-97643 업       종
의료기기 

제조/도매업
대 표 전 화 053-314-7016

대  표  자 김 일 환 사 업 내 용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팩       스 053-314-7017

근 로 자 수 52명 홈 페 이 지 http://www.orthotech.co.kr/

기 업 연 혁 (별지 사용 가능) 회 사 소 개 (별지 사용 가능)

별지 1 별지 2

▢ 채용정보 

모집직종 상세 직무 내용 인원 경력유무 학력
기타 요구사항

(전공, 자격증 등)

임금

(시급, 월급, 연봉)

① 국내영업 제품 홍보 및 영업 0 경력 무관
보건대 행정/의료 

전공자 우대
면접 후 결정

②

③

④  

▢ 근무조건 (해당 근무 조건에 체크 또는 상세 기재 부탁드립니다.)

근 무 지

■ 소재지와 동일

근무

시간

평  

일
09 : 00 ~ 18 : 00

□ 소재지 외 : 

토

요

일

: ~ :

근무형태 □ 2교대  □ 3교대 □ 기타 8 시간 근무 1주일 40 시간 근무

휴    일 ■ 토요일  □ 격주 토요일 휴일   ■ 일요일   ■ 법정공휴일   □ 기타 :

복리후생 ■ 퇴직금    □ 조식      ■ 중식      □ 석식         □ 기숙사        ■ 통근버스       ■ 경조사비       □ 유니폼

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기타 :

고용형태 ■ 정규직  □ 계약직 : 개월  □ 기타 :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졸업증명서  □ 자격증사본  □ 기타 :  

   

  



                                                                                             
  ▢ 기업연혁

 연도 월 연             혁  (설립,증자,대표자․상호․업종 변경, 공장신축, 이전 등)

2003 08 올소-테크 설립(경북 칠곡군 소재)

2004 05 전국 지역별 판매 거점 확보

2007 03 공장 확장 이전(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10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인증 취득(품목 : 골절합용 나사, 판 외 18종)

2009 06 종합&정형외과 전문 병원 직거래 판로 확보

2010 07 벤처 기업 인증

10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12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증 갱신

12 Bone Plate 2종 디자인 등록

2011 01 Bone Plate 1종 디자인 취득

01 추간체 유합 Cage 특허 취득

08 한국 폴리텍 대학(원주캠퍼스) 산학협력 체결

11 공장 확장 이전(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11 대구 가톨릭 대학 산학협력 체결

2012 04 Multi-Fix Spine System CE 인증

04 ISO 9001:2008 인증 획득

04 ISO 13485 인증 획득

2013 01 골 고정 장치에 대한 특허 취득

05 Non Sterile Intramedullary Fixation Nail CE 인증

2014 06 개방형 손가락 관절 임플란트 특허 출원

08 개방형 경골 고정시스템 특허 출원

08 골절합용나사 Dual Pitch System 특허 출원

09 올소테크 대한민국혁신대상 수여 (한국일보)

12 중소기업청 수출유망기업 대표 선정

2015 01 법인 전환 (자본금 200백만원)

02 Non Sterile Bone Plate, Bone Screw CE 인증

06 자본증좌( 400백만원)

07 자본증좌( 600백만원)

09 뼈 고정용 치료기구 특허 출원

09 뼈 고정 시스템 특허 출원

10 십자인대용 재건술용 시스템 특허 출원 등록완료

11 뼈 고정용 나사의 제조방법 및 이에 제조된 뼈 고정용 나사 특허 출원-등록완료

10 신서 연구특구개발 공장확장 신축 건설 공사 시작

2016 02 작은 뼈 고정용 치료기구 특허 출원

04 연구개발특구 신축 완료 - 이전

04 대구경북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기술교류 협약

05 페루 MOA체결 (페루국가 인증등록 진행)

08 대구 Pre Star 기업 선정

10 인도네시아 수출 ‘17년부터 연간 최소20만불 계약 체결 완료 (’19년까지 계약유지)

10 대퇴골 고정 시스템 특허 등록 제10-1670777

10 와이어를 이용한 뼈 고정 시스템 특허출원 제10-2016-0138031

12 대구 C2P 의료기기 제품화 우수 아이디어 지원사업 선정 진행중 2017.12종결예정

2017 01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R&D 지역주력산업육성 의료기기 선정완료 2018.12종결예정

01
임플란트 가변 피치형 테이퍼 무두나사의 제조방법 및 이에 제조된 임플란트용 피처형 테이퍼 

무두나사.. 특허출원 제10-2017-0008490

  별지 2



                                                                                             
  
  ▢ 회사소개
 

 2003년8월20일 설립되어, 2007년10월 의료기기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증을 취득하였고, 2010년7월 벤처

기업 인증을 받은 후 그해 10월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시장을 꾸준히 넓혀 2012년 

해외시장 진출을 시작하여 유럽인증과 품질경영 시스템을 취득하였고, 2014년9월 대한민국혁신대상 수상 및 중소

기업청 수출 유망 대표 중소기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후 높은 성장을 통해 2015년 법인으로 전환하여, 작년 3월경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 특구단지로 신축 이전

하였습니다. 자사는 최근 연매출 22% 상승, 매출액의 6%이상을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해 12건의 특허 및 3건의 

디자인 건을 취득하는 등 끈임 없는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중입니다. 

 각종 특허, 디자인, 브랜드 보유하고 있는 대구경북(영남권) 유일의 정형외과 임플란트 제조 전문 기업으로서 고령

화시대에 맞춘 각종 질환 정복 임플란트 및 골절치료용 임플란트를 제조하는 업체이며, 2012년부터 해외시장 진출

을 시작하여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자사의 주력생산품목으로는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중에 골절술에 사용되는 임플란트, 척추질환에 사용하는 추간체 

고정제, 부정교합 사용하는 임플란트 취급 기업으로 인체 골격 형상에 맞춰 아나토미칼하게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시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임플란트에 적용하여 판매중입니다.

 저희 제품은 공인 시험과 인증을 거친 인체 적합한 제품으로서, 자사만의 특허 받은 기술력을 이용하여 각종 부작

용 및 시술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렇듯 저희 올소테크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제품을 이용하여, 치료 정복율을 

높이고 치료기간을 단축시킴으로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주)올소테크는 최고의 경영진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형외과 임플란트 전문 제조업체로서, 기업 

자체에 연구소와 제조설비 모두를 갖추고 있어 제품의 개발/설계부터 제조까지 one-line system으로 이루어져 있

습니다. 하나의 장소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술과 신속한 생산이 함께 어울러져 생산 및 판

매 회전율이 매우 높습니다.

 자사는 2012년부터 한국 폴리텍 대학을 비롯한 각종 대학 및 의공학 관련 학과들과 협약하여 많은 데이터를 보유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형외과 임플란트 제품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고퀄리티의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가능

합니다. 또한 2018년 FDA 취득을 목표로 제품 품질의 향상과 더불어서 더 넓은 세계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형외과 관련 용품을 더욱더 열심히 개발하여,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전문 기업으로서 연매출 

300억 목표로, 성형외과까지 진출하여 국내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업 상장까지 

이루어 각 대륙에 해외 거점을 두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To become a global company, we are moving towards the future.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 (주)올소테크는 미래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이 국내 대중화를 넘어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최고의 정형외가 임플란트 전문 기업을 목표로, 

세계 인구수가 점차 늘어감에 따라 자사 제품도 더 많이 사용되어 세계인들의 건강 지수를 높이고 기업 성장률도 

함께 높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