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회 (사)ESC 상생포럼 비즈니스 포럼

1.ARTDEX

IR 기업 요약 소개

개인 및 예술가와 작품들에대해 블럭체인 기술을 이용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등
ART 비지니스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전문기업, 인스타그램 및 각종 SNS 연계 활용 홍보 플랫폼
보유

미국의 Cisco System 과 협력 예정이며 “Smaii Data” 를 활용 산업 현장의 다양한 IoT 디바이스 및
2. ㈜에스디플렉스

설비 단의 보안되고 안정적인 연결 프로토콜 보유 IoT 디바이스 데이터의 실시간 추출, 변환 및 적재
전송 프로토콜 보유
디지털 트윈기술을 활용 컴퓨터에 현실 사물의 쌍둥이 객체인 '가상실체(Cyber Physical)'를 만들고,

3. ㈜아인스에스엔씨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여 결과를 미리 예측하거나 원하는 최적화
대안 제시 솔루션 보유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재사용하기위한 멸균 솔루션으로 저온 멸균 특히 플라즈마멸균을 특징으로

4.큐브인스트루먼트

소형 의료기관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동남아 중동 등에 수출을 추진.멸균
가속기술 기반 공간살균 솔루션 개발 중.

5.㈜ 브이씨텍

-. 철도차량용 전장품 (추진인버터 제어기, 보조인버터, TCMS, 신호장치) 연구개발 및 생산.
-. 전기차용 전장품 (구동인버터, 모터) 연구개발 및 생산.
불연단열소재개발및 생산 기업으로 최근 경량단열블록제품은 조달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6. ㈜에이티

선정되고 공공건물 신축에 건식벽체로 채용 승인되어 시장에 진입, 국내 뿐아니라 일본, 베트남,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등 해외 기술이전 및 현지생산 비즈니스 확대 추진 중
인공산호초 코랄셀은 실제 해안에서 침식방지 역할을 하는 산호초에서 착안하여 개발된 제품으로

7.(주)한오션

내습 파랑의 에너지 감소를 유도하여 침식으로 인한 해빈사 유실 저하를 통해 해안 연안침식을
방지하는 기술 보유.

8.타이렌

9. (주)썬코로나테크

10.(주)퓨처월드

- 세계 최초 극초박형 복합 스트링 조절장치 개발 양산 회사
- 의류, 신발, 가방 등을 포함한 웨어러블, 어페럴, 파지형 용품에 적용가능한 특허

최초로 전통적 시루찜 방식의 스팀조리기로 기존 전자레인지와 달리 수분, 식감,
영양이 그대로 유지하는 조리기 관련 전문 기업

세상의 모든 간판을 바꿀수 있는 밝은 곳에서도 3D 홀로그램 구현기술을 보유했으며 광고, 전시,
홍보, 공연을 위한 무선 통신을 활용한 통신형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신제품 개발 및 제조

수천개의 펩타이드 라이브러리중에서 암등 해당 질병에 효용성을 갖는펩타이드를
11. ㈜씨바이오멕스

빠른시간에(1 주~4 주) 정확하게 찾아내는 기술과 찾아낸 펩타이드를 진단 및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전문 기업

12. S-바이오랩

세계 최초 비접촉 반려동물 체온계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체온계전문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