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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로메카
neuromeka

(주)디에스티로봇
DSTRobot

기업명
(주)뉴로메카

대표자
박종훈

설립일자
2013. 02. 14.

대표전화
070. 4791. 3103

팩스
070. 4032. 3327

홈페이지
www.neuromeka.com

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59 쉬즈애비뉴 5층

기업명
디에스티 로봇

대표자
천징, 최명규

설립일자
1999. 09. 01.

대표전화
041. 590. 1700

팩스
041. 590. 1701

홈페이지
http://dstrobot.com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6길27

(천안 제4산업단지)

Company Introduce
㈜뉴로메카는 최근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도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협동로봇(Colaboration Robot) 기업이다. 2013년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서울 

강남에 있다. 스마트 로봇 및 스마트 팩토리를 지향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로봇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솔루션 회사를 지향한다. 

주요 제품군으로는 △스마트 커넥티드 로봇 기반의 저가형 협동로봇 인디(Indy) 

및 HRI 인터페이스 △필드버스 기반의 실시간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 로봇제어기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임베디드 게이트웨이 및 센서/구동기 시스템 

△로봇 시뮬레이션 및 제어 소프트웨어 등이다. 뉴로메카의 협동로봇 '인디(Indy)'

는 저비용 고효율의 스마트한 능력을 갖춘 산업용 로봇으로 2016년 연구용 플랫

폼인 인디-RP를 처음 발표하였으며, 올해 3월 산업용 플랫폼인 인디 3/5/10 모델, 

지난 9월에는 SW 프레임워크 2.0이 적용된 인디7을 출시했다.

주요 생산제품
● 산업용 협동로봇 Indy Series(Indy3, Indy5, Indy7, Indy10, Indy-RP)

● 로봇 제어기 STEP/PC2 

주요기술분야(핵심기술)
● 전류제어 기반 스마트액추에이터 개발

● 고속 실시간 임피던스 제어 기반 협동로봇 알고리즘 개발

● EtherCAT기반의 임베디드 로봇제어기 기술 보유 

수상실적
● 2001 Best conference paper in IEEE Int'l Symp. on Assembly and Task 

Planning

● 1998 제5회 삼성휴먼테크 논문대상 로봇부문 은상 

Company Introduce
㈜디에스티(DST)로봇은 1999년 설립되었으며 로봇업체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고 본사는 충남 천안에 있다. 제조업용 로봇 및 지능형 로봇 제작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제조업용 로봇의 경우 직각좌표 로봇,  

리니어 로봇, 데스크탑 로봇, 수평다관절 로봇, 모션컨트롤러, LCD 트랜스퍼 로봇, 

웨이퍼 트랜스퍼 로봇이 있으며, 서비스용 로봇으로 허큘렉스 서보, 모바일 플랫폼, 

호비스 로봇, 제니보 로봇, 안내로봇 등이 있다. 지난 4월 중국 시장 경쟁력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산업용 로봇업체 ‘중해지능장비제조유한공사’의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다. 올해 말 중국 선전(심천)에 2000㎡ 규모의 로봇 양산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대주주는 중국 디신통그룹이다. 디신통그룹은 현지에 3200여개 휴대폰 

매장을 갖춘 유통 기업으로 올해 예상매출은 700억원이다.

주요 생산제품
● 제조업용 로봇

- 직각좌표 로봇, 리니어 로봇, 데스트탑 로봇, 수평다관절 로봇, 모션컨트롤러, 

LCD TRANSFER 로봇, WAFER TRANSFER 로봇

● 서비스용 로봇

- HERKULEX SERVO, MOBILE PLATFORM, HOVIS ROBOT, GENIBO 

ROBOT, 안내 로봇 

주요기술분야(핵심기술)
● 제조업용 로봇

- 로봇 언어 기술, 서보 제어 기술, 임베디드 제어기 설계기술, 로봇구조/ 

동역학 해석기술, 웨이퍼 핸들링 로봇기술, LCD세정 로봇 기술

● 서비스용 로봇

- 센서 융합기술비젼, 이동 메커니즘 기술, Navigation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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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용 로봇산업용 로봇

(주)티이에스
TES Co., Ltd.

(주)로보로보
ROBOROBO

기업명
(주)티이에스

대표자
안승욱

설립일자
2004. 10. 27.

대표전화
031. 769. 9219

팩스
031. 374. 9238

홈페이지
www.tes-robot.co.kr

주소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28-30

기업명
(주)로보로보

대표자
장창남

설립일자
1999. 9. 1.

대표전화
02. 909. 5050

팩스
02. 917. 3511.

홈페이지
www.roborobo.co.kr

주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54길 6(미아동) 

로보로보빌딩

Company Introduce
㈜티이에스는 2004년 설립된 국내 최고의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진공 이송로봇 

전문업체로서 본사는 경기도 오산에 있다. 주력 제품으로는 10.5세대 LCD와 6세대  

플렉시블 OLED용 진공이송 로봇을 비롯해 미래 스마트 팩토리로의 진출을 위하

여 유니버설로봇 대리점 사업도 하고 있다. 최근 신사업으로 뇌졸중 환자를 위한 

재활 로봇, 물류 로봇 사업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코스닥 시장에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9월말에는 오산시 본사 근처에 제2공장 착공식을 가지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중이다. 특히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AMAT)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 성장의 기본 토대를 마련

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 활황으로 작년 491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에도 역시 두 산업 모두 활황이 이어져 630억원의 매출 실적을 

거둘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생산제품
● FPD / Wafer Transfer Robot for Vacuum Environment

주요기술분야(핵심기술)
● Glass 반전장치 for OLED

● 진공 챔버에서 평판디스플레이를 회전 시키는 장치 및 방법 등 특허 다수 보유

수상실적
● 2012 경기도지사상 수상

● 2014 대한민국 로봇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 2014 백만불 수출탑 수상

● 2016 천만불 수출탑 수상 

Company Introduce
㈜로보로보는 2000년 설립된 국내 교육용 로봇기업의 선두주자로 본사는 서울 

강북에 있다. 주력 사업은 교육용 로봇의 제조ㆍ판매로, 최근 3년간 해외수출 

증가로 인해 교육용 로봇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생산제품으로 

초등, 중·고등, 대학 교육용 로봇인 ‘로봇키트’와 어린이용 로봇 ‘로봇키즈’가 있다.  

작년 말 코딩 교육 학생을 위한 유아용 코딩 로봇 ‘유아로’, 초등용 코딩 교구 

‘코딩스토리’, 고급형 휴머노이드 ‘로맨보’ 등을 새로 선보이면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다. 사드 사태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 수출 300만 달러 달성에 이어 올해 무역

의 날에 500만 달러 수출의 탑, 대한민국 로봇 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중국 내 지점이 240개를 돌파했으며, 올해 약 130억원의 매출 실적을 거둘것으로 

예상된다. 12월 19일 코스닥에 상장했다.  

주요 생산제품
● 교육용 로봇

주요기술분야(핵심기술)
● 교육용 또는 완구용 음성인식 기반 로봇 제어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로봇 제어 방법

● 로봇 정보 제공 시스템 및 방법

● 완구용 로봇 제어시스템(코딩보드)

수상실적
● 2016 올해의 대한민국 로봇기업

● 2017 모범납세자 표창(서울특별시)

● 2017 서울형 R&D 지원사업 우수 표창장(서울특별시)

● 2017 무역의날 수출 500만불탑 수상

● 2017 대한민국 로봇대상 대통령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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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서비스 로봇 교육용 로봇

(주)로보티즈
ROBOTIS

(주)마로로봇테크
MAROROBOTTECH

기업명
㈜로보티즈

대표자
김병수

설립일자
1999. 04. 01.

대표전화
070. 8671. 2600

팩스
070. 8230. 1336

홈페이지
www.robotis.com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1505

기업명
주)마로로봇테크

대표자
김덕근

설립일자
2008. 4. 22.

대표전화
032. 327. 1713

팩스
032. 327. 1714

홈페이지
www.marorobot.com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45 

부천테크노파크

303동 705호

Company Introduce
㈜로보티즈는 1999년 설립된 국내의 대표적인 로봇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본사는 

서울 금천구에 있으며 주요 사업 분야는 유아용부터 전문가용에 이르는 교육용 

로봇 키트와 로봇 전용 일체형(All-in-one) 액추에이터 모듈 다이나믹셀 그리고 

로봇 부품이다. 교육용 로봇 키트로는 유아용 '올로'부터 초등용 '드림', '스마트' 

시리즈와 '미니', 중·고등용 '프리미엄', 'STEM', 'GP' 그리고 전문가용으로 '로보티즈 

OP', '매니퓰레이터', '똘망', '터틀봇3'가 있다. 올해 5월 출시된 '터틀봇3'는 오픈 

로보틱스(OpenRobotics)와 공동 개발한 로봇 개발 플랫폼으로 작은 크기, 확장성, 

오픈 소스의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소형화했으며 신형 

다이나믹셀 X시리즈를 채택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40여개국에 로봇

전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다이나믹셀을 주축으로 한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다. 올해 

180억원의 매출 실적을 거둘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생산제품
● 로봇플랫폼(똘망, 로보티즈 OP2, 매니퓰레이터 등), 로봇부품(다이나믹셀, 제어기, 

센서 등), 교육용 로봇키트(올로, 로보티즈 드림, 로보티즈 스마트, 로보티즈 

프리미엄 등)

주요기술분야(핵심기술)
● ㈜로보티즈는 어릴 적 꿈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로봇용 액추에이터 

다이나믹셀 기반의 교육용 로봇키트-로보티즈 키즈랩과 전문가용 로봇플랫폼-

다이나믹셀 시스템 두 사업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다이나믹셀은 로봇 전체 몸체를 모듈형으로 손쉽게 구성하고, 네트웍을 통해 

전체 내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 기반의 

로봇 구축 솔루션이다. 즉, 제어기와 모터를 직접 연결하여 통신하는 기존 방식

을 버리고 관절마다 고유 ID를 부여하여 로봇을 하나의 커다란 네트워크 시스템 

으로 운영하게끔 해주는 로봇용 관절이다. 이를 통해 로봇은 서로 확장성과 

호환성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로봇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

온다.

Company Introduce
㈜마로로봇테크는 2008년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경기도 부천에 있다. 물류로봇 

및 산업용 로봇 전문기업이다. 올해 'QR코드 인식형 물류로봇 M3'을 개발해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 물류 자동화 현장에 납품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M3 물류로봇은 

바닥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인식하여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고 

최대 200kg~400kg을 들어 올려 물건을 이송한다. 로봇의 무게는 100kg, 주행

속도는 초당 30cm이며 4시간 충전 후 부하시 8시간, 무부하시 12시간 운용이 

가능하다. WIFI를 이용해 원격 운영이 가능하며 단독형 또는 네트워크 통합 

관리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포토 센서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LIDAR

나 범퍼 센서는 옵션이다. 지정 경로 주행이 아닌 사용자 지정 경로 주행이 

가능함에 따라 공간 제약이 최소화 되어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가반중량 200kg과 400kg 두 종류를 보유하고 있으며, 1000kg 신제품을 

개발중이다.  

주요 생산제품
● 스마트 물류로봇 M3-500, M3-300

주요기술분야(핵심기술)
● QR코드를 인식하여 위치 및 방향을 인식하는 기술

수상실적
● 2015 대한민국 로봇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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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 로봇전문서비스 로봇

(주)퓨처로봇
FUTUREROBOT

(주)알에프
RF

기업명
㈜퓨처로봇

대표자
송세경

설립일자
2009. 08. 01.

대표전화
031. 252. 6860

팩스
031. 252. 6865

홈페이지
www.futurerobot.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이노밸리 E동 901호

기업명
㈜알에프

대표자
이순복

설립일자
2014. 07. 31.

대표전화
053. 985. 1282

팩스
053. 985. 1283

홈페이지
www.mywindowmate.com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164, 

지식산업센터 7층705호

Company Introduce
㈜퓨처로봇은 2009년 설립된 국내 대표 전문 서비스 로봇기업으로 본사는 경기

도 분당에 있다. 주요 생산제품으로는 '퓨로(FURO) 시리즈'가 있으며 공항, 은행, 

소매상점, 병원, 극장, 학교, 레스토랑 등 B2B 환경에 쉽게 적용 가능하고 사용자 니즈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서비스 로봇 등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 클라

우드 인공지능과 전자결제 솔루션을 결합한 서비스 로봇으로 카페나 식당, 상점 

에서 무인으로 주문을 받거나 인기메뉴 추천이 가능한 대화형 로봇 '퓨로 데스크'를 

선보였다. 지난 8월 코스닥에 상장된 광학기기 전문업체 디지털옵틱이 퓨처로봇

의 주식 1백65만8731주(50%+1주)를 104억5000만원에 취득해 업계를 깜짝 놀라

게 했다. 지난 달에는 교육 그룹 ㈜대교와 ‘교육용 AI플랫폼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면서 교육용 로봇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에서는 AI 통역 안내 로봇을 통해 경기장 곳곳에서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생산제품
● 서비스, 안내전문 로봇 Furo-D

● 핀테크 기반 스마트 서비스 로봇 Furo-Desk

● 스마트 홈 로봇 Furo-icare

주요기술분야(핵심기술)
● Robot OS Middleware(Furoware)

● 언어처리 AI   ● 영상처리 AI

● HRI(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 무인화 및 자율주행

● RCMS (Robot Contents Management System)

수상실적
● 2014 창조브랜드 대상 

● 2015 GOOD DESIGN 홈 서비스 로봇 우수디자인 선정

● 2016 올해의 대한민국 로봇기업

Company Introduce
㈜알에프는 2014년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대구시에 위치해 있다. 주요 생산제품

으로는 자력기반 지능형 유리창 청소로봇 '윈도우 메이트'이다. 매출의 70%가 

수출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올해 50만원대의 보급형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CES 2017' 에서 유리창 청소로봇으로 2개의 이노베

이션 어워즈, 'IFA2016'에서 주목할 만한 제품 'TOP 5에 선정됐다. ‘윈도메이트’는 

강력한 네오디뮴 자석을 이용한 유리창 양면 부착 방식의 청소로봇이며, 유리창에 

부착하여 버튼 하나만 누르면 스스로 창틀과 부착 위치를 인식하고 유리창 안팎 

양면을 동시에 청소하는 지능형 유리창 청소로봇이다. 힘들기도 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유리창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제품으로 2015년 일본 시장 

진출 이후 올해에만 9000대를 수출했다. 가정 뿐만 아니라 호텔, 레스토랑, 커피숍 등 

상업시설에서도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50억원의 매출 실적을 거둘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생산제품
● 유리창 청소로봇

주요기술분야(핵심기술)
● 자력기반 지능형 유리창 청소로봇

- 영구자석을 이용한 유리창 양면 부착 방식의 유리창 청소로봇

- 스스로 부착 위치를 인식하고 자율주행

- 청소완료후 초기위치 복귀

- 모서리 청소 기능

수상실적
● 2016 올해의 대한민국 로봇기업

● 2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 2017 대한민국 로봇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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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솔루션개인서비스 로봇

(주)유진로봇
YUJINROBOT

(주)언맨드솔루션
Unmanned Solution

기업명
(주)유진로봇

대표자
신경철

설립일자
1988. 03. 17.

대표전화
070. 4657. 7000

팩스
02. 2026. 1440

홈페이지
www.yujinrobot.com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남성플라자 1214

기업명
㈜언맨드솔루션

대표자
문희창

설립일자
2008. 04. 28.

대표전화
02. 3217. 6771

팩스
02. 3217. 6773

홈페이지
www.unmansol.com

주소
(06642)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5, 

우신빌딩

Company Introduce
㈜유진로봇은 1988년 설립된 국내 대표 로봇기업으로 본사는 서울 금천에 있다.  

주력 제품으로는 청소로봇 '아이클레보' 시리즈를 비롯해 배달 서비스 로봇 '고카트', 

모바일 로봇 플랫폼 '터틀봇(TurtleBot)' 등이 있다. 청소 능력이 110배 강화된 프리미엄 

청소로봇 아이클레보 오메가를 비롯해 아이클레보와 디즈니(Disney)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인 마블 아이언맨과 스타워즈 알투디투(R2-D2) 등으로 국내 청소로봇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신규 

지정됐다. 최근 독일 밀레(Miele) 그룹으로부터 520억원을 투자받아, 합작회사 

시만(Shiman)을 설립해 로봇에 관한 새로운 응용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공동개발

을 모색할 예정이다. 인천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7723㎡ 부지에 연면적 

1만4654㎡ 규모로 신사옥을 건립 중이다. 올해 700억원의 매출 실적을 거둘것

으로 예상된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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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술분야(핵심기술)
● IoT기반 서비스 플랫폼 기술

- 로봇과 로봇 주변 장치들이 연동되고 이를 활용한 IoT 기반 

   로봇 서비스 코디네이션 플랫폼 기술 보유 

● 초저가, 고정밀, 광역 네비게이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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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저가, 초소형 광각 카메라 모듈 활용

● 전방향 휠구동 메커니즘 기술

- 문턱 승월에 적합하며, 장애물 감지 시 최적의 방향으로 회피

Company Introduce
㈜언맨드솔루션은 2008년 설립되었으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해 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무인 자율주행차량 및 무인 트랙터, 차량형 로봇 플랫폼 개발회사이다. 

주요 생산제품으로는 자율주행 차량 및 로봇 플랫폼, SW 개발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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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용차를 이용한 무인 자율주행차량 및 무인 트랙터, 차량형 로봇플랫폼을 개발

하는 무인시스템 전문 개발회사로서, 국내 유일의 차량 및 플랫폼 구동 제어 기술

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3개월 간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세계엑스포에서  

과학기술관 내부를 운행하는 12인승 무인 자율주행 ‘트램(TRAM)’을 순수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해 납품하면서 전세계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말에는 자율주행 차량용 3D 

비전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기업인 벨로다인 라이더가 언맨드솔루션과 

라이더 센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발표하면서 또 한번 놀라게 했다. 

주요 생산제품
●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트랙터, 커스터마이즈 로봇 플랫폼

● 자율주행 트램 등 자율주행 플랫폼

주요기술분야(핵심기술)
● 자율주행 기술

자율주행차량, SW, 로봇 플랫폼 개발, 플랫폼 제어 관련 요소기술 개발 및 제품화

수상실적
<기업>

● 2012 무인태양광자동차경주대회(최우수상 – 지경부 장관표창)

● 2016 올해의 대한민국 로봇기업

● 2017 제1회 미래성장동력 챌린지데모데이(장려상)

<개인>

● 2015 산업융합 유공자(장관표창)

● 2016 대한민국 로봇대상(주관기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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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부품로봇 소프트웨어

(주)원더풀플랫폼
WONDERFULPLATFORM

(주)에스비비테크
SBBTech

기업명
㈜원더풀플랫폼

대표자
구승엽

설립일자
2016. 01. 21.

대표전화
02. 2297. 9383

팩스
02. 2297. 9384

홈페이지
http://1thefull.com

주소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종합기술연구원 322

(사근동, 한양대학교)

기업명
㈜에스비비테크

대표자
이부락

설립일자
1993. 01

대표전화
031. 988. 4085

팩스
031. 988. 4083

홈페이지
www.sbb.co.kr

주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918번길 22

Company Introduce
㈜원더풀플랫폼은 공유형태의 인공지능 챗봇 플랫폼 회사로 2016년 1월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이다. 로봇과 챗봇의 공유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주요 사업은 챗봇, 로봇, 비전, 헬스케어, SW빌더 등이다. 원더풀플랫폼은 짧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미래부로부터 성장잠재력이 높은 ICT유망기업

(K-Global 300)에 선정되었으며, 지난 8월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SM(KRX 

Startup Market)에 등록되었다. 진대제 스카이레이크 회장이 결성한 엔젤투자 개인

조합과 연매출 6천억대의 코스닥 기업 이랜텍, 진대제 회장의 길포럼에서 개인투자

조합 2호 엔젤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말 중국 치한 테크롤러지사의 산봇

(Sanbot) 로봇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획득했다. 인공지능 챗봇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하드웨어 기반까지 갖추게 되면서 향후 로봇 사업 전개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생산제품
● AI챗봇플랫폼(인비챗)

● 인공지능 로봇

● 인공지능 헬스케어

● 영상인식 기술을 이용한 산업용 검사장비기술

주요기술분야(핵심기술)
● 인공지능 챗봇

● 인공지능 로봇

● 인공지능 헬스케어

● 영상인식

● 자연어분석

수상실적
● 2016 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헬스케어부문 특별상

Company Introduce
㈜에스비비테크는 1993년 설립이후 25년 넘게 부품 국산화에 힘써온 부품기업

이다. 특수장비의 동력전달과 구동장치 등을 생산하는 특수 정밀 구동 부품 전문 

제조업체로 본사는 경기도 김포에 있다.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입에만 의존

하던 특수 환경용 복합 베어링, 정밀제어 감속기 등을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메카인 공장 자동화용 

모듈러 로봇 액추에이터, 협동 로봇으로 사업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대한민국 로봇대상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특히 로봇

분야에서는 MR(Moduler Robot) 로봇, 로봇 액추에이터, 반도체 로봇 부품, WRIST, 

반도체 및 LCD, LED 로봇 수리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1월 자체 개발에 

성공한 MR 액추에이터를 이용해 3축 로봇과 5 자유도 및 6 자유도의 다관절 로봇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올해 약 100억원의 매출 실적을 거둘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생산제품
● Hybrid Ceramic Bearing/Robo Bearing

● Robo Drive   

● Robot Modular

주요기술분야(핵심기술)
● 베어링 및 자동화 로봇구동베어링, 부품을 각 환경에 맞는 소재로 구현 기술보유 

- 고성능, 고기능, 장비 수명증대

● 일반 기어드라이브 보다 소형, 경량, 고감속비, 초정밀 등의 독특한 형태의 감속기

● 초정밀 위치제어, 고속 감속비, 소형 경량화, 저소음이 요구되는 로봇 및 정밀 

공작기계 등의 핵심부품

● 일체형 구동 모듈을 블록완구를 만들듯이 조립하여 다양한 형태의 현장에 필요한 

로봇 구현. 저렴한 비용으로 Industry 4.0 현장 실현가능

수상실적
● 2017 대한민국 로봇대상 산업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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