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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내 참가 기업 명단

순번 기업명 산업군 주생산품

1 (주)로보러스 IOT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주문 시스템 (무인 주문 기기)

2 ㈜아이디브 IOT 10초 해외직구 애프터바이

3 닷 IOT 소프트웨어 개발, 스마트기기(웨어러블)

4 아이디어 IOT 스마트비전모듈(SVM), 로봇비전, 자율비행드론

5 ㈜씨이랩 IOT
빅데이터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공금(xDAMS,

xDAMS-Vision등)

6 ㈜플럭시티 IOT
클라우드형 3D 플렛폼 기반 스마트시티/스마트빌딩 솔루션

패키지

7 ㈜지아이이노베이션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의약품

8 ㈜큐라움
바이오

헬스케어
치과보철물/융합 헬스케어

9 ㈜에스에프씨바이오
바이오

헬스케어
수소수정수기

10 ㈜젠피아
바이오

헬스케어
화장품

11 ㈜제이앤스테크 에너지군 친환경펄프보드

12 지우이앤이 에너지군 토양지하수정화

13 ㈜한농환경 에너지군
친환경적 유기폐기물 자원화시설(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고속발효가속기 외)

14 힉스컴퍼니
소재및첨단

산업군

나눔정밀도 3D 깊이 측정 및 검사 장비(3D

Nanoscopy)

15 ㈜엑스알이
소재및첨단

산업군

Spin Cover 음료용 캔 뚜껑(다시 막을 수 있는 음료캔

뚜껑)

16 컨투어
소재및첨단

산업군

치과용 3D 프린팅 포스트 프로세스 자동화 장비

개발/판매(세계 최초 개발)

17 나노미래생활
소재및첨단

산업군
산화아연, 산화아연 함유 항균플라스틱/항균섬유, 분산액

18 한국씨텍㈜
소재및첨단

산업군
지능형 영상보안 솔루션, 3D 통합 플랫폼, CCTV

19 제이씨에프테크놀로지
소재및첨단

산업군
생체신호 측정 레이더(VSR), 지표투과레이더(GPR)

20 ㈜파이퀀트
소재및첨단

산업군

분광학 기반의 식품 내 멜라민검출 및 성분 분석

IOT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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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1대 1 상담회를 통해 MOU 체결한 기업정보

□ 큐라움(2개 기업과 MOU 체결)

□ 로보러스

대표 정일도 설립연도 2017

업종 제조업 종업원수 6명

주요 사업내용

- 사업분야: 치아 보철장치 및 구강 위생 관리제품

- 주요제품: 세척 및 살균기능을 가지는 Clium Cleaner

- 주요연혁 및 성과

· 2017년7월. 의료기기판매업허가

· 2017년11월. 치과기공소(공장) 개설

· 2018년5월 특허 출원(소형세척기), 디자인특허출원(초음파세척기)

· 2018년6월특허등록 (전자디바이스내장모듈, 그모듈이설치된치과보철물

및그치과보철물의제조방법)

· 2018년7월PCT 국제특허출원(스핀코팅기술과동결건조기술을융합한

생체활성막제조방법및그에의해제조된생체활성막)

대표 김대훈 설립연도 2016

업종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종업원수 12명

주요 사업내용

- 사업분야: 인공지능 로봇

- 주요솔루션: Smart Ordering System (스마트 주문 시스템)과

POCA (컨시어지 로봇) 개발

- 주요연혁 및 성과

· 2017&2018 / 특허취득4건

- 사용자감정인식장치및그방법과, 이장치를사용하는로봇시스템,

- 데이터마이닝을통한실시간대화문장생성장치및그방법과, 이장치를

사용하는로봇시스템

- 컨시어지로봇시스템, 컨시어지서비스방법및컨시어지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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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이앤이(주)

- 매장관리장치, 그방법및매장관리로봇

· 2018. 2 / Comcsat NBCUniversal 투자프로그램선정및미국

법인(Roborus Inc.) 설립

· 2018. 3 / 서울창업허브성장창업기업최우수기업선정

· 2018. 6 / 미국American Deli 스마트주문시스템파일럿계약체결

· 2018. 9 / 도전! K-스타트업2018 TOP50선정

· 2018. 10 / Techstars Metro Hospitality 프로그램(2018. 11~2019. 2)

선정

· 2018년7월PCT 국제특허출원(스핀코팅기술과동결건조기술을융합한

생체활성막제조방법및그에의해제조된생체활성막)

대표 이재원 설립연도 2011

업종 환경복원업(토양 지하수) 종업원수 16명

주요 사업내용

- 사업분야: 환경복원, 토양오염수 정화

- 주요기술: 토양오염 표면분쇄, 오염물 부유 선별 기술

- 주요연혁 및 성과

· 사업실적

국방부 환경부등 다양한 정화사업 수행

· 재산권

국내특허14건(등록), 미국특허1건(등록), 중국특허4건(출원),

중국실용신안7건(출원)

· 기술논증(중국)

중국기계공업연합회실시 선진기술수준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