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벤처나라

http://venture.g2b.go.kr

조달청
벤처나라
카탈로그

Vol.2 2018.10



제품 홍보 카탈로그
조달청 벤처나라

조달청



조달청 벤처나라Ⅰ3

목차 Contents

       소개

04 조달청 벤처나라 소개

05 벤처나라 구매 흐름도

       디지털·가전

07  테크온비젼 · 모니터

07  수현테크 · 스마트 귀마개

08  비케이테크놀로지 · 조명

08  큐엘 · 조명

09  아루이 · 수소수제조기

09  지니스 · 이온수 생성기

10  닷 · 스마트 워치

10  와이케이원 · 공기청정기

11  엠엔지이엔티 · 테블릿

11  스마트엑세스 · 충전보관함

12  지에스판넬 · 농수산물 건조기

12  유니콘스 · 헬스 바이크

13  가나이엔지 · CCTV

13  일우엠앤디 · CCTV

14  비욘드릴렉스 · 안마의자

14  세기종합환경 · 부유정화기

15  세이프텍 · 가스차단기

       사무용품

17  선진ERS · 재난 조명

17  미동체어 · 작업용 의자

18  엘리트프랜즈 · 문서 파일

18  온돌라이프 · 히터

19  네트워크코리아 · 스마트 콘센트

       생활용품

21  큰별팩토리 · 우산

21  요크 · 태양광 충전기

22  세명바이오텍 · 피부치료기

22  케이마루 · 건조대 

23  서울프로폴리스 · 치약 및 비누

23  천연애(愛)바이오 · 치약 및 비누

24  가라사대 · 탈모 제품

24  아임 · 드라이기

25  다윈 · 라면 제조기

25  비비씨 · 화장품

26  이앤지 · 수저세트

45  모든길 · 가드레일

45  카리스가드레일 · 가드레일

46  코레코 · 가드레일

46  엔라이트 · 표지판

47  제브라 앤 시퀀스 · 스마트횡단보도

47  에스엠씨 · 맨홀 뚜껑

48  새한산업 · 제설기

48  스마츠 · 운동장 장비

49  네스앤텍 · 드론

49  중앙제어시스콘 · 무인택배함

50  에프제이테크 · 종자 용기

50  인텍 · 불꽃감지기

51  칼라세븐 · 생리통 치료기

51  화성이엔지 · 무인방제기

52  씨엔씨알 · 전산 장비

52  미래자동화 · 예측 진단기

53  성창 · 무정전 장치, 태양광 트레커

53  드림트리 · 굴취기

54  윈데크코리아 · 데크

54  에코코 · 물순환장치

55  스마트코리아 · 순환 여과장치

55  지씨텍 · 우수 배제 여과기

56  지오셀코리아 · 토목용보강재

56  한결테크닉스 · 양수파이프

57  두원텍 · 펜스

57  에어밴 · 트레일러

58  어스그린코리아 · 삼통관

58  에스제이이 · 스팀 세척기

59  네오그린 · 반사꽃

59  두영티앤에스 · 조명

60  지슨 · 도청방지기

60  청파이엠티 · 교육 모듈

61  티엘인더스트리 · 배드민턴 연습장치

61  플랫폼베이스 · 스마트 자물쇠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26  한국교육시스템 · 수저세트

27  마인드엘리베이션 · 심리검사지

27  세원플라텍 · 미끄럼 매트

28  에디션스토리 · 향균 탈취제

28  미르푸르 · 음식물 탈수기

29  수 · 페인트

29  비엘테크 · 보수 테이프

30  윔코리아 · 안전장치, 전광판

30  지앤아이솔루션 · 열차단용액

31  야야산 · 이동식 급수기

31  제이빅스포츠 · 벨트

32  아비라 · 비누

32  시크릿허브코리아 · 화장품

33  홍우비앤티 · 보차용 블록

       소프트웨어

35  한스크리에이티브 · IoT SW

35  토포로그 · 입체 엽서

36  코드마인드 · 보안 SW

36  알파비트 · 보안 SW

37  누리랩 · 보안 SW

37  레이월드 · 서버 SW

38  뉴스젤리 · 시각화 SW

38  플래니트 · 의료영상

39  심지 · 시뮬레이터

39  아도로포카 · 차량관리 SW

      전문장비

41  이세븐(순돌이드론) · 드론

41  물과미래 · 빗물 받이

42  베스트씨피알 · 교육용 마네킹

42  에너지에이펙스 · 소화패치

43  아트스톤 · 자연석 판석

43  모일 · 조명

44  엘렉시 · 보안 SW

44  위스 · 흡연부스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할인



4Ⅰ조달청 벤처나라

공공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판로 개척 및 성장토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상품몰 

기술·품질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조달청이 평가 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하여 ‘벤처나라’에 등록

벤처나라 등록 상품은 최대 5년간 5만여 공공기관에 홍보 및 기관과 업체간 전자견적·바로주문 등을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 가능

견적요청, 바로주문

여성,장애인기업인 경우 5천만원 이하

견적수의 공고 
2인견적 수의계약

중앙조달계약요청, 계약서작성 등

성능인증, NET 등 기술제품 수의계약 가능

MOU를 통한 추천기관 확대 / 벤처나라 홍보 / 자체구매 권고

추천기관 확대
직접신청 적극 유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식별번호 등록

제품 등록 및 판매

쇼핑몰 운영 및 개선

상품가격·정보 관리

이용가이드 제작

업체 모집 및 수요기관 홍보

분기별 우수상품 추천

권역별 상품 구매 설명회

벤처나라 상품 구매

이용우수 수요기관 포상

조달청

창업·벤처기업 벤처나라

추천기관

상품검색

수요기관

· 조달청 벤처나라 개요

· 상품거래

조달청 벤처나라 소개

벤처나라 이용 흐름도

상품등록

밀착 등록 지원 교육

견적서 제출·주문 상품 납품

견적·주문요청

· 거래 방법 (벤처나라의 구매구간별 구매프로세스 활용)

2천만원
이하 

2천~
5천만원

5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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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라 의의 및 이용 이점

수요기관

수요기관

검사, 검수 요청서 접수

납품

수요기관

견적서 접수

견적요청서 작성

주문서 작성 주문서 작성

벤처업체

벤처업체

검사, 검수 요청서

벤처업체

견적서 작성

견적요청서 접수

주문서 접수 주문서 접수

견적요청
다량 구매를 통한 단가할인을 원할 경우

바로주문
홈페이지 가격 그대로 주문 할 경우

벤처나라 구매 흐름도

주문서 접수 이후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진행

 추천기업과 조달청이 함께

창업·벤처기업 판로 개척을 지원 합니다!

수요기관과 창업·벤처기업의  

거래가 쉬워집니다!

◎ 추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광역자치단체, 

기술보증기금, 특구진흥재단, KIAT 등에서 기술·품질이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의 물품·서비스를 추천

◎ 창업·벤처기업

다수공급자계약 등을 통한 종합쇼핑몰 등록이

어려웠던 창업·벤처 기업도 벤처나라에 

상품 등록하여 홍보·거래

◎ 조달청

신청 상품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등록 대상 최종 

지정, 벤처나라 시스 템을 활용하여 공공 판로 지원

◎ 공공기관

종합쇼핑몰에 없는 신기술, 융복합 기술 제품을 

벤처나라에서 견적·주문(계약)을 거쳐 쉽게 구매



제품 홍보 카탈로그
나라장터 벤처나라

디지털/가전

카탈로그에서 제시된 가격은 원가변동 등 업체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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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98,000원

69,000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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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테크 ADD

Tel Web E-mail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창업보육센터 404호

소음장소에서 쉽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스마트 사운드 귀마개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입니다.

031-259-6707 www.suhyuntech.com suhyuntech@gmail.com

테크온비젼 ADD

Tel Web E-mail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 디폴리스 A동 2903-1호

 2PC 방식의 물리적 망 분리 전용 화면분할 모니터를 개발, 생산하는 모니터 전문 기업입니다.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02-2697-8968 - nsyd402@naver.com

484,000원

418,000원

637(W)*440(H)*190(D)

SHT-130

화면분할 모니터

스마트 사운드 귀마개

KC인증

KC, TELEC

실버,골드

검정 무광

14%

484,000원

98,000원

23262930

23212561

식별번호

식별번호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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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385,000원

292,000원

24%

S1 고출력 램프 150W

비케이테크놀로지 ADD

Tel Web E-mail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89, 4층

공공조명용 LED램프 생산, 신기술 유공기업 장관 표창, 우수조달제품 등록 업체

122*266 / 590g / E39 / 40 base

122*266 / 590g / E39 / 40 base

우수조달업체, 성능인증, 

G-PASS기업, 벤처기업, 새싹기업

우수조달업체, 성능인증, 

G-PASS기업, 벤처기업, 새싹기업

02-365-7310 www.bktechnology.kr ksnman@bktechnology.kr 

S1 고출력 램프 120W

우수조달업체, 성능인증, G-PASS기업, 벤처기업, 새싹기업

122*266 / 590g / E39/40 base

S1 고출력 램프 90W

색온도(CCT) 조절가능

색온도(CCT) 조절가능

색온도(CCT) 조절가능

292,000원

279,000원

276,000원

23019320

23019316

23019312

식별번호

식별번호

식별번호

조도: 약1200lm / 입력전원: 100~240v

로고큐엘젝터

큐엘 ADD

Tel Web E-mail

(21990) 인쳔시 연수구 송도미래로30, 스마트밸리 A동 1309호

이미지를 QL-LED로고빛 조명장치에 삽입 한후 다양한 장소에 투영하는 홍보영상장치

조도: 약1800lm

입력전원: 100~240v

공률: 10W~15W

입력전원: 100~240v

kc인증

kc인증

032-201-9577 www.qlql.co.kr ql9577@naver.com

디지탈큐엘젝터

사인큐엘젝터

kc인증

1,700,000원

23136562

23443714

23441668

2,500,000원

1,760,000원

식별번호

식별번호

식별번호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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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임

아루이

지니스

ADD

ADD

Tel

Tel Web

E-mail

E-mail

서울 성북구 정릉동 861-1 국민대 창업보육센터 112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0

사랑을 기반으로 인류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의료기기인 알칼리 이온수 생성기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의료기기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80*80*200

260g

0.43L 

KC인증

070-7845-3115

041-558-9777

Web www.arui.co.kr

www.crewelter.com

lhj60216@naver.com

jinnys@ilovejinnys,com 

핸디

KC인증 75*136*300 / 1.2kg / 1.7L

듀

350(W)×350(H)×150(D) 

알칼리 이온수생성기

GMP.CE.FC.NOM

65*75*230

360g

0.35L

KC인증

738,000원

520,000원

258,000원

23275489

23435278

23435359

3,000,000원

23339855

식별번호

식별번호

식별번호

식별번호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738,000원

516,000원

30%

실버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10Ⅰ조달청 벤처나라

닷 ADD

Tel Web E-mail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67 20층 2002호

시각장애인을 위한 핵심 구동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보조기기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02-864-1113 www.dotincorp.com hyuksoos@dotincorp.com

43.0 D*12.5 T

Band : 22.0*대/중/소  220(소) / 250(중) / 290(대)

풀 패키지 : 190*190*40 / 제품 무게: 35g 

충전기 무게 : 20g / 풀 패키지 무게: 약 450g

닷워치

NET, KC, CE, FCC, TELEC, SRRC

310,000원

23213058식별번호

와이케이원 ADD

Tel Web E-mail

경기도 화성시 동탄하나1길 28-15, 2층 

인류의 삶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생활환경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합니다.

070-4063-1277 www.cleangen.co.kr ykone777@naver.com

280*280*350 280*280*450

크린젠 YH-C300 크린젠 YH-C400

KC인증, 자율안전인증 KC인증, 자율안전인증

화이트 화이트

300,000원 590,000원

23327347 23327348식별번호 식별번호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11

엠엔지이엔티 ADD

Tel E-mail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98 엠엔지타워

스마트 기기와 프로젝터 등 영상기기를 제조,개발하고 있습니다.

태블릿컴퓨터, 엠엔지 이엔티, 

MG-Twokey-L1032, Intel 

Atom Z8300(1.44GHz), 2G 

RAM, 32G eMMC, 10.1인치

KC, Q

02-2603-2480 Web www.twokey.co.kr dylee@twokey.co.kr

듀얼부팅 태블릿PC 투키라이트

듀얼부팅 태블릿PC 투키라이트

태블릿컴퓨터, 엠엔지 이엔티, 

MG-Twokey-L1064, Intel 

Atom Z8300(1.44GHz), 2G 

RAM, 64G eMMC, 10.1인치

KC, Q

330,000원

363,000원

23044977

23044978

듀얼부팅 태블릿PC 투키프로 I5 모델 

KC, Q 

태블릿컴퓨터, 엠엔지 이엔티, MG-TwokeyPro-i128G, Intel 

Core i5 3317U(1.7GHz), 4G RAM, 128G SSD, 11.6인치

1,034,000원

22596022식별번호

식별번호

식별번호

스마트엑세스 ADD

Tel E-mail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호영빌딩 4층

국내외 미래 학교와 교육 환경에 맞는 스마트 솔루션 및 기기 전문기업 

580*580*1182

KC, CE, ROHS 전기안전

1577-0243 Web www.smartaccess.co.kr lwh0715@smartaccess.co.kr

솔리드 싱크 V-10

솔리드 싱크 H-40

986*500*924

KC, CE, ROHS 전기안전

3,300,000원

3,850,000원

23264970, 23250102

23264971, 23258462

솔리드 싱크 S-10

KC, CE, ROHS 전기안전

500*480*493

1,190,000원

23259871, 23256669식별번호

식별번호

식별번호

화이트, 메탈그레이

화이트, 메탈그레이

화이트, 메탈그레이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12Ⅰ조달청 벤처나라

지에스판넬 ADD

Tel Web E-mail

전북 남원시 광치산업2길 16-14

고객과 함께하며 창조적인 자세로 끊임없이 전진하고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063-631-5451~4 http://063-631-5451.kti114.net/ gspanl07@naver.com

1010 * 980 * 1970

농수산물 건조기

특허,KC인증,새싹기업

4,400,000원

23373969식별번호

· H 1400mm / W940mm

· L 500mm / 31.3Kg

· 갤랙시 탭4 어드밴스드 포함

홀스윈스마트바이크

유니콘스 ADD

Tel Web E-mail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117, SW벤처타워 103호

말산업 관련 사업 스크린승마 프랜차이즈,승마용품,화장품,피혁제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C안전확인신고증명서

053-783-8123 www.facebook.com/horswin 3636cyc@hanmail..net

· H 1400mm / W940mm

· L 500mm / 31.3Kg

· 40“인TV

· PC사양 : i5,8G,GTX1050,SSD120,HDMI,OS포함 (Windows10)

홀스윈스마트바이크

KC안전확인신고증명서

3,500,000원 3,500,000원

23364447 23364447식별번호 식별번호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13

송신기-1대 : 130*130*48.6mm, 500g

수신기-1대 : 130*130*48.6mm, 500g

200만 화소 돔카메라-1대

POE 허브-1대

승강기용 무선CCTV 시스템

가나이엔지 ADD

Tel Web E-mail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1길 70 벽산디지털밸리1005호~1006호 (문래동5가)

보안 및 영상 전송 분야에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들이 무선 장비 개발, 공급합니다.

송신기-1대 : 268*268*84mm, 4kg

수신기-1대 : 268*268*84mm, 4kg

200만 화소 뷸렛카메라-1대

POE 허브-1대

특허,KC인증,성능인증

02-2671-2686 www.kanaeng.co.kr mint@kanasm.co.kr

송신기-1대 : 370*218*90mm, 5kg

수신기-1대 : 370*218*90mm, 5kg

200만 화소 뷸렛카메라-1대

POE 허브-1대

특허,KC인증,성능인증
4,150,000원

23393597

23393602

23393597

특허,KC인증,성능인증식별번호

9,780,000원

21,220,000원

식별번호

식별번호

3km 거리 무선CCTV 시스템

10km거리 무선CCTV 시스템

일우엠앤디 ADD

Tel Web E-mail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41길 17, 4층

차량용 블랙박스와 블랙박스형 CCTV를 전문적으로 제조 하고 있습니다.

02-997-8122 www.roadcam.co.kr syungil@naver.com

블랙박스 CCTV 450,000원

23213292식별번호 390*170*225 메모리카드128GB포함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14Ⅰ조달청 벤처나라

1460*1340*892

R7 3D입체안마의자

비욘드릴렉스 ADD

Tel Web E-mail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3,1110호(당정동, 신일아이티유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헬스케어 전문기업입니다.

1600*790*1150

1750*760*1250 

전지안전인증

전지안전인증

031-431-8085 www.beyondrelax.co.kr k4rang@naver.com

RX90  안마의자

RX70  안마의자

전지안전인증

카키브라운

브라운,오렌지

골드브라운,블랙3,300,000원

23352753

23352754 

23334525 

2,480,000원

1,980,000원

식별번호

식별번호

식별번호

500*500*220

부유정화기-N

세기종합환경 ADD

Tel Web E-mail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20, 전주지식산업센터 403-4호

에너지와 환경기술의 결정체인 Dugong Island로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입니다. 

063-214-3833 www.yansegi.co.kr segimail@hanmail.net

88,000원

22907035식별번호 500*500*220

부유정화기 220,000원

22706066식별번호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15

세이프텍 ADD

Tel E-mail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101동 1007호 (삼정동)

세이프텍은 가스안전용품 분야의 차별적 역량으로 성장하고 있는 벤처기업입니다. 

168*56*61

KC인증, KGS인증

070-7603-0310 Web www.safetec.kr es00159@hanmail.net

인공지능 가스차단기 헤스타 음성형

인공지능IoT가스차단기 스마트헤스타 음성형

168*56*61

KC인증, KGS인증

113,000원

149,000원

23306672

23306664

인공지능 가스차단기 헤스타 일반형

KC인증, KGS인증

168*56*61

99,000원

23306673식별번호

식별번호

식별번호

실버, 오렌지

와인색

실버,와인



사무용품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제품 홍보 카탈로그
나라장터 벤처나라

카탈로그에서 제시된 가격은 원가변동 등 업체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17

SJ-UN12-40D

작업용의자, MDC17D

선진ERS

미동체어

ADD

ADD

Tel

Tel

Web

Web

E-mail

E-mail

부산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 산학협력단 종합실습관 104호, 114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상리1길 34 별관2동

초기 위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마련할 수 있는 LED조명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술력과 제품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동체어

610*610, 40W

630*720*1200

∅174X83(mm),10.5W

650*630*1070-1130

고효율,특허,벤처기업

고효율,특허,벤처기업

051-629-7425

063-212-9994

www.sjers.com

midong-chair.com

haeili@sjers.com

q24x75@hanmail.net

SJ-UN60-40D

작업용의자, MDC17E

SJ-UND6-10D

작업용의자, MDC19A

고효율,특허,벤처기업 1259*316, 40W

650*650*1200

400,000원

360,000원

23358115

23229659

23358091

23229660

23355443

23350461

400,000원

385,000원

300,000원

300,000원

식별번호

식별번호

식별번호

식별번호

식별번호

식별번호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400,000원

330,000원

18%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18Ⅰ조달청 벤처나라

엘리트프랜즈 ADD

Tel Web E-mail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42, 101호 (은행동, 서광테크노타운)

친환경 사무용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혁신벤처·사회적기업입니다. 

031-318-3157 http://elitefriends.co.kr/ sy-elite@hanmail.net

진행문서파일(종이)

보존용 표지 및 책 표지

22436881

20482084

40,000원

13,600원

식별번호

식별번호

A4

A4
진행문서파일(PP)

A4

47,500원

22436880식별번호 환경표지인증, 사회적기업인증, 특허등록

환경표지인증, 

사회적기업인증, 특허등록

환경표지인증, 

사회적기업인증, 특허등록

청색, 노랑색

청색, 노랑색, 연두색

연갈색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198,000원

188,000원

5%

온돌라이프 ADD

Tel Web E-mail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충의로 572

히트파이프를 이용한 난방시스템을 연구 개발해온 업체입니다. 

062-223-3621 www.ondollife.co.kr ondollife@naver.com

소비전력 90W / 220V 전압 / 380*340*80 소비전력 120W / 220V 전압 / 680*340*80

발난로(황토발구들)소 발난로(황토발구들)대

KC, PSE, EAC KC인증, 자율안전인증

198,000원 297,000원

23295125 23295069 식별번호 식별번호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19

IoT 스마트 콘센트

네트워크코리아 ADD

Tel Web E-mail

대구시 북구 대천로 9길 11-5

2003년에 법인 설립하여 기간망 사업자 관련 전송망 네트웍 구축사업을 기반으로 해 온 기업입니다.

053-326-0114 www.networkkorea.co.kr yrlee@networkkorea.co.kr

44,000원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55,000

44,000원

20%

75*135*5523443658식별번호 KC,CE,전자파,GS,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생활용품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제품 홍보 카탈로그
나라장터 벤처나라

카탈로그에서 제시된 가격은 원가변동 등 업체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21

비옴

큰별팩토리

요크

ADD

ADD

Tel

Tel

Web

Web

E-mail

E-mail

부산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 용당캠퍼스 창업지원센터 602호

경기 의왕 이미로 40 인덕원IT밸리 A-619

큰별팩토리는 친환경적인 아이디어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해외 크라우드펀딩 킥스타터에서 100만불(한화 12억원)이상 펀딩에 성공! 전세계 수출 진행.

070-7730-9450

070-5097-3777

blog.naver.com/lkb901219

www.yolkstation.com

show901219@nate.com

bk.lee@yolkstation.com

솔라페이퍼 7.5W

솔라페이퍼 10W

9,800원

23260609

208,000원

264,000원

식별번호

23384055식별번호

23384056식별번호

주문인쇄가능

솔라페이퍼 5W

5Watt

153,000원

23384054식별번호

7.5Watt

10Watt

KC,FCC,CE,벤처기업 외다수

KC,FCC,CE,벤처기업 외다수

KC,FCC,CE,벤처기업 외다수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9,800

180,000

9,500원

153,000원

3%

15%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22Ⅰ조달청 벤처나라

세명바이오텍 ADD

Tel Web E-mail

대구시 달서구 성서동로 323

자외선B램프를 독자기술로 만성피부질환 치료용 자외선 조사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070-7887-7500 www.panos.co.kr 99bjmin@hanmail.net

자외선 피부치료기 파노스 KPA-01

840*480 / 9kg

2,980,000원

21548640식별번호

KGMP, 의료기기품목허거, 중국,태국

자외선 피부치료기 파노스 KPA-02

840*480 / 9kg

1,980,000원

23336926식별번호

KGMP, 의료기기품목허가, 태국

케이마루 ADD

Tel Web E-mail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호순서길282번나길 66-1

2014년 5월 설립하여 세탁물건조대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1899-6307 www.kmaru.kr yk9292@daum.net

세탁물건조대

K-1180

484,000원

23391013식별번호 특허, KC, 창업기업, 벤처기업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484,000

385,000원

20%

세탁물건조대

K-250

352,000원

23397141식별번호 특허, KC, 창업기업, 벤처기업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23

서울프로폴리스

천연애바이오

ADD

ADD

Tel

Tel

Web

Web

E-mail

E-mail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1422번길 7

강원도 춘천시 도화길 2

프로폴리스 제조 신기술 특허를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소기업입니다.

자연유래성분으로 구성한 천연비누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042-862-4888

033-257-6996

www.probee.kr

www.binushop.co.kr

jiheon.lee@probee.kr

mkc3016@naver.com

프로비 기프트 3호세트

춘천옥비누 원석3구

프로비 수용성 프로폴리스

감자비누 2구

14,500원

27,000원

26,000원

18,000원

23094596 식별번호

23365870 식별번호

23108433식별번호

23365911 식별번호

프로비 365치약세트

300g (100g x 3개)

13,000원

23150645식별번호

치약 100g x 2, 비누 100g x 2 

90g×3ea

20ml (5ml ×4병)

130g×2ea

특허, 융합기술, 중소기업 우수상품

내추럴옥이치약세트

치약 130g*3ea

비누 90g*2ea

30,000원

23373963 식별번호 ISO 9001, ISO14001 특허등록

특허, 융합기술, 중소기업 우수상품

ISO 9001, ISO14001

세계일류, 특허

ISO 9001, ISO14001 특허등록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13,000

30,000

11,700원

24,000원

10%

20%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24Ⅰ조달청 벤처나라

가라사대 ADD

Tel Web E-mail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인덕원 IT벨리 D동 710-2호

두피&헤어&탈모케어 전문 제품 제조, 유통 업체입니다.

031-424-5875 www.karasadae.com esicak1@naver.com

케이원큐어 스켈프 샴푸

케이원큐어 스켈프 토닉세럼

42,400원

48,000원

23392303식별번호

23430879식별번호

케이원큐어 스케일링 토너 

270mL

40,000원

23430878식별번호

270mL

150mL

조달청 벤처혁식제품

탈모 완화 기능성, 

조달청 벤처혁신제품

탈모 완화 기능성, 

조달청 벤처혁신제품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50,000

40,000원

20%

아임 ADD

Tel Web E-mail

전북 익산시 약촌로 8길 67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시장을 선도하고 혁신하는 기업

070-8633-8833 www.imco.kr im.coco@imco.kr

두즈 핸즈프리 드라이기

180*180*720

148,000원

iMD-1000T식별번호 KC 전기용품안전 인증

HN07044-17002A

전자파적합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증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148,000

110,000원

26%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25

다윈 ADD

Tel Web E-mail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89-0 (오식도동) 기업연구관 610호

주식회사 다윈은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고 제조·공급하는 업체입니다.

063-471-0470 www.d-w.kr joonki@d-w.kr

즉석식품조리기 라조 (LAZO2000-IH)

23*34.5*42(cm)

383,900원

23368418식별번호 KC 전기안전인증,

전파안전적합등록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383,900

308,000원

20%

비비씨 ADD

Tel Web E-mail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700번길 140 마린바이오센터 305호

비비씨는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여 화장품에 적용하는 벤처기업 입니다.

070-8614-0139 www.bebeluna.co.kr biobeaucre@gmail.com

베베루나 마일드 로션

베베루나 마일드 케어

15,400원

8,400원

23432631식별번호

23432634식별번호

160g

14g

베베루나 마일드 수딩젤

160g

16,100원

23432632식별번호 FDA 인증, 여성기업인증,

CGMP 인증, ISO22716 인증

FDA 인증, 여성기업인증, 

CGMP 인증, ISO22716 인증

FDA 인증, 여성기업인증, 

CGMP 인증, ISO22716 인증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16,100

13,800원

14%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26Ⅰ조달청 벤처나라

이앤지 ADD

Tel Web E-mail

부산시 사상구 주례로47, 동서대학교 드림이밸리 1층

자립형 교정 젓가락을 연구/개발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051-807-1195 www.easyngood.com engtec7@naver.com

휴대용  미니 수저세트

유아용 자립형 젓가락

6,380원

2,750원

23307251식별번호

23307249식별번호

유아용 자립형 젓가락 있는 수저세트

160*56*20

6,710원

23307250식별번호

132*52*20

157*50

특허, 실용신안, 자가 시험성적서

특허, 실용신안,

자가 시험성적서

특허, 실용신안, 

자가 시험성적서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50,000

40,000원

20%

한국교육시스템 ADD

Tel Web E-mail

서울시 종로구 종로382,708

영유아용 완구 및 학습교구 제조 전문기업

02-2237-8037 www.co-block.com kjc2266@hanmail.net

코블록 스텝1

코블록 스마트스쿨

110,000원

190,000원

23215491식별번호

23215493식별번호

250*230*225

480*360*320

코블록 큐리어스

280*80*180

30,000원

23215489식별번호

국내특허, KC안전인증, CE(SGS), CCC, 미국특허, 하이서울브랜드

세계일류상품, 수출유망중소기업, 히트500, 유럽특허출원

국내특허, KC안전인증, CE(SGS), 

CCC, 미국특허, 하이서울브랜드

세계일류상품, 수출유망중소기업, 

히트500, 유럽특허출원

국내특허, KC안전인증, CE(SGS), 

CCC, 미국특허, 하이서울브랜드

세계일류상품, 수출유망중소기업, 

히트500, 유럽특허출원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27

마인드엘리베이션 ADD

Tel Web E-mail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17길 47 (복현동,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2층 1210호

쉽고 재미있는 심리 케어 제품과 실용적인 심리 서비스를 제공

053-585-2028 mind-el.com jy.lee@mind-el.com

마음읽는 스케치북

297×210

19,800원

23346412식별번호 벤처기업

마음읽는 스케치북

297×210

19,800원

23346411식별번호 벤처기업

세원플라텍 ADD

Tel Web E-mail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소리개길 123-49

화학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031-949-6172 www.myunginmat.com kymi0521@naver.com

미끄럼방지매트

120*600cm

18,000원

3016170501식별번호 ISO9001,14001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28Ⅰ조달청 벤처나라

에디션스토리 ADD

Tel Web E-mail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 (군포IT밸리) A동 3102-1

유행에 치우침 없는 작품 이미지화 하여 출시하고 있습니다.

031-689-3236 www.editionstory.com abugs@naver.com

데이클라인 피톤치드 200ml

데이클라인 피톤치드 500ml

7,500원

13,500원

23414371 식별번호

23414369식별번호

23414370 데이클라인 피톤치드 100ml

4*4*13.5 / 100ml

4,500원

23414370 식별번호

5*5*19 / 200ml

5*5*22 / 500ml

친환경 인증

친환경 인증

친환경 인증

미르푸르 ADD

Tel Web E-mail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31길 32

주방기구 및 가구업체 노하우로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지키고 있습니다.

070-7123-4567 www.mirpur.co.kr jjinbok@naver.com

뉴핸드윙

거름망Φ143mm

손잡이 210mm

22,000원

23304352식별번호 특허. 우수발명품,

새싹기업, 벤처기업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29

수 ADD

Tel Web E-mail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61로 74번길 41. 녹산표준형공장 B동 4호

가사시간 무한대의 2액형 에어졸 페인트 시대를 연 국내 최초의 선두 기업입니다.

051-972-0305 http://m2k.co.kr miraclesoo@miraclesoo.com

Miracle 2K Paint E DECK GRAY

(해군, 해경 전용) 

Miracle 2K Paint E HAZY GRAY

(해군, 해경 전용) 

12,000원

12,000원

23094596 식별번호

23400072식별번호

Miracle 2K Paint U 표준백색 

400ml/개(EA)

12,000원

23400042식별번호

400ml/개(EA)

400ml/개(EA)

ROHS 시험성적서, ISO9001 , ISO 14001

ROHS 시험성적서, ISO9001 , ISO 14001

ROHS 시험성적서, ISO9001 , ISO 14001

비엘테크 ADD

Tel Web E-mail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84

다목적보수테이프 및 기능성 바닥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033-264-2686 www.bl-tech.co.kr yslee@bl-tech.co.kr

닥터파이프(HP type),PXRH-2018HP-BK 닥터파이프(FB type),PXRH-2018FB-BK

50mmx1.8m 50mmx1.8m

7,000원 7,000원

23320711 23320715식별번호 식별번호위생안전기준(KC)인증 위생안전기준(KC)인증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30Ⅰ조달청 벤처나라

윔코리아 ADD

Tel Web E-mail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51,C-4호

수년간 도어에 관한 연구과 그에 따른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033-743-7959 www.wimkorea.com wimkorea@naver.com

두리원 (손끼임방지 안전장치)

2100*50*40mm 2060*125*135mm

165,000원

23355217 23403248식별번호 식별번호특허,시험성적서 특허,시험성적서

위드사인 (광고 전광판) 650,000원

지앤아이솔루션 ADD

Tel Web E-mail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대륭포스트타워 5차 701호 

혁신적인 제조 솔루션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R&D 중심 기업입니다.

02-2624-3020 www.gnisolution.net kdj@cims.re.kr

썬쉴드 화이트

썬쉴드 에어

29,900원

29,900원

23260723식별번호

23260722식별번호

260ml 용액

260ml 용액

썬쉴드

260ml 용액

29,900원

23260724식별번호 태양열차단코팅액 조성물

태양열차단코팅액 조성물

태양열차단코팅액 조성물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31

야야산 ADD

Tel Web E-mail

경기도 과천시 사기막길 125 (문원동)

화분관리, 도시농업 등에 사용되는 다용도 이동식급수기 아쿠아포켓 제조업체입니다. 

02-504-1101 www.aquapocket.co.kr aqua@aquapocket.co.kr

 아쿠아포켓2025ND

300*450*750

286,000원

23047453식별번호    2015NET, 특허

 아쿠아포켓3035ND

 아쿠아포켓3135ND

330,000원

451,000원

23047452식별번호

23046668식별번호

310*475*880

310*475*880

2015NET, 특허

2015NET, 특허

제이빅스포츠 ADD

Tel Web E-mail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19 2층

스포츠용품을 개발/생산/납품하는 전문기업 입니다.

02-461-9123 www.jvic.kr jvicsports@naver.com

 CM30-01타조

GM30-02 정장

25,000원

25,000원

23436939식별번호

23436940식별번호

30mm

30mm

숨쉬는벨트 CM35-01통가죽 

35mm 

37,000원

23409059식별번호 KC

KC

KC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32Ⅰ조달청 벤처나라

트러블 노베이션프로

닥터워터 25,000원

23388941식별번호

150ml

발명특허, 식약청인가

아비라 ADD

Tel Web E-mail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32, 701호(신천동, 국제오피스텔)

천연 글리세린을 다량 함유한 비누 및 화장품을 제조·판매합니다.

053-746-7307 www.theavira.com avira7307@gmail.com

아비라스톤즈 브라운

아비라 미네랄 파우더

8,050원

24,500원

23368403식별번호

23363311식별번호

23414370 아비라스톤즈 그레이

95g × 1ea

7,000원

23363322식별번호

95g×1ea

70g×1ea

KC인증, 창업기업, 여성기업

KC인증, 창업기업, 여성기업

창업기업,여성기업제품

시크릿허브코리아 ADD

Tel Web E-mail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57, 용인테크노밸리 B동 813호

피부노화방지 아토피 여드름 개선등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천연 생약초 화장품 

070-8184-6700 secretherb.co.kr dreamvc@naver.com

바이탈영양크림 20,000원

23388942식별번호

100ml

소프트허브딥클렌징폼

100ml

5,000원

23390018식별번호 발명특허, 식약청인가

발명특허, 식약청인가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33

홍우비앤티 ADD

Tel Web E-mail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637

안전유도블록을 전문생산하는 기업이며, 최근 신제품 사인블록, 조경블록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031-336-2121 www.hongwoo.co.kr hongwoobnt147@gmail.com

사인블록

200x200x60

49,000원

23433953식별번호



소프트웨어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제품 홍보 카탈로그
나라장터 벤처나라

카탈로그에서 제시된 가격은 원가변동 등 업체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35

한스크리에이티브 ADD

Tel Web E-mail

경기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 327길 11-41, 스마트콘텐츠센터 502호

사용자위치에 기반한 보안 및 에너지절감 IoT 솔루션을 연구.개발하는 회사입니다.

02-555-3180 www.hanscreative.com hsjang@hanscreative.com

Green lock nnv (non-network version)

Windows/Android & iOS, Bluetooth

100,000원

23378911식별번호 녹색기술

Green lock nv (network version)

Windows/Android & iOS, Bluetooth

200,000원

23378912식별번호 녹색기술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100,000

25,000원

75%

토포로그 ADD

Tel Web E-mail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01 604-902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AR/VR서비스로 고객가치를 창조

02-453-7766 www.topolog.co.kr yungis@naver.com

가상여행 입체엽서 -서울

230*150*20

30,000원

23351193식별번호 대한민국관광명품

가상여행 입체엽서 -제주

230*150*20

30,000원

23351193식별번호 대한민국관광명품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30,000

25,000원

17%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36Ⅰ조달청 벤처나라

코드마인드 ADD

Tel Web E-mail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85, 807호

소스코드를 진단하여 보안 약점 및 품질 결함을 검출하는 소프트웨어 분석 및 검증 전문기업.

02-859-2633 www.codemind.co.kr sujung@codemind.co.kr

CODEMIND v1.5

1copy

19,800,000원

23299781식별번호 GS인증, 성능인증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19,800,000

9,900,000원

75%

알파비트 ADD

Tel Web E-mail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815, 7층 757호

암호화 솔루션을 개발 및 집중적인 R&D 투자하여 Global Leader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031-698-3841 www.alphabit.co.kr tyjeon@alphabit.co.kr

비정형데이타 암호화 솔루션

-이미지 부분 암호화/커버이미지암호화 지원

-특정 확장자 암호화 지원,국내/외 암호 알고리즘 지원

-서버별 다른 암호키 생성/관리, 타 서버 복호화불가

-실시간 암호키변경및모니터링

-장애시 SNS,이메일 알림

31,200,000원

23355531식별번호 GS인증,벤처혁신제품,국정원암호검증모듈 탑재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37

누리랩 ADD

Tel Web E-mail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1507호(영등포동8가, KnK디지털타워)

해외 제품보다 경쟁력 있는 보안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02–2671-3344 www.nurilab.com throh@nurilab.com

누리 안티랜섬 (nuri Anti-Ransom) v1.0

- 행위기반 사전 방역, 자동백업 및 복원,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엔진, 자체보호, 공유폴더 보호, MBR 보호, 자동 업데이트, 검역소

- 최소사양 : CPU 1.5GHz 이상, RAM  2GB이상,

   HDD 5GB 이상 여유공간

38,500원

23438759식별번호 GS인증(1등급)

누리 안티랜섬 포 서버(nuri Anti-Ransom for Server) v1.0

- 행위기반 사전 방역, 자동백업 및 복원,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엔진, 자체보호, 공유폴더 보호, MBR 보호, 자동 업데이트, 검역소

- 최소사양 : CPU Xeon Dual-Core 이상, 

  RAM 2GB 이상, HDD 5GB 이상 여유공간

440,000원

23438760식별번호 GS인증(1등급)

레이월드 ADD

Tel Web E-mail

대구시 동구 매여로1길 37-12

당사는 디지털 사이니지 전문 업체로서 H/W, S/W,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053-954-3744 www.rayworld.co.kr kagekiri@naver.com

Infoflex V1.0 RA1

1~10 user

8,000,000원

23400210식별번호 GS인증 진행 중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38Ⅰ조달청 벤처나라

뉴스젤리 ADD

Tel Web E-mail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로 330, 711호(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

자체 개발한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으로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070-8747-9523 www.newsjel.ly kangyob@newsjel.ly

데이지(DAISY)

-

7,700,000원

23093691식별번호 GS인증

플래니트 ADD

Tel Web E-mail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476호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 전산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43-263-8648 www.planit.co.kr whdntjrsla12@naver.com

의료영상자동등록기

CDu-11

- Net Framework 4

- Microsoft Visual C   2010 재배포 가능 패키지(x86) 

- DICOM3.0 Compliance

7,700,000원

23108978식별번호 GS인증(1등급), 특허실용신안

의료영상디스크자동제작솔루션 v1.0

Microsoft Windows 10 Home 32bit or 64bit

- DBMS : Microsoft Access

- 프레임워크 : .Net Framework 4

- CDBridge    - TDBridge    - Total Disk Maker    - FileZillaMi

19,800,000원

23311539식별번호 GS인증(1등급), KC인증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39

심지 ADD

Tel Web E-mail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93, 울산대학교 28호관 309호

증강/가상현실 전문 기업으로서 중장비 훈련 시뮬레이터와 AR문화콘텐츠를 주요상품으로 하고 있음.

052-221-3001 http://www.simglab.com currybunny@simglab.com

굴삭기 시뮬레이터

180*180*120

9,000,000원

23309080 식별번호 특허등록, GS인증(1등급)

지게차 시뮬레이터

150*150*120

9,000,000원

23428672식별번호 특허등록 GS인증(1등급) 신청 중

아도로포카 ADD

Tel Web E-mail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로9로 35, IT벤처전용타운 322호

업무용승용차 세금절감형 다중차량관제서비스인 ‘코스모카’(APP)를 제공하는 플랫폼 전문회사임.

042-824-9573 www.cosmocar.co.kr anthropocar@naver.com

COSMOCA R
tax

코스모카

안드로이드, IOS

대당 10,000원

23250478식별번호 ISO9001인증



전문장비

제품 홍보 카탈로그
나라장터 벤처나라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카탈로그에서 제시된 가격은 원가변동 등 업체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41

이세븐(순돌이드론) ADD

Tel Web E-mail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240-1, 2층

똘똘한 순돌이, 농업을 바꾼다. <농사 도우미 순돌이드론>

02-408-2777 www.sundori.net e7korea@naver.com

순돌이Q-1(쿼드)

10리터, 쿼드형

7,700,000원

23327227식별번호 KC

순돌이H-1(헥사)

10리터, 헥사형

8,800,000원

23435361식별번호 KC

물과미래 ADD

Tel Web E-mail

대구시 수성구 청수로 64(상동6-3)

빗물저장장치기술을기반으로 빗물이용시설을제작,설치하고있습니다.

053-247-2112 www.waternfuture.co.kr shin6675@naver.com

빗물저금통1톤

물탱크 500L 2개

빗물여과기 1대

4,700,000원

23433087식별번호 빗물저장장치 특허 

제10-1869614호

빗물저금통2톤

물탱크 500L 4개 

빗물여과기 1대

6,600,000원

23433086식별번호 빗물저장장치 특허 

제10-1869614호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7,700,000

7,000,000원

9%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4,700,000

4,250,000원

10%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42Ⅰ조달청 벤처나라

베스트씨피알 ADD

Tel Web E-mail

경기도 화성시 세자로396번길 49(안녕동)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과 심폐소생술(CPR)교육 장비의 개발 및 심폐소생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031-385-7272 http://www.aed.kr yonstory@aed.kr

심폐소생술교육용마네킹

35cm*63cm*21cm

405,000원

22946894식별번호 KC인증

에너지에이펙스 ADD

Tel Web E-mail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258, 2층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031-358-5006 - chkim75@hanmail.net

Micro119자동소화패치

200*100(10g)

55,000원

46191671식별번호 KFI인정서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445,500

405,000원

10%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66,000

55,000원

17%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43

모일 ADD

Tel Web E-mail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BI센터 628호

국내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LED 투광등기구 전문 벤처기업입니다.

031-400-3790 www.moill.co.kr jkgisa@nate.com

VTA-MB0150

200x200x145mm

660,000원

23135408식별번호 KC, 고효율기자재인증

ADD

Tel Web E-mail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3길64 BI/102호

미관이 우수한 바닥재 창살무늬석 생산 함.

063-832-7137 www.changsal.net rtstonek@naver.com

창살무늬석

창살무늬석

88,000원

136,000원

23333043

23333110

식별번호

식별번호

300*300

500*500

600*600

600*900

300*300

500*500

600*600

600*900

성능인증, Q마크 

성능인증, Q마크 

아트스톤 

창살무늬석

300*300, 500*500, 600*600, 600*900

55,000원

23333114식별번호 성능인증, Q마크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55,000

52,250원

5%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660,000

480,000원

27%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44Ⅰ조달청 벤처나라

엘렉시 ADD

Tel Web E-mail

(06764)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양재R&CD 혁신허브 801호

인공지능, 임베디드 분야 최고의 기술력과 성실성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070-7733-5679 www.ellexi.com ahram822@ellexi.com

Philo-AD(딥러닝 기반이상패턴감지솔루션)

구성: Philo-AD SW 1 EA/ Philo-AD HW 1 EA

SW: 수집, 학습, 추론, 가시화 및 관리기

HW: CPU Zeon E5-2650 x 2 / Memory : 256GB

GPU : GTX1080Ti x 4 / SSD : 512GB / HDD : 6TB 

4,800,000원

23395918식별번호

ADD

Tel Web E-mail

전북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3길 64 산학협력관동 2층 206호

흡연자들 및 비흡연자들의 민원해결을 위스가 선도합니다. 

063-451-0608 - ajsel2807@naver.com

AFE-6005B

AFE-9005B

2,200,000원

2,300,000원

23411105

23411109

식별번호

식별번호

사이즈: 400×350×990 mm

형식: 자동식, 내부센서 유 

최대소비전력: 150 W

용량: 5 L

사이즈: 400×350×990 mm

형식: 자동식, 내부센서 유 

최대소비전력: 200 W

용량: 5 L

ISO9001 인증, 특허인증,  

조달청벤처창업혁신상품, 연구개발 

전담부서인증, 벤처기업인증

ISO9001 인증, 특허인증,  

조달청벤처창업혁신상품, 연구개발 

전담부서인증, 벤처기업인증

위스

AFE-6005A

사이즈: 400×350×990 mm / 형식: 자동식, 내부센서 무 

최대소비전력: 150 W / 용량: 5 L

2,000,000원

23411108식별번호

ISO9001 인증, 특허인증,  조달청벤처창업혁신상품, 

연구개발 전담부서인증, 벤처기업인증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60,000,000

48,000,000원

20%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2,300,000

2,200,000원

4%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45

모든길

카리스가드레일

ADD

ADD

Tel

Tel

Web

Web

E-mail

E-mail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경민대학 벤처센터 805호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24, 7층(아크라티움,의정부동)

도로안전시설물 전문 생산 업체로서 가드레일 단부용 충격흡수시설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최초로 플라스틱을 이용한 안전 가드레일,플라스틱 방음벽, 플라스틱 토류판 등을 개발.

031-836-8058

02-6925-5857

www.allroads.co.kr

www.carisrail.com

jgk221@naver.com

jaykim1982@carisrail.com

MDG-ET1

레진 플라스틱 가드레일

832(H) × 250(W) × 2,200(L) mm

1경간(4.5m)

4,620,000원

990,000원

23204099

23433273

식별번호

식별번호

성능인증

특허

MDG-ET2

840(H) × 500(W) × 4,270(L) mm

8,570,000원

22701990식별번호 성능인증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4,620,000

41,50,000원

10%

조달청 벤처나라 가격 할인 기획전 

(10.12~11.30) 동안 적용되는 가격 입니다.

990,000

765,000원

23%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46Ⅰ조달청 벤처나라

코레코 ADD

Tel Web E-mail

경북 영천시 천문로 181 경북테크노파크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야생동·식물 관리 전문기업입니다.

010-2574-0365 - leebaha@hanmail.net

로드킬방지 가드레일

130×450×4.0t(규격 변경 가능)

95,000원

23215353식별번호 특허, 벤처기업

ADD

Tel Web E-mail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2길 46

태양광 발광형(광섬유)표자판 전문 제조기업, 교통신기술38호 지정기업

042-936-8885 www.enlight.co.kr enlightceo@naver.com

발광형 교통표지판-2

발광형 교통표지판-3

2,090,000원

3,690,000원

23210034

23210022

식별번호

식별번호

900 x 1,080 mm

1,000 x 1,500 mm

NET.EPC,우수발명품

NET.EPC,우수발명품

엔라이트

발광형 교통표지판-1

910 x 910 mm

1,990,000원

23210293식별번호 NET.EPC,우수발명품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47

제브라&시퀀스 ADD

Tel Web E-mail

인천 남구 석정로 229 JST 606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안전에대한 사회적 요구를 횡단보도에서 실현하였습니다.

010 4788 7633 www.zebrasq.com odk1116@naver.com

스마트횡단보도 제브라시퀀스

200*200*3600

11,000,000원

23319352식별번호 도로교통공단,KC,KTL

에스엠씨 ADD

Tel Web E-mail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마로 194번길 6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한전,통신,신호등,소화전 맨홀을 생산.

031-989-8704 www.smctank.co.kr info@smctank.co.kr

플라스틱신호등맨홀뚜껑

550×550×40mm/h

110,000원

23334581식별번호 KERI(한국전기연구원)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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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Tel Web E-mail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79번길 41

제설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비 등을 제작하는 제설장비제작 전문회사.

02-309-5134 www.saehanind.com saehancom1@naver.com

트럭장착식제설기 SH-P2

트럭장착식제설기 SH-P3

8,600,000원

11,500,000원

23252500

23252499

식별번호

식별번호

L2400 x H980 x W300kg

L3200 x H1180 x W900kg

새한산업

 트럭장착식제설기 SH-P1

L1200 x H600 x W60kg

6,500,000원

25252501식별번호

스마츠 ADD

Tel Web E-mail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96 대존경제통상진흥원B104호

운동장관리장비 개발, 제조 및 운동장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042-864-0821 www.smarts1.co.kr lbr901514@naver.com

운동장정리장비/그라운드클리어GC1800

1800x1600x500

3,850,000원

23374345식별번호  새싹기업, 창업기업, 특허실용신안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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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앤텍 ADD

Tel Web E-mail

대전 유성구 테크노9로 35, 대전지능로봇센터 509호 

제어시스템, 영상안정시스템 등 전반적인 무인기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다. 

042-932-8086 www.nesnt.com pye0118@nesnt.com

ARIS VIEW 085

Rotation Range :  Pan 360°, Tilt –30°~90°

Slew Rate : · Pan 150°/sec · Tilt 150°/sec 

Operating Temperature: -20~45℃

Image Quality: HD digital

4,950,000원

23407829식별번호

ADD

Tel Web E-mail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디지털엠파이어2차 101동 1103호

저렴한 비용으로 렌탈사업과 택배함, 자사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031-695-5782 www.safewoorihome.com poiu1993@naver.com

V3_SAFE4000

V3_SAFE5000

7,250,000원

9,550,000원

23364413

23364414

식별번호

식별번호

3000*550*2200

3000*550*2200

벤처기업,KC인증,GS인증(1등급)

벤처기업,KC인증,GS인증(1등급)

중앙제어시스콘

멀티무인택배함V3_SAFE3000

3000*550*2200

5,442,000원

23325876식별번호 벤처기업,KC인증,GS인증(1등급)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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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Tel Web E-mail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9길 41

임업자재(목편시료채취기/대량포획장치),실험실기계, 금속 종자용기수납케이스 제조합니다.

02-2633-0417 www.fjtech.co.kr benos35@empal.com

금속상자 SC-144

금속상자 SC-36

43,000원

48,000원

23369619

23369621

식별번호

식별번호

154*440*83mm

310*450*168mm

에프제이테크

금속상자 SC-576

154.5*440*83mm

45,000원

23113965식별번호 Q-Mark, 디자인특허

Q-Mark, 디자인특허

Q-Mark, 디자인특허

주식회사 인텍 ADD

Tel Web E-mail

울산관역시 중구 종가로 15 기술혁신A동 407호

삼중적외선식(IR3) 불꽃감지기, 복합형(UV/IR) 불꽃감지기, 영상일체형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052-716-5067 www.intech15.com yong0722@intech15.com

지능형 삼중적외선형 불꽃감지기(I3-11-01)

96*96*83 

1,700,000원

23336268식별번호 KCs(방폭,방진,방수) CE(EMC)

자외선/적외선 복합형 불꽃감지기 UI-11-01 

96*96*83 

1,500,000원

23336270식별번호 KCs(방폭,방진,방수) CE(EMC)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51

칼라세븐 ADD

Tel Web E-mail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4길 62 거암빌딩 신관 4층

라이트테라피 전문업체로서 빛을 이용한 생리통치료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02-3462-5618 www.color7.co.kr sales@color7.co.kr 

우먼스트레스프리 Color DNA-WSF

사이즈 / 배터리 용량 4.9 × 4.9 × 1.2cm / 3.7V 300mA 

198,000원

22738710식별번호

벤처, 여성, 특허실용신안

ADD

Tel Web E-mail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2123-2 디에스벤처타운117동

점점어려워지는 농가에 자동으로 방제,살수를 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하는 벤처기업.

031-431-6107 http//whaseng.com/화성이엔지.한국 kym8217@naver.com

리모트무인방제기

리모트무인방제기

2,000,000원

2,500,000원

23250831

23250829

식별번호

식별번호

AC-200

RBL-200

특허,KC

특허,KC

화성이엔지

레일무인방제기

AU-10024

5,000,000원

23213294식별번호 특허,KC인증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52Ⅰ조달청 벤처나라

씨엔씨알 ADD

Tel Web E-mail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서로 226

엣지컴퓨팅 및 지진대비를 동시에 구비한 초소형데이터센터인 항온항습소화내진랙의 제조사

051-818-8595 www.cncr.co.kr cncr4u@cncr.co.kr

항온항습소화방음랙

27U

12,650,000원

23336717식별번호 CE,KC

항온항습소화내진랙

27U

19,250,000원

2336716식별번호 CE,KC

미래자동화 ADD

Tel Web E-mail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41, 110-120호(대저2동)

NEP인증획득, 발전소 ”TBN Valve Actuator ”의  국내발전사 및 해외판로 개척을 위 한 마케팅 주력

051-316-5650 www.servokorea.co.kr mac@servokorea.co.kr

터빈밸브Actuator 성능진단 시험기(TVAT)

MR-PHST-150

250,000,000원

22862375식별번호 NEP, ISO9001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53

드림트리 ADD

Tel Web E-mail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 전자부품연구원 연구동 314호 61011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주문형 생산기업 ㈜드림트리입니다. 

1600-8893 www.dream-tree.co.kr mittime@hanmail.net

트리마스터

137x100x112

25,000,000원

TM-6090식별번호 제 10-1685171호 특허등록

성창 ADD

Tel Web E-mail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동촌로 149

KT 협력업체이면서, R&D중심 벤처기업으로써 기술개발을 지속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043-272-6552 www.sctele.co.kr help@sctele.co.kr

MINIXEN MPS-L1203

72*87*47mm

187,000원

22778152식별번호 KC/CE/ROHS/FCC

SC-ST-V1.0

3.2kW (4M*4M)

7,700,000원

23208928식별번호 KC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54Ⅰ조달청 벤처나라

ADD

Tel Web E-mail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52 ( 중동, 금광베네스타) 201호

천연 목재데크, 난간, 데크로드를 생산 설치 납품하는 전문회사

032-325-9850 http://windeckkorea.com ysm1411@nate.com

난간(니아또,핸드레일+세로살)

데크로드(데크=이페,난간=니아또)

434,110원

3,103,710원

23389202

23277884

식별번호

식별번호

W1500×H1250×100

1500×2400×1250

윈데크코리아

평데크1㎡(이페90×21T)

1000×1000×150

446,741원

23286503식별번호

특허등록제품, 장애인기업생산품, 창업기업

장애인기업생산품, 창업기업

특허등록제품, 

장애인기업생산품, 창업기업

에코코 ADD

Tel Web E-mail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신촌길 70

상징수 배출장치를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수입대체 효과를 올렸습니다.

031-351-9935 www.ecocotech.com msan9232@hanmail.net

태양광을 이용한 녹조방지 물순환장치

￠4200㎜

50,000,000원

22644634식별번호 특허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55

스마트코리아 ADD

Tel Web E-mail

대전광역시 동구 안골로 28번길 133(구도동)

소비자·사용자 중심의 과학기자재 전문 제작 업체입니다.

042-639-6188 www.smartkor.co.kr jm9899@smartkor.co.kr

안전 캐비넷용 내부 순환 여과 장치 (SMCICFS-Y2)

420×320×240

2,450,000원

23403575식별번호 KCL 시험성적서

지씨텍 ADD

Tel Web E-mail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65 명성빌딩 401호

우수 및 중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하는 물 재이용시설 전문업체입니다. 

031-258-5525 www.gctech21.com gctech21@daum.net

초기우수배제여과장치 (HRF-150)

제품크기 : 450mmW × 700mmL × 400mmH

배관크기 : 150A

재    질 : STS304

14,300,000원

23028312식별번호 우수발명품, 특허, 벤처기업, 새싹기업, 창업기업

일체형 하이브리드장치 (GIO-100)

제품크기 : 800mmW × 800mmL × 800mmH

처리용량 : 3m3/hr

재    질 : STS304

14,300,000원

23323202식별번호 특허, 벤처기업, 새싹기업, 창업기업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56Ⅰ조달청 벤처나라

ADD

Tel Web E-mail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성로 101

지오셀코리아는 ‘지오셀’이라는 토목용보강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1688-0612 www.geocellkorea.com info@geocellkorea.com

지오셀 / 토목용보강재-GKS3012 

지오셀 / 토목용보강재-GKW3020 

14,900원

120,700원

23417213

23415222

식별번호

식별번호

3.2×4.7m, Φ300×H120mm

3.1×1.0m, Φ300×H200mm

지오셀코리아

지오셀 / 토목용보강재-GK3012

3.2×4.7m, Φ300×H120mm

20,800원

23417216식별번호

특허, 창업기업, 벤처기업, iso 9001

특허, 창업기업,

벤처기업, iso 9001

특허, 창업기업,

벤처기업, iso 9001

한결테크닉스 ADD

Tel Web E-mail

경상북도 영천시 영화로 172(완산동)

물산업 전문기업으로 국내 최초 인증받은 지하수 전문자재 제조회사입니다.

070-4801-4989 www.gid-hg.com gidgid8339@hanmail.net

50A 3.0T 소켓 지하수 일체형 양수파이프

소켓형 50A x 3.0T, 외경 : Φ60.5mm

321,200원

23289213식별번호

성능인증,수도용 적합인증(CP), KC(위생안전기준)인증, 특허, 

새싹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50A 2.5T 플랜지 지하수 일체형 양수파이프

플랜지형 50A x 3.0T 외경 Φ60.5mm

265,100원

23289207식별번호

성능인증,수도용 적합인증(CP), KC(위생안전기준)인증,

특허, 새싹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57

ADD

ADD

Tel

Tel

Web

Web

E-mail

E-mail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2산단 4로 98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 공단길 35-27

알루미늄 소재를 대상으로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조립 기술과 부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 에어벤이 가면 또 하나의 삶이 펼처 진다“ 는 모토 하에 최고의 RV 제작 전문 기업 에어밴 입니다.

054.620.1338

031 662 0448

www.doowontec.co.kr

www.airvan.co.kr

dw7399@hanmail.net

gohdong@airvan.co.kr

안전펜스-일반TYPE

상업용 트레일러

로파일 안전펜스-도어

재난 안전용 트레일러

170,000원

15,500,000원

220,000원

44,000,000원

23355475

23145828

23346303

23146721

식별번호

식별번호

식별번호

식별번호

W800×H2000mm

5200x2075x2400 

(730kg - 1630kg)

도어W1000×H2000mm

5800X2480X2400 (2420 KG)

기술보증기금 추천서획득

기술보증기금 추천서획득

두원텍

에어밴

안전펜스-일반TYPE

W1000×H2000mm

190,000원

23338087식별번호 기술보증기금 추천서획득

캠핑용 트레일러

4880x2120x2280 (750kg)

24,000,000원

23146722식별번호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58Ⅰ조달청 벤처나라

그린100 45,000원

ADD

Tel Web E-mail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263번길 16(경서동)

빗물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도시조경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LID 선도기업

02-858-2970 www.earthgreen.co.kr info@earthgreen.co.kr

생육 삼통관

EGK-PC100S35(외 1종)
7,000원

23167605 / 23167606

23390341

식별번호

식별번호

120*350 /650

200*200*41

어스그린코리아

생육 삼통관 EGK-PC100S3(외 2종)

100*300 / 400 / 500

5,700원

22766994 / 22766995 / 22766996식별번호

벤처기업인증, 조달청우수발명품 인증

벤처기업인증, 

조달청우수발명품 인증

성능인증제품, 벤처기업인증

ADD

Tel Web E-mail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 7로 78-21

전세계 117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세계 1위의 글로벌강소기업 입니다

051-521-3200 www.sjecorp.co.kr webmaster@sjecorp.co.kr

OPTIMA EST(27K)

OPTIMA EST(18K)

6,160,000원

5,830,000원

22519790

22519789

식별번호

식별번호

1090*700*900

1090*700*900

CE,CSA,SASO

CE,CSA,SASO

에스제이이

스팀세척기 OPTIMA DMF

1090*700*900

5,830,000원

22511903식별번호 CE,CSA,SASO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조달청 벤처나라Ⅰ59

네오그린 ADD

Tel Web E-mail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64

 네오그린은 첫 개발 제품으로 야광장미를 개발하여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031-483-1871 www.neobandi.com utocorea@naver.com

반사꽃

반사꽃(장미) : 120파이 / 중기봉길이 : 700mm

줄기봉두께 : 7파이 / 고정체(스크류방식) : 15cm

8,250원

23252404식별번호

반사바람개비

길이:1,200mm / 굵기:14파이 / 날개지름:300mm

8,250원

23252435식별번호

ADD

Tel Web E-mail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연구단지로 76 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109호

두영티앤에스는 고출력 LED투광기 DYSL Series를 제작하여 폭넓게 납품합니다.

043-215-3458 http://firstlight.kr/ dyj227@naver.com

DYSL300A

DYSL600M

1,430,000원

2,980,000원

23312915

23312917

식별번호

식별번호

300W

600W

두영티앤에스

DYSL300W

300W

1,540,000원

23259926식별번호 KS,KC,고효율

KS,KC,고효율

KS,KC,고효율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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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Tel Web E-mail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우림이비지센터1차 810, 811호

빗물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도시조경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LID 선도기업

02-2018-2080 www.gitsn.com hskim@gitsn.com지슨

도청방지기, 탐지단말기, REMON-10/RT

산업융합품목, 벤처기업

12,000,000원

22567784식별번호

탐지 주파수 범위 : 100 kHz ~ 6 GHz

수신감도 : -90 dBm ~ -10 dBm

음성복조방식 : Wideband FM / Narrowband FM / AM

영상복조방식 : NTSC / PAL/ SECAM

네트워크 연결(NIC) : 2 Ports (100 Mbps)

도청방지기, 관제 및 운용 소프트웨어, REMON-10/SW-L

산업융합품목, 벤처기업

9,000,000원 

22567785식별번호

데이터베이스 : Microsoft SQL 

Server 2008 / 2012 / 2014

권장 PC 사양

메모리 : 4 GB 이상 / 디스크 : 500 GB 이상

운영체제 : Microsoft Windows 7 / 8 / 10

청파이엠티 ADD

Tel Web E-mail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76-29

20년 동안의 기술을 바탕으로 교육장비 분야의 핵심 사업을 선도하며 왔습니다.

 070-8675-7000 www.chungpaemt.co.kr dikwon@chungpaemt.co.kr

Smart-Trainer ARes-BA

409×481×320mm

4,950,000원

23276969식별번호

KC인증, 특허실용신안, 성능인증

Smart-Trainer ARes-AD

409×481×320mm

6,050,000원

23280769식별번호

KC인증, 특허실용신안, 성능인증



디지털Ⅰ가전
DigitalⅠelectronic

사무용품
office equipment

생활용품
Daily supplies

소프트웨어
Software

전문장비
Specialize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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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엘인더스트리

플랫폼베이스

ADD

ADD

Tel

Tel

Web

Web

E-mail

E-mail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359 한신에스메카 513호 (34016)

442-13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03-1 수원시창업성장지원센터 A203호

국민생활체육의 증진과 여가생활의 확산을 목표로 하는 배드민턴 전문기업.

공인된 기술력으로 국내외 공공 및 산업시설에 보안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70-5129-5219

031-241-6050

www.tl-industry.co.kr

www.platformbase.co.kr

idlrkgus@nate.com

sales@platformbase.co.kr

배드민턴 연습장치 ‘스매싱피더’

500x400x800mm

4,950,000원

23290566식별번호

디지털 패드락

가로 50.0mm * 세로 21.0mm * 높이 91.5mm

206,800원

23094341식별번호

IS 9001:2015, CE, 로하스,FCC DOC선언문, KC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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