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2, 218호

www.mijkorea.com

+82-33-252-8985

mijkorea@mijkorea.com

대표자 | 허진숙주식회사 엠아이제이

㈜ 엠아이제이는 2016년 설립하였으며 골전도 헤드셋 제조사로 창업하여 다양한 골전도 헤드셋 및 골전도 

청각보조기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2017년부터 일본 및 체코 등 다양한 국가에 제품을 수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존에 보유한 하드웨어 개발 기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결합한 제품으로 청력/이명 

케어 에 기반한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  연구 개발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업소개

연혁

2016 엠아이제이 설립

2017 골전도 헤드셋 ETEREO S2 출시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설립

2018 종합청각관리 스마트폰 APP ETEREO 출시

홍콩 글로벌 소시스 전자전 Analysts’Choice 2년 연속 수상

2019 골전도 헤드셋 ETEREO ONE 출시

골전도 청각보조기 ETEREO N60 출시

2020 한림대학교 기술이전 계약 체결(관련 특허 확보)

TIPS / BIG3 지원과제 선정

기술관련 특허 및 주요 지재권 현황

특허

2018. 04 골 전도용 헤드셋 (특허 10-1849041)

2017. 07 골 전도용 헤드셋 (특허/PCT PCT/KR2017/007396)

2018. 10 골전도 보청기를 이용한 건강관리 장치 (특허 10-1910282)

2019. 04 일본지정특허 - 골전도용헤드셋 (특허/해외 6514417)

2019. 10 골전도 마이크를 구비한 골전도 헤드셋 (특허 10 -2019-0133952)

2019. 11 유양돌기 및 귓바퀴 동시 자극 이명치료 전용 골전도 헤드셋 (특허 10-2019-0148322)

2018. 12 골 전도용 헤드셋 (특허 10-1934229)

2018. 07 듀얼마이크를 구비한 골 전도용 헤드셋 (특허 등록결정)

2019. 03 골 전도용 헤드셋 (특허 등록결정)

성과



한림대 언어청각학부와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이전 받은 이명케어 관련 특허 목록 

2018. 10 이명 치료음 발생 조절 장치 및 방법 (특허 10-2018-0117644)

수상

2019 벤처진흥유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

지역산업발전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수상

지역SW산업발전 공모전 최우수상(과기부장관상) 수상

인증

- Inno-Biz

- IPCERT 지식재산경영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 글로벌IP스타 기업

- ISO9001/14001

- 벤처기업

- 여성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회사 인증 획득 현황 (2019)

제품 인증 보유 현황

2017. 01 Etereo S2 (FCC 2AL5DBBCT2017-S2)

2017. 05 Etereo S2 (KC MSIP-CRM-MiJ-S2)

2017. 12 Etereo N60 (KC R-CMM-MiJ-ETREO-N60)

2019. 01 Etereo One (KC R-C-MiJ-ETEREO-ONE)

2019. 07 Etereo N60 (TELEC R210-131549)

2019. 11 Etereo N60 (FCC 2AL5DBBCT2018-N60)

Etereo One (CE DoC)

Etereo S2 (CE DoC)

2019. 05 청력 검사 장치 , 방법 및 프로그램 (특허 10-2019-0064817)

2019. 07 복합음을 활용한 이명 재활용 소리치료기 (특허 10-2006250)

2019. 06 이명 검사 장치 및 방법 (특허 10-2019-0065626)

이명 치료 장치 및 방법 (특허 10-2019-0067008)

이명 치료 모니터링 장치 및 방법 (특허 10-2019-0067239)

2018. 09 주변 소음 기반의 이명 치료음 발생 장치 및 방법 (특허 10-2018-0106050)

성과

특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