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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투아이코퍼레이션, 스마트팩토리솔루션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 
 

▶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필수적인 스마트HMI, 스마트SCADA 기반 스마트팩토리솔루션 제공 

▶ 코스닥 시장 입성과 함께 제2의 도약 확신 

 

<2020-07-10> 스마트팩토리솔루션 전문기업 엠투아이코퍼레이션(대표이사 김정열)은 10일 

여의도에서 김정열 대표 및 주요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향후 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화두 되면서 스마트팩토리 시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팩토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업 내에서 독보적인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엠투아이코퍼레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엠투아이코퍼레이션은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필수적인 스마트HMI와 스마트SCADA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동 제품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팩토리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엠투아이코퍼레이션의 스마트팩토리솔루션은 생산현장의 각종 장비와 최상위 생산정보관리시스템 

간의 연결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탁월한 플랫폼 솔루션이다. 

 

엠투아이코퍼레이션의 경쟁력은 경영실적으로 증명된다. 자체 보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엠투아이코퍼레이션은 1999년 설립 이후 21년 간 흑자경영을 지속해왔다. 코로나19로 불안정한 

국내 경제상황 속에서도 엠투아이코퍼레이션은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7%, 69.9% 증가한 78억 원, 32억 원을 기록, 영업이익률은 40.5%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2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1.0% 증가했다. 

 

엠투아이코퍼레이션은 스마트팩토리솔루션 사업과 관련한 스마트팩토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

내외 시장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스마트HMI와 스마트SCADA의 주요 타깃 

시장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전방시장도 투자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어 직접적인 수혜

가 기대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업환경 속에서 회사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산업별 매출처 다변화 ▲해외

진출 확대 ▲스마트팩토리솔루션 사업 본격화 등에 집중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스마트HMI와 스마트SCADA는 경쟁제품 대비 고사양, 다기능성 및 높은 범용성 등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엠투아이코퍼레이션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모바일 등 첨단 

산업에 진출하여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2차전지, 제약/바이오 등의 성장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진출을 통한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대형유통기업 미스미(Misumi)를 통한 기존 일본 지역 매출 증가 및 중국, 동남아 지

역 등의 추가 진출뿐 아니라, 기존 18개국에 확보하고 있는 대리점의 영업 강화 및 중점권역 신

규 대리점 추가 확보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스마트HMI와 스마트SCADA 제품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팩토리솔루션 사업의 경우 중소

∙중견기업의 신규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기존 공장의 스마트팩토리 전환에 있어 수요기업의 니즈

에 적합한 플랫폼 제공을 통한 사업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엠투아이코퍼레이션 김정열 대표이사는 “다양한 산업에서의 전방산업 투자 활성화 및 스마트팩토

리 수요 증가에 따라 영업 확대를 통해 매출처를 다변화할 것”이라며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스마트HMI, 스마트SCADA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팩토리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

를 밝혔다. 

 

한편, 엠투아이코퍼레이션의 공모 예정가는 15,600원~18,900원으로 공모주식 수는 3,335,000주, 

공모금액은 공모가 하단기준 520억 원 규모다.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공모청약을 받은 후 이달 

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엠투아이코퍼레이션 IPO 일정> 

수요 예측일 2020년 7월 9일(목) ~ 10일(금) 

청약 예정일 2020년 7월 16일(목) ~ 17일(금) 

상장 예정일 2020년 7월 29일(수) 

공모주식 수 3,335,000주 

 공모예정가 15,600원 ~ 18,900원 

총 공모예정금액 520억 원 ~ 630억 원 

상장예정주식수 8,399,102주 

예상 시가총액 1,310억 원 ~ 1,587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