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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THE EARTH AND YOUR SYSTEM



2009년 ㈜제이엔엠 시스템이 설립되면서 시스템 냉각과 위성 전자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제이엔엠 메카텍으로 분리되어 산업용 시스템 냉각 분야의 전문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현재는 철도, 전력, 방산, 반도체, 철강과 같은 다양한 산업계의 특수 냉각 분야에서 설계, 개발, 제작, 생산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의 각 분야 선두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최고의 냉각 부품 및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n 2009, J&M System Co., Ltd. was established and started business in the field of system cooling and satellite electronics.

In 2015, it was separated as J&M MECA Tech Co., Ltd. and established as a system cooling system company.

Currently, we are designing, developing, manufacturing, and producing in the special cooling fields of various industries such as railway, electric power, 

defense, semiconductor, essential, etc. 

We are providing the best cooling components and technologies through cooperation with leading companies in each fiel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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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4 경기도 군포시 경수대로 455, 한솔테크노타운 306호

306ho, Hansol Techno Town, 455, Gyeongsu-daero, Gunpo-si, Gyeonggi-do, 15844  KOREA

TEL +82-31-689-4755

FAX +82-31-689-4756

E-mail jnmtmaster@jnmt.co.kr

Homepage www.j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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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상용 및 차량용 전력변환장치, 연료전지 수송기기, 유도 무기 체계, 고속 비행체, 위성 전자 부품,  반도체 공정장비 및 주요 구성품, 철강 제조 공

정용 특수 냉각롤, 진공 브레이징 부품, 히트파이프 냉각장치 등 산업 전반에 필요로 하는 냉각 장치 개발 및 적정 냉각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e provide the cooling technologies and equipment development that are needed across the industries such as ground and vehicle 

power converter system, fuel cell generator units, guided weapon systems, high-speed aircraft, satellite electronic components, 

semiconductor processing equipment and main parts, special cooling rolls for steel manufacturing processes, vacuum brazing parts, 

heat pipe cooling units, etc.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고, 중요도를 검토한 후 설계 요구도를 정의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열적 구조적 검토를 통해 요구도의 구현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합니다. 

Analyze customer requirements, review priorities, and define design requirements.

Requirements are validated in advance and reflected in the design through thermal and structural reviews through computer 

simulation.

최고의 관리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이 제작되며, 요구도에 맞는 최적의 냉각 성능을 발휘합니다. 

We produce products based on the best management technology and provide optimal cooling performance to meet customer needs.

What we do



Power System / 
Fuel Cell Generator 
㈜제이엔엠 메카텍에서는 고속 전기철도 및 전력 공급시스템에 적용되는 액체 냉각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고 있으며,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한 트램 및 열차에 작용 가능한 냉각 장치를 설계 및 개발하였으며, 

국내 고속철도 제조회사 및 관련 연구소와 더불어 냉각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MU260

EMU260-이음 중고속 열차의 주전력 변환장치 냉각용 수냉각 시스템 개발

XX kW 급 냉각 적용 설계

듀얼 송풍팬 시스템을 이용한 이중화 설계

XXX lpm 급 냉각수 공급

KRST

전자식 변압기 냉각 용 수냉각 시스템 개발

XX kW 급 냉각 적용 설계

듀얼 송풍팬 시스템을 이용한 이중화 설계

RS485 통신 적용



진동설계및동적해석, 시험

EN 12663 철도용 구조 강도 해석

IEC 61373 철도용 진동 및 충격 해석



Aeronautic / 
Defense System
㈜제이엔엠 메카텍에서는 자주 국방을 위한 방산 기술 개발 중 특수 냉각과 관련된 업무를 국내 방산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유도 무기, 고속 비행체, 무인기 및 KF-X 부품에 필요한 열성능 열환경 시험 장비등을 설계/제작하고 있습니다.



HVHX

비행체 연료 냉각계통 예비설계 프로그램

초임계 환경 열성능 시험장치 개발

케로신 적용 회생 냉각 시스템 예비 설계 구현

MBHX

유도무기용 연료계통 냉각부품 개발

알루미늄 합금 소재 적용

XX중 진공 브레이징 용접 방식

AWS C3.7 품질 규격 적용



PTHX

군단급 무인기용 연료계통 냉각부품 개발

알루미늄 진공 브레이징 방식

XX kW 급 냉각 용량 설계

비행풍 적용 냉각 방식 설계

IBXX

KF-X용 유압부품 열성능시험 장비 구축

MIL-PRF-83282 적용 부품 열성능 시험

XX kW급 냉각 용량 설계

-XX℃ ~ +XXX℃ 열성능 시험 구현



Plant / 
Steel Industry
㈜제이엔엠 메카텍에서는 포스코 기술연구소와 협업으로 히트파이프 기술을 적용한 열연 및 비철 금속용 압연 롤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적용

한 자동차 외장용 고강도 열연 강판 및 초고강도 열연 강판 제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MGWR

초경량 마그네슘 박판 제조 공정용 하이브리드 압연롤 개발

XXX℃ 운전 온도 적용

단조-하이스 강 기반 압연롤

온도 편차 5K 이하 구현

초경량 노트북 케이스 적용 제품

HPFR

초고강도 강판 제조용 열연 압연용 개발

단조 강을 이용한 4단 압연 공정 적용

진공식 히트파이프 삽입 기술 적용

800MPa 이상의 고강도 압연롤 구현



HPWR
자동차 판재용 고강도 강판 제조용 열연 공정 압연롤 개발

회주철-하이크롬, 단조-하이스강, 2단 및 4단 압연 공정 적용

열변형 XX㎛ 이하 구현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적용



Semiconductor 
Equipment
㈜제이엔엠 메카텍에서는 국내 및 해외 유수의 반도체 전공정 및 후공정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제조 공정 장비 및 메모리 검사 장비에 적용되는

냉각 부품과 냉각 시스템, 진공 브레이징 부품 제조 공정을 적용한 냉각 부품 생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DDR4

DDR4 제조 공정 중 고속 메모리 테스트 장비의 보드 냉각용 부품 개발

수냉각 접촉식 냉각 설계 적용

XXX W급 냉각 용량 설계

DDR5

DDR5 제조 공정 중 고속 메모리 테스트 장비의 보드 냉각용 부품 개발

직접 접촉식 냉각 기술 적용

XX kW급 냉각 용량 설계



UNXX

웨이터 상태의 전기적 성능 시험 장비용 보드 냉각 부품

간접 냉각 방식으로 대형 PCB 냉각

수십kW급 냉각 장치 설계

알루미늄 진공 브레이징 방식 적용

YKCH

세정장비용 척 제조 중 진공 브레이징 공정 수행

필름 박막 및 폴리머 잔류물과 표면 결함 제거하여 엣지 수율 개선용 장비에 적용

AWS C3.7 품질 규격 적용 생산



Furnace Brazing
㈜제이엔엠 메카텍에서는 진공 브레이징 관련 기술을 근거로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서, 전력 변환장치의 수냉각 시스템 개발 및 수냉각판

제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변화 열전달을 기반으로 한 히트파이프 제조 공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한 전력 변환장치의 냉각기

를 설계 및 제작하고 있습니다.



Vacuum Brazing / Thermal Bake-out

진공 브레이징 방식을 통한 알루미늄 브레이징 접합 수행

국방기술품질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 특수공정 승인

1 x 10-5 Torr 이하 진공도 적용

AWS C3.7 품질 규격 적용 생산



Brazed Cold Plate

CFD를 통한 냉각수 및 발열체의 열유동 설계를 기반으로 제품 설계 가능

진공 브레이징 방식을 통한 고효율 수냉각판 생산

Brazed Heat Sink

알루미늄 압출 휜을 이용한 자연냉각 또는 강제냉각 방식 브레이징 히트싱크

설계 및 제작



Heat Pipes
㈜제이엔엠 메카텍에서는 상변화 냉각기기 히트파이프를 이용한 냉각장치 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력변환장치 분야의 냉각장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Heat Pipe

진공 주입된 냉매의 상변화를 이용하여 열전달하는 기기

흡열부인 증발부에서 열을 흡수하면서 주입된 냉매가 기화

기화된 냉매는 압력차에 의해 용기 반대편으로 이동한 후 응축됨

응축된 냉매는 증발부로 벽면을 따라 중력과 모세관력으로 귀환

흡열, 상변화, 방열, 응축, 귀환이 연속적으로 수행되면서 열전달 수행

GTX-A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용 인버터 냉각장치 설계 및 시험

12000W 냉각 용량 설계

주행풍을 고려한 냉각 설계

전력변환 반도체(IGBT) 냉각

전력변환장치의 인버터와 컨버터에 적용



JJHP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적용 인버터 냉각장치 설계 및 시험

자연 대류 조건을 고려한 냉각 설계

전력변환 반도체 냉각

전기 절연식 히트파이프 냉각기 적용



Certification

Career
AS9100D Manufacture of Mechanical Parts for Aviation, Space and Defense / ANAB

ISO 9001 Cooling System Manufacturing / NTREE

뿌리기술 전문기업 200606-0374-진공 브레이징 관련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20190109607 / 기술보증기금

기업부설연구소 2019114636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브레이징 특수공정 AWS C3.7:Specification for Aluminum Brazing / 국방기술품질원, KAI

Patent

10-2012-0154359 The method to attach a tube to a part

10-2012-0105653 Heat Pipe Roll and the manufacturing

10-2016-0057838 Heat Sink: Pending

10-2017-0144048 Heat Pipe Assembly for cooling of electric module

10-2019-0047031 Cooling Equipment: Pending

10-2020-0062629 Cooling Block and Circuit board cooling method: Pending

40-2012-0070069 HiPA (Heatpipe Inserted Passive Apparatus)



Partner



Software / Equipment
Software

FlowMaster l Ansys Mechanical Enterprise  l Ansys Fluent  l CATIA  l SolidWorks  l AutoCAD

Tes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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