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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ᅬ사소개서_K_2202.indd   2회사소개서_K_2202.indd   2 2022. 3. 10.   오후 3:242022. 3. 10.   오후 3:24



Inter-M Corporation

음향, 영상, 통신의 통합 솔루션을 지향하는 인터엠

여러분의 눈과 귀 그리고 가슴에 정보와 감성을 전달합니다.

사람, 기술,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

인터엠이 커뮤니케이션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TRANSMISSION
SOLUTION

SR SYSTEMPA SYSTEM A/V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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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프로필 & 조직도  The People, Technology and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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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식회사	인터엠

대표자	 	 	 조남용

본사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402번길	73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719

홍죽공장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953-5

해외현지법인	 	 Inter-M	(DongGuan)	Electronics	Co.,	Ltd.	(중국)

업태	 	 	 제조	/	도매	/	부동산	/	서비스	/	시공

업종	 	 	 전자제품	(음향기기,	시청각기기)	/
	 	 	 철도차량부품	/	열차행선	안내장치	/
	 	 	 유무선	통신기기	/	영상기기,	CCTV	/	수출입	/
	 	 	 임대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	
	 	 	 소방시설공사업	(전문)	/		정보통신공사	/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상장여부	 	 KOSDAQ	(1995.12.27)

주요생산품	 	 PA	System	/	SR	System	/	A/V	System	/	방송용	Mixer	/
	 	 	 Speaker	System	/	CCTV	System	/	Wireless	System	/
	 	 	 Microphone	/	DVR	/	기타	방송용	기자재

인원현황	 	 총인원	:	317	명

대표이사

영업본부 제조본부직속본부

기획조정실

해외사업실

마케팅실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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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엠 임직원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회사소개서_K_2202.indd   5회사소개서_K_2202.indd   5 2022. 3. 10.   오후 3:252022. 3. 10.   오후 3:25



Inter-M Corporation

회사연혁  The People, Technology and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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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PA업계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다

1991 병역특례업체선정(병무청)

1992 품질보증업체선정:G마크

 본사이전 및 덕정공장 준공

1993  자랑스런 카톨릭 실업인 상(대표이사)

1994  자랑스러운 서울시민 상(대표이사)

1995 주식회사 인터엠 상호변경

 주식장외 등록(코스닥 NO.407)

1998 인천국제공항 GPCS 부문 계약

 ISO-9001 품질시스템 인증

 수도권 이재민구호/수해대책

 유공 국무총리 표창

인터엠은 지난 39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거름 삼아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성장해 갑니다 

중국 해외법인 공장

금탑산업훈장수상

대한민국 산업포장
수상(인천국제공항)

COVA 브랜드 런칭

2001 대한민국 산업포장(인천국제공항)

  일본해외법인 설립

 서울방학사옥 준공

2002  중국해외법인 설립

 미국해외법인 설립

 덕정본사 물류창고완공

2004  납세의무성실이행/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국세청장 표창수상)

 환경친화적 설계 시범사업체 선정(KNCPC)

 지방세 성실납세기업 선정(양주시)

2007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2008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중소기업청)

 대표이사 금탑산업훈장수상(중소기업청)

2009 SR 통합 브랜드 COVA 런칭

2000~2010’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터엠

1980’ 산업용 음향기기
          분야로의 새로운 발걸음

1983 동원특수음향주식회사 설립

1984  유망중소기업선정(조흥은행)

 안악산업(유) 흡수합병

1988  서울올림픽 방송음향기술지원 감사장

1989  주식회사 인켈 P.A 상호변경

 1천만불 수출탑 수상

1천만불 수출탑 수상(주)동원특수음향전경

덕정공장(본사)준공

ISO-9001 품질시스템 인증서

회사소개서_K_2202.indd   6회사소개서_K_2202.indd   6 2022. 3. 10.   오후 3:252022. 3. 10.   오후 3:25



www.inter-m.com 7

2012  지역사회발전 및 상공업진흥발전기여

 경기도지사 표창수상

2013  오디오업계 최초, SR앰프 

 Energy Star 인증획득

2014 중소기업 사랑나눔 문화확산 기여 감사패

 (중소기업 중앙회 표창)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 획득

 프란치스코 교황 시복식 집전행사 지원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시공

 하반기 대한민국 우수특허대상 수상(한국일보사)

2016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행사지원

2017    제43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서비스품질 

             우수상 수상

2018    홍죽공장 준공(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953-5)

2019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유형 1-A) 선정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전체 음향 담당 

             제 1회 인터엠배직장인밴드페스티벌 개최

             벤처천억기업 신규 선정(2018년 매출 기준)

2020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서                           

             (~2023.04.06)

             인터엠 청년이사회 발족

             제 2회 인터엠배직장인밴드페스티벌 개최

 

2021  스마트공장 구축시스템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Level 3 획득 (2024.04.18)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IRIS (ISO/TS 22163:2017) 국제 철도인증 취득   

 (~2024.08.16, TUV Rheiland)

2022 「EVAMATRIX System」  

 국내 최초 EN54-16 인증 취득 (벨기에 ANPI) 

2011~2020’ 음향/영상/통신의   
                 통합시장 진출

2021~2030’ PA의 네트워크화를 선도

                          

                          

IRIS 인증서 EN54-16 인증서

홍죽공장 준공

* Providing that the subsequent surveillance audits are successful before the validity date of the previous audit.
Certification body address: AVIC Building, No.10B, Central East 3rd Ring Road, Chaoyang District - 100022

Beijing - China

©2021 UNIFE. All rights reserved.
1/2

C E R T I F I C A T E
awarded to

Inter-M Corporation
73, Hwahap-ro 1402beon-gil

11451, Yangju-si, Gyeonggi-do
Korea, Republic of

TÜV Rheinland (China) Ltd.

confirms, as an IRIS Certification® approved certification body, that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above organization has been assessed and foun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IRIS Certification® Conformity assessment:2020
and based on

ISO/TS 22163:2017
for the activities of Design and Development and Maintenance and Manufacturing

for the scope of certification: 09 (Passenger Information Systems (PIS))
Design & Development, manufacturing and maintenance of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PIS)

Certificate valid from: 09/09/2021 Certificate valid until: 16/08/2024*

Current date: 06/10/2021
Certificate-Register-No: 39 10 0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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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영상, 통신의 통합 솔루션

인터엠은 83년 설립이래, 국내 1위의 전관방송 선도기업으로서 
음향·영상·통신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PA/SR 시스템의 고품질 오디오 신호와 영상시스템의 HD급 고화질
영상을 전송솔루션(광, TCP/IP, DANTE 등)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송수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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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tfprd.inter-m.com/svn/repos/proj1908/WORK_SPACE/03_MD_HDMX-1108_랜더링(ES확정)_200327.jpg

PST

국내 PA	시장을 이끌어 온 인터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변화하는 시장 속에 우뚝 서고자 합니다.

황무지를	개척하여	일궈낸	PA	업계의	선두주자	인터엠

수입음향기기에 의존하던 80년대, 인터엠은 자사 브랜드의 제품판매를 통해 국내 산업용 음향기기 업계
를 선도해왔습니다. 현재 음향, 영상, 통신이 결합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통하여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전송장치,	A/V	시장의	진출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는	인터엠

인터엠은 PA, SR 시스템 이외에 새로운 성장동력인 네트워크 전송장치와 A/V 시스템을 통해 더 큰 시장으로
의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도전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인터엠의 미래를 
기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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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	Professional과 함께 

풍부한 프로음향의 세계에 빠져보세요.

국내	최초		최고급	Digital	Mixer	자체	개발

프로오디오 장비를 개발·생산하는 Inter-M Professional 연구진은 국내 최초로 선보일 16CH 디지털 믹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Dante™ 입출력을 제공하며 고음질의 EQ를 통해 따뜻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표현합니
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8호에 맞는 비상용 접점 신호 수신 기능을 구현하고, 장비 UI에 한
글을 지원하여 국내 시장에 최적화된 Mixer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내	SR	브랜드의	자부심	Inter-M	Professional

PA업계의 대한민국 대표 제조기업으로 산업용 음향 장비 분야를 선도해왔던 인터엠은 대규모 스피커 생산
이 가능한 제조 공장을 기반으로 수준높은 프로 오디오 장비를 생산하는 노하우를 키워왔습니다. 한국 프
로페셔널 사운드의 자존심을 지켜온 Inter-M Professional은 한층 진보한 음향기술력을 통해 해외 브랜드
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Made in Korea의 자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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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방송시스템

국내 산업용 비상방송 시스템을 선도하는 인터엠은, 실시간 네트
워크 전송기술을 이용한 분산형 디지털 네트워크 전관방송 시스
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력소비의 획기적인 감소를 이뤄낸 
친환경 고출력 Class-D 앰프, 차세대 네트워크 미디어 전송표준인 
AVB(Audio Video Bridging) 기술을 이용한 음향, 영상 방송시스템 
등과 같은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비상방송 시스템의 표준을 만들
어 가고 있습니다. 

- Full Network Digital 전관방송 시스템 
- 장거리 전송이 가능한 Network Connecting System 
- 고음질의 BGM을 위한 하이임피던스 스피커
- 저전력 고출력의 Class-D 앰프

  HD영상	및	전송장치

인터엠의 R&D에서는 고품질 오디오와 영상 데이터를 편집, 가공 
하여 손실 없이 원거리 송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
다. FULL HD A/V 믹서, IP 방식의 멀티 채널 A/V 스트리머, A/V 
디코더, HDMI 스위처 등 인터엠에서는 영상 시장의 변화에 대응
하고자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 HD급 A/V 믹서(LIVE 스위처) 
- TCP/IP A/V 전송장치 
- HDMI 매트릭스 스위처 

  철도	프로젝트

인터엠은 철도에 사용되는 안내방송시스템, CCTV, 승객안내
표시장치 (PID: Passenger Information Display)를 개발하고 
있으며, 매년 국내를 포함한 해외 대형 철도프로젝트에 참여하
고 있습니다. 

- 미국 덴버 열차 차량용 CCTV 시스템 
- 터키 투바사스 방송/표시기/CCTV 시스템 
- 인도 방갈로 CCTV 시스템 
- 도시철도 7호선 차내 안내방송 시스템 
- 뉴질랜드 마탕이 열차 차량용 CCTV 시스템

  프로오디오시스템

인터엠은 축적된 스피커 개발,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프로
페셔널 오디오 시장에 월드클래스의 국산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
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스피커 전문공장에서 생산되는 인터엠의 
라인어레이 스피커, 포인트소스 스피커, 파워드 스피커 등은 정
밀 공정과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쳐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 판
매 되고 있습니다. 

- 고출력 공연장용 라인어레이 스피커 시스템 
- 고품질 라우드 스피커, 스테이지 모니터 스피커 
- 고출력 네트워크 앰프

ON

OFF

NEXT(B)

HDMX-1108 FULL HD A/V MIXER 

PUSH INV MIXWIPE

FADE
IN

SLIDE
IN

SLIDE
OUT

FADE
OUT

FADE
IN/OUT

PGM

A

B

CH1 CH2 CH3 CH4 CH5 CH6 CH7 CH8 OFF

CH1 CH2 CH3 CH4 CH5 CH6 CH7 CH8 OFF

ON

POWER

PHONE

OFF

0 10

LEVEL

TITLE PIP C-KEY

CUT TAKE

2020.03.27
김진욱, 우광섭 , 함해송

A/V MIXERHDMX-1108

http://ctfprd.inter-m.com/svn/repos/proj1908/WORK_SPACE/03_MD_HDMX-1108_랜더링(ES확정)_200327.jpg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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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엠은 1996년도 기업부설연구소(총 2,062m2)를 설립

하여 현재 54명의 개발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고품질 오디오와 HD 비디오의 전송·제어

를 통합한 Total Integrated A/V System의 솔루션 제

공을 위해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허(59개)

실용신안(2개)

디자인(44개) 

등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표준의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한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시스템을 통해 더욱 체계화된 환경에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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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정	공장

홍죽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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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정 공장

Part 구분 주요 자동화 설비 인원/CAPA/생산 ITEM

조립 조립 : 8Line

- SMD 2 System 
- Radial M/C : 2대 
-   Solder M/C : 3대   

 (N2 Type 2대, AIR 1대) 
- ICT M/C : 4대 
- 3D AOI 1대/ 2D AOI 1대

- 공장인원 : 96명 

- 공장대지(연면적) : 5,607평 

- 생산 ITEM : 1,200여종

- 음향기기 : 100,000대

보드
Insert : 4Line
Retouch : 4Line

자삽
Axial : 2Line
Radial : 2Line

SMT SMT : 2Line

자재관리 자재 입, 출고 관리

  홍죽 공장

Part 구분 주요 자동화 설비 인원/CAPA/생산 ITEM

SPK
PA : 3Line

 - Conveyor M/C : 1개

 - LCR Meter 외 9종

- 공장인원 : 12명   

- 공장대지(연면적) : 1,186평 

- 생산 ITEM : 1,300여종

- 스피커 : 500,000대

SR : 1Line

SET 조립 Conveyor : 1Line

품질관리 인수검사, 출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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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94개 대리점과 세계 56개의

해외바이어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기술기반의

GPCS(General Public Communication System)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중국법인	
INTER-M(Dongguan)	Electronics	Co,Ltd.

· 주소 : ZhongHanGyo Industrial 
            Garden Zheng Zhong-Ro,
            Wang niudon Town, 
            Dong Guan City, 
            Guang Dong Province, China
·	TEL : +86 769 8851 3001~3
·	FAX : +86 769 8851 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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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네트워크

· 국내 8개 지역의 94개 
  대리점을 통한 제품판매 

글로벌	네트워크

· 세계 56개의   
  해외바이어를 통한 수출

일본	사무소
COMODO	MATTINA	INC.

·	주소 : Kyoei Iriya Bldg. 7F, 1-27-5
            Iriya, Taito-ku, Tokyo, 
            110-0013 Japan.
·	TEL : +81 3 5808 5912
·	FAX : +81 3 5808 5913
·	홈페이지 : 
  http://www.comodo-mattina.com

미국	사무소	
INTER-M	Americas,	Inc.

·	주소 : Inter-M Corp
            5666 Corporate Ave
            Cypress, CA 90630
·	TEL : +1 714-828-2200
·	FAX : +1 714-828-2210
· 홈페이지 : http://www.inter-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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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및	행사지원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인터엠배직장인밴드페스티벌, 
대학로문화축제, 전국체전, 장애인 전국체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자라섬 페스티벌, 프렌치스코교황 시복식 등 해마다 각종 
행사 속에서 인터엠 스피커 무상 제공을 통해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활동(매년	시행)

매년 “요셉의 집”을 포함한 12곳의 보호시설에 성금을 전달하고, 
황해도민 2만여명이 참여하는 “황해도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매년	시행)

수능시험, 석가탄신일, 성탄일 등 주요행사에 대비해
 전국에서 방송시설의 사전점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증	및	나눔행사

인터엠은 방송음향장비를 필요로 하는 학교, 종교시설 등지에 
무상으로 제품을 기증하고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부금과 후원금 지급을 통해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문화지원행사

SBS 16부작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SBS 16부작 드라마 “앨리스”/

JTBC 12부작 드리마 “눈이 부시게”/
OCN 16부작 드라마 “작은 신의 아이들”/

SBS 20부작 드라마 “조작”/
KBS 20부작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JTBC 20부작 미니시리즈 “디데이”/
영화 쎄시봉/슬로우비디오/특별수사본부 등 다영한 문화 

컨텐츠 제작에 제품 기증 또는 협찬 활동을 통해 
여러분에게 한발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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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엠은 

주위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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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및	
자동방송시스템

세종 충남대 병원/여의도 파크원/인천국제공항/무안항공/장교동 한화빌딩 방송설비/파르나스타워/삼성바이오로직스/동아대 의료원/경희대의료
원/오송병원/ 대전역사/이케아고양점/보령 LNG/63빌딩/김포공항/제주공항/광주공항/양양공항/여수엑스포/연세대 의료원/분당 서울대병원/서
울 삼성병원/일산 백병원/강남 성모병원/강동 성심병원/영등포민자역사/KTX차량방송/KTX고속철도역사/LG텔레콤/일동제약/필룩스/한화그룹
IDC센터/동국제강/강원랜드/LG오창 테크노파크/서울특별시의회/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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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연수시설
관공서

울산 교육청/연성대학교/한화생명 제2연수원/삼성영덕연수원/소백산 생태탐방 연수원/숭실대 숭덕관/동두천 신한대학 기숙사/김제역/대통령 기
록관/고려대학교 공학관/이화여대 공학관/서강대학교/연세대교수 연구동/ 포항공대/극지연구소/경북과학기술원/정화예술대/경찰대학교/국악고
등학교/숭실대 중소기업센터/경복대학교 남양주캠퍼스/동성고등학교/숭의여자고등학교/선정고등학교/서인천고등학교/수완초등학교/대전 청소
년수련원/가평연수원/대한항공 연수원 외/철도 연수원/서울특별시의회/정화예술대학/금곡고등학교/독산고등학교/세종시 청사/성남시청 방송설
비/대전광역시 교육청/용인 경찰서/서울시 교육청/한국자산관리공사/ 국립백두대간수목원/춘천 네이버 지식정보캠퍼스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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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및
	역사

원주 강릉선방송설비/호남고속2단계 광주 송정역/KTX방송시스템/경부, 전라, 호남 KTX 역사/경춘선철도역사/경전선철도역사/경부선전철/도시철
도 개량 /이란디젤열차/터키 TUVASAS 디젤열차/인도방갈로 전동차/브라질 살바도르 전동차/뉴질랜드 웰링턴 전동차/튀니지 전동차/말레이시아 전
동차/터키 오토가르 전동차/뉴질랜드 마탕이 전동차/미국 덴버 전동차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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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및
	쇼핑센터

부산 지원 스테이/이케아 고양점/이케아 동부산점/베트남 랜드마크81/파르나스호텔/호텔신라/리츠칼튼호텔/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신도림 디
큐브시티 쇼핑·호텔/두산타워 쇼핑센터/라마다 르네상스 HOTEL/부산 그랜드 HOTEL/수원 애경백화점/더 프라자 호텔/파르나스 호텔/강변테크노마
트/하남 신세계 백화점/신라면세점/ 금호리조트/하이브랜드 쇼핑몰/센트럴시티 HOTEL/인터콘티넨탈 HOTEL/제주 신라 HOTEL/스위스그랜드호텔/
갤러리아 백화점/현대백화점 목동점/현대 성우 리조트/강원랜드/경주한화콘도/강촌리조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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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문화
시설

안성 문화복합센터/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공연장/CGV광주터미널/CGV왕십리 한강르네상스 인공섬/울산시립박물관/전통국악원공연장/성남시
민회관/일산문화예술회관/전주덕진문화회관/포항문예회관/EXPO공연장/성남아트센터/안산문화예술의전당/서대문 문화회관전쟁체험 기념관/
태백문예예술회관/ 창원경륜장/ DDP 공연장/ 명보아트홀/광주 아시아 문화전당/ 제주, 일산, 여수 아쿠아리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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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교
시	설

논현동성당/돈암동성당/대치동성당/불광동성당/잠원동성당/충주연수동성당/서대문장로교회/반포교회/부평화랑교회/선한목자교회/부안좋은교
회/GMI선교사훈련원/대한불교조계종전법회관/일산광림교회/ 희락교회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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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엠은	매년		“KOBA	Show,	The	Infocomm	Show,	ISE(Intergrated	Systems	Europe)”	등	
다양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참관을	통해	인터엠의	우수한	제품과	브랜드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KOBA	SHOW”

“ISE”

“국제소방안전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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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www.inter-m.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ntermcorp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
		

“Infocomm”

“소방방재기술산업전	”

		

블로그		http://blog.naver.com/in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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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엠은	매년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집중도	있게	인터엠	제품과	영업정책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성능의	국산	스피커	생산을	통해	수입	제품과	경쟁하는	인터엠의	진보된	기술력과	풍부한	사운드를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영업팀	전국	대리점	세미나

국내영업팀	전국	대리점	세미나

국내영업팀	전국	대리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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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영업팀	전국대리점	경영자	세미나

해외영업팀	해외	세미나

설계팀	설계	대리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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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음향	설비	지원

  2019-2021	인천국제공항	안내방송시설	개선	사업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산업용 음향기기 및 프로 음향기기의 선두주자 인터엠이 전반적인 음향 시스템을 책임
지고 렌탈&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TL/CLA/NLA 라인어레이 스피커, SQ 포인트소스 스피커, MS-80, MX-1646, RMC-02 등)
각 경기장 및 기관시설에 경기 운용과 기자회견 진행을 위한 음향 설비를 구축하고, 원활한 경기 운용과 최상의 음향 시스템을 구
현하여 인터엠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경영경기장), 수구경기장, 기자회견장, 염주종합체
육관 아티스틱수영경기장, 조선대학교 하이다이빙경기장, 여수엑스포해양공원 오픈워터수영경기장) 

2019~2021년 인천국제공항의 안내방송시설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안내방송
시설의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하여 최적의 안내방송시스템을 구현하였고,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 제1교통센터에 고품질의 안내
방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운영하는 직원분들과 이용객들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 인터엠의 시
공 능력과 노하우, 우수한 기술력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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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맞춤형	스마트팩토리	구축

  다양한	동호회	활동	지원

인터엠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생산성과 품질 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함으로써, 다품종/
다기종을 생산하는 인터엠의 특성에 최적화된 “고객 맞춤형 제조 시스템”을 통하여 유연한 제조 시스템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생산성/물류/품질/3정5S/환경안전 부문에 대한  끊임없는 제조현장에서의 혁신 활동을 통하여 더욱 향상된 제조 경쟁력을 발휘
할 것입니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농구, 축구, 볼링 체육 동호회는 밝고 쾌활한 분위기로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동호회 
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체력향상 및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엠에서는 글로벌한 인재양성을 위해 어학 교육에 힘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레벨에 맞춤화된 영어, 일본어 교육이 매일 규칙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채로
운 어학 교육 기회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능력향상에 단단한 밑거름이 되고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농구>

<일본어 교육>

<축구>

<영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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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엠은 지난 한해 동안 다양한 언론사 및 매체들을 통하여 인터엠 활동을 전해왔습니다.
홈페이지와 SNS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인터엠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곽종현 기자 |   승인 2020.04.07 09:00

HOME   오피니언   일반

2020년 제 2차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공고

사진 제공 : 한국서비스진흥협회

사단법인 한국서비스진흥협회(회장 권영민)는 지난 4월 3일(금) 개최된 SQ
인증심사위원회에서 6개 기업인 듀플렉스, 인터엠, 트리엠, 선경산업, 아이스
트로, 윌앤비전이 최종심의에 통과하여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을 부여
했다고 밝혔다.

본 인증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로, 현장에
서 고객만족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서비스품질 수준이 우수한 기업이나 기관
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우수업체로 널리 공표하는 제도이다. 

한국서비스진흥협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발한 평
가지표를 기준으로 서류심사, 현장평가, 암행평가, 인증심사위원회 최종심의
등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통과된 인증기업을 공고 하였다.  

인증심사위원회에서는 “금번 인증심의에 통과한 업체들은 앞으로도 고객제
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서비스품질 향상에 매진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
스 제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고객만족을 위한 CS교육 확대 및 협회 프로그램

(주)듀플렉스, (주)인터엠, (주)트리엠, 선경산업, (주)아이스트로, (주)윌앤비전

인쇄 닫기

인터엠, 터키 국영 철도차량 전장품 사업 지속 참여…유
럽 주요국 수출 기대

입력 2021-01-29 10:05

인터엠이 터키 국영 철도차량 전장품 사업 참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29일 회사와 업계에 따르면 인터엠은 터키 국영 철도차량 제작사인 TURASAS로부터 수주한 내셔널

(National) EMU 차량 내 전장품 납품을 준비 중이며, 납품 규모는 초도 물량 111량을 대상으로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 속도는 예상보다 더디지만 터키 철도청

이 추가 333량 수준의 도입 또한 검토하고 있어, 인터엠은 관련 사업 확정 시 참여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내셔널 EMW 차량 내 전장품인 PA(안내방송 장비), PIS(행선 안내 표시기),

CCTV, Motion Detection(동작감지) 시스템의 1차 납품 분으로 2020년 11월 현지 완성차 시험에 참여

했다”며 “터키 진출을 기점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유럽 지역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고 말했다.

내셔널 EMU 사업은 터키 자체 기술로 현지에서 제작하는 최초의 중고속 전동차 프로젝트다. 터키

정부는 주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지연되고 있으나 주요 사업 중 우선순

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엠은 이번 완성차 시험 성공을 통해 Tuvasas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메인 오더 수주를 예상한다.

일각에선 총 300여 개 차량 규모로 언급하고 있지만, 가용 예산에 따라 최대 400량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Tuvasas에서 제작하는 차량은 유럽연합의 TSI(Technical Standards for Interoperability) 규격에 충족하

도록 설계돼 향후 유럽 수출도 기대되고 있어, 인터엠의 동반 진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인쇄 닫기

고종민 기자 kjm@etoday.co.kr

“avMIX”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나서다-대표이사인터뷰_2020.01

“뉴스프리존”	

2020년	제2차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공고_2020.04

“월간PA”	

배론성지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_2020.02

“머니투데이”	

인터엠,	터키	국영	철도차량	전장품	사업	지속	참여…

유럽	주요국	수출	기대_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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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엠인터엠, AI 이용한이용한 스마트스마트 팩토리팩토리 고도화고도화 추진추진

산업용 및 상업용 음향기기 전문기업 인터엠(대표 김주봉)이 핵심 생산 공정에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4차 산업의 기술 확산에 걸맞는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인터엠은 2008년부터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인 SAP, ERP, PLM, SCM 등의 IT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2019년에는 오랜 숙원 사업이었

던 MES(생산실행시스템)를 도입, 생산 현장의 상황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기능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했다.

강신호 인터엠 제조본부장은 "인터엠 자동화 핵심 생산 공정인 SMT를 AI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구축한다"면서 "이후

다른 제조 공정에도 적용해 보다 고도화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품종 소량 생산 제품군을 가진 인터엠은 스마트 팩토리 안착 및 고도화를 실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 향상은 물론 수

익성 향상과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중기협력팀 박새롬 기자 | 입력 : 2021.04.08 20:38

사진제공=인터엠

인터엠인터엠, 스마트스마트 팩토리팩토리 Level3 등급등급 취득취득

산업용 음향기기(PA) 및 프로 음향기기(SR) 제조업체 인터엠(대표 김주봉)이 한국표준협회에 의뢰한 '스마트 팩토리 수준평가'에서

'Level3'(레벨3) 등급을 인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인터엠 측은 "정부 지원으로 'AI(인공지능)를 이용한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에서는 쉽지 않은

Level3 등급을 받아 고도화 추진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 중인 강신호 제조본부장은 "앞으로 제조업 경쟁력은 스마트 팩토리 레벨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제조업 국제 경쟁력

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장 높은 등급을 받는 업계 최고의 공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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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3회 인터엠배 직장인밴드페스티
벌' 개최...예선접수

-8월 7일(토) 예선, 8월 28일(토) 마로니에공원 본선 진행, 총상금 1,600만원

-국내 최대 음향 메이커로서 직장 내 워라밸 문화확산과 사회적 예술나눔 취지

-제20회 대학로문화축제 기간에 제14회 머니투데이대학가요제와 함께 진행

국내 최대의 음향기기 제조업체인 인터엠(대표 김주봉)이 기업

메세나(문화예술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8월 '2021 제3회

인터엠배 직장인밴드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예선은 8월 7일(토) 강남 신사역 라이브클럽 'S트레인'에서 열

리며, 예선팀 신청 접수는 6월 5일(토)부터 7월 17일(토)까지 받는다. 예선을 통과한 10여개 본선진

출팀이 오는 8월 28일(토) 오후 6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본선을 치르게 된다. 예

선과 본선 모두 방역 및 거리두기 등 철저한 안전조치 하에 진행된다.

공연&문화허브 M터치의 자매축제인 '대학로문화축제'가 올해 20회를 맞아 8월 27일(금)~29일(일)

3일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20주년 기념 특별행사로 열리며, 28일(토)에 머니투데이대학

가요제 본선 및 제3회 인터엠배 직장인밴드페스티벌 본선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M터치의 운영진(후원사) 다수가 두 가요제에 후원·협찬 참여하고 있다.

우량 상장기업인 인터엠은 38년간 산업용 음향기기 등 각종 음향기기를 만들어온 전문기업으로

서, 직장 내 문화·여가활동 진작과 사회적 예술나눔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직장인밴드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해오고 있다. 인터엠은 산업용·빌딩사무실용 음향기기 및 비상방송시스템에서부터

공연·행사용 프로 음향기기까지 각종 앰프 스피커 컨트롤러 등을 국내외의 주상복합빌딩 공장 학

교 종교시설 병원 공항 철도차량 등에 공급하고 있다.

총상금 1,600만원이 걸린 2021 제3회 인터엠배 직장인밴드페스티벌의 경연팀 중 우수팀에게는 공

연&문화허브 'M터치'(회장 정현식·슈가버블/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의 행사 초대공연 등

추가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다. M터치는 인터엠배 직장인밴드페스티벌 외에 2021 제14회 머니

투데이대학가요제 등 주요 행사를 주관·진행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문병환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0315140651669&type=1 기사주소 복사

인터엠인터엠, 네트워크네트워크 통합통합 방송방송 위한위한 'WPN 시리즈시리즈' 출시출시

산업용 음향기기(PA) 및 프로 음향기기(SR) 제조 업체 인터엠(대표 김주봉)이 공동주택 단지와 복합 아울렛, 대학 캠퍼스 등에 간단히 설치해

네트워크 통합 방송을 할 수 있는 'WPN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들어 1만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 나오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또한 쇼핑, 식당, 엔터테인먼트 등의 공간이 복합적으로 건축된다. 인터엠에

따르면 이처럼 복합 건축물 내 불특정 다수에게 안내·BGM·비상·경고 방송을 송출하려면 기존 아날로그 전관 방송 시스템으로는 제약이 많았

다. 많은 수의 매트릭스, 릴레이, 앰프 등으로 구성돼 배관·배선 비용이 높았다. 또한 다양한 공간에 맞게 분산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다수의 장비와 배선으로 인해 방송 지연 및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터엠은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 방송이 가능한 WPN 시리즈를 출시한다. 광 케이블 및 UTP 케이블로 네트워크 통합 방송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WPN 시리즈는 기존의 큰 랙에 앰프, 릴레이, 전원공급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벽부형 케이스에 앰프, 스피커 라인 체

커, 비상 방송용 배터리 등을 내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작은 크기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인터엠 측은 "WPN은 네트워크 케이블 한 가닥으로 음성 출력 제어, 상태 모니터링도 가능하다"면서 "기존 시스템 대비 케이블 공사 비용을 획

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WPN 시리즈는 앰프 용량 △120W △240W △360W △480W, 4가지 모델로 제공한다. 인터엠에서 곧 출시할 FDPS 시스템과 연동해 풀 디

지털 네트워크 전관방송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김현용 인터엠 마케팅실장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앙집중식 통합 제어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WPN 시리즈는 안전에 대한 보장

과 운용 편리성,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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회사소개서_K_2202.indd   33회사소개서_K_2202.indd   33 2022. 3. 10.   오후 3:262022. 3. 10.   오후 3:26



인터엠 영상 보도자료  The People, Technology and the Future 

Inter-M Corporation34

아리랑TV	SmartBiz	Accelerators	기업소개
https://blog.naver.com/inter-m/221788648718

신영일의	비즈정보플러스
https://blog.naver.com/inter-m/221872548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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