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자와 시청자의 시선 불일치!
화면에 노출되는 사생활!

재택근무로 인한 운동 부족!

이제는 줌-박스로 해결하세요!

아파트/사무실에
쉽게 설치하는 1인 방송국!

For 화상회의
원격화상강의

수험생
재택근무

유투버

www.mocomtech.com

세계 최초! 홈 스튜디오

ZOOM-BOX

세계 최초
가변 차단막

시선일치 웹캠
신기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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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아나운서처럼 시선은 언제나 시청자의 눈을 보듯이!
성공적인 화상회의 및 강의를 위해서 상대방과 대면하듯 시청자와 시선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줌-박스는 자동 합성 기능을 통해 화자가 자료를 볼 때에도 카메라를 보듯 시청자와 눈을 마주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 노트북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영상과 음성으로 방송국의 아나운서처럼 방송, 화상강의, ZOOM 미팅, 재택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180도 조절 가능한 가변 차단막으로 오픈/클로징을 자유롭게!
사용자가 좌, 우측 및 후방을 자유롭게 개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가변 차단막으로, 차단 범위를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여 
사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늑한 개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과 동시에 걷기 운동으로 면역력 UP!
장시간의 의자 사용은 하지 혈액순환장애를 유발해 질병을 초래하고 면역력을 약화 시킵니다. 줌-박스의 하부에 걷기 운동이 
가능한 운동기구가 포함되어 있어 (옵션) 일을 하는 동시에 운동이 가능합니다. 수험생 및 재택근무자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기억력과 면역력을 증진시킵니다.

노트북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나만의 프로페셔널한 1인 방송국!

ZOOM-BOX
메타버스!  가상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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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게 다가 아닙니다!
첨단 영상기술의 집합체 (MZ-100)

성우급 마이크 / 카메라

60fps / 고선명 카메라

걷기 운동장치
(선택사항) 

고선명 영상모니터

고정밀 광학 영상분할장치

주광조명

멀티탭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변 차단막

전면 개방 일부 차단 후방 차단 전면 차단

가변차단막으로 좌,우, 후방 차단범위 조정



메타버스용 가상오피스용
대학용 : 대학 화상 강의실 / 화상 토론 강의실 가정용 : 고3수험생 / 초.중.고생 / 수험용 / 재택 근무자 / 유투버 / 1인 방송용

회사용 : 수출 상담실 / 화상상담 및 회의실 기관용 : 지자체 / 관공서 / 기관

도서관용 : 대학 / 지자체 / 국립, 시립도서관 공공장소용 : 전철역 / KTX / 우체국 / 공항

www.mocomtech.com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한 신기술의 특허!

다양한 용도

시선 불일치

가정용 (수험생, 유투버, 자택근무)

대학, 연구실, 도서관

사무실, 병원

카페, 커피숍

공항, 역사 등 공공장소

독서실 / 기숙사

버퍼링

사생활 노출

재택근무로 인한 운동부족

시선 맞춤

고품질 영상

사생활 보호

일하면서 동시에 발목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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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좌, 우 및 후방을 원하는 범위대로 차단 가능한 가변 차단막 구조

• 사무실, 아파트 내에서 다른 공간과 분리되는 아늑하고 집중적인 내부 공간

• 자료를 보는 촬영자의 시선과 시청자의 시선이 자동으로 

 일치하는 카메라 구조 (MZ-100)

• 별도의 전자장치 없이 영상을 상,하 / 좌,우 반전할 수 있는 광학구조 (MZ-100)

• 2K/60fps의 웹캠으로 고화질의 자연스러운 영상 촬영 (MZ-100)

• 전문가급 고화질 음성송출과 스피커 기능이 포함된 스피커 마이크 (MZ-100)

• 2K/sRGB 100%의 고선명 모니터 (MZ-100)

• 거북목을 유발하지 않는 다운-뷰 방식의 화상회의 부스 (모델 MZ-50/10)

• 일을 하는 동시에 제자리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강 시스템 (선택사항)

•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며, 현장조립이 간편한 2단 구조

• 특허 제10-1079995호 / 제10-2079425호 / 

 특허출원 10-2021-0001092호의 신기술에 의하여 제조되는 제품

특징

MZ-100 / 696만원 (VAT포함)

가격

MZ-100/50/10줌-박스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근무!

내부 전체에 방음판 구조!

2단 분리 현장 간편조립형!

“특허출원 신기술 제품”

모컴 방역부스

항목 규격 비고

형태

2단분리
길이680+680

높이 2,030
폭 1,200

조립
구분

현장조립

문 1

유리창 2

항목 규격 비고

테이블 1

방역망 KF 80-94

크기 통기량
마스크
100배

형태 교체형

내부 방음판

화재경보기 내/외부 2조

• KF 80-94의 방역 필터망으로 외부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 차단

• 일반 마스크 대비 100배 통기량의 대형 방역 필터(교체형)

• 전, 후면 상하면에 방음판 구성

• 전, 후 2단 구조로 쉽게 현장 조립

• 내부, 외부 화재경보기 구비

• 3방향  개방형

• 테이블 및 내부 조명 장치

특징

가격 주문제작 / 별도견적

신제품
NEW PRODUCT

규 격 서

항목/모델 사양 MZ-100 MZ-50 MZ-10

테이블크기 W1,100 x D600 ㎜ O O O

전체크기
W1,136 x H1,930 x 

D1,565 ㎜
O O O

내부공간 W1,100 x D885 ㎜ O O O

가변차단막
재질 : 플라스틱폴딩타입

전체길이 : 2,700 ㎜
단축길이 : 약 310 ㎜

O O O

조명 22W LED 주광 O O O

단독화재경보기 광전식 연기감지기 O O O

전원단자 220V 3구, USB 2구 O O O

보조조명 링타입 LED 조명등 O X X

화상카메라 2K / 60fps O △ X

음향 스피커 & 마이크 일체형 O X X

영상합성장치 정밀광학시스템 O X X

모니터 2K SRGB, 15.6", 300nits O X X

발목운동기구 하지혈액순환장치 △ △ △

특허기술 특허등록 및 특허출원 O O O

가격 부가세포함 696만원 495만원 196만원

△ : 선택사항   /   화상카메라는 100만화소 이상의 HD급 고급웹캠용



텔레토는 이동이 쉬운 포터블 프롬프터 장치로서 사무실간 혹은 차량으로 이동이 쉬운

포터블 프롬프터 장치입니다. 노트북만 있으면 장소에 구애 없이 어디서나 1인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일부 자막만 송출하는 방송장치와 달리 영상공유를 통하여 자료, 사진,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G 시대! 1인 방송!
가정, 회사, 사무실 필수 장비

www.mocomtech.com

미국/일본/중국 특허 출원 완료 제품

포터블 방송 장치 텔레토 “Teletor”

신제품
NEW PRODUCT

항목 내역 비고

모델명 Teletor-100

크기 (W)415 x (H)345 x (D)450

영상 광학장치 (W)370 x (H)330 x (T)3 ㎜ 50T / 50R

영상 모니터 FHD 15.6” 300 cd/㎡ Thin Type

영상 카메라 2K / 60fps Auto Focus

전원 Adapter 220V / D.C 5V

입력단자 HDMI / USB

• 노트북만 있으면 사무실 / 아파트 등 다양한 장소에서 쉽게 이동 설치 사용

• 방송시 촬영자가 자료를 보는 시선의 높이와 시청자의 시선의 높이가 일치하는 방송 카메라 시스템

• 정밀 광학 미러 / 고성능 모니터 / 고성능 카메라 / 고급 금속 케이스

• 전자적 반전장치 없이 자료영상과 카메라 영상의 상,하 /  좌,우가 일치하는 고선명 광학 시스템

특징

가정, 관공서, 회사, 학교, 대학교, 학원, 교사, 재택 근무자, 유투버, 고3 수험생, 고시생, 개인 사업자

사용처

495만원 (VAT포함)

가격



밝은 곳에서도 화자에게 선명한 대본 및 영상자료를 표시해 주는 세계에서 가장 밝은 프롬프터 (2000 cd/㎡)
• 세계 최초의 스크린 화면 방식 

• 연설자의 눈에 부드러운 영상제공

•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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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밝은 고광도 스크린 프롬프터

특허 제 10-1205090썬-토 “Suntor”

신제품
NEW PRODUCT

• 20게인의 알루미늄 렌즈용 스크린 채용

• 특허 제10-1205090로 기술에 의해 제조된 스크린 프롬프터

• 세계에서 가장 밝은 2000 cd/㎡ 화면

• 연설자 눈에 부담없는 스크린 구조의 부드러운 화면

특징

관공서, 컨벤션 센터, 교회, 대학, 학교, 강당, 

군 부대, 예식장, 각 기관

사용처

항목 내역

모델명 MPR-3000

스크린 형태 AL Concave

크기 19”(470 ㎜)

곡률 1,400 ㎜

밝기 2,000 cd/㎡

프로젝터 500 Lumen

항목 내역

최대높이 1,900 ㎜

반투명경
40R
60T

색상 컬러

가로x세로 450 x 420 ㎜

무게 12 Kg

세계 각국 대통령이 사용하는 프롬프터

2대 1조 660만원 (VAT포함)

대당 330만원

가격



대리점

공장 :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692번길 108
서울연구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40
E-mail : mocom@mocomtech.com

미국 현지법인 : MOCOM U.S.A

(주)모컴테크
www.mocomtech.com

국내/해외에서 공인 받은 기술

1999
 대통령상

2001
대통령상

2008
세계일류상품

2002 CES
기술혁신상

2003 CES
기술혁신상

2009
철탑산업훈장

2017
은탑산업훈장

2004 CES
기술혁신상

Since 1980
3D, VR, AR 기술을 선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