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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7. 12 경동대학교 보건 의료 부분과 산학 협력 mou 체결

2018. 03 메디엔비바이오㈜ 인수.(미셍물 필터 개발을 위한 인수)

2018. 05 미국 MARINEX CO., LTD 자동대소변 처리기 미국판매 MOU 체결.(무역 보험 공사 신용 평가 완료)

2018. 11 강원도 원주 의료 기기 지원센타 R&D 지원 사업 완수.

2018. 12 BIO 소멸제를 이용한 유기물 처리기기 제작 완료.

2019. 02 대소변 처리기 특허 등록 완료.

2019. 07 대한 요양 병원 협회  MOU 체결.  (대소변 처리기 /피부치료기)

2019. 07  BIO 미생물 필터를 이용한 냄새제거 공기 청정기 개발.

                  현대 홈쇼핑 MOU 체결.

                  BIO 필터 에어컨 스타일러스 공기 청정기 개발 진행 중. 특허 출원 완료

2019. 03 중국 충칭 샨샤 과학 기술 유한공사주식 30% 취득

2019. 03 중국 충칭 샨샤과학기술유한공사 자동 대소변 처리기 중국 생산 판매 MOU 체결.

2019. 05 아토피 피부 개선 및 피부 치료 개선 기기 SAMPLE 제작 및 특허 출원

2019. 05 특허청 특허 평가 B 등급 평가 완료.

2019. 06 Qingdao aifux industry trade co., ltd 판매 계약.(중국 노인병원 협회)

2019. 06 기업부설연구소  전담 부서 등록.

2019. 06 2019의료기기 아이디어 창업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2019. 06 신한은행 평가 의뢰 나이스엔비 기술평가 (T-4)  기술 우수기업 획득.

주)메디엔비테크는 의료기기 연구 개발 및 생산업체입니다. 연구소 그동안 고객님의 관심과 도움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최초 금형 제작을 메인 업종으로 시작하여 현재 사출,조립,도장(SPRAY), 중소형 정밀 금형까지 생산 할 수 

있는 SYSTEM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날로 변해가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PATTERN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전문화, 고성능화 그리고 고품질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진 기술을 선도하는 주자로서 

창의적이며 도전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고객님들께 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 제공을 목표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019. 08 강원 경제 진흥원 2019년 지역 기업 혁신 역량 강화 사업 창업 기업 지원사업 지정 확정.

2019. 08 대한상공회의소주관 2019년도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수출) 서류 심사 통과.

2019. 09 ISO 9001:2015 인증.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