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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제품 군

ETRI기술이전 상용화
웨어러블 디바이스

음성타이머&찾기
OCR 판독/ AI 기반확대 독서

Hybrid
점자 디스플레이

음성인식 AI 디바이스
Home Automation

S/W 제품 군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ERP플랫폼

안마원 결제 및 홍보 플랫폼

대표이사 김용태

설립일자 2017. 03. 

업종
제조업(복지용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 및 소매업(재활복지용구, 광학기기)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2로 199, 405호

(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 1차)

홈페이지 www.mvi.co.kr

기업부설연구소 엠브이아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2019.11)

지식 재산권 현황 특허 12건(PCT2건), 상표 4건, 기술이전 2건

인증현황

· ISO9001 인증
· 벤처기업 인증, 소셜 벤처 인증
· 성과 공유 기업 확인
·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 IP 

안 재 열 변리사

• 새늘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 KAIST 석사 / 국제PCT 전담팀 / 

• 특허청공업사무관

• 행정안전부장관, 특허청표창

김 용 태 대표이사

• 힘스인터내셔널/셀바스헬스케어

• 대전광역시장표창 / 산업자원통상부장관상

• 보조공학기기 / 재활영업분야다년간경험

최 경 선 고문

• 삼성전자 / 힘스인태녀서널 / 셀바스헬스케어

• 점자정보단말기, 음성독서기, 전자확대기개발총괄

기술고문, 연구개발참여

•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명예교수

윤 양 택 고문

• 힘스인터내셔널창립 / 셀바스헬스케어

부회장

• 경영고문, 경영기획참여

•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교수

김 효 진 과장

• 인하대병원중개연구센터 / 강한손

• 확대독서기 / ERP 프로그램 SW 개발및검수

• 다수의보조공학기기및SW품질관리

• 장애인보조공학솔루션개발및품질관리전문가

김 종 배 교수

• 연세대학교작업치료학과교수

• 피츠버그대학교재활공학박사

• 녹조근정훈장수상 (2020)

• 재활공학연구개발전문가

김 준 성 차장

• 힘스인터내셔널/셀바스헬스케어

• 고객지원 / 제품기획 / 마케팅기획

• 독서기UI기획 / 확대기UI/UX 기획경력

• 시각장애연구기획및마케팅기획전문가



엠브이아이 [보이스-고] 를 비롯한 토탈 솔루션

점자를 대체하고

확대기를 쓰는 대신

편히 일할 수 없을까?

1인 가구의 증가,

사회의 편견없이 스스로

자립생활이 가능할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AI 디바이스 개발

자립생활, 업무지원,

문자판독, 사물 판독 보행 등

다양한 생활 솔루션 지원













착용가능한 목걸이 타입 사이즈에,

홈오토메이션기능을 갖추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성제어

전화 걸기 받기, 낙상 알림

음성메모기능과

일정관리



1,000시간 교육 받은 이료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한 이료 차트 시스템 구축

Data base에 의한 고객 관리 적용

Web Cloud 기반의 상시 접근 가능

안마원 운영에 필수적인 관리 메뉴 적용

접수, 정산, 통계, 이료 차트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필수 메뉴는 물론,

타 플랫폼 연동 시스템으로 홍보 연계 가능

접수 시, 자동 LMS 발송 ON/OFF 기능으로

효율적인 고객관리 가능

자동 LMS 발송 지원

K-Braille 연동 지원으로 점자 및

천지인 입력 지원으로

전맹시각장애인의 정확한 정보탐색 지원

MVI K-Braille 제품 연동

이료차트 코드화를 통한 관리



1,000시간 교육 받은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이료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예약 가능한 플랫폼

자체 이벤트와 홍보 등, 소규모 안마원이

하기 어려웠던 프로모션 및 홍보서비스 진행

접수 시, 카카오 알림톡으로

예약 안마원 등록 번호로 알림톡 발송

예약 내역 알림 지원

결제/예약 연동 지원으로

안마사랑 플랫폼에서 바로

예약 정보 및 결제 정보 확인

엠브이아이 안마사랑 연동



· 안마원 홍보 플랫폼 ‘국손’
· 거주지, 위치정보 근처 안마원(국가공인) 검색시스템
· 안마사협회 중앙회, 사)경남안마사협회 협업

· 전맹 시각장애인 정보탐색 지원

[Additional Service] [Online Mall & 특화상품제작]

· 종류 구분이 어려운 라면, 양말 등 생필품에 점자 라벨 제작
· 판촉물로 일부 활용 시, 시각장애인의 반응↑

[Trip management]

· 전체 장애인 저변 확대
· 장애인 접근성(Barrier Free) 여행지 추천 및 연계,

관광 상품 개발

(2022 – 2023년)

· 안마원 운영관리 ERP 시스템(이료차트) 안마사랑

· 안마원 홍보 플랫폼(사용자위치기반 서비스) 국손

· 시각장애인 특화 온라인 MALL 

· 기존 엠브이아이 제품 사용자 간의 자연스러운 바이럴로 유저확보 및 유익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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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01 설립(업력22년차)

· 사원수 115명

· 연 매출액 295.7억(2019)

· 주요 제품(자체개발)

한소네(점자정보단말기)

책마루(데이지 플레이어)

· 2015. 04 설립(업력7년차)

· 사원수 25명

· 연 매출액 5.7억(2019)

· 주요 제품(자체개발)

닷워치(점자 시계)

닷미니(점자 출력기)

키오스크 사업

· 2017. 01 설립(업력 5년차)

· 사원수 4명

· 연 매출액 1.3억(2019)

· 주요 제품(수입)

케인(시각장애인 흰지팡이)

버사슬레이트(점자 학습기)

· 2017. 03 설립(업력 5년차)

· 사원수 8명

· 연 매출액 22억(2022)

· 주요 제품(자체개발)

티티(타이머) / 이지스 울트라(OCR독서기)

안마사랑(ERP) / 강한손 보이고

· 2023년 신제품 출시(예정)

국손(플랫폼) / 보이스-고(웨어러블AI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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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및 SW 기술을 융합한 혁신 제품의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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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와함께하는아이템으로글로벌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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