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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온테크 (주)로보케어
RAONTEC Robocare

산업용 로봇 전문서비스 로봇

기 업 명 (주)라온테크

대 표 자 김원경

설립일자 2000. 3. 14.
대표전화 031. 201. 0000
팩      스 031. 227. 1500
홈페이지 www.raonrobot.com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88-4(고색동 1138번지)

기 업 명 (주)로보케어

대 표 자 김성강

설립일자 2012. 10. 22.
대표전화 031. 697. 0600
팩      스 02. 962. 2790
홈페이지 www.robocare.co.kr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0 삼환하이펙스 B동 313호

Company Summary Company Summary

(주)라온테크는 2000년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해 있다. 

주요 생산제품은 반도체 제조라인에서 웨이퍼를 이송하는 반도체 로봇과 자동화 

모듈, LCD와 OLED 제조라인에서 글래스를 이송하는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FPD) 

로봇 및 자동화, 식품·화장품·의약품 제조라인에서 사용되는 제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등 이다.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다. 

Company Introduce (주)로보케어는 2012년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경기도 분당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생산제품은 로봇 연구개발과 실제 로봇 서비스에 최적화된 이상적인 

지능형 로봇 플랫폼 실벗,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특화된 탁상형 기계식 얼굴

로봇 메로시리즈, 얼굴을 가진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인간과의 상호

작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최적의 로봇 플랫폼 키보 등 이다. 

Company Introduce

● 산업용 로봇(반도체 및 FPD)과 자동화시스템(FA) 제조주요 생산제품 ● 실벗(SILBOT-3)

- 로봇 연구 개발과 실제 로봇 서비스에 최적화된 이상적인 지능형 로봇 플랫폼

● 메로시리즈(MERO-Series)

-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에 특화된 탁상형 기계식 얼굴 로봇

● 키보(KIBO)
- 얼굴을 가진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으로써 인간과의 상호 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로봇 플랫폼

주요 생산제품

● 반도체 제조라인에서 Wafer 이송하는 반도체 로봇 및 자동화 모듈

● LCD와 OLED 제조라인에서 Glass를 이송하는 FPD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 식품·화장품·의약품 제조라인에서 사용되는 제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주요 기술분야
(핵심기술)

● 시스템 통합기술(System Integration)
- 지능 지식 체계와 다양한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로봇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통합 기술
- 다양한 환경과 시나리오에 지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로봇 기술

● Human Robot Interaction
- 감성 교감 로봇을 위한 표정 인식 기반의 감정 인식 기술
- 얼굴 표정 실시간 따라하기 기술

● Robot Design
- 세계 최고 수준의 얼굴 로봇 ‘메로 시리즈’와 모바일 로봇 ‘실벗’
- 신속 정확한 조작 및 제어 로봇 ‘시로스’
- 이족보행 로봇 ‘키보’
-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멀티 유저 Attention 기술
- 인간 동작 인식 및 모션 따라하기 기술

주요 기술분야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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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하우 (주)NT로봇
ROHAU NTRobot

전문서비스 로봇 전문서비스 로봇

기 업 명 (주)로하우

대 표 자 한창수

설립일자 2014. 12. 24.
대표전화 031. 400. 5053
팩      스 031. 400. 5059
홈페이지 www.rohau.co.kr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한양대학교내 BMR센터 

기 업 명 (주)NT로봇

대 표 자 김경환

설립일자 2004. 1. 6.
대표전화 02. 843. 3460
팩      스 02. 835. 3460
홈페이지 www.ntrobot.net
주      소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 5차 15층

Company Summary Company Summary

(주)로하우는 2014년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하고 있다. 

한양대 ERICA 산학협력단 실험실 창업기업으로 주요 생산제품은 굴삭기 

무인조종 로봇시스템 아바탄 키트, 건물 외벽 청소로봇 등 이다. 언맨트 키트, 

EHR(Easy Handling Robot) 등 산업전반에 사용될 무인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주)NT로봇은 2004년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서울 금천에 위치해 있다.  

주요 생산제품은 무인 물류운반 로봇, 착용형 보행로봇, 고속 외관검사 로봇 

등 이다. 항암조제 로봇과 미세수술 로봇, 재활 및 간호간병 로봇, 양팔 로봇, 

힘 센서, 힘 제어 로봇, 병렬 링크 로봇 기술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류로봇 Sbot과 항암조제 로봇 등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 착용형 보행 

로봇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기가 아닌 보조기로 판명을 받으면서 내년 1

월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Company Introduce Company Introduce

● 무인화굴삭기 키트

● 건물외벽청소로봇 등 산업용 로봇 
주요 생산제품 ● 무인 물류운반 로봇 (모델명 : Sbot)

● 착용형 보행로봇 (모델명 : ReWalk, RoboWear)

● 고속 외관검사 로봇 (모델명 : NTVision) 

주요 생산제품

● Unmanned Kit, EHR(Easy Handling Robot) 등  

    산업전반에 사용될 무인화 기술 

주요 기술분야
(핵심기술)

● 항암조제 로봇

● 미세수술 로봇

● 재활 로봇, 간호간병 로봇

● 힘 센서, 힘 제어 로봇

● 양팔 로봇

● 병렬링크 로봇

주요 기술분야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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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퓨처로봇 (주)아이로
FUTUREROBOT AIRO

개인서비스 로봇 개인서비스 로봇

기 업 명 (주)퓨처로봇

대 표 자 송세경

설립일자 2009. 8. 1.
대표전화 031. 252. 6860
팩      스 031. 252. 6865
홈페이지 www.futurerobot.com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이노밸리 E동 901호

기 업 명 (주)아이로

대 표 자 오용주

설립일자 2014. 9. 12.
대표전화 061. 727. 6760
팩      스 061. 727. 6762
홈페이지 www.airo.kr
주      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성길 306 한울터빌딩 203호 (상삼리464-2)

Company Summary Company Summary

(주)퓨처로봇은 2009년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경기도 분당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생산제품은 퓨로(FURO) 시리즈이며, 공항, 은행, 소매상점, 병원, 극장, 학교, 

레스토랑 등 B2B 환경에 쉽게 적용 가능하고 사용자 니즈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

는 오픈 플랫폼 서비스 로봇 등을 지향하고 있다. 

Company Introduce (주)아이로는 2014년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전남 순천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생산제품은 수중 로봇, 관상어 로봇으로 전체 매출액의 40% 이상을 수출에서 

거두고 있다. 올해 세계 최초의 비단잉어 로봇을 발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

으며 53cm의 대형 관상어 로봇과 33cm 중형 관상어 로봇을 생산하고 있다. 

Company Introduce

● 지능형 서비스 로봇 FURO 시리즈 

    FURO-S

   FURO-D

   FURO-i-Home

주요 생산제품 ● 수중 로봇 제조 및 개발

● 관상어 로봇 MIRO(MARINE INTELLIGENT ROBOT) 시리즈

   MIRO-9.0 도미

   MIRO-9.1비단잉어

   MIRO-7.0 도미

주요 생산제품

● 로봇 디바이스

- 감정 HRI(Human Robot Interaction) 운영
- 음성인식, 얼굴인식, 제스처인식, 감정인식 등의 인지기술
- 사람에게 로봇의 의도를 전달하는 표현기술     - 센서 및 액츄에이터 기술
- 자율주행 및 장애물 회피기술     - 조작제어기술     - 물체인식기술

● 플랫폼 기술

 - 다수의 로봇 제어를 위한 클라우드 서버 플랫폼
 - 음성, 화상 등 데이터 처리 및 판단을 위한 데이터처리 플랫폼

● 콘텐츠

 - 감정 상호 작용 HRI감정기술   - HRI 콘텐츠 편집저작 툴

● 네트워크

 - 로봇과 서비스플랫폼 간 고속통신기술   - 로봇과 사물간의 근거리 통신기술

주요 기술분야
(핵심기술)

AIRO의 수중로봇 특화기술

● 500Kpa(수심 50m) 환경에서의 완전방수 기술

● 수중 환경에서의 내수·내구성 기술

● 수중 환경에서 안정적인 수중 Data 통신기술               

● 실제물고기에 가까운 수중생물 유영 구현 기술 

● 수중 환경에서 수중 장애물·위치인식 기술                

● 수중 로봇을 이용한 다양한 수중 서비스  

주요 기술분야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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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알에프 (주)유진로봇
RF YUJIN ROBOT

개인서비스 로봇 개인서비스 로봇

기 업 명 (주)알에프

대 표 자 이순복

설립일자 2014. 7. 31. 
대표전화 053. 985. 1282
팩      스 053. 985. 1283
홈페이지 www.mywindowmate.com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164, 지식산업센터 7층

기 업 명 (주)유진로봇

대 표 자 신경철

설립일자 1988. 3. 17.
대표전화 070. 4657. 7000
팩      스 02. 2026. 1440
홈페이지 www.yujinrobot.com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남성플라자 1214

Company Summary Company Summary

(주)알에프는 2014년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대구시에 위치해 있다. 주요 생산

제품은 자력기반 지능형 유리창 청소로봇 윈도우 메이트이다. 매출의 70%가 

수출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최근 50만원대의 보급형 제품을 선보였다. 'CES 

2017' 주최측으로부터 유리창 청소로봇으로 2개의 이노베이션 어워즈를 수상

했다. 올해 12월부터 윈도우 메이트 보급형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면서 

내년도 10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유진로봇은 1988년 설립된 국내 대표 로봇기업으로 서울 금천에 위치하고 

있다. 청소로봇 아이클레보 시리즈를 비롯해 배달 서비스 로봇 고카트, 세계 

최초 네트워크 기반 교육용 로봇, 모바일 로봇 플랫폼 터틀봇(TurtleBot) 등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올해 선보인 청소 능력이 110배 강화된 프리미엄 청소

로봇 아이클레보 오메가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 무역의 날에서 

서비스 로봇기업으로는 최초로 2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청소로봇은 

5년 연속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다. 최근 청소로봇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큰 폭의 성장을 이뤄 서비스 로봇 기업 최초로 매출 1천억에 도전

하고 있다.

Company Introduce Company Introduce

● 유리창 청소로봇주요 생산제품 ● 청소로봇 : 2천만불수출의탑 수상(2016)/ 세계일류상품 5년연속 선정

● 교육용 로봇 : 세계 최초 네트워크 기반 교육로봇 상용화

● R&D 로봇 : 국내 및 해외 2천여 연구기관에 공급

주요 생산제품

자력기반 지능형 유리창 청소로봇

● 영구자석을 이용한 유리창 양면 부착 방식의 유리창 청소로봇

● 스스로 부착 위치를 인식하고 자율주행

● 청소완료 후 초기위치 복귀

● 모서리 청소 기능

주요 기술분야
(핵심기술)

● IoT기반 서비스 플랫폼 기술

- 로봇과 로봇 주변 장치들이 연동되고 이를 활용한 IoT 기반 

   로봇 서비스 코디네이션 플랫폼 기술 보유 

● 초처가, 고정밀, 광역 네비게이션 기술

- 광역 환경에서 절대 위치 인식 및 6D자세 추정이 가능한 SLAM모듈 및 관련 기술 확보

- 초저가, 초소형 광각 카메라 모듈 활용

● 전방향 휠구동 메커니즘 기술

- 문턱 승월에 적합하며, 장애물 감지 시 최적의 방향으로 회피

주요 기술분야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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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인로보틱스 (주)로보로보
Fine Robotics ROBOROBO

개인서비스 로봇 고육용 로봇

기 업 명 (주)파인로보틱스

대 표 자 허주표

설립일자 2015. 1. 26.
대표전화 1899. 0636
팩      스 02. 863. 5586
홈페이지 www.finerobotics.com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1304호 

 (가산동, 제이플라츠)

기 업 명 (주)로보로보

대 표 자 장창남

설립일자 2000. 5. 22.
대표전화 02. 909. 5050
팩      스 02. 917. 3511
홈페이지 www.roborobo.co.kr
주      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54길 6 로보로보 빌딩 5F

Company Summary Company Summary

(주)파인로보틱스는 2015년 설립되었으며, 서울 금천에 위치해 있다. 주요 생산

제품은 물걸레 청소로봇 아이센스와 진공 청소로봇 등 홈 서비스 로봇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수출도 하고 있으며, 핸디형 청소기와 로봇청소기를 

결합한 혁신적인 하이브리드형 제품이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이다. 10년 이상 

로봇 및 IT 가전 개발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업이다.

Company Introduce (주)로보로보는 2000년 설립된 국내 교육용 로봇기업의 선두주자로 서울 강북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생산제품으로는 융합교육을 위한 초등·중등·고등, 대학 

교육용 로봇인 로봇키트와 어린이용 로봇 로봇키즈가 있다. 최근 코딩 교육 

학생을 위한 유아용 코딩 로봇 ‘유아로’, 초등용 코딩 교구 ‘코딩스토리’, 고급형 

휴머노이드 ‘로맨보’ 등을 새로 선보이면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Company Introduce

● 로봇청소기

● 지능로봇

● 충전용배터리

주요 생산제품 ● 융합 교육을 위한 피지컬 컴퓨팅 & 과학 교구

● 로보키트 / 로보키즈 / 유아로 / 휴머노이드 / 코딩스토리 등
주요 생산제품

● 로봇용 Embedded 환경에 최적화된 디지털 회로 설계 기술

● 실내 환경 Mapping 및 자동 충전 기능

● 이동체용 Vision System 및 Sensor 기술

● TOF 센서 기술, Structure IR 센서를 이용한 3차원 모델링 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담을수 있는 로봇플랫폼 개발 및 상품화와 로봇 IoT 기술 등

주요 기술분야
(핵심기술)

● 피지컬 컴퓨팅 학습용 로봇 제어 모듈 기술

● 무선 제어를 위한 통신 시스템

● 로봇 전용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 NFC 모듈 물리 코딩 시스템

주요 기술분야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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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산솔루션
ISANS

고육용 로봇 고육용 로봇

기 업 명 (주)이산솔루션

대 표 자 정원민

설립일자 2008. 8. 4.
대표전화 070. 4369. 4000
팩      스 070. 8282. 1114
홈페이지 www.isans.co.kr
주      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23, 1010호 

 (지플러스코오롱디지털타워)

Company Summary Company Summary

Company Introduce (주)이산솔루션은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서울 구로에 위치해 있다. 

주요 생산제품은 스크래치와 아두이노 스케치를 이용하여 초등학교부터 대학

생까지 모든 연령이 코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용 로봇 코드스타, 유아

용 코딩 교육로봇으로 컴퓨터 없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코블로 등 이다. 

다양한 퍼포먼스 로봇을 통해 국내외 과학관 및 로봇체험관 구축 사업도 펼

치고 있다. 

Company Introduce

로보링크(주)
ROBO LINK

기 업 명 로보링크(주)

대 표 자 홍창표, 이현종

설립일자 2006. 2. 3. 
대표전화 02. 554. 8862
팩      스 02. 554. 8860
홈페이지 www.robolink.co.kr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39

로보링크(주)는 2006년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서울 강남에 위치해 있다. 로봇ㆍ 

코딩 교육용 키트 및 SW, 드론ㆍ코딩 교육용 키트 및 SW, 로봇ㆍ드론 시뮬레이션 

SW, 전시ㆍ공연용 로봇 및 SW 등을 생산하고 있다. 교육용 드론 코드론(CoDrone)

으로 2016 CES에서 크게 조명을 받았으며, 킥스타터 프로젝트 성공으로 세계적

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글로벌 교육용 로봇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미국에 지사

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생산제품  ● 로봇교육사업

- CodeStar : Scratch와 Arduino Sketch를 이용하여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모든 연령이 코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용로봇  

- Coblo : 유아용 코딩교육 로봇으로, 컴퓨터 없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교육용로봇 

● 로봇전시사업

    - 다양한 퍼포먼스로봇을 통해 국내외 과학관 및 로봇체험관 구축

주요 생산제품● 로봇·코딩 교육용 키트 및 SW

● 드론·코딩 교육용 키트 및 SW

● 로봇·드론 시뮬레이션 SW

● 전시·공연용 로봇 및 SW

주요 기술분야
(핵심기술)

수년간 쌓아온 로봇기술력 위에 코딩에 대한 이해, 어린이 감성을 이해하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로봇코딩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사업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게 로봇과 코딩에 대한 이해와 꿈을 심어줌으로써 로봇 창의인재육성에 힘쓰고 있다.

첨단 로봇기술과 다양한 문화산업을 융합하여 콘텐츠를 창조하는 로봇문화콘텐츠  

전문기업으로서, 로봇체험전시·공연산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주요 기술분야
(핵심기술)

● 로봇 코딩용 SW

● 로봇 시뮬레이션 SW

● 로봇 전시·공연 기획

● 로봇 제어시스템 HW·SW

● 로봇 기구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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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부품 로봇 부품

기 업 명 (주)누리로봇

대 표 자 이태영

설립일자 2013. 6. 25.
대표전화 070. 4217. 3300
팩      스 02. 2622. 8688
홈페이지 www.nurirobot.com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1706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10차)

기 업 명 이레텍(주)

대 표 자 조삼환

설립일자 2009. 11. 2.
대표전화 02. 6947. 7777
팩      스 02. 6947. 7776
홈페이지 www.erae-tech.com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31

 (가산동, BYC하이시티 A동 304호)

Company Summary Company Summary

(주)누리로봇은 2013년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서울 금천에 위치해 있다. 주요 

생산제품은 DC/BLDC 모터의 구동 및 제어를 위한 모터 드라이버와 모터 컨

트롤러, BLDC 모터와 모터 드라이버가 일체화 된 스마트 모터, 감속기ㆍBLDC 

모터ㆍ모터 컨트롤러ㆍ센서ㆍ브레이크가 일체화 된 스마트 액추에이터, 그리고 

산업용 및 서비스 로봇 플랫폼 등 이다. 감속기, 모터 등이 로봇의 핵심 부품이

라는 점에서 향후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Company Introduce 이레텍(주)는 2003년 설립된 자동화 시스템 및 모션 제어 업계의 강소기업으로 

본사는 서울 금천에 위치해 있다. 주요 생산제품은 스테핑 모터, 범용 드라이버 

및 콘트롤러 그리고 BLDC 드라이버 및 콘트롤러, 모듈, 자동화 기기나 로봇 등

에 사용하는 IC 등 이다. 로봇 부품 산업을 기반으로 로봇 완제품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모터, 드라이버 등이 로봇의 핵심 부품이라 역시 향후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ompany Introduce

● 모터드라이버 / 모터컨트롤러
- DC/BLDC모터의 구동 및 제어

● 스마트모터
- BLDC모터, 모터드라이버의 일체화

● 스마트액추에이터
- 감속기, BLDC모터, 모터컨트롤러, 센서, 브레이크의 일체화

● 로봇플랫폼
- 산업용 및 서비스 로봇플랫폼

주요 생산제품 ● 모터와 드라이버, 컨트롤러를 하나의 보드에 일체화한 EDCI 시리즈

● 범용 컨트롤러로 제어가 가능한 드라이버 일체형 EDI 시리즈

● 자체 기술로 개발한 EDB/EDU 드라이버 시리즈

● 자동화 라인의 필수품인 액추에이터 ERI/ECI/ELI 시리즈

● 스텝모터의 한계로 인식되어져 왔던, 탈조 현상을 없애고 실시간으로 오류위

치를 보상함은 물론, 감속기 없이도 고토크, 고정밀 제어, 고RPM을 구현하는 

서보모터의 기능까지 겸비한 EDB3000-SERIES

주요 생산제품

● 액추에이터

- 모터 제조       - 감속기 제조            - 모터 구동 및 제어

● 센서

- 센서 모듈화      - 센서 신호 처리

● 로봇플랫폼

- 기구, 회로 설계    - 제어기 시뮬레이션    - UI(User Interface)

주요 기술분야
(핵심기술)

● 모터+드라이버+컨트롤러+I/O보드 일체형 스텝모터 주요 기술분야
(핵심기술)

(주)누리로봇 이레텍(주)
NURI ROBOT ERAE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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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자율주행시스템

기 업 명 (주)언맨드솔루션

대 표 자 문희창

설립일자 2008. 4. 28.
대표전화 02. 3217. 6771
팩      스 02. 3217. 6773
홈페이지 www.unmansol.com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5 (우신빌딩)

Company Summary Company Summary

얄리(주) (주)언맨드솔루션
YALLY UNMANNED SOLUTION

기 업 명 얄리(주)

대 표 자 윤재민

설립일자 2010. 3. 1. 
대표전화 031. 408. 3636
팩      스 031. 408. 3688
홈페이지 www.yally.com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26 3층

(주)언맨드솔루션은 2008년 설립되었으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해 있다. 주요 

생산제품은 자율주행 차량 및 로봇 플랫폼, SW 개발 등 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

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70~80%를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 분야의 대표 기업이

다. 상용차를 이용한 무인자율주행차량 및 무인 트랙터, 차량형 로봇플랫폼을 

개발하는 무인시스템 전문 개발회사로서, 국내 유일의 차량 및 플랫폼 구동 제

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Company Introduce Company Introduce얄리(주)는  2010년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해 있다. 주요 개발  

제품은 지능대화(對話) 시스템과 대화 완구, 대화 로봇 등 이다. 인간이 보

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것을 돕는 제품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지능대화 전문기업이다. 국내 커뮤니케이션 로봇 기업에 자사 대화형 솔루션 등

을 공급하고 있다. 자연어 처리, 머신러닝 기반 대화 시스템 연구 및 개발 등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자율주행차량 및 로봇플랫폼, SW개발 주요 생산제품주요 생산제품 ● 대화완구

● 대화로봇

● 대화 API

● 대화 코퍼스

● 자율주행기술 및 관련 시스템, 알고리즘 기술

● 차량 및 플랫폼 구동 제어 및 관련 요소 기술

● 이동플랫폼 무인화 기술 및 무인플랫폼 설계 제작 기술

주요 기술분야
(핵심기술)

주요 기술분야
(핵심기술)

● 자연어처리, 머신러닝 기반 대화 시스템 연구 및 개발

● 대화의도, 대화시나리오, 연속대화 연구

● 대화 코퍼스 수집, 분석, 가공, 전문 컨설팅 및 구축

● 대화로봇 및 솔루션 판매, 대화 API 및 상담 서비스 운영 및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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