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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새온은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 새온은 언제나 새로운 제품, 새로운 비전으로 고객을 위해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일이 현실로, 새온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여 매 순간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창조할 것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주식회사 새온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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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알티노 출시
● 벤처기업 인증

● (주)새온 법인설립 ● 감성조명 첼로 출시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출시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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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미국 샌프란시스코 프로모션
●  이러닝 에듀테크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대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새온 호주 지사 설립
●   이러닝 우수기업 콘테스트   

분야 대상 수상 (교육부장관상)
●  R-BIZ Challenge 국제대회  

대통령상 유치 성공

● IoT 스마트 팜 출시
● 사옥 이전
● (사)다문화 청소년협회 협약
●  미국 하와이 코딩기술       

재능나눔 봉사활동 주최

●  알티노 라이트 출시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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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가치 중심경영을
실현하는 새온이 되겠습니다.
새온은 창조적 사고와 혁신적 가치 창출을 통하여
AI/로봇기술의 발전과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업과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온 제품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친숙한 하드웨어로 부담없이 코딩에 즐거움을 느끼고, 
가르치는 교육자분들이 보다 쉽고 다양하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SAEON 
FIELD OF BUSINESS

YOUTUBE 채널
새온 코딩 랩

R&D
Research and Development

● 교육용 로봇/키트 개발
●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연구개발 용역
R&D Service

국책 사업
ETRI / KAIST / KIMM
KAERI / DAEJEON TP

교육 솔루션
Education Solution

● 교/강사 양성      ● 교/강사 Pool 구성, 운영
● 경진대회 사업     ● 대학기관 교육 캠프
● 초/중/고등학생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 온라인 LMS 화상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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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 
감사패

미국 하원의원 
감사패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

미국 2017년
올해의 제품상

R-Biz 국제로봇대회
대통령상 유치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상

2013년

새온 설립

31곳

교육&연구기관

15국가

수출 국가

250개교

학교

447명

전문강사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고객감동 구현, 끊임없는 창조와 연
구, 도전을 통해 고객의 만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새온

● 방과후학교 자유학년제, 동아리, 캠프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 진행
● 미국 PDE3 교육과정 표준 플랫폼으로 등록
● 로봇 코딩 교육 지도사 자격증 1급, 2급 발급
● 코딩 교육 전문강사 양성 [네이버 밴드 알티노 SW코딩세상]

한국과 미국에서 알티노의 활용성과 성능을 높게 평가



COMPETITIVE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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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로봇 소프트웨어 
코딩 경진대회
금상 시장상
은상 교육감상
동상 새온 이사상

국내대회

대상 대통령상
금상 장관상
은상 한국로봇진흥원장상
동상 제어로봇 시스템 학회장상

무인자동차 
미션 챌린지

국제대회

새온 국제대회의 입상자에 한해 
미국 하와이 재능나눔 봉사활동
에 참가하여 코딩 교육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재능나눔

22



GLOBAL NETWORK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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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of America

새온
본사

미국 하와이_ Oceanit

Free Lessons
1-12 Crade
Becinner

Visual Programming (VPL) 
with Autonomous Cars
7-9 Crade
Intermediate

Physics with
Autonomous Cars
8-11 Crade
Intermediate

미국 샌프란시스코_ Robot Lab

호주 브룩베일_ Saeon Austral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