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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사 개요 - 일반 현황 

- 1984. 11. 01. (1992. 12. 30. 법인전환) 

설립일 01 

02 

03 

04 

meere 

company 

- 매출 2,134억원, 영업이익 263억원, 자산 1,419억원, 자본 1,034억원 

재무현황 (2018년 연결기준) 

대표이사 김준홍 

조직구성 

Sales＆ 

Marketing 
부문 

대표이사 

Operation 
부문 

 

 

 

센서사업 

부문 

 

 

 

경영 

기획실 

경영 

지원실 
장비 

연구소 

SR부문 

 

 

 

 
수술로봇

연구소 

센서sys.

연구소 

- 안전산업 진흥 유공 (‘19) 

-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18) 

- 코스닥대상 대상 수상 (‘18) 

- 산업포장 수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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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사 개요 - 성장 연혁 

2019. 09.  안전산업 진흥 유공 표창 

2019. 05.  이달의 무역인 수상 

2018. 12.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18. 10.  의료기기산업대상 산업진흥상 수상 

2018. 06.  코스닥대상 대상 수상 

2018. 03.  복강경수술로봇(Revo-i) 출시 

2017. 11.  산업포장 수상 (김준홍 대표이사) 

2017. 08.  복강경수술로봇 제조허가 취득 

재도약기 (2010 ~ ) 

2008. 04. 복강경수술로봇 Proto Type 개발 

2006. 08. Laser Trimmer 개발 

2005. 07.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선정 (Edge Grinder) 

2005. 01. KOSDAQ 상장 

성장기 (2000 ~ 2009)  

1999. 09. 국산기술마크(KT) 획득 

1998. 06. 벤처기업 선정 

1992. 12. 미래엔지니어링 법인 전환 

1984. 11. 미래엔지니어링 설립 

설립기 (1984 ~ 1999) 

2017. 06.  코스닥대상 최우수테크노기업상 수상 

2016. 06.  월드클래스300 기업 선정  

2015. 05.  발명의 날 특허청장상 수상 

2014. 04.  ToF 3D Range Camera 개발 

              Laser Film Cutting M/C 개발 

2013. 04.  Laser Marker 개발 

2012. 10.  산업포장 수상(김종인 前대표이사) 

2011. 06.  이형 Edge Grinder 개발 

2010. 04.  최소침습 다완 수술로봇 과제 선정 

2004. 10. (주)미래컴퍼니 사명 변경 

2002. 11. Edge Inspection 개발 

2000. 07. Edge Grinder 개발 (국내 최초 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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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사 개요 - 사업 영역 

장비 

가공기술  

  - Edge Grinder, Profiler, Drilling  M/C,  

    Cover/Mother Glass Grinder 

검사기술  

  - OLED Inspection, Edge Inspection 

레이저기술  

  - Laser Cutter, Pol. Cutter, Marker, Trimmer 

반도체기술  

  - Loader&Unloader, FOUP Packing, USC 

센서 (Cube Eye) 

ToF 3D Range Camera Module 
  - Middle Range/ Long Range 

  - Indoor Only / Indoor + Outdoor 

  - Depth Only / Depth + RGB 

수술로봇 (Revo - i)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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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디스플레이 기술 변화 trend 및 보유 기술 

 
 

“융·복합 장비 기술 기반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정 기술 트렌드 선도” 
 

§업계 유일 가공 / 레이저 / 검사 기술 통합 보유§ 

meere 

company 
Edge Grinder,  
Profiler, Drilling  M/C, 
etc. 

가공기술 

OLED Inspection, 
Edge Inspection, etc. 

검사기술 

Laser Cutter,  
Pol. Cutter, Marker, 

Trimmer, etc. 

레이저기술 

A社 

가공기술 

B社 

검사기술 

C社 

레이저기술 

모든 디자인 

+  
Flexible 가능 vs. 

II. 사업부문별 현황 - 장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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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기술 검사기술 레이저 기술 반도체/ 기타 

Edge Grinder 
(정형 Grinder) 

Profiler 
(이형 Grinder) 

Drilling M/C 
Cover/ Mother 

Glass  Grinder 

OLED Carrier 

Glass 

Grinder 

OLED Inspection 

Edge Inspection 

AOI기법의  

다양한 검사장비 

Loader 
＆Unloader 

FOUP Packing 

Machine 

USC 
(Ultra Sonic Cleaner) 

Laser Cutter 

Laser  

Pol.Cutter 

Laser Marker 

Laser Trimmer 

II. 사업부문별 현황 – 장비사업 (보유 기술별 주요 제품 Portfolio) 



CONFIDENTIAL 9 

 # Grinding 공정 (상세) 

전공정 

모듈 
공정 

후공정 

합착 최종검사 절단 액정주입 

Edge Grinder를 통한 연마 공정 

Grinder 

Panel의 edge 부분을 ‘C 또는 R cut’의 형태로 연마하여 공정 및 물류 이동 간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을 방지하고, shorting bar를 제거하는 장비 

TFT 

C/F 

         

II. 사업부문별 현황 - 장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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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큐브아이’ 3D 센서 사업 개요 

 
 

“3D Camera 디자인부터 생산, H/W 및 S/W 패키지까지 Total Solution Provider이며 
거리, 야외적용여부, Color Sensor 적용여부 등 다양한 모델로 구성“ 

Camera Module 

Design + H/W + S/W(Algorithm) 

S/W(Application) Field  
Application 

Components 
Supply 

Chip 
Maker 

System 
Integrator 

Set 
Maker 

▶ Technique (Time of Flight : ‘ToF 기술’) 
▶ Products Line-up (끊임없는 R&D로 다양화 + 고도화) 

Cube  
Eye 

Depth only  
model 

Depth + RGB 
model 

Outdoor 
 model 

High-accuracy 
 model 

Small form factor 
model 

II. 사업부문별 현황 - 센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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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객과 실제 접촉 중인 ‘Cube Eye’ Application Fields 

 
 

“System Integrator, Global Distributor, Set Maker 등 다양한 Application에서  
판매 채널 다각화 작업 진행 중” 

         

고객과 실제 접촉한 

application 

· AGV (Automated Guided Vehicle) 

· Driver Monitoring · Pre-crash Sensing 

· Passenger Monitoring · Car Entertainment Control 

· Automotive Driving · Pedestrian Protection 

· Robot Cleaner 

· Gaming / Entertainment 

· Home Application 

· Display Interactive 

·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 Environment Recognition 

· Space 3D Scanning＆Mapping 

· 3D Scanner 

· Industirial Inspection System 

· AGV (Automated Guided Vechicle)  

· Artificial Robot Eye 

· Autonomous Robots 

· Location Recognition 

· Operating Room Monitor Control 

· Patient Monitoring 

· Auto Remedical System 

· Artificial Sight System 

· People Counting 

· Queue Management 

· Shopper Traffic Measurement 

· Interactive Digital Signage 

· HMD 

· Virtual Simulation 

· Gaming / Entertainment 

· Surveillance Camera 

· Environment Monitoring 

II. 사업부문별 현황 - 센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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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로봇수술의 필요성 

 
“기존 복강경 수술대비 로봇 수술은 환자, 의사, 병원 입장에서 다양한 장점 보유함” 

III. 사업부문별 현황 - 수술로봇 

1 2 

3 4 

직관적 움직임, 손 떨림 제거, 자유도 구현 

제한된 공간에서 안정적이고 정교한 수술 가능 

의사 

짧은 회복기간 

적은 수술 후유증 

최소한의 절개부로 통증과 출혈 감소  

환자 

수술참여 임원 감소 효과 

외과 기피 현상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 

병원 

전립선암 : 신경 보존으로 기능 저하 無 

직장암 : 낮은 전환율 및 높은 신경 기능 보존율 

갑상선암: 적은 절개부로 미용적인 측면에서 장점 

 

질환별 

개복술 복강경 수술 로봇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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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목의더많은 IR정보 확인하기

주주와 기업을 연결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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