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고코리아
www.wegokorea.kr

031-229-355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57, B동 513호 용인테크노밸리

회사소개

위고(WeGo)주식회사는 대학등의 교육기관과 연구소를 기반으로 교육용 플랫폼과

연구용 플랫폼으로 4차산업혁명의 주력제품군이라 할 수 있는 무인자율주행, 드론,

다관절로봇(협동로봇) 및 계측장비를 다양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공급하는 전문회사입니다. 더불어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강화 학습, 그리고

AR/VR을 통한 사물인터넷 기술 등의 분야에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율 주행 AGV 교육 플랫폼으로 LiDAR, Radar, 3D Depth Camera, GPS 등으로 오픈소스 기반의 NVIDIA TX Jetson2(GPU)를

상위기로 그리고, 직관적인 언어인 LabVIEW를 기반으로 하는 NI myRIO를 하위 제어기로 탑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150 페이지)와 함께 제공되는 새로운 무인 자율 주행 연구

및 교육 플랫폼입니다.

무인 자율 주행에 필요한 센서들을 교육 및 실습할 수 있고 두 가지의 제어기를 통해 폭넓게 교육 및 연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제품 소개 : 자율주행교육플랫폼 ERP-42 Mini



쓰리디포유
www.wegokorea.kr

062-515-2560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16-1 2층

회사소개

3D프린팅교육 및 조립, 출력서비스

BLACK SPACE는 자작3D프린터로 입문자 초보자들도 조립가능하며, 매장에 방문하여 직접 조립해가는 방식입니다

주요제품 소개 : 3D프린터 “BLACK SPACE"



주식회사 바른앱
www.fairappl.org

062-602-7850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403-1호

광주테크노파크 (대촌동, 생활가전로봇센터)

회사소개

주식회사 바른앱은 반려동물의 헬스케어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위한 자율주행 및 상호작용하는

스마트 볼이 있습니다.   

스마트 볼은 반려동물들의 마음을 자극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루종일 놀 수 있게 해줍니다.

스마트볼은 자동 시작 및 자동 정지 기능을 갖춘 알고리즘을 통해 불규칙 적인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은 반려동물의

관심을 끌며 마음을 자극하여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불안 혹은 우울증을 줄여줍니다.

스마트볼에는 12개의 상호 작용이 프로그래밍 되어있어 반려동물이 오래 가지고 놀아도 새롭고 흥미롭고 재미를 제공합니다.

스마트볼의 주요 특징

1. 자율주행

2. 양방향 상호 작용

3. 안전하고 내구성

4. 방수

5. 무선 충전

주요제품 소개 : 스마트 볼 (Smart Ball)



www.ijaewon.com
031-477-7333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0번길 46 (당정동)
엠테크노 1113호 ~ 1115호

회사소개

<Super Slim & Super Precision Stage>

핵심기술이 적용된 40mmH급 복합기능형 얼라인먼트(국제특허출원) 제품은 장치의 높이가

40mm로 기존 제품들에 비하여 세계에서 가장 얇은 것이 특징이며 또한 XY축의 반복정밀도는

기존 제품들의 정밀도보다 매우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정밀도 0.5micron) 게다가, 기존 제품에는 없는 중공홀을 갖추고 있어서 레이저가 투과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구성요소의 두께를 줄이면서 동시에 고강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제품들과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며, 또한 복합형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제품

에서는 제공하지 않던 추가 기능까지 더불어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제품 소개 : 고정밀, 초박형 얼라인먼트 스테이지

(주)재원

주식회사 재원은 정밀 Positioning Stage(액츄에이터, 직교 로봇 等의) 설계, 제조 및 응용에

특화된 엔지니어링 및 제조 회사입니다. 재원은 정밀 Positioning Stage는 주로 반도체 제조장비,

FPD 제조장비, 광섬유 및 포토닉스, 비전 시스템, 의료 공학 및 기타 고성능 산업용 자동화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평균성장율 80%, R&D 중심의 강소기업, 로봇대전 대통령 표창,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표창수여받은바 있으며, 특허 11건(PCT 2건) 및 기술혁신중소기업 인증

(벤처중소기업부), ISO 9001, ISO 14001, CE, RoHS, 부품소재 인증을 보유하고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체코 등 해외유수의 기업에 수출을 하고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입니다.

 주요제품은 ‘세계최고 수준의 40mmH급 얼라인먼트’로서 3축높이가 40mm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jt이 특징이며 또한 XY축의 반복정밀도는 0.5micron입니다.



(주)동일기연
www.dongiltech.co.kr

031-299-550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930번길 28

회사소개

㈜동일기연은 1986년 설립되고 1997년 코스닥에 상장된 제조 전문 기업으로, 자체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정전기 제거 솔루션/초음파 센서/산업용 스마트 카메라 등 산업 현장의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ㆍ 스마트 카메라 – 생산품의 불량 검사를 할 수 있는 쉽고 경제적인 비전 카메라 

ㆍ 바코드리더 – 1D/2D 코드에서 읽기 어려운 DPM 코드까지 인식 가능한 높은 인식률의 바코드 리더

ㆍ 정전기 제거장치 – 생산공정 상의 정전기를 제거하여 수율 향상시키는 장비

ㆍ 전기집진필터 – 강력한 먼지 집진 능력과 높은 통기성을 가져 HEPA필터를 대체할 수 있는 필터로 공조시스템,

                           FCU,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적용 가능

주요제품 소개 : 머신비전(스마트 카메라, 바코드 리더),
                      정전기 관리 솔루션(정전기 제거장치, 정전기 센서), 초음파 센서



GL컴퍼니
www.glcompany.kr

070-4231-0729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1015호

회사소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과 사물, 기술이 서로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을 통해 모든 생산 현장의 요소들은 센서를 통해 연결되고 수집된

데이터는 빅데이터를 통해 활용 됩니다. 4차 산업을 통해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에서 가능 하게 됩니다.

산업현장 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계/전기/전자/자동화 기술에 대한 기자재 개발,

공급, 교육 경험을 활용하여 4차 산업의 핵심 요소인 IoT와 빅데이터를 적용한 스마트팩토리 

술에 대한 해답을 GL Company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주요제품 소개 : 스마트팩토리 시뮬레이터

스마트팩토리 교육용 장비입니다.

기계 제작 및 제어부터 공정 데이터 활용까지

학습할 수 있는 다목적 장비입니다.

DOBOT 매지션(Magician)은 실 습 교육을 위한

다기능 로봇 팔입니다. 3D 인쇄, 레이저 조각,

글쓰기 및 그리기와 같은 흥미로운 기능을 실현

할 수 있습니다.



(주)피데스
www.fifp.co.kr
062-449-5479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13 (치평동, 상무리채2) 202호

회사소개

우리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회사입니다.

주력 제품은 정부행정포털솔루션 및 정부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또한, IoT 제품 개발과 생체인증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제품 소개 : 전자좌석배치 시스템, 관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

전자좌석배치 시스템 (비즈오아시스)

청사 내 부서 입구에 게시된 직원배치도를 디지털화하여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통합 관리를 통해

운영 및 관리의 용이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관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

공공기관의 각 부서에서 관인날인기록을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



아주통신주식회사 rcjlove@naver.com
061-723-300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성길 209

회사소개

네트워크통합(NI)

 - 네트워크 컨설팅, 운영/유지보수, 네트워크 구축

주요제품 소개 : 통신함 및 관련제품, 통신기자재, 폐쇄회로 카메라 및 안테나



(주)미나페이
www.menapay.co.kr

062-719-4098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아이플렉스 206-1호

회사소개
주식회사 미나페이는 부동산과 기술이 합쳐진 기술인 프롭테크(PropTech),를 중동시장에

맞춘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집트 최초의 지도기반 매물검색 기능, 아랍어 기반의 레이아웃

제작, 이집트 도시개발사의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시스템과 서비스로 경쟁사 들에 비하여

우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2018년 이집트 부동산 박람회에서 프로토타입을 시연했을 때 여러 업체의 러브콜을

받아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주요제품 소개 : 이집트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본사의 이집트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은 현지의 다른 경쟁업체들의 나열식 부동산 데이터 표기의 방법과는 달리 Google maps을 사용한

지도기반 매물 검색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UI/UX를 반영한 데이터 전달을 주 목적에 두고 있음. 매물의 위치를 웹/앱사이트내에 기재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위치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으며 판매자와 미팅도 간편해짐. 현재 프로토타입 플랫폼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며 이에 지도기반

매물 검색 시스템의 구동을 확인함. 또한 데이터의 즐겨찾기와 매물비교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설계하였으며 좋아요를

표시한 매물데이터를 모아 추천매물을 광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 중에 있음.  즉 매물을 올리는 Agent와 Developer 들의 Pubilc Page, 평점,

Partner company 표시 등을 통해 매물을 올리는 에이전트와 개발사에겐 신뢰도 및 정확도를 가시화 하여 직접광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기존에 없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음. 



위고코리아
www.redone-technologies.com

061-395-9911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나노산단로 186-16

회사소개

레드원테크놀러지(주)는 로봇기술 개발 프레임워크,

CoREA(Collective Robot Enterprise-Architecture)를 정의하고 Networked Robotics,

Safety Robotics 분야의 핵심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레드원테크놀러지(주)는 연구(R), 교육(E), 개발(D)을 하나로 체계화함으로서

"REDONE TECHNOLOGIES IN EVERY ROBOT"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레드원테크놀러지(주)는 둘이 하나 되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과 구성원의 가치 창조를

통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주요제품 소개 : 수중로봇, 로봇 모듈, 추진기 등

· SmartCookieTM (지능형 실외 무인 경비로봇)

· Diamond-aROV, Octagon-aROV

  (수중건설로봇, 수중 구조물 안전검사로봇)

· MoVoL (Learning Counseling K12 Robot)

· Aperion (해양환경 관측 드론)

· ANV (산업용 물류 이송 로봇)



(주)와이즈터치
www.wisetouch.co.kr

02-6933-9057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48(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6차 308-1호

회사소개

당사는 모바일, 가전기기, 산업용 기기, 의료기기 및 가상현실 기기 시장에서 각종

센서를 활용한 많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제품 소개 : 압력 및 힘센서 제품군, VR 촉각 피드백 및 위치추적 제품군, 태권도 가상현실 시스템

· Tactile 센서 응용장치

· 의료기기용 Tactile 센서

· 스마트폰 입력장치용 힘센서

· 산업기기용 Tactile 센서

· 로봇용 Tactile 센서

· VR 촉각피드백 및 위치추적

· 태권도 가상현실 시스템



(주)아이모션 https://cafe.naver.com/naljago
부산광역시 남구 봉선2로 68 4층 (봉선동, 유안빌딩)

회사소개

교육용로봇,홍보용로봇개발

로봇드론 교육전문

방과후 로봇드론코딩위탁교육

로봇드론코딩 지도자양성

주요제품 소개 : 교육용 로봇, 홍보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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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얼굴인식 솔루션은 딥러닝(deep learning) 심층학습을 기반을 둔 실시간 감시, 인물 재검사로

특정 대상을 탐색하는데 효과적인 차세대 얼굴인식 플랫폼

(주)넷온
www.neton.co.kr

062-374-7890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생활지원로봇센터 306

회사소개

넷온은 인공지능 안면인식 솔루션을 활용해 인물을 검색하여

각종 사건, 사고 시 빠르고 정확한 신원파악 하여 첨단 안전 스마트

시티 구현을 목표로 하는 회사 입니다

주요제품 소개 : 안면인식 솔루션 (artificial intelligence fac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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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바이러스 제거

HEPA 필터 + 광촉매

자동 공기질 관리

강력한 저소음 모터

터치 하나만으로 조작이 가능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촉매 필터는 반영구적이므로 오염정도에 따라 HEPA 필터 교체

만으로도 관리 가능합니다. 공기질 센서기가 탑재되어 자동으로

공기 상태에 적절한 모드로 관리해 줍니다.

주식회사 이드엠
www.idmdesign.co

062-223-3234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203-1호

회사소개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공인디자인전문회사 이드엠은 다년간 축적된

디자인·기획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사 제품개발을 위해 2013년부터 R&D지원사업을

통해 꾸준히 연구·개발하여 유아용 공기정화기를 시작으로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손소독기, 목재를 이용한 공기정화 무드등, 그리고 차량용 공기청정기(바라미5)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주요제품 소개 : 차량용 공기청정기 바라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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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로봇의 자기위치인식을 위한 광각카메라 모듈 센서

2 차량 번호 얼굴인식용 글로벌 셔터 카메라 모듈

3 레이저 비전을 이용한 자율주행 로봇의 전방 장애물 감지 센서

(주)휴엔텍
www.huentek.com

062-971-2160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302호

회사소개

(주)휴엔텍은 카메라 모듈 전문회사입니다.본사 CCM 모듈은 로봇청소기, 스마트에어컨,

스마트냉장고, 수출형 응용로봇에 적용되어  대량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요제품 소개  1. 이동로봇 위치인식 광각카메라모듈

 2. 글로벌 셔터 카메라 모듈

 3. 3D 레이저센서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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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e 로봇은 구동바퀴 좌우로 2개, DIY로봇 바디,

센서 연결부, 모터제어 커넥터 연결부로 구성되어

코딩이 가능하도록 만든 로봇

프로그래밍 종류에 따라 무선조종도 가능하며

프로그래밍 설정에 따라 조종기 없이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

< 교육용 로봇>

(주)모메드솔루션
www.momedsolution.com

062-226-428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 109-1호

회사소개

2010년 8월 설립된 (주)모메드솔루션은 레이더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센서

및 LBS(Location based Service, 위치기반서비스)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

및 제품 개발로 매년 20%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100억 원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센서

미세먼지 감지 드론

주요제품 소개 : 스마트 센서, 위치인식, 웨어러블디바이스, 교육용 로봇, 미세먼지 감지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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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로봇 시스템 플랫폼

이동로봇 자율주행 시스템 S/W

이동로봇 테스크 관리 S/W

로봇 시뮬레이터

유도선 기반 AGV 자동주행 시스템

유도선 추종제어 시스템

모노리스로보테크(주)
www.monolith.co.kr

062-716-7577
광주광역시 광산구 앰코로 35, 139호

회사소개

2018년 10월에 (주)모노리스의 자회사로 설립된 회사로 로봇기술의 산업화,

놀이화를 목표로 전직원이 로봇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동로봇 플랫폼

카트차량 자동주행 시스템

로봇 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

로봇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주요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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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디에이
www.kda-drone.com

070-4230-9210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생활로봇지원센터 103호

회사소개

주식회사 케이디에ㅡ이(KDA)는 2016년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드론교육전문가” 양성

및 개발사업을 기반으로 “DRONE” 산업 전반적인 영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업부설연구소를 구축 전문 R&D 사업개발을 통해 분야의 확장과

KAI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기술이전업무계약을 체결 비행 핵심기술을 이전 받아

민간시장에 기술적 고도화를 이룬 드론을 개발 보급하고자 합니다

상상드론 패키지12kg 방제용 드론 KD-E1

주요제품 소개 : 12kg 방제용 드론 KD-E1, 상상드론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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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e 로봇은 구동바퀴 좌우로 2개, DIY로봇 바디,

FD-60은 육군에 납품된 수송용 드론으로 최대 30KG 의 물자를 수송할수 있다.

FD-SD는 경찰에 납품된 정찰용 드론으로 1인 운용이 가능한 소형 정찰/수색용 드론입니다.

(주)파인에이디에스
www.momedsolution.com

062-226-428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 109-1호

회사소개

파인ADS는 전문적 핵심 시스템 도입과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하여 무인기

시장에서의 빠른 성장력을 보이는 기업으로 방산, 산업, 민수 등 여러 분야에

알맞은 드론을 자체제작 및 개발하며 국내 드론 시장의 성장에 이바지하는

기업입니다.

주요제품 소개 : 매드, 매드미니, FD-SD, FD-30, FD-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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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라이트쇼

(주)다온 I&C는 드론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조&유통 사업 및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드론 전문 기업”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연 경험 횟수를 보유한 제로테크와의 업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다온은 감동적인

스토리와 정교한 비행 기술이 결합된 최고의 드론 라이트쇼를 선사합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예술을 융합시킨 드론 라이트쇼를 통해

군집 비행 콘텐츠의 New Value를 제시합니다.

교육용 조립 드론 PLUS3 PRO

PLUS3 PRO는 비행 원리를 이해하며 비행을 즐길 수 있는 조립형과 완성형 두가지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드론을 둘러싼 원통형 보호가드는

드론 기체의 손상을 막아주며, 혹시 모를 비행자의 안전도 지켜줍니다. 또한 자동 고도 유지 기능을 ON/OFF 할 수 있어 다양한 비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PLUS3 PRO는 WiFi 카메라 장착이 가능하며, 어플을 통해 실시간 영상 전송 및 사진/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입문용 미니 드론 PLUS1

실내, 실외 비행이 가능한 컴팩트한 사이즈의 미니드론입니다. 별도의 컨트롤 없이도 자동으로 고도를 유지하는 호버링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 누구나 쉽고 재밌게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또한 원통형 보호가드가 장착되어 있어 비행 중 추락 시 드론 기체의 손상을 막아주며,

안전한 비행이 가능합니다.

(주)다온I&C
www.da-on.com

02-2039-8977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605호

회사소개
㈜다온 I&C는 2012년 설립한 기업으로 국내 드론 산업의 발전과 기술 향상을

위해서 제조&유통 사업 및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제조/유통 및 교육 사업과 더불어 드론 군집 비행 기술을 활용한

드론 라이트쇼를 연출할 수 있는 드론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제품 소개 : 드론 라이트쇼, 교육용 조립 드론 PLUS3 PRO, 입문용 미니 드론 PL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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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드론협회
www.korea-drone.or.kr

070-7700-0389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677

회사소개

(사)대한드론협회(KDA)는 4차 산업시대의 성장동력인 드론산업 확대와 드론 자격증

및 교육인프라 활성화에 기여하여 전국회원 확보와 드론을 통한 인재양성과 공공이익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드론 자격증 과정 드론 전시체험 드론경진대회 운영

주요제품 소개 : 드론자격증 과정, 드론 전시체험, 드론경진대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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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대학교 드론과
www.dkc.ac.kr
062-520-2114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학과 소개

드론과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광주,전남,북 전문대학에 최초로

개설되어 운영되는 학과로서, 국가 신 성장 동력사업인 드론을 창의적으로 운용하는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여 사회에 공헌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드론과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드론 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성화

교육을 실시한다.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용적이고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실시

- 1인 2자격증 취득 : 국가자격증(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민간자격증(지도조종자) 

능동적인 드론 운용 전문인 양성을 위한 실기 위주의 NCS 기반 교과과정 운영

- 드론제작, 컴퓨터시뮬레이션, 실내외 조종실습, 드론부사관, 드론 운용/정비병 양성과 연계한 현장 실습 

드론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창의적인 드론 S/W 전문 인력양성 교육

- 임베디드 프로그래밍, 센서처리 프로그래밍, 무선통신 프로그래밍, 스마트 어플 프로그래밍 

드론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 운영

- 본교 취창업지원센터 및 지역 드론업체와 협업을 통한 청년 창업활동 지원

학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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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sst.hs.kr

062-606-5820
광주광역시 남구 오방로 34-13

학교 소개

취업중심의 특성화 계열을 운영하는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이름에 걸맞게 총 6개 학과

(스마트드론전자과, 스마트설비과, 스마트기계과, 자동차과, 건축인테리어과, 신재생에너지과)로 나누어져 알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꿈을 학부모에게는 희망과

감동을 지역사회로부터는 신뢰받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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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에코와이드(주)
www.hana-ecowide.com

+82-042-826-6048~9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대전지능로봇산업화센터 304호

회사소개

한아에코와이드(주)는 전국 각 도별 5개 지사와 50개소의 판매대리점, 7개의 권역별

AS 센터를 갖추어 농업기계 및 관련장비 판매와 보급 사업 등 업력 23년된 회사입니다.

 방제, 방역 및 입제(항공파종, 입제, 비료 등) 겸용 살포기

1. VANDI-A1  농업용 드론 

2. VANDI-C1 농업용 및 교육용 드론 보급형 기체(10리터)

주요제품 소개 :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

R-150



FlightTracker라는 MCU 기반 부착식 비행정보수집장치 단말기를 드론에 부착하여 드론이

비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 비행정보를 수집한 후 스마트폰의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통신, 비행정보를

전송하고, 전송된 비행정보를 분류체계에 맞게 분류한 다음 드론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카이온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업로드하여 저장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비행정보를 카이온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활용하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카이온
www.kyon.io

070-7477-9757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E&C벤처드림타워 2차 1204호

회사소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드론 비행사의 비행경력을 블록체인 기술로 안전하게 저장하여

믿을 수 있는 비행이력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참여자들은 보상을 받는 형태의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주요제품 소개 : 블록체인 기반 드론 비행이력 인증 시스템

R-152



 더 와이즈코딩, 더 와이즈 로봇, 와이즈 위클리, 더 와이즈 로봇, 와이즈 코딩 러닝센터 

(주)와이즈교육
www.wiseweekly.co.kr

070-7123-9000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183 

  와이즈교육빌딩 7층

회사소개

- 2000년 설립된 교육전문 기업

- 영어회화 교재인 세스영어를 시작으로 각종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 2003년부터 창의력 교육 시작

- 2008년 우리 고유의 프로그램인 와이즈 블록 시리즈를 개발하여 고가의 수입 교구재를

  국산화하고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

- 2014년에는 창의력 교육의 기본인이 되는 독서 토론 및 교과 논술 교재인

  ‘와이즈 위클리 시리즈’를 발간

- 2016년에는 ‘와이즈 코딩’을 출시

- 2019년 와이즈코딩 러닝센터 OPEN

주요제품 소개 : 더와이즈 아이, 더와이즈 코딩(베이직, 응용, 초등코딩)

R-146



제8회 대구국제로봇산업전은 2019년도 하반기 수도권 이남 최대 규모 로봇산업 전문 전시회로서

‘2019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이라는 타이틀 아래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 국제부품소재산업전과

총 385개사 950부스 규모로 동시개최됩니다. 

로봇관련 행사로는 2019 대구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R-BIZ 챌린지, 대구로봇페스티벌이 동시에 개최됩니다.

특히, 2019 대구글로벌로봇비즈니스 포럼은 실질적인 국제 로봇 비즈니스 창출을 목표로 한국,

미국(실리콘밸리, 보스턴), 프랑스,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7개국 8개 로봇클러스터 및 소속

기업들이 참가하는 국제 행사입니다.  

또한, 로봇꿈나무들의 경진대회인 R-BIZ 챌린지대회가 동시 개최되는 글로벌 로봇산업 전문전시회입니다.

※ 2018년도 주요 참가업체 : 현대로보틱스, 한국야스카와전기, 스토브리코리아 등

(주)엑스코
www.robex.or.kr

053-601-5062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회사소개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 전시컨벤션센터로서, 지역 산업에 특화된 주관 전시회를

기획·개최하여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소개 : 제8회 대구국제로봇산업전 (ROBEX 2019)



MINI 3D프린터

가정용, 교육용으로 출시된 MINI 3D프린터는 아담한 사이즈와 조용한 출력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랑을 받는 FDM 방식의

3D프린터입니다. 

FOOD 3D프린터

동작원리는 일반 3D프린터와 동일하지만 식재료를 이용하여 3D프린팅을 하는

제품으로 다양한 식품을 이용하여 형상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미래 푸드테크 산업을 이끌어 나갈 제품으로 현재 교육기관, 호텔, 카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성시스템
www.smart3dkr.com

031-948-4977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순환로5길 17(대구폴리스 내)

회사소개

오성시스템은 1993년 식품자동화, 물류자동화 전문기업으로 시작해 자동화 분야에서

많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술 집약적인 기업입니다.

산업자동화를 넘어 4차산업혁명에 맞추어 고객분들께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4차산업혁명 종합 플랫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SMART3D 브랜드로

신사업부를 준비하였습니다.

FOOD 3D프린터

주요제품 소개 : FDM MINI 3D프린터, FOOD 3D프린터, EDU Robot 

R-510



교통약자용 기립로봇 복지차량(기립로봇) 기립보조 복지차량은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눈높이에서서 있는 제세에서 활동을 수행할 수 이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전동식 복지차량.

KINOVA Robotics 로봇을 제어하고, 실제로 사람의 손으로 물체를 쥐거나 옮길 수

있듯이 가상환경을 시각화하고, 기구학, 역기구학, 토크제어, 정/동역학 해석,

원격제어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활용에 용이하고, 사람의

손을 대체할 수 있어 재활 및 복지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 함.

(주)세성
www.sesung.com

053-312-1075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 17길 53

KINOVA Robotics

주요제품 소개 : 가스탐지기, 다관절로봇팔, 기립로봇

R-511

회사소개

㈜세성은EMS(전자제조서비스,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전문회사이다.

전자제품 생산전문 기업으로서 다양한 고객의 제품을  대응하기 우해 전자기기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 인증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더 나아기 고객사 제품의 개발에

직접 참여,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기존의 전자기기 전문에서 로봇제품 생산기업으로도 거듭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제품생산을 도모하고 있다.



3D 프린터중 FFF방식인 3Dwox시리즈(DP200, DP201, Eco, 3Dwox1, 2X, 7X)와 SLA 방식의 A1이 주요제품입니다.

(주)신도리코
http://sindoh.com

062-528-4331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08-1

3Dwox1 DP200

주요제품 소개 : 3D 프린터

R-522

회사소개

신도디에스판매(주)는 (주)신도리코의 관계사로 신도리코에서 생산하는 3D 프린터의

국내 판매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이프모션 비디오 분석기와 카메라는 인물동향을 분석하여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검출할 수 있으며

세이프 비전검사기는 산업용 제품 결함을 인지하는 딥러닝 솔루션

세이프모션
https://safemotion.kr

070-8093-2406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108호 (동명동, I-PLEX광주)

모션탐지

주요제품 소개 : 세이프모션 비디오 분석기, 세이프모션 카메라, 세이프 비전검사기

R-425

회사소개

안전한 행동감지를 목표로 설립된 업체입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을 이해하여

아동학대과 같은 폭행인식을 통해 안전행동인지 알려주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mabin
010-6420-5875
062-385-5875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로 13-17번길 1층 

주요제품 소개 : 국내-외 모든 3D프린트 출력물 후가공

R-520

회사소개

"mabin"은 15년 경력의 3D프린트 출력물 후가공 전문 업체입니다. 

다양한 기법을 적용시켜 출력물의 완성도를 높혀드립니다. 



스크류, 볼트, 너트 체결 TOOL을 장착하여 다양한 나사 조립 작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합니다.

자체 토크 센서를 함께 활용하여 나사 조립의 작업 완성도를 극대화 합니다.

주식회사 무등로보틱스
WWW.MROBOTICS.CO.KR

070-7733-9512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85번길 40-26

협업로봇M0617 협업로봇M0609

주요제품 소개 : 협동로봇을 활용한 자동나사 체결기

R-414

회사소개

㈜무등로보틱스는 협동로봇을 활용한 부품제조 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입니다.

당사는 고객의 요구에 맞게 창조하고 고객의 현장을 혁신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Dedibox는 기존의 오토바이 배달통에 3면 LCD 디스플레이와 초고속 무선 통신망(LTE)을 정착하여 실시간 광고 송출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최초의 특허 제품이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오토바이용 배달통은 섬유강화플라스틱 (FRP)소재로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배달할 음식을 싣는 “적재”의 기능만 보유하고 있으며 수제 생산 방식이라 대량생산 및 해외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디디박스”는 이에 “광고”기능을 추가하여 배달대행 플랫폼 안에서 자영업자와 배달기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장대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잃어버린 상호를 되찾아 드리겠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에게 무료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이 많지 않은 배달기사들에게 유료광고 수익의 일부를 배분해줄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 뉴코애드윈드는 “디디박스”제품을 기반으로 배달대행 및 광고 서비스를 제공할 “Dedibox 배달대행” 전국지사를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여 명의 예비지사장을 모집하여 올해 서비스 그랜드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디디박스”는 국내 특허등록 11건,

해외 55개국 개별 특허출원 외에도 지난해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과 “IoT 이노베이션 어워드

스마트비즈니스 혁신대상(한국정보화진흥원)”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내,외 광고 및 전기전자제품 전시회에 참가하며

영국. 중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바이어와 커스터마이징 제품개발 및 해외법인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주)뉴코애드윈드
www.newkoad.com

062-365-7258
광주 서구 상무화원로 32번길 13-8 유니온 빌딩 3층

주요제품 소개 : 디디박스

R-612

회사소개

벤처기업 (주)뉴코애드윈드가 기존의 오토바이 배달통에 3면 LCD 디스플레이와 초고속 무선 통신망(LTE)을

장착하여 이미지, 영상, 소리로 실시간 광고 송출이 가능한 배달통 ‘디디박스(Dedibox)’를 개발했다. 

디디박스는 오토바이 배달통이 배달대행업체의 전유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잃어버린 상호를 되찾아주고, 배달원들에게 착취형 생태계 근절을 이끌어 기업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고안된 아이디어 제품이다.

- 특허등록 11건, 디자인등록 3건, 상표등록 3건

- 해외 55개국 PCT 국제출원

- 벤처나라“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선정

- 2019 국가대표브랜드 선정



호남대학교
honam.ac.kr

062-940-5114
광주시 광산구 호남대길 120

학교 소개

호남대학교는 인간화 교육, 민족화 교육, 현대화 교육의 설립정신 아래 인간미가 있는

교양인, 개방적인 주체인, 미래지향적인 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 및 인류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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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지오그래픽 협회
www.natgeokorea.com

02-739-7106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 대우빌딩 복합동 

내셔널지오그래픽 협회는 1888년, 과학자와 탐험가, 교육가들이 지리학 지식의 확장과 보급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설립한 비영리 과학교육 기구입니다. 협회의 2대 회장은 전화기 발명으로 유명한 알렉산더

그레함 벨이었습니다. 현재 협회에는 1,400여 명의 헌신적인 남녀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동안

극탐험, 고대 유적발굴, 동식물과 자연환경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 6,500여 건이 넘는 프로젝트를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협회는 내셔널지오그래픽 매거진 및 기타 잡지 발행, 단행본 발간, TV프로그램과 비디오 개발,

초/중/고등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고급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지원금 운영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제품 소개 : 내셔널지오그래픽 잡지 및 화보집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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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Robot

세계 최고의 협동로봇인 덴마크 Universal Robot은 사람과 가까운 거리에서 작업이

가능한 안전한 로봇입니다. 설치가 쉽고, 티칭이 쉽고, 운용비용이 저렴합니다.

Metal 3D Printer

미국 Markforged사의 금속 3D프린터 MetalX는 기존 금속 프린터에 비해 가격,

품질 경쟁력이 우수합니다

(주)에이치알티시스템
www.hrt-system.co.kr

053-553-0995
대구광역시 북구 3공단로 140-1

회사소개

당사는 세계최고의 협동로봇인 덴마크 Universal Robot을 이용하여 다양한

산업현장에 협동로봇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협동로봇 뿐만이 아니라 그리퍼, 3비전시스템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생산

현장에 최적화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 고객사는 현대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를 비롯하여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조립 및 생산라인에 협동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차산업혁명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커피, 샌드위치 등의 프랜차이즈

업체 및 치과 등의 의료기 업체와도 자동화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주요제품 소개 : Universal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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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트라이셀인터내셔널
www.tricell-intl.com

032-715-4918
인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번지,

로봇타워 902호

회사소개

2015년에 설립된 ㈜트라이셀인터내셔널은 해외 위험지역 진출기업 및 국내 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안/안전 컨설팅, 경비보안체계 구축/운영, 통신보안솔루션 구축 등 서비스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했다.  

2017년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기점으로 경비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용 UAV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 로봇/드론 관련 개발사업과 기술적 서비스를 주력사업으로 집중하고 있다.

현재,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통신보안모듈을 기반으로 해외 대표 VTOL기업인 JOUAV사와

기술협력을 통해 JOUAV의 산업용 UAV인 CW시리즈의 한국 및 수출 버전인 TFW시리즈를

출시해 양산을 하고 있다

주요제품 소개 : TFW-007, TFW-010 , TFW-015, TFW-020, TFW-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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