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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이엔지 MEMO
대한민국1등 IoT 가로보안등 점멸기

"도시의 모든 것을 인공지능과 IoT(사물인터넷)로 연결하라."는 모토아래 관공서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로, 보안등 무선네트워크 솔루션 및 IoT 무선 컨버터 솔루션

투자포인트_1
IOT기반 스마트 제어 분야는 정부가 적극 주도하는 4차 산업 관련 분야의 대기업 직접 진출이 
불가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임 현재 도로조명 제어제품중 대한민국 최초 개발로 유일하게 IoT망을 
이용하는 제품. 경쟁사가 없음
투자포인트_2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기술, IoT 자가망구축등의 핵심기술들을 자체개발해 완전한 사업화 
기반 구축. 안정적인 매출 기대.2. 한국, 미국, 중국시장 기반의 최초의 로보 포트폴리오 서비스
투자포인트_3
동사는 해당 산업 분야의 선도업체로써 이미 기존 경쟁업체 및 제품 대비 우수한 성능을 관련 기관의 
테스트를 거쳐 검증을 완료하고 자체 영업인력을 통해 지자체를 상대로 조달납품을 시작하여
2018년부터 관련 매출 발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2014.03 주식회사 가디언이엔지 설립
2014.07 공장등록 및 직접생산확인
2014.11 조달청 나라장터 납품등록(G2B, 조명제어장치)
2015.04 단체표준인증 취득
2016.12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2017.04 통상산업부 KEIT 국책과제 선정(예산절감형 상수도 유무선 복합형 검침시스템)
2017.12 외부조명업계 최초 SKT 무선신뢰성 인증 및 망연동 통과
2018.03 ETRI 공동 스마트시티형 IoT 자가망 및 LoRa 모뎀 개발, 스마트LED 양산화,
               기존 분전함 대체형 스마트 POLE 개발, NEW 분전함 없는 지중선로 포설공법,
               스마트 터널 등 개발

Tel_031-451-3310    E-mail_support@gdnet.co.kr    Homepage_www.gdnet.co.kr

기업개요

아이템소개

제품 및 서비스

주요연혁

제품사진

대 표 자 윤병식 20명 2014.03근무인력 설립일자

자 본 금 621백만원 2,400백만원 100백만원전년도매출 펀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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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애드윈드 MEMO
세계 최고의 배달문화를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

실시간 광고 송출이 가능한 IoT 오토바이용 배달통

• 디디박스(Dedibox, Delivery & Digital Ad Box for motorcycle)

• 배달대행 서비스 
• 광고대행 서비스

- 국내 특허등록 11건, 해외 PCT 국제특허 및 55개 개별국 특허출원
- 외부에 3면 디스플레이, 내부에 LTE GPS Android 등 실시간 제어 시스템 장착
- 배달+광고 서비스를 동시 제공

Tel_ 062-365-7258    E-mail_ newkoad@newkoad.com    Homepage_ www.newkoad.com

기업개요

아이템소개

제품 및 서비스

주요연혁

제품사진

대 표 자 장 민 우 11명 2017.05.29근무인력 설립일자

자 본 금 100백만원 200백만원 100백만원전년도매출 펀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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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   대한민국 가치경영 대상 수상
2019.03.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 수상
2019.02.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 브랜드 대상 수상
2019.02.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선정(NewsMaker)
2019.02.   태국 방콕 국제 지식재산·발명·혁신·기술 전시회 ‘혁신대상 및 금상’ 동시 수상
2019.01.   국가대표브랜드 선정(BRAND STARS)
2018.12.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수상(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2018.12.   IOT 이노베이션 어워드 ‘스마트비즈니스 혁신대상’ 수상(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2018.10.   ICT 컨버전스 품질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8.09.   신용보증기금 ‘퍼스트 펭귄형 창업기업’ 선정
2018.08.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2018.0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수출 우선지원 기업 선정
2018.08.   한국무역협회 정회원 등록
2018.07.   크라우드펀딩 104% 목표(1억원) 초과 달성
2018.03.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8.01.   LG 유플러스와 유무선통신망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2017.05.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인증
2017.05.   (주)뉴코애드윈드 법인 설립



세븐브로이양평 MEMO
대한민국1호, 대표수제맥주

▪맥주 제조 판매
▪식음료 제조 판매 

Tel_ 070-8871-4321    E-mail_ kihymook@hanmail.net    Homepage_ www.sevenbrau.com

기업개요

아이템소개

제품 및 서비스

주요연혁

제품사진

대 표 자 김 강 삼 11명 2017.03.10근무인력 설립일자

자 본 금 178백만원 167백만원 997백만원전년도매출 펀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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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주

• 식음료

- 한강 병맥주 : 330ml, ABV 5.2%, IBU 10
- 서울 병맥주 : 330ml, ABV 5.0%, IBU 30
- 양평 병백주 : 출시예정

- 무알콜커피음료 : 출시예정

2017.03  회사설립                       
2018.04  공장준공                       
2018.06  벤처기업인증 획득                       
2018.06  1차 크라우드펀딩(499,618천원/889주/281명)
2018.08  한강, 서울 생산개시
2018.09  홈프러스, 세븐일레븐, 씨유 입점
2018.11  롯데마트 입점
2019.01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       
2019.02  2차 크라우드펀딩(497,932천원/886주/381명) 
2019.03  군면세주납품개시
3029.03  농협 입점



스마트골프 MEMO
Beyond Imagination SMART GOLF

스크린골프 분야에서 독자적인 비전 센서(Vision Sensor) 기술과
자체 개발한 엔진을 통한 초고속 카메라 센서 스크린골프 &스크린야구기기 

- 듀얼 초고속 카메라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골프, 스크린야구기기
  자체 개발한 천정형 듀얼 비전 센서를 이용 높은 정확도의 볼 인식 및 타구 분석, 스윙 모션  
  기능 탑재로 실제 필드와 같은 구질 구현과 FULL HD 엔진 구현. 최신형 비전센서를 적용한
  스크린야구 ‘스마트야구존’ 
- 스크린골프와 야구, 힐링카페, 게임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인 
  ‘스마트골프 카운티’ 오픈으로 고급스러운 골프문화 선도
- KPGA, KLPGA 현직 프로 선수들도 훈련을 받고 있는 한국 골프 엘리트 스쿨인 
  ‘스마트골프 아카데미’ 런칭.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골프레슨 제공

2014.01  (주)스마트골프 설립
2014.12  벤처기업 인증
2016.0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7.05  이노비즈 인증 / 
               업계최초 크라우드펀딩성공
2017.09  조달청 새싹기업 선정,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
2017.12  경기도수출프론티어기업 선정, 
               중소중견기업 기술
               혁신센터 멤버십 기업 선정
2018.02  스마트골프카운티 오픈
2018.04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2018.06  스마트골프아카데미 오픈
2018.07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2018.09  미국 트루골프와 100만불 규모
               MOU체결
2018.10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2018.10  송파 헬리오시티 51대 수주 계약
2018.11  재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2018.1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
2019.02  스마트골프TV 유튜브 시작
2019.02  성과공유 중소기업 인증

Tel_1566-2261    E-mail_smartgolf1@naver.com    Homepage_ www.smartscreen.kr

기업개요

아이템소개

제품 및 서비스

주요연혁

제품사진

대 표 자  박 지 형 19명 2014.01.21근무인력 설립일자

자 본 금 2,090백만원 4,040백만원 884백만원전년도매출 펀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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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르랩 MEMO
대한민국 프리미엄SPA NO.1 스파에이르 & 에이르화장품

“스파에이르”(www.spaeir.co.kr)라는 브랜드로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잠실롯데타워몰,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 김포국제공항 등에 에스테틱 프리미엄 스파 매장 9개점을 직영으로
운영 중 이며, 20여년의 프리미엄 스파 운영 업력을 갖고 있음.
프리미엄급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여 수입화장품을 대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음.

· SPA EIR(스파에이르)
    · 수년동안 롯데백화점과의 안정적인 협업을 인정 받아 전국 롯데백화점(34개점)에
      입점 기회가 주어졌음.
· EIR(에이르)화장품
    · 프리미엄스파에서 사용중인 수입화장품을 대처할 화장품
· EDIBI(디비)화장품
    · 한국에 수입된지 18년 되었으며, 40년의 역사를 갖고있는 이태리 NO.1 기능성화장품
      (한국 독점 유통 계약 체결중)

Tel_ 1855-3727    E-mail_ ceo@eirlab.com    Homepage_ www.spaeir.co.kr

기업개요

아이템소개

제품 및 서비스

주요연혁

제품사진

대 표 자 김수진, 조태윤 12명 2016.12.14근무인력 설립일자

자 본 금 331백만원 2,039백만원 160백만원전년도매출 펀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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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엠솔루션 MEMO
첨단 고분자 소재 솔루션 제공

첨단 고분자 소재 솔루션 제공

- Ionomer technology platform 기반 골프공 소재, 전기 전자 공정 패키징용 영구대전방지
  고분자, 런닝화 탄성향상 소재, 안전(방탄)유리용 소재
- 로봇 케이블 및 HDPE fiber용 고기능성 첨가제 마스터배치
- 자동차 엠비언트 라이트용 유연 光스트링 소재
- 3D/4D printing filament
- 친환경 플라스틱 부목 소재
- Quantum dots용 precursor 소재

2014.09  에이엠솔루션 창업
2014.11  기보 매경 기술아이디어창업경진대회 금상 수상
2015.02  골프공용 Ionomer 소재 상업화
2015.07  로봇 케이블용 첨가제 마스터배치 상업화
2017.05  고촉감 웨어러블 기기 스트랩용 소재 개발 및 특허 등록
2018.02  HDPE fiber용 첨가제 마스터 배치 상업화(코오롱 인더스트리)
2018.10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정(2억)
2018.11  (주)에이엠솔루션 법인설립
2018.12  반도체 부품이송용 영구대전방지 고분자 개발 및 특허출원
2019.01  크라우드 펀딩 96백만원 유치

Tel_ 031-242-1047    E-mail_ hjt83000@gmail.com    Homepage_ www.amsolution.kr

기업개요

아이템소개

제품 및 서비스

주요연혁

대 표 자 황 진 택 4명 2018. 11. 14근무인력 설립일자

자 본 금 50백만원 350백만원 96백만원전년도매출 펀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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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진



제이어스 MEMO
SEE THE UNSEEN

빅데이터 기반 동작균형분석 솔루션

동작균형 분석 시스템
1. 5분이내 검사 및 결과 레포트 제공
2. 머신러닝 기반 빅데이터 분석 
3. 근골격계, 전정계, 신경계의 이상유무 정보제공· 평균 26.7%의 에너지 절감을 통한
    경제적 절약 효과

2014.  JEIOS 법인설립 
2015.  산자부 한-미 국제공동연구 컨설팅 과제 수행벤처기업 인증(인증번호 제 20150105129호)
2016.  The university of Akron 납품
           대한민국 정부조달업체 등록 / 기업부설연구소 인가
2017.  미국 FDA 승인 / 강남세브란스 정형외과실 납품
           판교벤처투자벨리조합 시리즈A 투자유치
           모션코어 브랜드 런칭
           고신대학교 병원(유헬스케어센터) / 동아대학교(건강관리학과) 납품
           세브란스 한국형 AI 2020,10대 기업선정 / 부산광역시 건강데이터 유효성 검증 
           의료임상지원사업(1차)
2018.  국가수리과학 연구소 MOU체결
           미국지사(LA)설립 인가 / 기술투자VC시리즈A-2 투자유치
           크라우드펀딩(와디즈) 브릿지 투자유치 / 씨맥(CMAC)빅데이터 연구 과제 수행
           제1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BI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사업 신규과제
           세브란스 신제품 사용자 테스트 지원  및 유망 국산 신체품 홍보지원
           부산광역시 건강데이터 유효성 검증 / 의료임상지원사업(2차) / 고신대학교 검진센터 납품

Tel_00-995-9095    E-mail_ jeiosmedi@naver.com    Homepage_ www.jeios.com

기업개요

아이템소개

제품 및 서비스

주요연혁

제품사진

대 표 자 전 진 홍 14명 2014.12근무인력 설립일자

자 본 금 1,600백만원 840백만원 410백만원전년도매출 펀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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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앤강 MEMO
한방을 활용한 반려동물 식품

슈퍼푸드 및 한방재료를 활용해 만드는 반려동물 식품

슈퍼푸드와 한방재료를 활용해 만드는 반려동물 식품
- 조공 한방 탕전시리즈 (총 5종 출시)
- 5km 스틱 컬러시리즈 (총 5종 출시)
- 조공 프로바이오틱스 (반려동물용 유산균)
- 관절과 보신 (한방을 활용한 관절 특화영양제)

2015.07  조앤강 설립
2017.03  ‘애완동물 영양사료 및 이의제조방법’ 특허 등록
2018.05  Lohbs / 백화점 편집샵 판매
2018.09  롯데마트 입점
2018.09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유치(278,000,000원 모집) 
                - 와디즈 1인 100만원 한도 / 사전등록자 투자자격제한조건 
2018.12  홈플러스 입점 확정

Tel_070-7566-5956    E-mail_hoandkang2@naver.com    Homepage_www.choandkang.com

기업개요

아이템소개

제품 및 서비스

주요연혁

제품사진

대 표 자 이 미 리 6명 2018.01.18근무인력 설립일자

자 본 금 103백만원 1,092백만원 278백만원전년도매출 펀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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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업 MEMO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른 간편 결제

판매자를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업‘

URL링크결제 / SMS문자결제
NS, 블로그마켓에서 결제 모듈 없이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activX, 공인인증서, 기타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없는 솔루션
개인 결제창을 문자로 전송하여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라이브샵
가맹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동영상 기반 쇼핑몰
페이업 간편결제 솔루션이 탑재된 쇼핑몰
오더로
고객이 스스로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셀프형  무인주문결제 솔루션
값비싼 키오스크가 필요 없는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푸드트럭, 커피숍,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이 주요 사용처

2016.10  법인 설립
2016.10  카드모바일 서비스 오픈
2017.06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기술개발사업 협약
2017.12  벤처기업인증
2017.12  모바일 쇼핑몰 LiveShop 서비스 오픈
2018.0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8.03  KTB투자증권 크라우드펀딩 유치(2.3억)
2018.16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 선정
2018.11  한국벤처투자(주) 엔젤매칭펀드 유치(2.3억)
2018.12  누적거래액 300억원 달성

Tel_ 1644-1017    E-mail_ moon@payup.co.kr    Homepage_ www.payup.co.kr

기업개요

아이템소개

제품 및 서비스

주요연혁

제품사진

대 표 자 최 진 선 13명 2016.10.19근무인력 설립일자

자 본 금 391백만원 762백만원 455백만원전년도매출 펀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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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팜 MEMO
페인트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

유리창 안쪽에 페인트를 바르고 빔프로젝터를 안쪽에서 투사시키면 외부, 
즉 바깥쪽으로 선명한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투사형 스크린페인트를 SPG (S-paint for Glass)와 
이를 응용한 벽체용 바닥용 스크린페인트를 추가로 출시하고 새로운 특수페인트를 
지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면에 활용할 수 있는 스크린페인트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이용한 옥외 광고 디스플레이, 
바닥에 영상을 만드는 디스플레이, 밝은 환경에서도 명암비를 구현할 수 있는 벽체용 디스플레이, 
쉽게 쓰고 손쉽게 원상복구할수 있는 이벤트형 디스플레이 등을 구현하며 빔프로젝터의 설계, 렌탈, 
판매를 진행하여 고객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015.10  페인트팜(주) 설립
2015.11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
2016.06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2017.05  벤처기업인증
2017.06  크라우드펀딩 1.8억 투자유치(크라우디)
2018.05  크라우드펀딩 4억 투자유치(크라우디)

Tel_ 042-381-3339    E-mail_ paintpam@naver.com    Homepage_ www.paintpam.com

기업개요

아이템소개

제품 및 서비스

주요연혁

제품사진

대 표 자 김 학 정 8명 2015.10.07근무인력 설립일자

자 본 금 126백만원 730백만원 580백만원전년도매출 펀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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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질의응답�방법�안내
심플로우 SYMFLOW 사용방법�안내

http://irconcert.symflow.com/ ① 개인�스마트기기를�사용하여 
      아래 URL 혹은 QR코드로�접속

② 우측�상단의 ‘업플로우＇를�클릭

③ 질문하고�싶은 기업을�선택, 클릭

④ 질문을�작성하고 전송버튼�클릭

irconcert.symflo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