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러 두 기
본 편람은 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사물인터넷 서비스 및 제품”은
49개의 서비스·제품의 주요기능, 특징 및 장점, 서비스 구성도, 제품사진, 활용분야,
주요실적 등이 수록 되어 있음. “제2장. 기업 현황”은 31개사의 주요연혁, 사업분야,
소재지, 대표자, 매출액, 자본금, 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 등이 수록되어 있음

< 2018 하반기 수록 현황 >
분 야

세부분 야
헬스케어(1),에너지관리(1), 제조(2), 스마트오피스(2), 물류‧유통(2),

서비스
(14개)

건설‧시설물관리(1) 환경‧재난‧재해(3), 스포츠/레저/오락(1), 기타(1)

제품기기
(23개)
플랫폼
(8개)
보안
(4개)

모듈 : 통신(7), 복합(4)/ 단말 : 생체인식(1), 위치측위(1), 환경감시(1),
장비‧시설(2), 자동원격(1), 스마트홈월패드(1) / 게이트웨이(5)
S/W플랫폼 : 연결‧기기관리(2), 응용‧운영지원(5), 플랫폼 장비(H/W)(1)
서비스(2), 기기(2)

< 다운로드 방법 : 로그인 필요 없음 >
“협회 홈페이지(kiot.or.kr)”→ “IoT편람”→ "IoT편람 다운로드”
- 2018년, 2017년(① 상·하반기 통합본 ② 상반기 편람 ③ 하반기 편람), 2016년

“2019년 상반기”

편람 발간 계획 및 신청 안내

□ 참여 대상 : 사물인터넷 서비스 및 제품 보유 기업
□ 발간 일정 : - 자료 신청(접수) : 1월 1주 ~ 1월 4주
- 배 포

: 3월 1주부터( PDF 파일로 공개)

□ 참여 방법 : 자료 신청(접수) 기간(2019년 1월)에 협회 홈페이지(www.kiot.or.kr)
“IoT편람>IoT편람 다운로드” 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jhw@kiot.or.kr)로 발송
문의처 : 한국사물인터넷협회 사업협력팀 전하원 과장 (☎ 070-4892-4708)

사물인터넷 서비스 ‧ 제품 분류
서비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헬스케어

헬스케어/의료/
복지

의료
복지
검침

에너지

에너지 관리
제조
스마트홈
스마트 오피스
금융
교육
국방

농림축산/수산

농림축산
수산

서비스

자동차
자동차/교통/
항공/우주/조선

교통/인프라

내 용
o 운동량 관리 서비스, 수면관리 서비스 등
o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서비스, 환자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원격 검진
서비스 등
o 취약계층(독거·치매노인, 여성, 장애인 등)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등) 서비스, 미아방지 서비스, 여성 안심서비스 등
o 전기·가스·수도 등 원격 검침 서비스, 실시간 과금 서비스 등
o 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 건물 에너지 관리 서비스, 전력/전원
모니터링 및 제어 서비스,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등) 관리 서비스 등
o 생산 공정관리 서비스, 기계진단 서비스, 공장 자동화서비스, 제조
설비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등
o 가전·기기 원격제어 서비스, 홈CCTV 서비스, 스마트 도어락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음성인식 비서) 등
o 스마트책상, 스마트사물함, 출입관리시스템, 변동 좌석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문서고 관리시스템, 회의록기록 시스템 등
o IoT기반 동산 담보 관리 서비스, 비콘 기반 금융 상품 안내 및
고객 서비스
o 스마트 스쿨(출결관리, 교육 기자재관리 등) 서비스,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 등
o 훈련병·예비군 관리 서비스, 전장감시 및 부대방호 서비스, 총기 및
탄약 관리서비스, 테러감지 서비스, 광섬유 군복 등
o 재배환경 모니터링 및 관리 서비스, 사육관리 서비스, 사료 자동 급이
서비스, 농산물 유통관리 서비스, 생산이력 관리 서비스, 가축 이력
추적 서비스, 가축 전염병(구제역 등) 관리 서비스 등
o 양식장 환경 정보 수집 서비스, 수산물 이력관리 서비스 등
o 차량 진단서비스(DTG, OBD), 커넥티드 카, 무인자율 주행 서비스 등
o ITS, 대중교통 운영정보 관리(버스사령관제등)서비스, 스마트 파킹
서비스, 주차위치 제공 서비스, 주변 주차장 안내 서비스, 아파트 차량
출입통제 및 주차관리 서비스, 철도시설 관리 서비스 등

항공/우주

o 비행기 내부 모니터링 서비스, 실시간 항공기 원격점검 서비스 등

조선/선박

o 선박 위치 모니터링, 선박 내부 모니터링, 선박 원격점검 서비스 등

관광
관광/스포츠
스포츠/레저/오락
소매
소매/물류
물류/유통

건설/시설물관리
건설·시설물
관리/안전/환경
산업 안전
환경/재난/재해

o 관광지 위치정보 서비스, 관광/문화행사 정보 수집/제공 서비스,
IoT 기반 문화유산 관광 안내 서비스 등
o 운동선수 관리(운동량 체크 등) 서비스, 스포츠 장비 관리 서비스,
경기장내 위치청보서비스 등
o 지능형 쇼핑고객 관리 서비스, 실시간 재고관리 서비스, 운송추적
서비스, 비콘기반 O2O 서비스 등
o 상품 위치정보 모니터링 서비스, 물류창고 관리 서비스, 조달관리
서비스, 물류추적 서비스 등
o 구조물 안전관리 서비스, 공공시설물 제어서비스, 빌딩 관리서비스, 출입
통제서비스, 시설물 감시서비스, 도로/교량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등
※ 건물 및 빌딩의 에너지 관리 서비스는 "에너지 분야" 의 에너지 관리
서비스에 포함
※ 건물 내 주차장 관리 및 주차관리 서비스는 "자동차/교통/항공/
우주 분야"의 교통인프라 서비스에 포함
o 유해화학물 관리, 재해 모니터링, 위험물 감지·경보 서비스 등
o 수질관리, 기상정보 수집/제공, 음식물쓰레기 관리, 스마트 환경 정보
제공, 재난재해 감시(홍수, 지진 등) 서비스

제품 (기기, 플랫폼, 보안)
대분류

중분류

S/W 플랫폼
플랫폼

소분류

내 용

연결/기기 관리
S/W 플랫폼

o IoT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서 및 단말의 연결과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
용 S/W 플랫폼 ※ 커넥티비티 관리 및 디바이스관리(등)

응용/운영 지원
S/W 플랫폼

o IoT 서비스 응용 SW 개발을 위한 인프라 서버용 S/W 플랫폼
※ 데이터 분석,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개발 도구(DevOps 등), 보안, 과금 등

플랫폼 장비(H/W)
RF
스마트 기기용
MCU

칩셋

SoC

스마트 기기용
모듈

기기

스마트
단말기기

기기

o 통신(BLE, Z-Wave, Zigbee, WiFi, LTE, LPWA 등)기능이 포함되어, 독립적으로
설치/교체/사용 될 수 있도록 설계된 IoT에 이용되는 하드웨어
o 센싱 및 통신 기능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독립적으로 설치/교체/사용 될
수 있도록 설계된 IoT에 이용되는 하드웨어
o IoT 서비스에서 NFC, RFID를 이용해 근거리 사물인식을 지원해주는 제품기기

생체 인식 단말기기

o 맥박, 체온, 혈압, 운동량 측정단말, 수면관리 단말, 환자 상태 모니터링
단말, 지정맥 인식 단말, 얼굴 인식기 등

원격 검침 단말기기

o 전기, 가스, 수도AMI검침기, 에너지 모니터링 단말 등

위치 측위 단말기기

o 차량위치 관제용 단말, 치매환자/어린이위치 측정 단말, 애완동물 위치
추적 단말, 상품위치 정보 측위 단말 등

환경 감시 단말기기

o 온습도/미세먼지/유해가스 측정용 단말, 재해/재난 감시 단말, 위험물 감지
단말 등

장비‧시설 모니터링
단말기기
영상 감시 단말기기

o 차량진단(DTG,OBD) 단말, 건설물 안전 진단 단말, 창문 열림 감지 단말 등
o 홈캠, CCTV 등
o 화재, 도난, 가스 경보 단말, 경광등, 비상벨 등
o 스마트 도어락, 가스 밸브, 출입 통제 단말, 전력 차단기, 스마트 전구,
스마트 콘센트, 스마트 가로등 등
o 카드 결제 단말, 카드 조회기, 자동 주차료 결제기, 자동 발권기 등
o 스마트 홈, 홈네트워킹에 활용되는 월패드

기타 응용 단말기기

o 스마트 교탁 등

무선통신 게이트웨이

o 스마트 단말과 무선통신(BLE, Z-Wave, Zigbee, LoRa, UWB 등)으로 연결
되어 수집된 정보를 통신망에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

유선통신 게이트웨이

o 스마트 단말과 유선통신(PLC, RS-485, USB 등)으로 연결되어 수집된 정보를
통신망에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

음성인식

o 사용자와 음성으로 연결되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통신망에 연결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비 ※ NUGU, GIGA Genie 등

게이트웨이

교육용 장비

o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등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OSHW)

태그프린터

o NFC, RFID 태그 프린터

리더
서비스
보안

o IoT용으로 개발 및 이용되는 통신칩과 MCU가 포함된 칩셋
※ RF+MCU, 센서+RF+MCU

통신모듈

스마트홈 월패드

제품

o IoT용으로 개발 및 이용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 8bit core, 16bit core, 32bit core, 64bit core 이상

o 센싱(온습도, 환경, 압력 등) 기능이 포함되어, 독립적으로 설치/교체/사용 될
수 있도록 설계된 IoT에 이용되는 하드웨어

경보/알람 단말기기
자동(원격) 제어
단말기기
스마트 결제 단말기기

게이트웨이

o IoT용으로 개발 및 이용되는 통신 전용칩셋
※ MCU와 결합되지 않은 형태
※ 5G 이상, 2.4G, 800~900MHz, 400MHz 대역, 13.56MHz, 134kHz이하

센서모듈

복합모듈
(센서, 통신)
스마트 카드/태그

제품

o IoT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H/W 장비(스토리지, 서버 등) 및
H/W 장비에 필요한 시스템 S/W(DBMS, OS, 이중화 솔루션, 동기화 솔루
션, 보안 솔루션 등)

기기
플랫폼

o 스마트 카드/태그와 연결되어 수집된 정보를 통신망에 연결하는 제품기기
※ RFID 리더, NFC 리더
o IoT 관련 보안 제품 및 서비스
- 경량·저전력 암호화 솔루션, 디바이스 위변조 방지 솔루션, Secure OS,
보안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암호화 솔루션, 침입탐지 및 대응 솔루션, 원격 보
안관리 및 관제 서비스, 스마트 디바이스 인증 솔루션, 서비스보안 솔루션, 프
라이버시 보호(컨텐츠 보안) 솔루션, IoT 보안 컨설팅, IoT 모의해킹 및 취약
점 진단 서비스, 유지보수 등이 포함

제1장. 사물인터넷 서비스 및 제품
서비스
헬스케어 1. Smart Silver-Care Service Platform, “SCSP-TELEGUARD” [텔레필드] ········· 1
에너지관리 1. 스마트 빌딩 관리 서비스 [엔텔스] ································································ 3

제조

스마트
오피스

물류‧유통

건설‧시설물
관리

1. ClimCheck online [더하임엔지니어링] ······················································· 5
2. 스마트 팩토리(WIZMES) [영진글로지텍] ····················································· 7
1. 스마트오피스 - Space Magic V4.0 [동아피엠]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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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1

Smart Silver-Care Service Platform, “SCSP-TELEGUARD”
기업명

㈜텔레필드

주요 기능
◾ 댁내 거주자 활동상태 실시간 수집, 분석을 통한 이상징후 관리
- 사용자(모니터링 대상자)의 주요 활동패턴 자동분석을 통한 안전상태 관리
◾ 다양한 센서와 연동한 수집데이터 분석, 스마트 케어 서비스 제공
- 사용자/관리자의 편리한 원격설정을 통한 다양한 알람 서비스(약복용시간, 운동시간 등)
- 손쉬운 헬스케어 센서 연동기능을 통한 사용자 건강상태 관리/분석 서비스
특징 및 장점
◾ 클라우드/M2M 서버의 케어-서비스 플랫폼 운영을 통해 유연한 확장성 제공
- 기본적인 Care & Safety Service가 제공되며, 다양한 사용자/Customer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IoT Device의 관리, 통계데이터 생성, 서비스 환경설정 등이 자유롭게 변경/생성 가능.
◾ 효율적이고 Universal한 API 서비스를 위한 표준 RESTful & MQTT 프로토콜 사용
- 본 서비스 플랫폼 솔루션은 당사의 Home Safety & Care System인 TeleGuard 시스템을
기본적인 Service Provision Infra로 전제하고 있으며, M2M/Server-Platform Gateway
IoT Device 각 Interface Protocol은 RESTful 과 MQTT 활용.
활용 분야
◾ 홀로 생활하시는 실버세대나 독거중인 가족의 안전관리, 원격 상태정보 모니터링 서비스
- 홀로계신 부모님의 하루하루 건강정보, 안전관리 등이 걱정된다면 TeleGuard 기본
Service Pack 하나로 충분. Daily/Weekly/Monthly 상태정보 Report 수신 가능
-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App으로 원격 안전 모니터링 가능
◾ 공통/통합적 서비스 플랫폼으로 헬스센서나 환경센서 추가/등록으로 새로운 서비스 추가 가능
- 스마트 혈압계, 스마트 혈당계, 스마트 체중계 추가/등록을 통한 건강정보 관리
- 온도센서, 열림센서, 적외선 센서 등 추가/등록을 통한 Smart-Home, Smart-Farm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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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주요 실적
◾ 2018년 3월 출시 서비스로 현재는 시장 진입중이나 일부 기능 실증서비스 완료
- 타 제품 연계를 실증과제 완료(춘천, 2018.03), 중증장애인복지관(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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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리
1

스마트 빌딩 관리 서비스
기업명

㈜엔텔스

주요 기능
◾ 클라우드 기반 빌딩 내 에너지/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 IoT 센서 기반 건물/시설별 에너지 사용 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 환경센서 (PM/CO2/VOC/온도/습도/조도 등)를 통한 실내환경 모니터링 및 사용자 앱 제공
- 빌딩내 HVAC 설비 유무선 연동. 빌딩내 Zone별 조명 제어
- 설비 가동시간/효율/성능/에너지 소비량 비교 분석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변환 효율 실시간 모니터링
- 한전, 기상청 등 외부 데이터 연동을 통한 에너지/환경 입체적 분석 기능 제공
특징 및 장점
◾ RNN, CNN, LSTM 등의 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전력 수요 예측 및 피크 타임 예측
◾ 실시간 룰엔진 적용을 통한 에너지/환경/설비 이상 감지 및 대화형 챗봇을 통한 사용자 알람
◾ 오픈소스 기반 2D/3D GIS 엔진 기반 복수 빌딩 및 설비 실시간 입체적 모니터링
◾ Wi-Fi, LoRa 등 시설 특성에 맞는 유무선 통신기술을 통해 센싱 데이터 클라우드 전송
◾ 복합환경센서 (9in1) 적용을 통한 실내환경 측정용 센서 투자비용 감축
◾ BACnet, Modbus, Z-Wave, BLE, OCF 등 빌딩 기술 및 사물인터넷 기술의 최적 결합
서비스 구성도

- 3 -

2018년 사물인터넷 서비스 및 제품 편람

활용 분야
◾ 공공건물 통합빌딩관리 및 에너지 경영 (BEMS)
◾ 단일/복수 상업용 빌딩 관리
주요 실적
◾ 캐나다 Allied 부동산관리 사업자 PoC 프로젝트 수행 (2016년 11월)
◾ 수원시 팔달구청 외 50여개 공공빌딩에 통합 관제 서비스 제공 (2017년 12월)
◾ 서울시 구로소방서 관할 8개 본사/센터에 빌딩 에너지 경영 서비스 제공 예정 (2018년 10월)
◾ 수원시청 관할 총 100여개 공공빌딩에 통합 관제 서비스 제공 예정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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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1

ClimCheck online
기업명

㈜더하임엔지니어링

주요 기능
◾ 냉동공조설비의 성능과 효율을 클라우드 혹은 자체망인 경우 서버(공급가능)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감시(진단 및 모니터링)하여 최대 효율로 운전 가능 하게 하여 에너지 절감
◾ 설비의 운전 상태를 감시하여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경보 신호를 발송하여(이메일, SMS)
예방 정비를 할 수 있게 하여 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명 연장
◾ 성능: COP & SEI
◾ 효율: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냉매사이클 효율
특징 및 장점
◾ 성능 표지판(대쉬보드)에 성능 및 효율을 그래프로 표시 / 비전문가도 전문가 수준의 데이터 이해

◾ 설비의 운전 상태 감시 / 이상 예상 시 경보 신호 발송(이메일/SMS ) / 예방정비
◾ 설비의 효율을 최대화 조치 전후의 에너지 사용량 비교 / 에너지 절감 량을 시각적으로
그래프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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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냉동공조설비(냉동기, 히트펌프, 칠러, 에어컨)
- 산업체(공장)/ 데이터센터/ 빙상장/ 냉장, 냉동 창고
- 슈퍼마켓
- 건물 / 병원
- 선박의 냉동 공조 설비의 예방 정비

주요 실적
◾ 전주 전기안전공사 본사 사옥 히트펌프에 적용: 2016, 8 납품
◾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터보냉동기 및 히트펌프에 적용: 2016.10 납품
◾ 경북 대구 과학 기술원 터보냉동기 실시간 감시 프로젝트: 2017.4 –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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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팩토리(WIZMES)
[사출, 다이캐스팅, 프레스 업종 SQ심사 대응 MES 솔루션]
기업명

㈜영진글로지텍

주요 기능
◾ F/Proof 생산관리
- F/Proof 데이터 관리–생산 이벤트정보 관리(비가동, 금형, 원재료 등)
- 금형 Shot 정보 관리–생산 작업 일보(불량) 관리
◾ 원재료와 품질관리
- 원재료 선입 선출 관리–초, 중, 종 관리(복수 Cavity)
- 원재료 수분 관리–SPC관리 (X/-R 관리도)
◾ 금형과 예비품 관리
- 금형 정기 점검 기준서 관리–예비품 입고, 출고, 수불 관리
- 점검 계획, 결과 관리–점검 주기(Shot) 근접 금형 조회
- 예비품 목록과 적정재고 관리
특징 및 장점
◾ 클라우드 기반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 Software as a Service 기반으로 빠르고 간편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각종 센서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경보관리(SMS, 카카오톡 알림)
- 다양한 센서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와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임계치 이상) 카카오톡과
SM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알림을 발생
◾ 모든 공정의 바코드 시스템 관리
- 모든 공정을 바코드 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산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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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주요 실적
◾ ㈜만텍
- 자동차부품 생산 관련 금형 제작 전문업체 서비스 구축
◾ ㈜태성
- PVC가공 롤조립 구동조립 WET조립 전문업체에 대한 서비스 구축
◾ ㈜제원테크
- 자동차부품 품질관련 서비스 구축
◾ ㈜첨단엔프라 외 다수
- 자동차부품 생산관련 업체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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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오피스
1

스마트 오피스 - Space Magic V4.0
기업명

동아피엠㈜

주요 기능
◾ 스마트오피스(자율·변동) 좌석예약시스템 V3.0 (GS인증-1등급 18-0207)
- 키오스크, 웹, 모바일 예약기능, RFID/IC (사원증)인증, IP_PBX 폰스위치 연동 기능
· 출입관리 및 인사-조직정보 연동, 다양한 알림 기능 제공 (메일 및 SMS)
· 변동 및 고정좌석, 랜덤 좌석 등 각 좌석관리를 위한 다양한 설정(정책부여) 기능 제공
◾ 실시간 회의실 예약시스템 (스페이스매직) V4.0 (GS인증-1등급 18-0208)
- 키오스크, 스마트패드, 모바일을 통한 간단한 조작과 빠른 예약이 가능한 표준화 시스템
· 조직 및 사용자 인증 및 검색(조회) 기능
· 출입관리 및 인사 정보 연동, 다양한 알림 기능 제공 (메일 및 SMS)
· 회의실 예약관리 실시간 확인, 전체 회의실 상황관리, 통계추출 기능
※ 사용자 정보 접근성(간단한 조작과 빠른 예약) 및 편의성을 고려한 UI/UX 구성
※ 각 종 기기와의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확장 가능 (기업별 특화 기능 제공 가능)
※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 가능(내장형 / 독립형 서비스)

특징 및 장점
◾ 운영-오피스 관리에 최적화된 실시간 상태 정보 모니터링
– 확장과 편의성을 고려한 기존 Legacy 제품 또는 IoT 기기와의 원활한 기능 융합 가능
- 스마트 오피스 관리자를 위한 장비 원격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이용현황 분석과 다양한 통계 기능을 통한 오피스 모니터링 운영관리 편의
- 데스크톱, 태블릿, 모바일의 최적화된 화면 제공
◾ 스마트오피스 운영 및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확장을 고려한 솔루션 설계
◾ 현장 / PC / 모바일 예약 가능
◾ 다양한 근무 문화에 따른 확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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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실시간 오피스 (회의실 / 좌석) 관리가 필요한 기관 또는 사업자
- 스마트오피스 또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을 고려 중인 분야
-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공간혁신을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을 고려 중인 분야
- 임 ․ 직원 간의 협업증대 및 열린 소통 문화 기반을 조성 중인 분야
- 사무공간 활용 극대화 및 운영 비용 절감이 필요한 분야
- IoT 기술을 접목하여 오피스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분야
주요 실적
◾ 2018년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회의실예약시스템 글로벌 구축 (진행 중)
2018년 삼일회계법인 스마트오피스 예약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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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KB증권 회의실예약시스템 구축
2018년 SK브로드밴드 좌석예약시스템 구축 (확대-구축 중)
2018년 경기도청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 (확대-구축 중)
2018년 BGF리테일 상담예약시스템 구축
◾ 2017년 데상트코리아 자율좌석예약 시스템 구축
2017년 하나은행 본점 스마트오피스 예약시스템 구축
2017년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회의실예약시스템 고도화구축
2017년 롯데케미칼, 롯데정책본부 (롯데월드타워)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 구축
◾ 2016년 삼성생명 회의실예약시스템 및 Meeting Room Information Display 구축
2016년 대신증권 실시간 회의실 예약시스템 구축

- 11 -

2018년 사물인터넷 서비스 및 제품 편람

2

스마트오피스 솔루션
기업명

㈜케이원정보통신

주요 기능
◾ 스마트 책상
- 높낮이 조절 기능 : 3단, 68cm ~ 132cm, 3개
메모리 셋팅, 4개 모니터(24") 설치 가능
- 트레일 바 설치
- 메인 전원제어기
- 다리 사이 철제 프레임 장착(9개 전원 포트 설치)
- 책상 상판 4개 전원포트 분리 및 핸드폰 충전기 셋팅
- 10년 A/S
◾ 스마트사물함
- 크기 : 2400*1000*600(공간에 맞게 주문제작)
- 내부 LED조명
- IoT와 연계된 도어락 설치
- 자율좌석제, 출입관리시스템 및 사원증 연동
- 내부 칸막이 수직 이동 조절가능
- 10년 A/S
◾ 출입관리 시스템
- 기업 및 기관 내 단말기 재활용
- 없을 경우 관제 또는 보안출입관리시스템과 연동
- 스마트오피스 및 스마트워크 키오스크 연계
- 스마트분전반 연계한 on/off 기능
- 인사 DB와 연계한 출퇴근 관리 등
- 1년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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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자율 또는 유연)좌석 시스템
- 자율좌석 운영에 따른 예약시스템
- 인사 DB 및 출읍관리시스템과 연계
- 기업 및 기관 내 콜 시스템 및 교환기 연동
- 내부 결재 시스템 및 그룹웨어 연도 등
- 인사 DB와 연계한 출퇴근 관리 등
- 10년 A/S
◾ 회의실 예약관리 시스템
- 기업 내 회의 가능 공간에 따른 예약제 구축
- 이용신청, 취소, 완결 기능
- 사전예약 기능 제공
(1개월 전, 3개월 전 등 희망 기간 내)
- 이용 겨로가 통계(부서, 개인간 이용실적 통계)
- 회의실 이름 또는 호 패드 설치
- 10년 A/S
◾ 전자명판
- 출입관리시스템 및 출입 키오스크 연계
- 흑백 및 컬러
- 기업 및 기관 내 인사 DB 연동
- 자율좌석시스템 연계 등

◾ 문서고 관리시스템
- 문서고 공간에 최대 보관(주문제작)
- 공간 내 문서 및 자료 보관 프로그램
- 사원증과 연계한 도어락 장치 설치
- 출입기록관리 및 보관 자료 검색 및 관리
- 10년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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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판서시스템(전자칠판)
- 매립형 전자칠판(화이트보드 겸용) 64인치 이상
- 전자펜 연동 및 관련 S/W 포함
- 회의 참석자 노트북 화면공유 셋탑박스 포함 (4명 지원)
- 전자칠판 : S-Net Board G2000
- 보드형태 / 코팅 유리 칠판,
사이즈 2000x1200mm, 일반 보드마커 사용 가능
- AC전원 : 불필요(무전원/무반사/무발열/긁힘방지)
- 검출 방식 : 충전식 광학 디지털 펜 방식
- 응용 S/W : Penhub..PENGRAPHYBoard 판서프로그램
- 전자 펜 : ADP-601 (무선 블루투스, 최장30m)
- 전자 펜 강의자 PC 와 연동
- 닷 패턴 생성 프로그램 : Redbery
- 레이저프린터 전사방식
- 화면공유형 셋탑 박스 : Click Share Mini PC
- OS Windows & Mac 지원
- 컨트롤 보드 미니 셋탑(추가제안)
- 전자칠판 판서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위한 셋탑 장비
- CPU i3 4010u, 1.7GHz Dual Core, 4GB DDR3L
- 전면 : 1* Power indicator and switch,
4*USB3.0, 4*USB2.0, 1*MIC, 1*SPK
- 후면: 1* DC IN, 2*HDMI, 2*LAN port(RJ-45),
6 * RS232 COM
- 설치 및 3년 A/S
◾ 회의록 기록시스템
- 클라언트의 서비스 가이더를 통한 회의 주관 및 진행
- 회의 담당자의 회의설정, 회의참석자 등록 및 각종 정보 확인
- 참석자들의 조직정보 등 등록 및 회의결과 확인/승인
- 클라이언트 회의록시스템의 회의내용 저장 및 회의록 출력
- 중앙 클라우드의 회의정보 연계학습 및 회의결과
연계학습
- 중앙 클라우드의 각 클라이언트 관리 및 빅데이터 등
통계분석 및 피드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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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유통
1

Logistics 4.0의 창고관리시스템 (WINUS)
기업명

㈜유로지스넷

주요 기능
◾ 차세대 WMS
- 다중 창고관리 가능(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물류센터 운영/조회 가능)
- ASP서비스로서 별도 개발 없이 각 화주/센터별 특성에 맞는 작업정책 설정/운영 가능
- RFID/바코드기반 모바일 운영 환경 제공
- 웹기반 창고관리시스템(언제, 어디서나 설치 없이 사용 가능)
- 상품, 물류용기 별도 관리(입출고, 재고관리) 가능
◾ 실시간 재고파악 및 이력추적
- 로케이션 별 실시간 재고 파악 가능
- 물류용기, 상품 이력추적 정보 확인 가능
주요 기능

내 용

주문관리

입출고 주문입력을 통한 창고관리 업무 수행

재고관리

총량 및 개체의 재고조회 및 재고이동, 재고실사, 임가공등 재고관련
작업 수행

통계관리

재고 데이터를 상세적으로 조회
로케이션별, 창고별, 유통기한별, LOT별등 재고조회, 이력추적

기준관리

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정보 및 센터별 작업정책 설정

정산
모바일

물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발행하는 입고료, 출고료등 기본적인 정산 산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문제 발생시 웹에서도 모바일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능 제공

특징 및 장점
◾ 다중 물류센터 운영
-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물류센터 운영
- 항만 운송과 같이 운송 재고 수량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운송용 물류센터로 설정 후
운송 중 재고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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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운영 어플리케이션 제공
- RFID/바코드 리더와 연계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현장 운영
- EPC 기반 코드 체계 준수
- 입고, 출고, 매핑, 재고이동, 정보조회 기능 제공
- 매핑프로세스를 통한 물류용기, 상품 정보 매핑 작업 실시
- 매핑해제 전까지 물류용기 인식만으로 상품정보도 동시 처리
◾ 실시간 재고파악
- 로케이션 별 재고 상태 파악 가능
- 적재, 장기보관 등 정보 조회 가능
◾ ASN(Advance Ship Notice)를 통한 주문 정보 생성
- 다중 물류센터 운영시 출고시 입고되는 물류센터에 자동으로 주문 생성
- 주문 생성 후 설정하는 프로세스까지 자동으로 진행 가능
◾ 다국어 적용 : 한·일·영·중국어 제공
◾ 통제 관리 : 유통기한, 중량에 대한 설정을 통한 통제 관리(입출고, 로케이션 추천, 재고실사)
서비스 구성도

- 16 -

활용 분야
◾ 창고(물류센터) 재고관리
- 창고(물류센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기반 창고관리시스템
- 창고(물류센터)내 입출고, 재고, 유통기한, 중량, 개체관리, 상세 로케이션 관리에 활용
◾ 다거점 창고(물류센터) 운영
- 다거점의 재고를 운영, 조회 가능
- 국내외 여러 거점의 재고관리 운영 및 실시간 데이터 조회 가능
주요 실적
◾다거점 창고(물류센터) 운영(자동차 부품)
- 한국 물류센터 → 수출선적 → 미국 물류센터 대상 물류센터 운영
- 한국 물류센터에서 제조사로부터 납품된 자동차 부품을 입고, 보관, 출고 매핑, 출고 처리
- 수출선적에서 운송중인 재고관리
- 미국 물류센터에서 입고, 보관, 이재, 매핑, 출고 처리
- 매핑프로세스 기반 입출고, 이력, 납품관리 수행
- 상품, 물류용기 별도 재고관리
- 미국 물류센터의 경우 랙 선반별 실시간 재고 파악 가능
◾ 다거점 창고(물류센터) 운영(자동차 부품)
- 한국 물류센터 → 수출선적 → 멕시코 물류센터 대상 물류센터 운영
- 미국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적용
◾ 다거점 창고(물류센터) 운영(자동차 부품)
- 한국 물류센터 → 수출선적 → 미국 물류센터 대상 물류센터 운영
- 다양한 형태의 입출고 운영(물류용기+상품, 물류용기+박스, 상품)
◾ 창고관리시스템 서비스 운영(전자제품)
- 해외에서 수입된 전자제품을 보관 후 출고하는 업무에 활용
◾ 창고관리시스템 서비스 운영(석재)
- 해외에서 수입된 석재 보관 후 출고하는 업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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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체기반 물류용기 관리 시스템(Logiarx)
기업명

㈜유로지스넷

주요 기능
◾ 물류용기에 장착한 RFID나 이차원 바코드로 수집한 정보를 가시화함으로써 물류용기 하나
하나가 ‘언제, 어디에,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한 “Web기반의 물류용기
개체관리 시스템”
◾ 물류용기 뿐 아니라 다양한 설비, 장비, 공구 및 기타 자산의 운영을 가시화 하여 재고와
운영 최적화, 분실방지에 의한 코스트 삭감 등, 자산운영 최적화를 실현
주요 기능
재고 파악
개체 정보 등록

내 용
임의의 거점을 지정해, 실시간으로 재고 검색
구입시기·단가·렌탈 정보 등의 개체 정보를 등록 및 관리

장기 체류 거점이나
재고가 많은 거점의 추출

장기 체류 거점의 수량과 체류일수 검색

이벤트 데이터를 검색
(입고, 출고, 재고실사 등)

조건에 따른 이벤트 데이터 검색

재고 상황이나 리드타임
데이터의 주별·월별 분석

미리 설정한 조건을 바탕으로 계산해, PDF로 리포트를
자동 출력
- 재고리포트, 리드타임 리포트, 거점 재고 리포트 등

특징 및 장점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SaaS)
- 초기 비용(서버 구입 및 구축비, 시스템 개발비용 등)이나 운영/보수(디스크나 메모리 증설 등),
이와 관계되는 인건비 등을 절감 가능
◾ 물류용기의 상태정보 관리
- 물류용기의 입고, 출고 뿐 아니라 상태정보 (적재·비어있음·검사·수리 등)를 부가해서
등록관리 가능
◾ 대쉬보드를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 운영상황을 가시화하여 한눈에 현재 상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운영 최적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
- 재고수, 체류 일수 등의 상한, 하한의 임계값을 설정하여 자동알람
◾ RFID 뿐 아니라 QR코드·바코드 대응 가능
◾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면, 어디에서라도 사용 가능
※ 추천 브라우져 : Internet Explorer 11 이상
◾ 다언어 대응(한·일·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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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물류용기 뿐 아니라 다양한 설비, 장비, 공구 및 기타 자산 관리에도 확장 적용이 가능
- 롤테이너, 파렛트, 플라스틱 박스 등 물류용기
- 물류 및 건설장비, 각종 가스통, 공구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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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 대형유통 업체 롤테이너 자산관리에 도입
- 2013년 9월부터, 점포 납품에 사용하는 약 80만대의 롤테이너 관리
- 수작업 입력 → RFID에 의한 자동화 실현(재고 가시화율 70%⇒99.6%)
- 데이터 정확도의 향상, 정기적인 재고조사를 그만둠, 인건비의 큰폭 삭감
- 장기 체류 점포의 회수 촉진이나 적정 재고의 유지·관리가 가능
◾ 맥주업체 탄산가스 봄베 자산관리에 도입
- 탄산 가스 봄베(약 50만개)의 자산관리에 RFID 기술을 도입
- 현장 작업의 효율화와 개체 데이터의 자산관리 분석에 큰 효과를 봄
- 수작업 입력 → RFID에 의한 자동화 실현(작업시간의 1/10로 단축)
- 데이터 정확도의 향상, 최적 재고수 분석에 활용, 구입 억제에 활용
◾ 건설기계업체 철제 파렛트 자산관리에 도입
- 50 종류 이상의 철제 파렛트에, QR코드 라벨을 장착하여 개체 관리
- 위탁처 및 해외 거점과 정보 공유,

자산의 폐기·구입 시점의 정확한 판단

- 물류용기 이용료 청구에서 제시하는 출하명세서의 개체별 출력 가능
◾ 고기능 필름업체 철제 파렛트 자산관리에 도입
- 2 종류의 철제 파렛트에, QR코드 라벨을 장착. 물류센터, 거래처와 1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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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설물 관리
1

O-LoRa 구조물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기업명

하이테크

주요 기능
◾ 기울기, 균열 등 구조물에 발생하는 변위량을 실시간으로 무선 원격 모니터링
- 변위량 감지 센서를 건축물 및 구조물에 부착하여 데이터 수집
- LoRa 무선 통신으로 게이트웨이 및 서버와 연동, 데이터 장기간 축적
- Web 기반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경고(알람), 통계 및 보고서 자동 산출
◾ 접착식 스마트라벨 및 온/습도, 진동/지진 등 추가적인 센서 적용 가능
- 초박막형 스티커 형태 센서의 파손(찢어짐)을 감지하여 경고 신호 발신
(접합면 이탈 및 벌어짐, 고정나사의 진동에 의한 풀림현상 등을 원격으로 감시 가능)
- 온/습도, 진동/지진 등 구조물의 변위량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를 함께 수집

특징 및 장점
◾ LoRa 무선 통신 기반으로 긴 무선통신 거리와 긴 배터리 수명, 단독망 구축 가능
- 약 1년 이상의 배터리 수명 (운용환경 및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게이트웨이(별도 판매)와 연동하여 로열티나 운영비를 내지 않는 단독망 구성 가능
◾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 자사 제공 데이터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초기구축비용 절감
- 통계 및 실시간 모니터링 (3D 및 2D 지도 기반), 모바일 인터페이스 제공
활용 분야
◾ 건축물 안전진단분야, 구조물 시공 및 개/보수 단계에서의 모니터링 활용
- 붕괴위험 노후건물이나 교량, 터널 등 SoC 시설물에 이상적인 안전진단 데이터 제공
- 건축문화재의 기울어짐, 틈새 벌어짐, 개/보수 공사 후 변위량 측정에 활용
◾ 도난, 파손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 가능
- 열림감지, GPS 위치추적 등 여러 센서의 조합을 통해 다용도로 응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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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주요 실적
◾ 사물인터넷 제품 서비스 검증확산사업 문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17.10~)
- 강원도내 4개 문화재 (석조 2개소, 목조 2개소) 적용
◾ 사물인터넷 제품 서비스 검증 확산사업 문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확산사업수행 (2018.06~)
- 강원도내 44개 문화재 추가적용 및 고도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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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난/재해
1

Anyconn (Anyconn DI, IoT 서비스 구축 플랫폼)
기업명

㈜애니컨

주요 기능
◾ 데이터 이관 및 연계(ETL / EAI / ESB)
- 다양한 소스 데이터(DB, File)등을 추출하여 변환 및 정제의 과정을 거쳐 소스 시스템에
적재, 전송 하는 기능.
◾ 데이터 동기화(DB 및 파일 동기화)
- 지정된 DB Table의 데이터 혹은 Directory의 파일을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동기화 하는 기술.
◾ 통합 개발 환경 제공(Anyconn Builder)
- Anyconn DI 개발을 위한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하여 ETL, EAI, ESB를 구현하도록 지
원하며 DB Tool 기능을 내장하여 다양한 환경의 DBMS 작업을 하는데 용이.
특징 및 장점
◾ 뛰어난 확장성
- Java, Javascript등의 언어로 기능 확장(사용자 함수 기능)이 가능하며 다양한 솔루션 및
시스템과 연동 가능.
- JDBC를 제공하는 DBMS는 모두 지원을 하며, TCP, UDP, MQTT, JMS등 다양한 프로
토콜을 지원.
- XML, JSON, Flat, Delimiter 등의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를 지원.
◾ 암호화 모듈 지원
- AES 방식의 암복호화 모듈/커맨드를 지원하여 쉽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
활용 분야
◾ IoT 시스템 구축
- Anyconn Cloud 및 Anyconn IoT 모듈을 이용하여 통합 IoT 플랫폼 구축
◾ 기업 내/외 데이터 이관 및 연계 시스템 구축
- 기업 내부 데이터 Migration 및 ETL 시스템 구현
- 외부 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EAI / E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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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주요 실적
◾ 한 살림 통합 식품 온습도 관리 시스템 구축
- 2016년 4월 구축
· Smart 온습도 센서를 이용한 온습도 측정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벤트 감지
서비스 구축
◾ DB 손해보험 농림부 연계
- DB 손해보험 농업경영체 DB 연계 Adaptor 구축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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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ubix Brain
기업명

SK테크엑스㈜

주요 기능
◾ IoT센서 데이터의 수집/분석(모니터링)을 통한 센서의 이상감지(오류감지 정확도 94.8%)
- 센서의 물리적 오류, 이상데이터 자동감지를 통한 ‘무결점 데이터’ 확보
◾ 센서 데이터 성능 보정(센서관측 정확도 최대120% 향상)
- 저가 센서로 고가 센서와 ‘유사 성능’ 구현
◾ Deep Learning 기반 센서데이터 처리 기술 및 Hadoop/Spark 기반 복합판단 핵심기술
- 200억건의 센서데이터에 기반한 독보적인 학습모델 보유
- Transfer Learning을 통해 경쟁사 대비 단시간 내 최상의 Performance를 제공

특징 및 장점
◾ 관리센서의 정확한 상태 모니터링 및 동작이상 센서/설비의 즉시파악으로 대규모 센서 네트웍
관리비용 절감
- 이상감지 시스템 관련 특허 보유: PCT/KR2017/011289, PCT/KR2017/011290, PCT/KR2017/011291
◾ 저가센서 보정기술 활용으로 초기투자비용 절감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신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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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IoT 전 영역에서 사용되는 모든 센서
- 에너지/제조/빌딩/농림/축산/건설/시설물 관리 등
주요 실적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스마트관리 지원환경 구축 과제 (2017~2018년)
- 진동, 전류, 미세먼지, 화학센서 데이터 보정 및 이상감지
◾ 대구광역시 스마트공원 미세먼지 정보 서비스 (2017~2018년)
- 미세먼지 데이터 보정 및 이상감지
◾ 농촌 ICT 창조마을 기상•미세먼지 정보 서비스 (2016~2018년)
- 대상지역: 포항, 영동, 함안, 홍성, 남원
- 미세먼지, 기상 데이터 보정 및 이상감지
◾ SK techx 웨더플래닛 기상정보 서비스(2013~2018년)
- 풍향/풍속/기온/습도/기압/강우량 6종 센서 이상감지, 데이터 보정
- 이상감지 모델의 정확도 (96.6%), 연간 운용비용 (50%) 절감
- 26 -

3

산업용 IoT 솔루션
기업명

㈜에이씨앤티시스템

주요 기능
◾ 최적의 유,무선 통합 시스템 제공
- 산업현장의 Ethernet/Serial 기반의 다양한 제어기기, 센서 등의 데이터를 통합 표준화
하여 제공
◾ 원격 감시/제어 통합 구축에 최상의 솔루션
- 고신뢰, 고성능의 산업용 무선 모뎀 및 RTU를 제공함으로 시스템 구축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
특징 및 장점
◾ 산업현장의 최적의 장비
- 국내자체생산 제품으로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지자체, LS산전, 삼성전자 등에 주로
납품하였으며, 다양한 현장장비의 프로토콜을 국제 표준으로 통합하여, 고신뢰, 고성능의
산업용 네트워크 디바이스 서버 및 최적의 산업용 무선 모뎀을 제공
- H/W가 분리된 이중화 설계를 통해 상,하위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분리함으로 보안 강화
및 외부 침입 보호 역할
◾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통한 데이터 표준화
- OPC UA, HSMS, BACnet, SQL, Modbus-TCP, DB Server & Client, XML, FEP 기능
등 다양한 상위 언어를 지원하여 폐쇄적인 시스템이 아닌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제공
활용 분야
◾ 다양한 수처리 분야
- 가압장, 배수지, 맨홀펌프장등 원격감시가 필요한 현장 및 다양한 프로토콜로 인해 분산
해서 장비관리를 하고 있는 현장의 시스템 통합을 필요로 하는 현장
◾ 다양한 공장자동화 분야
- 계측기기 및 전력량계 등 다양한 프로토콜로 분산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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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주요 실적
◾ 수처리 유무선 분야 실적
-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유무선 통합시스템 구축(1차,2차,3차) 적용 2015년 ~2017년
- 포항대구 상수도 무선원격감시시스템 구축 적용 2017년 6월
- 부산 차집시설 개량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적용 2016년 11월
◾ 공장자동화 분야 실적
- 삼성전자 평택공장 Gateway 통합 적용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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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레저/오락
1

그림감상 솔루션(스케쥴링&큐레이션시스템)
기업명

㈜앳디드

주요 기능
◾ 맞춤형 그림감상서비스
- 시스템에 탑재된 다양한 감상맵(취향별, 대상별, 시즌별, 수준별 등)에서 원하는 감상탭
과 스케쥴을 선택함
◾ 원하는 스케쥴링 서비스
- 이용자가 설정한 시간에 알림을 주어 시간을 놓치지 않고 감상할 수 있게 함
◾ 그림감상 추천서비스
-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위한 지원서비스
특징 및 장점
◾ 아트웍 빅데이터 구축
- 축적된 미술작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림감상 큐레이션 시스템 구축함. 서비스 대상별
서비스 인터페이스(Targeted System) 부문 추가 예정.
- 미술감상 큐레이션 검색
- 다양한 그림감상맵에서 개인이 원하는 또는 목적에 맞는 미술감상 탭 서치 가능
◾ 스케쥴링 관리
- 원하는 작품감상의 시간과 일정, 기간 등을 스케쥴링 및 알람기능
활용 분야
◾ 스마트 홈(오피스) 문화서비스
- 단순한 문화향유 외에 가족을 위한, 직장인을 위한, 노인을 위한, 도시민을 위한 주제별
문화서비스용 콘텐츠로 활용
◾ 헬스케어 콘텐츠서비스
- 아트테라피 및 힐링을 부각시킨 감상탭을 활용하여 정기적인 건강관리 도우미 서비스,
심리서비스 기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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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시티 IoT를 활용한 아트Road, 아트Wall, 아트Window 구현
- 주기적인 교체와 구역별 맞춤콘텐츠 활용 가능
◾ 창의교육 솔루션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목적 및 대상별에 따른 창의적 체험 교육 제공

서비스 구성도

주요 실적
◾ 2011.07 ~ 2017.01 : 관세청 그림감상서비스(월간 스케쥴링) 적용
◾ 2014.03 ~ 현재 : 관악구청 그림감상서비스(월간 스케쥴링) 적용
◾ 2015.11 ~ 현재 : 과천시청 그림감상서비스(월간 스케쥴링) 적용
◾ 2017.12 ~ 현재 : 서울세관본부 그림감상서비스(월간 스케쥴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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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1

UBIVELOX Global IoT Connectivity Service
기업명

유비벨록스㈜

주요 기능
◾ Global IoT Connectivity 서비스란 전세계 200여개국 600여개 MNO(이통사)와 모바일 망
제휴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별도의 통신사 제휴 또는 USIM 변경 없이도
모바일 망 접속(Connectivity)이 가능한 서비스임
◾ 전세계적으로 3G/4G 기반의 빠르고, 안정적인 접속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B2B, B2C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가능
◾ IoT 서비스 특성에 맞게 국가별, 데이터 별 다양한 요금제 제공

특징 및 장점
◾ 국가, 이통사, 디바이스 별 구분 또는 변경 없이, 하나의 USIM으로 국가별 이동에도 자동으로
망 접속(Connectivity) 유지가 가능한 USIM 제공
◾ 국내/해외 이통사 망 접속을 위한 별도의 Device 인증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 해당 IoT Connectivity Service에 최적화된 통신모듈제공가능

활용 분야
◾ IoT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모바일 네트워크 접속이 필요한 전 분야
: 원격검침, 트래킹, 홈IoT, 헬스, 위치추적, 건설, 안전, 자동차, 공장 자동화, 자산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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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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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용 모듈
통신모듈

1

BP-RLS1804 LoRa full SiP (MCU+LoRa RF)
기업명

㈜바른전자

주요 기능
◾ 초저전력의 효율을 가진 Powerful MCU 내장
- The ultra-low-power STM32 MCU / USB 2.0 interface with the high-performance,
high speed embedded memories, and enhanced I/Os and peripherals
- Arm® Cortex®-M0+ 32-bit RISC core, 192Kbytes flash memory, 20 Kbytes RAM
◾ Fully support LoRaTM/LoRaRF를 완벽하게 지원
- RLS180x series support LoRaTM including LoRaWAN ™
- SEMtech/SX1276 LoRa RF Modem 내장
◾ Security & low current consumption / 보안 기능 및 매우 낮은 전류 소모
- 보안 chip 내장 (option) + long battery life
- Symmetric Crypto Engine 사용 : LEA[128bit], AES[128bit], ARIA[128bit]
특징 및 장점
◾ Ultra Small Package 에 MCU + LoRa Transceiver + Security 기능 구현
- 10 x 10 mm2,T=1.3mm
◾ 각종 센서 연결을 위한 다양한 인터페이스 지원
- SPI, I2C, UART, USB, ADC
◾ 다양한 기능 구현을 위한 메모리 내장
- ST社 STM32L072 MCU 사용(192 KB Flash memory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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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구 분

min

Typ.

Max

Tx power

-

18 dBm

Rx Sensitivity (SF = 12)

-

-136 dBm

Freq Range

920 MHz

~

923 MHz

Freq. Tolerance

-25 KHz

~

25 KHz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Smart Metering, Remote monitoring and control, Home Automation 구현
- Energy and water monitoring, Wireless sensor network, Smart home, Smart
City 등 LoRa 통신이 필요한 소형 단말기기
주요 실적
◾ 소형 LoRa Module
- 스마트워치 (18년10월) , 스마트 미터링 (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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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oT 개발 모듈 (Anyconn IoT 모듈)
기업명

㈜애니컨

주요 기능
◾ MCU 내장 Wifi 통신 IoT 모듈
◾ 센서 및 장비로부터 Data Sensing, 전송
◾ 서비 및 타 기기로부터 데이터 수신, 기기 제어
특징 및 장점
◾ 모듈 (H/W)
- 저 전력 Wifi 모드 지원
- 이기종 기기간 Direct Wifi 통신 지원
- UART, digital, analog 통신 지원
- 장치 성능 개선을 위한 Application용 내장 캐시 메모리 보유
- KC적합인증(무선, 전자파)
- FCC/CE/TELEC/SRRC 인증
- 보안 : WPA/WPA2 지원
- 암호화 : WEP/TKIP/AES 지원
◾ 개발 Tool (S/W)
- 편리한 모듈 프로그램 개발 환경
- 다양한 모듈 기능 테스트를 위한 다기능 개발 Tool
제품 규격
구 분

제품크기

통신방식

주파수

동작전압

M형

25mm*35mm

Wifi(IEEE802.11 b/g/n)

2.4Ghz

5V

G형

52mm*70mm

Wifi(IEEE802.11 b/g/n)

2.4Ghz

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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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M형)

(G형)

활용 분야
◾ 스마트플러그와 스마트온습도계
- 스마트플러그와 스마트온습도계를 사용하여 전력사용량 및 온습도 환경데이터 수집 가능.

주요 실적
◾ 한 살림 통합 식품 온습도 관리 시스템 구축
- 2016년 4월 구축
· Smart 온습도 센서를 이용한 온습도 측정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벤트 감지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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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866-KS
기업명

㈜ 텔릿와이어리스솔루션즈

주요 기능
◾ SKT 망 인증 완료한 LTE Cat 1 통신 모듈
◾ 기존 LTE 제품 보다 낮은 비용, 낮은 전력 소모
◾ 공간 제한적인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초소형 모듈
◾ 무선 펌웨어 업데이트 및 디바이스 관리 지원
특징 및 장점
◾ 텔릿 xE866 패밀리 제품과 동일한 폼팩터로 xE866 제품군의 2G, 3G, LTE Cat.
M1/NB1 통신 모듈과 간편하게 pin-to-pin 교체 가능
◾ 크기가 작은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최소형 LGA 폼팩터 패키지
◾ GNSS 모듈과 번들링이 쉬워 위치 및 타이밍 의존적인 애플리케이션 지원 가능
제품 규격
◾ 텔릿 xE866 패밀리 폼팩터, 15x25x2.2mm LGA 패키지
◾ LTE Cat. 1, 3GPP Release 9, 다운링크/업링크 최대 10/5 Mbps,
◾ 4G 밴드 (MHz): B3 (1800), B5 (850)
◾ Rx 다이버시티 (싱글 Rx 옵션 선택 가능)
제품 사진

주요 실적
◾ 스마트 미터링, 웨어러블, 텔레매틱스, 헬스케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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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IoT 모듈 (TPB20-5 / TPB30)
기업명

LG유플러스

주요 기능
◾ LG유플러스 이통사 NB-IoT(Rel 14)통신 지원
◾ 제조사 : 써컴 (Sercomm)
특징 및 장점
◾ 데이터 통신용 내장형 Module이며, NB-IoT 통신 지원
- Data속도는 Down link 21.2kbps, UP link 15.6Kpbs/62.5Kbps(ST/MT)
- TPB30 : TCP/IP지원, IPv6지원,원격개통(OTA)지원
◾ 전력 소모를 최적화 하여 배터리 수명 연장
- IDLE state Current : 0.9mA / PSM state Current：7uA
◾ 길숙한 실내 환경에서도 우수한 커버리지 제공
- LTE대비 20dB이상 커버리지 이득
제품 규격
Item
출시
Chipset
Frequency Band
Package
Pin Number
Supply Voltage Range
operating temperature
storage temperature
Dimension
Weight
AT Command
Data Transmission
power saving mode
Output Power
Sensitivity
Typical current (mA)

TPB20-5
TPB30
2017년 4월
2018년 7월
Hi2110
Hi2115(Boudica150)
B5(LTE_FDD_850M:in-band/guard-band/stand-alone)
LCC or LGA TBD
LGA
94
3.0~4.2V Typical: 3.5V
-20°C～+65°C
-40℃～85℃
22mm×13.5mm×2.5mm (H)
1.6g
1.Support via UART / 2.3GPPTR45.820기반
DL: 26kbps, UL: 15.6kbps/62.5Kbps(ST/MT)
Support PSM and extended DRX
23dBm
-135dBm
TX：238mA (Tx 23dBm기준)
IDLEstateCurrent:0.9mA / PSMstateCurrent：7uA

module interface
(UART/ADC/Antenna개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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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및 실적
◾ 가스 검침(AMI) 솔루션 적용 (2017년 9월)
◾ 전기 원격검침(AMI) 솔루션 적용(2017년 10월)
◾ 스마트 배관망 원격관리 솔루션 적용 (2017년 12월)
◾ 공공 자전거 관리 솔루션 적용(2018년 1월)
◾ 스마트 쓰레기 수거 관리 솔루션 적용(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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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CU-890S
기업명

㈜우진네트웍스

주요 기능
◾ 1 : 1 M2M 통신
- 상대방 모뎀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1 통신기능을 제공
◾ 1 : N M2M 통신
- 다수의 모뎀이 하나의 모뎀에 M2M 방식으로 접속하여 통신하는 기능
· 방화벽을 열 수 없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
◾ SMS 송수신
- AT 명령어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SMS를 송수신 할 수 있음
특징 및 장점
◾ Always on
- 호스트의 제어가 없어도 설정된 서버정보, 모뎀 정보를 이용하여 항상 접속을 유지하는 기능
- 호스트가 모뎀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예, 로고등)에 유용
◾ HTTP command
- 내장된 CURL command를 이용하여 GET, POST 등의 다양한 HTTP 처리가 가능
◾ VPN 클라이언트
- PPTP, OpenVPN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위네트워크에서 모뎀에 연결된 호스트로 접속이 가능
제품 규격
구 분
입력전원
제품사이즈
동작온도
무선 통신 방식
KC인증번호
RS-232
안테나 포트
LED
SIM Slot
Ethernet

내 용
DC 5V 1.2A 이상
105mm(가로) * 80mm(세로) * 30mm(높이)
-20℃ ~ 70℃
SKT + 3G WCDMA, LTE B3/B5
R-RMM-WJ7-RCU-890S
DB9 Female 1개
2 (메인/다이버시티), SMA female
상태 LED 6개
1개
RJ-45 Female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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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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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RF Module For LoRaWAN
기업명

㈜이더블유비엠

주요 기능
◾ MS500 에 기반한 H/W Security 가 적용된 Secure LoRaWAN RF 모듈
- 보안 MCU 채택으로 높은 보안성 실현 (상세 내용은 제품 규격의 Security Feature 참조)
- 국내 LoRa 규격 KR920 인증 완료 (By DEKRA). 일본/아시아 규격 AS923 인증 완료
- 국내 SK Telecom LoRa 통신 인증 완료
- H/W SoC 기반의 PKI 솔루션 지원, 높은 보안성의 Private LoRaWAN 구축 가능
특징 및 장점
◾ 평지 7Km, 지하 2층~3층, 지상 8층 환경에서 (Ground Floor Gateway 설치) 통신 테스트 완료
◾ 보안 전문 회사의 보안 MCU, MS500 과 同 회사의 LoRa Protocol 탑재로 높은 보안성 구현
◾ H/W chip based 의 PKI 구축 지원
◾ LoRaWAN User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Aduino Shield Type 개발 보드 지원
◾ Ultra Low Power For IoT/Smart Grid/AMI Network Communication
제품 규격
◾ CPU & MEMORIES
- 32-BIT ARM® Cortex-M0™ Up to 100 MHz operation frequency
- SRAM 64KB, Boot ROM 8KB, Internal Flash Memory 4MB in MS500
◾ Frequency Range
- 902~928 MHz (US model)

- 920~923 MHz (KR, Asia Model)

- 470~510 MHz (China)
◾ Output Power Level : Up To +14dBm
◾ Sensitivity Download : Up To -136dBm
◾ Command Set : Standard and Extended AT Commands
◾ Security Features
- Secure Boot (Firmware Integrity Checking) - Secure Storage For LoRa Protocol and Firmware
- Secure Key Management

-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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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보안성이 높은 통신이 요구되는 LoRaWAN 통신 및 LoRaWAN 사설망용 보안 통신 모듈
- AutomatedMeterReading
- Home/Building/Industrial Automation
- Industrial Monitoring and Control
- 소방 방재, 시설물 상태 감시, 전기자동차 충전 Stand, Moving Object Tracking 등

주요 실적
◾ SK Telecom LoRaWAN 인증
◾ 국내 향 KR920 인증 완료, 일본/아시아 AS923 인증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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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866A1-P
기업명

㈜텔릿와이어리스솔루션즈

주요 기능
◾ WLAN IEEE 802.11 b/g/n 표준 지원 Wi-Fi 모듈
◾ FCC/IC, CE, Wi-Fi 사전 인증 완료
특징 및 장점
◾ 낮은 전력 소모: 3.1V-4.5V, 3.8V nominal
◾ 텔릿 xE910 패밀리의 2G/3G 및 LTE 모듈과 번들링 가능
◾ 우수한 보안 기능
◾ 산업용 등급의 온도 범위
제품 규격
◾ 텔릿 xE866 패밀리 폼팩터, 15 x 19 x 2.2mm LGA 패키지
◾ 컴패니언 타입 IoT 모듈 (호스트 인터페이스: 4 와이어-UART/SPI)
◾ WLAN IEEE 802.11 b/g/n (2.4GHz) 표준 지원
◾ 스테이션 모드, 최대 4개 AP, 와이파이 브라우저 및 다이렉트 지원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스마트 에너지, 센서 네트워크, 홈 오토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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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Reader Module : RED4S
기업명

㈜파이칩스

주요 기능
◾ 낮은 소비 전력, 초소형 RFID Reader Module
특징 및 장점
◾ Output Power: 27dBm
◾ 초소형: 24 x 24 x 3mm
◾ EPC Gen2 V2 지원
◾ 저전력: 550mA @ 27dBm CW, 20mA @ idle mode > 10mA @ power down mode
제품 규격
Item

Description

Item

Description

Reader Chipset

PR9200

Air Protocol

ISO 18000-6C
/ EPC Gen2 V2

Modulation

DSB-ASK

Interface

UART(default)

Output Power

27dBm typ.
(Adjustable by 1dB

Channel Share
Encoding
Supply Voltage

Power Range

Frequency Hopping
or LBT
(Listen-Before-Talk)
Miller 2, 4, 8, and
FM0
(default: M4)
3.3V (DC±5%)
13 ~ 27dBm
(Japan: 13 ~

Power Consumption

23dBm)
Leakage
Cancellation
Weight

step)
550mA @ 27dBm
CW
20mA @ idle mode
>10mA @ power
down mode

Available

Size (W x L x H)

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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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RFID Dongle Reader
◾ RFID Jacket Reader
◾ RFID Desktop Reader
◾ RFID Handheld Reader
◾ RFID Fixed Reader
◾ Etc

주요 실적
◾ 2018 상반기 4,800개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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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공조 설비 ClimaCheck 성능 분석 계측 시스템
기업명

더하임엔지니어링㈜

주요 기능
◾ 냉동공조설비의 성능, 효율 및 운전 데이터를 원격 감시(모니터링), 진단 및 커미셔닝
- 성능: COP – EER- KW/RT, SEI, 냉각/난방 용량
- 효율: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냉매사이클 효율,
- 운전 데이터: 고저압 압력/온도, 증발/응축 온도, 과열/과냉도, 소비전력(KW)/ 전력량(KWH)
냉수/냉각수 유량 및 열회수용량,
특징 및 장점
◾ 운전중인 냉동 공조 설비의 성능 및 효율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최대 효율로 운전 가능
하게 함
- 에너지 절감 (현재는 성능과 효율을 알 수 없는 Black box 영역임)
◾ ClimaCheck online 과 연계 냉동 공조 설비의 주위 온도 대비 사용 에너지 및 최적화
전후의 사용 에너지 비교하여 에너지 절감 량을 표시·
◾ ClimaCheck online과 연계 냉동 공조 설비의 이상 예상 시 사전에 경보 신호 발송
(이메일/ SMS)하여 예방 정비 실시로 설비의 효율적 관리 및 수명 연장.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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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구 분
아날로그 입력
(Main board)
아날로그 입력
(Module)
디지털 입력 및
출력

4 x 아날로그 (0-10V, 4-20 mA)
8 x 아날로그(0-10V /4-20mA) / PT1000(온도)를 조합하여
설정 가능, 1-wire temperature sensor
8 x 디지털 입력, 8 x solid-state 디지털 출력

통신

Ethernet / Modbus

센서

PT1000(온도), 1-wire temperature sensor, 압력센서, 전력계 공급

전원공급방식
제품 크기
※

내 용

외부전원 AC220V / DC24V, 15W
H 500 x W 285 x D 136

아날로그 입력 점수는 I/O 모듈 추가로 증가 할 수 있음.

활용 분야
◾냉동공조설비에 적용 / 냉동기 (냉동/냉장), 히트펌프, 에어컨

주요 실적
◾전주 전기안전공사 본사 사옥 히트펌프 설비에 적용: 2016, 8 납품
◾서울 에너지드림센터 터보냉동기, 히트펌프 설비에 적용: 2016.10 납품
◾경북 대구 기술 과학원 터보냉동기에 냉동 설비 실시간 감시 프로젝트: 2017. 4 -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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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정의 버튼형 비콘
기업명

나인플랫폼

주요 기능
◾ 개인 지정 서비스 기능
- 특정번호로 전화. 문자 보내기, 특정 앱 실행하기 등
◾ 공공 서비스 기능
- 가로등 불 켜기, 보행자 신호등 운용, 장애인 도우미 호출 등
◾ 긴급 구조 서비스 기능
- 긴급구호요청, 미아신고, 조난신고, 모바일 사이렌 등
특징 및 장점
◾ 사용자의 요구 및 상황에 맞는 서비스 제공
- 버튼을 누르는 패턴과 신호 송출 여부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 가능.
- 스마트 앱이 해당 신호를 수신하고 그에 따르는 서비스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 가능.
◾ 비콘과 연동된 스마트 앱
- 전용 앱을 통해 비콘의 버튼에 대한 기능 및 실행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음.
제품 규격
구 분

내용

제품구성

비콘, 전용앱

통신방식

블루투스 4.0 BLE

전원공급방식

자체내장배터리

제품 크기

31 x 31 x 7.5mm

PCB

케이스 크기

50 x 70 x 13 mm
37 x 42 x 32 mm

케릭터 2모델
3D 프린팅

활용 분야
◾ 미아방지 및 치매노인 보호 시스템
◾ 출결 시스템(학교, 학원, 등하교, 회사)
◾ 팬미팅, 마트, 축제 등 이벤트 시스템
◾ 스마트 홈 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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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곰돌이캐릭터비콘

꿀꿀이캐릭터비콘

케이스 없는 형태

사용 방법

주요 실적
◾2018년 하반기 울산관내 노인복지센터 및 아동보호기관에 시범납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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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탑 보드 또는 IoT HUB
기업명

이프전자㈜

주요 기능
◾ 제어 정보 데이터 수신기능
- LTE모듈과 기지국과 이동 통신기능
- 스마트 폰의 리모콘 앱으로부터 전송되는 제어 정보 데이터를 LTE모듈을 통하여 셋탑
보드로 수신한다.
◾ 제어 정보 데이터 분석 및 사용자 인증 기능
- 스마트 폰의 사용자 인증 및 단말 기기의 기능 데이터 분석
- 셋탑 보드의 MCU에서 제어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스마트 폰의 사용자를 인증하고
단말 기기의 기능 데이터를 분석한다.
◾ 단말 기기의 기능 데이터 전송 및 제어 결과 통지 기능
- 셋탑 보드가 제어 보드로 단말 기기의 기능 데이터를 제공하고 단말 기기의 기능 제어
결과를 스마트 폰으로 통지해 준다.
◾ 센서 인지 상태 통지 기능
- 센서 작동으로 인한 센서 인지 신호를 제공받는 경우에 셋탑 보드에서 스마트 폰으로
센서 인지 상태를 통지해 준다.
특징 및 장점
◾ 원거리 통신/빠른 응답(3s ~ 5s) 통지/보안성 우수/보조 밧테리(5V/2A) 동작/
설치 및 유지보수 용이
◾ 통합제어보드/LTE모듈탑재/BT통신,RS485통신,RS232통신/WiFi모듈 탑재 가능,
센서모듈 부착 가능
◾ 네트워크 서버 없이,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빌라) 및 단독주택 모두 사용 가능
제품 규격
구 분

셋탑 보드

모델명

EFC-SB-210803

입력장치

리모콘 앱/센서모듈

출력장치

RS485/RF 통신모듈

사용자의 수

5인

크기

100 x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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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스마트 홈 / 스마트 팜 / 텔레매트릭스 / 기타 원격제어 산업분야
주요 실적
◾ 홈 어플라이언스 / 농업용 시설장비를 인공지능 및 원격제어할 수 있는 셋탑보드에
의하여 스마트 산업기술의 혁신을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2014.03.03.

법인사업자 등록

2015.01.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정회원 가입

2017.05.

2017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COEX 전시회 참가

2017.08.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 스마트팜코리아 참가업체 등록

2017.12.

셋탑 보드 상용화 제품의 하드웨어 개발 완료

~ 현재

셋탑보드 상용화 제품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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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단말기기
생체 인식 단말기기

1

USB Type FIDO External Authenticator
기업명

㈜이더블유비엠

주요 기능
◾ FIDO2, FIDO U2F 를 지원하는 USB Type External Authenticator
- Industry용 지문 센서와 PB사의 지문 알고리즘을 채택한 고신뢰도의 FIDO 인증 제품
- ID, Password 입력하는 과정 없이, 지문 인식으로 즉각적인 Log-in (FIDO 2 지원 예정)
- 보안 MCU 채택으로 높은 보안성 실현 (상세 내용은 제품 규격의 Security Feature 참조)

특징 및 장점
◾ FIDO 2 를 지원하는 최초의 External Authenticator 로 기획된 상품
- FIDO 2 는 Web Browser 에서 ID, Password 입력 없이 생체 정보 만으로 Log-in 을 지원
- USB 본체 Metal 소재로 내구성을 높이고 외장 디자인의 고급화
- Metal Case 채택으로 충격으로 인한 제품 고장을 방지하고 지문 센서 보호 및 USB
본체의 분실 방지성을 높임
- Neckless Type 디자인으로 개인 인증을 위한 휴대성을 극대화

제품 규격
◾ CPU & MEMORIES
- 32-BIT ARM® Cortex-M0™ Up to 100 MHz operation frequency
- SRAM 64 KB, Boot ROM 8 KB
◾ Support FIDO 1.1, FIDO UAF/U2F. FIDO 2 To Be Supported
◾ Support Window 7, Window 10, MacOS
◾ Fingerprint Sensor Pixel : 160x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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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Detail
- Aluminum Case for Tamper Evident
- Case Size : 43.9 x 12.2 x 18.8
- Case Color : Silver
◾ Security Features
- Secure Boot (Firmware Integrity Checking)
- Secure Storage For Fingerprint Image and Fingerprint Algorithm
- Secure Key Management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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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병원, 기관, 첨단 기술 기업 등, 확실한 개인 인증을 통해 시스템 Log-in 이 필요한 분야
◾ 웹상에서 ID, Password 의 해킹 위험을 원천 차단 하고자 하는 개인 사용자
◾ ID, Password 입력의 번거로움이나 비효율, 에러, 해킹을 해결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

활용 분야
◾ 2018 RSA 전시회에서 세계 최고 FIDO 2 Ready External Authenticator 발표
◾ 국내 최대 보안 SI 업체에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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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측위 단말기

1

위치 트래킹 서비스
기업명

SK브로드밴드㈜

주요 기능
◾ 실시간 위치 파악
- 차량, 이동자산, 대인 등 실시간 위치 파악 및 이동경로 제공 / 긴급상황 시 SOS 호출
◾ 지정위치 진입 확인
- 관리자가 지정한 특정 위치에 이동체 진입 혹은 이탈 여부 관리•
◾ 차량 운행 기록
- 과속/연비/주유/소모품 등 차량 운행관리 모니터링 및 자동운행기록계 작성

특징 및 장점
◾ SKT LoRa 통신을 이용 타사 대비 저렴한 이용 요금
- LPWA 기반의 LoRa 통신으로 기존 3G/LTE 대비 최소 30% 통신요금 절감 효과
- LoRa 통신 Chip으로 기존 3G/LTE 대비 단말 가격도 최소 20% 절감
◾ SK브로드밴드 LBS 플랫폼에서 위치트래킹 서비스 직접 제공
-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 Customizing 제공·
◾ 전문 인력의 24시간 365일 관제 모니터링
- 24시간 고객의 불편 사항 및 장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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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프랜차이즈 배송 트래킹
- 주문한 배달음식이 언제쯤 올지 궁금해하는 고객에게 실시간 배송현황을 알려줄 수 있
습니다.
◾ 유치원/학원/학교 셔틀버스
-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학부모에게 실시간 차량위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 렌터카/법인 차량
- 운행중인 차량의 운행현황 및 소모품 주기관리, 운전자의 운전습관 분석을 통하여 유류비
절감이 가능하며, 법인차량 세제혜택을 위한 운행기록계가 자동 작성됩니다.
◾ 치매노인 안심귀가
- 치매노인 외출 시, 실시간 위치 트래킹이 가능하여 안심하게 귀가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실적
◾ 도미노피자 실시간 배송 트래킹(2018년 4월)
◾ 상명사대부속유치원/명지초등학교 셔틀버스(2018년 4월)
◾ 부천시청/과천시청 치매노인안심귀가(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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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감시 단말기기

1

IoT 환경 센서
기업명

SK테크엑스㈜

주요 기능
◾ 기온, 기압, 습도, 풍향/풍속, 강수량 등의 기상정보 및 침수감지, 수위, 토양상태 관측
◾ 초미세먼지, CO, NO2, SO2 등의 다양한 환경유해 요소물질 관측
◾ WI-Fi, LPWAN(저전력 광대역 통신망 LoRa, NB-IoT, LTE-M) 등의 통신망 사용

특징 및 장점
◾ 비용 최적화된 구축기법 적용
◾ 최상의 데이터 품질 확보 가능
◾ 클라우드 기반 관제기술 적용

제품 규격
구 분

크기(mm)

무게

측정요소

통신방식

통합대기질
센서

460 x 170 x 500

7kg

온도, 습도,
기압풍향/풍속, PM2.5,
CO/ NO2/ SO2

SKT Lora

상전, 24VDC(±20%),
Max. 4.0A

미세먼지센서

220 x 180 x 380

1.9kg

온도, 습도,
PM1.0, PM2.5,
PM10

SKT Lora

상전,
110~240VAC(50/60Hz),
Max. 250mA

전기전도식
수위센서

100 X 940 X 80

1.0kg

수위

블루투스

3.6V, Max. 100mA
(3.6V, 19.0Ah LITHIUM)

정전용량식
침수감지센서

함체: 278 X 188 X 13
센서: 162X Ø68

함체:
5.1kg
센서:
2.9kg

수위

SKT Lora

전압 : 12V, 5A
소비전류 : 3~4mAh

진동센서

100 x 10

100g

3 축 진동

SKT Lora

배터리: 1,500mAh

SKT Lora

Active: 25 ~ 60mA
Sleep:0.4mA(충전컨트롤
사용시 0.8mA)
SolarPanel:DC6V170mA
(Lithium)3.7V4800mAh

토양센서

100 x 150 x 70

270g

지온, 지습,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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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대기환경 측정 및 모니터링 활용 분야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전국 지자체
- 대기오염 발생 및 대기질 관리 필요지역 등
주요 실적
◾ 금지면 ICT창조마을통합기상알리미 국지성 기상장비제공서비스 시스템구축 (2018)
◾ 16년 수주 충북영동 황금을 따는 창조마을 구축사업 (2016. 12 ~2017. 4)
◾ 16년 수주 포항상옥 ICT창조마을 구축사업_기상정보 (2016. 9 ~2016. 11)
◾ 수도권 자동기상관측장비 기상관측자료 구매 (2016. 7 ~2016. 12)
◾ “창조마을실증과제” 구축 용역 계약 (2015.12. 8 ~2015. 12. 31)
◾ 수도권 통합기상관측장비 기상관측자료 구매 (2014. 12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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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시설 모니터링 단말기기

1

IoT 기반 다목적 토양∙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기업명

테크나인㈜

주요 기능
◾ IoT 기반 토양 안전 데이터 수집
- 식물 생장 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 : 필수 센서 4종 데이터 수집 및 관수 기능 지원
- 토양 오염원에 대한 안전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 토양 4종과 가스 4종 센서 데이터 수집
◾ IoT 기반 시설물 안전 데이터 수집
- 시설물의 미세한 기울기, 위치 변동 데이터 실시간 수집이 가능한 센서 데이터 수집
◾ IoT 토양∙안전 모니터링 플랫폼
- IoT 장치로부터 실시간 수집된 (Big)data를 Web/App으로 편리하게 조회, 관리 가능
- 설정 기준에 따른 알림 기능, 기상 data 연동 상관 관계 분석 기능 지원
특징 및 장점
◾ 국내 주요 통신사의 IoT 전용 네트워크 지원 (NB-IoT, RoLa, CatM1)
◾ Hybrid 전원 공급 체계 (1차 배터리 or 2차 배터리(solar cell 포함))
◾ 지하 10m 이상의 센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규격 적용(RS-485, 1km 이상 1:N 통신 가능)
◾ 사용자 편리성 향상을 위해 Map 기반 장치 표시, data별 graph 표시, 엑셀 다운로드 지원
◾ 수집기 상태 표시 LED 등과 정확한 설치 위치/도난 방지를 위한 GPS 장착 가능
제품 규격
구 분

토양 모니터링

안전 모니터링

다목적 모니터링

용도

식물 생장 환경
관리

시설물 안전 관리

식물 생장 환경 및 토양
안전도 관리
시설물 안전 상태 관리

센서 타입

(토양)수분/지온/EC/
pH

9축/진동 센서,
GPS

(토양)수분/지온/EC/pH
(가스)CH4/CO2/H2S/O2
9축/진동 센서, GPS

통신 방식

LPWAN

LPWAN

LPWAN

전원 방식

1차 배터리
2차 배터리/솔라셀

1차 배터리
2차 배터리/솔라셀

1차 배터리
2차 배터리/솔라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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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토양 정보 시스템

시설물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다목적 토양∙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분야
◾ 토양 안전
- 대단위 농장, 가로수, 조경수 생장 환경 모니터링
- 오염 물질 발생 축사/공장 주변, 가축 매몰지 주변 토양 안전 모니터링
◾ 시설물 안전
- 공공 시설물(교량, 터널, 송전탑), 일반 시설물(타워크레인, 전신주, 축대) 안전 모니터링
- 지진, 노후 건축물, 땅 밀림, 산사태 예상 지역 안전 모니터링
주요 실적
◾ 홍익대학교 토양 수분 데이터 수집기 납품 (2018년 5월)
◾ 삼성물산 토양 정보 수집기 납품 (2018년 5월)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토양 정보 수집기 납품예정 (2018년 7월)
◾ LH공사-세종시 스마트파크 토양 정보 수집기 납품예정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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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LoRa 구조물 안전 모니터링 센서
기업명

하이테크

주요 기능
◾ 기울기, 균열, 진동/지진 등 변위량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
- 건축물 및 구조물의 변위량을 측정을 원하는 부위에 직접 부착하여 모니터링
- 배터리 기반 소형 무선센서로 추가적인 전원, 통신 배선작업 불필요
- 온/습도, 기상센서등과 연계하여 환경에 따른 변위량 변화데이터 산출 가능
◾ 접착식 스마트라벨을 통한 부재 이탈과 나사풀림현상 감시
- 초박막형 스티커 형태 센서의 파손(찢어짐)을 감지하여 경고 신호 발신
- 접합면의 이탈 및 벌어짐, 고정나사의 진동에 의한 풀림현상 등을 원격으로 감시 가능
- 무인 24시간 안전감시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솔루션
특징 및 장점
◾ LoRa 무선 통신 기반으로 긴 무선통신 거리와 긴 배터리 수명, 단독망 구축 가능
- 약 1년 이상의 배터리 수명 (운용환경 및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게이트웨이(별도 판매)와 연동하여 로열티나 운영비를 내지 않는 단독망 구성 가능
◾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측정부위에 직접 부착
- 작은 크기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측정부위에 단독형으로 직접 부착 가능
제품 규격
구 분

규격

상세규격

비고

통신방식

LoRa 또는 FSK

920MHz ISM

단독망 구축 가능

전원공급방식

3.6V Li-ion 배터리:
AA 또는 D-Type

최대 10,000mAh
(D-Type)

주문사양 (변경가능)

균열센서

50W*40H*15D

무게: 약 20g

기울기센서

50W*40H*30D

무게: 약 25g

전원장치(배터리)

80W*100H*35D

무게: 약 500g

제품크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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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건축물 안전진단분야, 구조물 시공 및 개/보수 단계에서의 모니터링 등
- 붕괴위험 노후건물이나 교량, 터널 등 SoC 시설물에 이상적인 안전진단 데이터 제공
주요 실적
◾ 2017 사물인터넷 제품 서비스 검증 확산 사업 문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중
- 강원도내 4개 문화재 (석조 2개소, 목조 2개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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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원격)제어 단말기기

1

CDL-220PB (스마트도어락)
기업명

㈜코맥스

주요 기능
◾ 기본 기능 - 출입문 개폐 기능
- 스마트 도어락에 비밀번호 입력 / RF카드 태그를 함으로써 출입문 개폐
◾ 부가 기능 - 스마트폰 연동 기능
- 스마트 도어락과 사용자의 스마트폰이 코맥스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동
- 어플리케이션 내 Door Open 버튼 터치를 통해 출입문 개폐 가능
◾ 부가 기능 - Bluetooth 적용 기능
- 스마트 도어락 내 Bluetooth 모듈이 내장
- 사용자 귀가 시 스마트 도어락에 접근(10m 이내 거리설정 가능)하면 자동으로 출입문
개폐 (자동오픈)
- 사용자 귀가 시 스마트 도어락에 접근하여 패드를 터치하면 출입문 개폐 (터치오픈)
특징 및 장점
◾ 다양한 방식의 출입문 개폐 방식
- 비밀번호 / RF카드 / 리모콘 / 전용 어플리케이션 / Bluetooth를 통한 출입문 개폐
◾ 방문자 알림 및 기록 서비스
-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세대 구성원 등록 및 출입 시 구성원에게 알림 및 기록
◾ 1회용 비밀번호 발급 기능
-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1회용 비밀번호 발급 및 외부인 임시 출입 가능
◾ Push-Pull 형태 디자인
- 손쉽게 밀고 당기는 직관적인 사용법으로 편리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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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구 분
전원

DC 6V (LR6 1.5V AA 사이즈 알카라인 건전지 8개)

비상 전원

DC 9V 알카라인 건전지 (별도구입)

설치 조건

일반 방화 (문두께 40mm ~ 60mm)

인증 현황

KS, KC, 내화인증

제품 크기

387(W)x82(H)x69(D) mm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다양한 건물 형태에 출입통제 시스템으로써 활용 가능
- 아파트 / 빌라 / 오피스텔 / 회사 / 호텔 / 병원 / 공공기관 등
주요 실적
◾ 납품예정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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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홈월패드

1

CAV-1020MGX+(스마트홈 월패드)
기업명

㈜코맥스

주요 기능
◾ IoT 디바이스 연동 및 제어
- Zigbee 방식의 무선 IoT 디바이스 연동 및 GUI 를 통한 제어
- 사용자가 직접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원하는 IoT 디바이스 제어 가능
◾ 스마트폰 연동
- Wi-Fi 모듈 내장을 통한 인터넷 연결 및 전용 앱 사용으로 코맥스 클라우드연동
- 개별 현관 및 공동 현관에서 방문자가 호출시 스마트폰을 통하여 방문자 확인 및 영상
통화, 문열림 가능
-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월패드에 등록된 IoT 디바이스들의 상태 확인, 상황별 알람 수신, 제어 가능
◾ 디지털 도어락(DDL) 무선 문열림
◾ DVR 연동을 통한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영상 저장
특징 및 장점
◾ HA 1.2 Zigbee 표준 적용 및 안드로이드 OS 적용으로 손쉽게 IoT 디바이스 페어링 및 조작 가능
◾ 사용자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IoT 디바이스를 동작시킬 수 있어 맞춤형 스마트홈
구현 가능
◾ 코맥스 클라우드 연동을 통하여 UC 통화 및 스마트폰 원격 제어 가능
◾ 무선 디바이스 뿐만 아니라 유선 센서 연동 가능
◾ 주방 TV폰, 욕실폰 등의 추가 슬레이브폰 증설 가능
활용 분야
◾ 국내 및 해외 스마트홈 구축 - 주택, 빌라 및 소규모 아파트 시장의 스마트 홈 구축
주요 실적
◾ 용인 따복 하우스 현장 외 (201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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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구 분
전원
Display

배선

내 용
DC 14V
10.1형
로비 및 경비 : UTP(CAT.5e) + 동축케이블
현관 카메라 : 4선
DDL : 전원 2선, 문열림 2선
RS-485 : 3선, RJ-45 TYPE 2포트
유선센서 : 화재3선, 가스3선, 비상 3선, 방범 2선

무선방식

Wi-Fi, Zigbee

통달거리

로비폰 300m, 경비실 : 1Km

제품 크기

308(W) x 213(H) x 33(D)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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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1

EtherFOS Series
기업명

㈜에이씨앤티시스템

주요 기능
◾ 산업용 스마트 데이터 수집 서버
- EtherFOS 시리즈는 산업현장의 다양한 기능(OPC-UA, 프레임변환기능)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보안기능(VPN, SEED, ARIA)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품 규격
구 분

이중화

통신 사양 (Max.)

EtherFOS-DS2

Shelf/네트워크/전원

이더넷2포트, 1024 ch

EtherFOS-DS1

Shelf/네트워크

이더넷2포트, 512 ch

EtherFOS-1000

CPU/네트워크/전원

EtherFOS-500

CPU/네트워크/전원

EtherFOS-150

네트워크

EtherFOS-EZ

이더넷2/4포트(전기,광),
256 ch, 시리얼 96 포트
이더넷2/4포트, 128 ch
시리얼 20 포트
이더넷 2 포트,64 ch
시리얼 4 포트
이더넷 1 포트,32 ch
시리얼 2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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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저장장치, Web
DB Server, Client,
RAID1, Web 지원
DB Server, Client,
RAID1, Web 지원
DB Server, Client,
SSD, Web 지원
DB Client, SD
CARD, Web 지원
DB Client 지원, SD
CARD, Web 지원
DB Client 지원, SD
CARD, Web 지원

제품 사진

주요 실적
◾ 이큐맥슨 스마트팩토리 납품 (2017년)
◾ 롯데마트 신선가공 납품 (2018년)
◾ SK하이닉스 이천, 청주 납품, (2017년, 2018년)
◾ SK하이닉스 중국 납품 예정 (2018년 하반기)
◾ 삼성전자 중국 납품 예정 (2018년 하반기)
◾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납품 예정 (2018년 하반기)
활용 분야
◾ 스마트 팩토리, 제조, 반도체, 화학 등 다양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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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EEE 802.15.4k 기반 LPWA IoT 시스템 기술
기업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요 기능
◾ (IEEE 802.15.4k 기반 LPWA 사물인터넷) 기지국에서 스타망 기반 대규모 노드 연결, 다양한
센싱 및 상황 감지, 데이터 수집 및 광역/저전력 무선 네트워크 기술
- 도시지역 대규모 밀집 노드 시스템을 위한 IEEE 802.15.4k-2014 E-DSME MAC 국제표준 통신
네트워크 기술
- 멀티 PHY 적용 가능한 노드 플랫폼 기술 (IEEE 802.15.4g/k, LoRa 등)
- 3가지 백홀 네트워크 정합 기능을 갖는 AP 시스템 기술
특징 및 장점
◾ 도시지역 대규모 밀집 노드 시스템을 위한 IEEE 802.15.4k-2014 E-DSME MAC 국제표준
통신 기술
- 고신뢰 전송 지원 Star Topology Network
- 멀티 PHY 노드 디바이스 (IEEE 802.15.4g/k, LoRa 등)
- 최대 1M 노드 디바이스 연결 지원
- 최대 1Km ~ 5Km 통신거리 지원 (LoRa PHY 칩 적용시)
- (Optional) Link Extension 지원 (2 Hop, 음영지역 해소 가능)
제품 규격
Items
Frequency

Features and Specifications



920MHz band







IEEE 802.15.4g/4k FSK PHY
IEEE 802.15.4k E-DSME MAC
50/100/200 Kbps (IEEE802.15.4g FSK 칩)
12.5/25 Kbps (IEEE802.15.4k FSK 칩)
~ 37.5 Kbps (LoRa PHY 칩)

Network Topology



Star

Main configuration



RF PHY + MCU (Cortex-M3 or Cortex-M4)

Transmission Distance
Battery Life Cycle




upto 5Km
upto 5years

Transmission Method
Data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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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기지국

LPWA AP

LTE모듈

LPWA AP
시스템

WiFi모듈

Ethernet

LPWA 노드
(싱크노드)

LPWA 노드 (센서노드)

WiFi AP

<UGSNode
Node Module>
Module>
<LPWA
Core
Network
IoT서비스플랫폼

Star Topology Network
· Support IEEE 802.15.4k Extended DSME MAC
· Support IEEE 802.15.4g/k Multi PHY
· Support ~ 1M device
· Support ~ 5Km Range
· Support ~ 5 years battery life

<Node Interface Module>

<LPWA
<UGS Node
NodeModule>
Module>

무선통신모듈
Sensor

Sensor

Sensor

UART 통신
인터페이스

<LPWA AP System>

활용 분야
◾ 스마트시티, 스마트 의료, 스마트 제조,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공장자동화/공정관리 서비스, 스마트그리드 서비스, 스마트 미터링
◾ 지하시설물(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등) 관리 및 재난재해 예방 서비스
주요 실적
◾ 논문 및 특허, 사업화 외 기타 성과 작성
- 국제표준(IS) : IEEE 802.15.4e-2012 및 IEEE 802.15.4k-2014
- 표준특허 : IEEE 802.15.4e 및 IEEE 802.15.4k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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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2MG 30 / M2MG 10
기업명

㈜넥스지

주요 기능
◾ 초경량으로 설계된 3G/LTE 기반의 보안 게이트웨이로 VPN 등 필수적인 보안기능 제공
◾ 안전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암호화 통신 지원
◾ 다양한 IoT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Serial Interface 및 Ethernet 기능 지원
◾ 무선(LTE) 대 무선(LTE) 1:1,1:N VPN 구성 제공(단, M2MG 10에 한함)

특징 및 장점
◾ LTE 유동IP 환경에서 LTE간 VPN 구성 기능 제공
◾ 국정원 CC인증 EAL4 기반의 강력한 보안기능 제공
◾ VPN 스케줄 기능 제공(무선 데이터 사용량 최소화할 수 있음,단 M2MG 30에 한함)
◾ ESM를 통한 중앙 집중 관리 기능 제공(단, M2MG 30에 한함)
◾ IPSec VPN ,SSL VPN 선택적 기능 제공(단,M2MG 30에 한함)

제품 규격
구 분

M2MG 30

M2MG 10

CPU

1 Core

1 Core

Memory

128 MB

512 MB

NIC Interface

10/100*1P

10/100/1000*1P

Wireless Communication

3G/LTE

3G/LTE

LTE/WCDMA Band

LTE : Band3, Band5
WCDMA : Band1

LTE : Band3, Band5

H/W

Serial Interface
Dimension(W*D*H)

RS-232*1Ch(or
RS-485*1Ch)
85 x 94 x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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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232*1Ch
108 x 99 x 38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산업용 시스템이 구축된 무선환경에서 발생되는 원격지 측량/검침 데이터 보안 전송
◾ 저전력 설계된 원격지 PLC,센서들에 대한 데이터 검침 및 제어 환경 제공
◾ 원격지 검침 스케줄이 정의된 환경에서 최소한의 LTE사용량을 이용한 보안환경 제공
◾ 서버,클라이언트 설치 환경 모두가 무선통신 환경일 경우 LTE 대 LTE VPN 구성 제공

주요 실적
◾OO시 IoT 신주차관리 시스템 납품 및 구축(2016년 5월(1단계), 2018년 5월(2단계)
◾한국 OOO공사 권역 관리단 제어계측망이중화구축(2017년~2018년)
◾ OO시 열병합발전소 열량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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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Force UTM 50
기업명

㈜넥스지

주요 기능
◾ 3G/LTE 기반의 보안 게이트웨이로 VPN, 방화벽 등 필수적인 보안기능 제공
◾ 안전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암호화 통신 지원
◾ 다양한 IoT 환경에 적용 가능토록 무선(3G/LTE/Wifi) 및 Ethernet 기반 유선 환경 지원
◾ -20~70°C의 열악한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특징 및 장점
◾ xDSL 유선환경과 3G/LTE 무선 환경 지원을 통해 무중단 통신 환경,서비스 제공
◾ 국정원 CC인증 EAL4 기반의 강력한 보안기능 제공
◾ NMS를 통한 중앙 집중 관리 기능 제공
◾ 다양한 보안정책 적용을 통한 내부 보안 강화 기능 제공

규 격
구 분

H/W

VForce UTM 50
CPU

1.2Ghz 1Core

Memory

512MB

NIC Interface

10/100/1000*5P

Wireless Communication

3G/LTE

LTE/WCDMA Band

LTE : Band3, Band5, Band8
WCDMA : Band1

Wi-Fi

802.11b/g/n(2.4G/5GHz)

Dimension(W*D*H)

160 x 105 x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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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산업용 시스템이 구축된 무선환경에서 발생되는 원격지 측량/검침 데이터 보안 전송
◾ 공공자전거 대여,반납 및 원격 모니터링 데이터 보안 전송
◾ 유무선 통합 고정형 CCTV 및 차량용 등 무선 전용 이동형 CCTV,무전 시스템 데이터
보안 전송
주요 실적
◾ OO시 공공자전거 1,2차,4차 및 OO시 공공자전거 납품 및 구축(2016년 5월 ~ 현재까지)
◾ OO안전처 긴급무전시스템 구축사업 납품 및 구축(2016~2017년)
◾ OO시 소방안전본부(2016~2017년),OO전력 (2016년~2017년) 영상전송시스템 구축
◾ 한국OO공단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2018년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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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마트 케어 시스템, “TeleGuard(텔레가드)” System
기업명

㈜텔레필드

주요 기능
◾ Gateway (TF-GZ4100)
- 다양한 센서 연동을 통한 데이터 수집, Public Netwrok(WiFi, 3G, BLE)을 통한 M2M
서버 수집정보 전송
- Android OS 기반 Bluetooth, WiFi, Zigbee 통신기능 지원, 다양한 센서 연동기능 제공
◾ Sensors (TF-SFZ4101, TF-SGZ4101/4102, TF-SMZ4101, TF-SEZ4101)
- 화재감지, 가스누출감지, 댁내 케어 대상자 활동량 감지, 응급호출기
특징 및 장점
◾ TeleGuard(텔레가드 “SmartCareSystem”) 특장점
- 게이트웨이(G/W)의 다양한 통신모듈(WiFi, Bluetooth, 3G, Zigbee)을 기반으로 주요
위험상황 감지 센서를 자유롭게 등록/설정관리가 가능하며, 실시간 상황정보 센싱 데이
터를 주기적 또는 Event별 중앙 M2M서버에서 Aggregation
- 위험상황 감지 시, 관리자/도우미 등에 자동 Alarm Message는 물론 자동으로 119에
음성신고를 수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다양한 헬스케어 센서를 손쉽게 등록/관리 지원, 헬스케어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 가능

제품 규격
기타/Size

구 분

통신방식

전원

G/W, TF-GZ4100

ZigBee, WiFi, 3G, BLE

5VDC, 2A

240x149x123.5

TF-SFZ4101

ZigBee Pro 2.4GHz

3.0V, 2400mAh

104x104x45.3

TF-SGZ4101/4102

ZigBee Pro 2.4GHz

12VDC, 0.5A

104x104x45.3

TF-SMZ4101

ZigBee Pro 2.4GHz

3.0V, 2400mAh

104x104x52

TF-SEZ4101

ZigBee Pro 2.4GHz

3.7V, 300mAh

36.3x57.5x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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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WxDxH)

제품 사진

활용 분야
◾노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든든한 안전 지킴이
- 화재발생, 가스누출, 활동 미감지 및 기타 환경정보의 자동 센싱을 통해 댁내 거주자의
위험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위급 판단 시 자동으로 119 음성신고 수행.
- 다양한 헬스케어 센서(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etc.) 등을 G/W에 등록, 당사가 제공하
는 별도의 서비스 Application으로 건강정보를 관리할 수 있음.

주요 실적
◾2014년~2018년: 연평균 7,000 ~10,000 set 시스템 패키지 공급

S/W 플랫폼
연결/기기관리 S/W 플랫폼

1

WWM-Series 무선 모뎀
기업명

㈜영진글로지텍

주요 기능
◾ TDD(Time Division Duplexing) 방식의 양방향 통신 지원
- 2.4GHz/5.8GHz 비면허 대역 사용, 20MHz 대역폭, 직교주파수 분할 다중방식
(OFDM) 변조 방식 사용
◾ 4개의 안테나를 이용한 송수신 신호의 빔형성 기술사용
- Polling 방식의 다중 접속 방식을 사용한 일대다 통신 지원
◾ 이더넷을 통한 송수신 데이터 전달
- 데이터 송수신을 통해 현장의 방범 카메라 영상 데이터를 원거리 저장장치에서
조회 및 저장
- 송수신 데이터의 보안을 위한 암호화(AES128)기능 내장

특징 및 장점
◾ HD급 영상데이터를 20km 장거리 무선 데이터 통신 가능(50Mbps 송수신)
- 유선 인터넷 통신이 어려운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인터넷 공급의 편리함
- 현장 방범용 HD 화질의 카메라 영상을 원활히 송수신
◾ Passive POE Injector 이용한 케이블 단순화
◾ 동종 와이파이 기기의 간섭 회피
- 수신기 1대에 송신기 16대 구성이 가능하고, 무선 구간에 암호화(AES128) 알고리즘을
채택하여, 무선 통신 간섭을 회피 할 수 있음
◾ 해상의 롤링/피칭의 흔들림에도 끊김없이 계속적인 통신 가능
- TCP/UDP, L4 ~ L7 계층을 지원하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이 가능 합니다.
- Ethernet, WiFi 및 3G/4G/5G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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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반도체, 화학 공장, 조선소 등 대형 공장에서 외부 작업 시 지능형 영상 분석 솔루션과
이동 방식 무선 CCTV 영상 전송 솔루션으로 안전사고 예방
◾ 체계적인 양식장 생산관리를 위한 통합 모니터링 활용
◾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신뢰성 높은 어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보
주요 실적
◾ 통영시청, 거제시청
- 신산업창출을 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 기술개발사업(2016년 ~ 2017년)
- IoT기반 표준화된 현장보급·확산형 가두리 통합관리시스템(2017년~2018년)
◾ 청주 동물원, 광명 스피돔
◾ 용평 알펜시아 스키장, 하늘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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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바이스 관리 플랫폼, NeoIDM
기업명

한컴MDS

주요 기능
◾ 산업 활용 측면 : 디바이스 상태 모니터링, 장애감지, 데이터 일괄 전송 기능
◾ 기기 관리 측면 : 사용자 그룹별 기기 관리, 사전 정의된 규칙에 따른 기기제어, 펌웨어 업
데이트 등의 기능 구현
◾ 센서, 게이트웨이, 서버 각 영역별 SDK 제공으로 End To End 지원: C, Java 뿐만 아니라
Windows 및 Linux, Firmware까지 다양한 고객 시나리오를 지원. WiFi, Bluetooth,
Zigbee 등 무선통신 방식에 제약이 없음.
◾ 저사양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표준 프로토콜: IoT 기기관리를 위한 DM표준 규격인
LwM2M(Lightweight M2M) 기반의 플랫폼. 연산 능력과 배터리에 제약이 많은 IoT 환경에
맞게 CoAP 프로토콜 채택.
◾ IoT 디바이스 보안 강화: CoAP 기반의 DTLS 암호화 통신을 지원하여 보안성 강화.
특징 및 장점
◾ 기기간 유연한 연동과 관리 가능 (상호운용성): IoT 표준 프로토콜 LwM2M을 기반으로 상용
IoT 플랫폼들과 연동하여 장비 관리기능 제공. (Monitoring, FOTA+ 등)
◾ 자유로운 사용 환경 (호환성): 다양한 OS,통신방식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RESTful API를 통해
어떤 기기에서나 정보확인이 가능하며 기존의 기기 관리 솔루션에 비해 사용상의 제약이 적음.
◾ 서비스 확장 용이 (확장성): 설치형 서버 또는 Microsoft Azure와 연동하여 글로벌 서비스로
원활한 확장이 가능. 음성 서비스, AI 서비스 통합 등 다양한 비즈니스 시나리오와 결합한
서비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음.
제품 규격
구 분

개발 / 사용환경

사용언어

◾ NeoIDM Client : C/Java
◾ NeoIDM Server : Java/C#/JavaScript

사용기종/OS

◾ IoT 디바이스 (가전기기, 스마트폰,센서,모뎀,게이트웨이등)
◾ OS (Windows, Linux, Android 등)

SW 규모

◾ NeoIDM Client: 72KB (CoAP SDK: 32KB,LWM2M SDK:40KB)
◾ NeoIDM Server : 36MB

필요 SW

◾ NeoIDM Server : Java Ru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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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 86 -

활용 분야
◾ 데이터 수집 및 디바이스 관리가 필요한 다양한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
◾ 리테일, 통신기기 관리, 환경모니터링, 시설물 안전관리, 헬스케어, 스마트홈 등
주요 실적
◾ 2018년 GS인증(1등급) 획득
- 인증번호: 18-0117
- 제품명: NeoIDM v1.0
◾ 2018년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 수상
◾ IoT 규격 국제 표준화 단체인 OMA 주최 상호운용성 테스트(TestFest) 최우수 평가
- 2016, 클라이언트 부문, 최우수
- 2017, 서버부문,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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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운용지원 S/W 플랫폼

1

IoT 냉난방기 관제 시스템 (iRAMS)
기업명

㈜에어릭스

주요 기능
◾ 냉난방기 모니터링 및 관리
- 모니터링 : 개별, 군집별, 설비별, 위치별 냉난방기 가동상태 모니터링
- 메시지 표시 : 설비 이상, 점검주기, 소모품 교체주기, 이슈사항, 이상유무, 이상점검

◾ 스마트 정비 시스템
- 설비 상태에 대한 이상 알림 (정상, 주의/경고/정비, 주기정비 등)
- 관리자 자동 할당, 관리자 및 담당자 별 알림 조치내역 누적/ Bigdata 관리
◾ 스마트 제어 시스템
- IoT 온/습도 Sensing data 로 냉난방기 가동상태 제어
특징 및 장점
◾ 냉난방기 전력절감 실증
- 전력절감

: 50% ~ 30% 실증

- 점검시간 단축 : 65% 개선

- 국내 최대 제철소 적용 (300여대 적용), 전력절감 확증 ·
◾ 통합 모니터링
- 개별/ 군집별 설비상태 모니터링

- 원격 설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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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구 분

용도

통신

데이터 손실율

Device

실내 온도 측정

Non-connected

0%

ACU

냉난방기 제어

Non-connected

0%

Server

모니터링/제어

LAN

0%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산업현장 냉난방기 관제 시스템 적용 (모니터링, 전력절감)

주요 실적
◾ 포스코 포항 300 여대 납품 및 유지운영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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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oT 스마트 집진기 (ISDC)
기업명

㈜에어릭스

주요 기능
◾ 집진 설비 모니터링 및 관리
- 모니터링 : 센서, EMS, 이상유무, 점검주기, 전력소모, 출동상황
(MainCTGateway,센서, 탈진 횟수 Inverter Motor 풍량 제어, EMS, 이상유무)
- 메시지 표시 : 설비 이상, 점검주기, 소모품 교체주기, 이슈사항, 이상유무, 이상점검

◾ 스마트 정비 시스템
- 설비 상태에 대한 이상 알림 (정상, 주의/경고/정비, 주기정비 등)
- 관리자 자동 할당, 관리자 및 담당자 별 알림 조치내역 누적/ Bigdata 관리
◾ 스마트 제어 시스템
- IoT Sensing data 로 탈질과 불출 제어

특징 및 장점
◾ 집진설비 전력절감 실증
- 전력절감

: 80% ~ 40% 실증

- 점검시간 단축 : 65% 개선
- 국내 최대 제철소 적용 (200여대 적용), 10억여원 비용절감 확증·
◾ 통합 모니터링
- 개별/ 군집별 설비상태 모니터링
- 원격 설비 제어

- 90 -

제품 규격
구 분
Device

용도
설비 동작상태
모니터링

통신

데이터 손실율

Non-connected

0%

Gateway

서버와의 통신

P-LTE

0%

Server

모니터링/제어

LAN

0%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산업현장 집진기 관제 시스템 적용 (모니터링, 전력절감)

주요 실적
◾ 포스코 포항) 150 여대 / 포스코 광양) 100 여대 납품 및 유지운영 진행 중
◾ 세아베스틸 납품 및 유지운영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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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업명

인천스마트시티㈜

주요 기능
◾ 상황관제
- 현장시설물 (IoT센서 등) 으로부터 ESB를 통한 이벤트 자동 호‧분배 기능
- Web기반 통합상황관제 및 담당자간 이벤트 이관, 상황별 워크플로우 기능 등
◾ 업무프로세스 관리
- 표준운영프로세스(SOP)를 반영한 업무프로세스 정의 및 관리 기능
◾ GIS기반 운영환경
- GIS 공간분석을 활용한 시설물 정보 조회 및 운영관리기능
◾ BI 통합대시보드
- 직관적 인터페이스, 다양한 통계기능 제공
◾ 연계관리
- ESB(Enterprise Services Bus)를 활용한 유연한 연계기능
특징 및 장점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인증 획득 (인증기관: TTA, 2018.06)
◾ Web기반 통합운영환경 지원 : 서비스별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운영환경 통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오픈소스 기반 아키텍처 적용 : 확장성 보장 및 유지보수비용 대폭절감
◾ 스마트시티 5대 연계 서비스 지원 : ①112센터 긴급영상 ②112 긴급출동 ③119 긴급출동
④긴급재난상황 파악 ⑤사회적 약자(어린이, 치매노인 등) 지원
◾ 현장장비 확장성 보장 : ESB기반 다양한 프로토콜 및 어댑터 지원
◾ 기능통합구조 적용 : 통합영상관리, 통합DB구축, 통합데이터연계 지원
◾ 가상화 기술 적용 : 센터 가상화 통합 아키텍처 적용, X86 Web-Scale 아키텍처
◾ 클라우드 Data Center 지원 : 랙 단위 Scale-out, 네트워크 배선 Scale-out
◾ 통합형상관리 : 업데이트 및 배포관리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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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구 분

내 용

통합관제시스템
스마트시티
서비스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내부연계, 상황제어, 상황접수, 업무분배 및 운영, 통계관리
스마트 교통, 스마트 방범, 스마트 방재, 스마트 환경, 스마트 시설관리

대시보드편집시스템

콘텐츠관리, 대시보드 편집관리, 대시보드 표출관리

영상관리시스템

영상수집, 영상분배, 영상분석, 영상표출

화상회의시스템

1:1, 1:N, N:N 화상회의

서버/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

통합관리, 시스템관리, 네트워크관리, 성능관리

연계관리시스템

표준전문관리, 수집관리, 자료가공관리, 라우팅관리

GIS표출, GIS편집, GIS데이터관리, 상황관제/시설물관리

활용 분야
◾ 스마트시티 통합관제 인프라 구축 및 관제센터 운영 분야

주요 실적
◾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청라, 영종 지구 통합관제플랫폼 구축(2017년 3월)
◾ IDC주최 ‘2017 아시아태평양 스마트시티 Award’ 수상 (2017년)
◾ GeoSmart Asia 2017 ‘스마트시티 GIS 기술 적용’ 우수사례 수상 (2017년)
제품 사진

- 93 -

2018년 사물인터넷 서비스 및 제품 편람

4

중앙집중형 Web 버스단말시스템 “BaroBus(바로버스)”
기업명

인천스마트시티㈜

주요 기능
◾ Web기반 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
- 저전력 초소형 모듈의 개방형 Web시스템 구조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시스템 운용 가능
- Open API제공, 각 관제센터 간 연계기능
◾ 음성 및 동영상재생 지원
- TTS기능 탑재, 10개국 언어 음성지원
- 행사안내, 시정홍보 등 다양한 동영상 재생 가능
◾ 실시간 알림
- 재난 재해 신속 알림 가능, 행사/시정홍보 등 안내 기능
특징 및 장점
◾ Hardware Architecture 측면
- 초소형 단순 모듈로 저렴, 기존장비 재사용 가능, 발열이 적고 모듈 교체가 용이
◾ Software Architecture 측면
- 모든 OS의 웹브라우저 사용가능, HTML5지원, 쌍방향 Web Service, 맞춤형 화면 구성
◾ Operation / Maintenance 측면
- 일괄적인 시스템 데이터 업데이트 가능(모든 장비에 대한 실시간 원격 업데이트 가능)
- 센터중심의 유지보수 가능, 장애요인 감소, 유지비용 감소
◾ 수요자 중심 서비스 구현
- 오픈데이터/API제공, 정확성 및 효율성 높음, 스마트시티에 확장적용 가능, 행사별 디자인
적용 가능, 휴대폰에서 정보확인 가능
제품 규격
구 분

내 용

Hardware

Raspberry PI3 / Intel Stick PC /Arm All-in-One Board

Data처리

Memory Processing (DBMS불필요)

통신처리

Web Socket/ FTP/ SSL / VPN

화면처리

HTML5기반 브라우저

- 94 -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BIS(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제 분야
◾ 전국 시군구/읍면 등 자치회관 등의 정보화 사업 분야
주요 실적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취득(2018년 5월)
◾ IFEZ와 공동으로 BIT시스템 특허출원 완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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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테라스트림 바스 (TeraStream BASS)
기업명

㈜데이터스트림즈

주요 기능
◾ 로그·센서·RDB 정형 데이터의 고속 수집 및 저장, 실시간 분석
◾ IoT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단일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장비의 로그, 센서, 정형 데이터 등을 고속 수집 및 저장, 실시간 분석이 가능함
특징 및 장점
◾ 고성능
- 메모리 기반의 분산 저장 처리 방식으로 빠른 업무처리 지원
- 100만건 / 1초의 데이터 수집 속도, 1초 이내의 조회 속도
◾ 편리성
- 고객의 역할 별 서비스 제공
- 자체 쿼리 분석기를 통해 조회된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의 시각화 자료로 표현할 수 있
는 차트 기능을 제공
◾ 작업 생산성 향상
- 통합 GUI 환경을 통한 편리한 관리, SQL 언어 호환
◾ 확장성
- 손쉬운 시스템 추가 및 증설로 방대한 데이터 처리 가능
◾ 호환성
- C-API, JAVA-API, 오픈 소스 등 지원
제품 규격
구 분
사용언어
사용기종/OS

내 용
- Server Engine : C/C++
- UI : Java, JavaScript, Groovy, JQuery, HTML5, CSS3
- API : C/C++, Java, Scala
Linux CentOS 5.X

SW규모

MB

필요SW

- Linux 설치 시 development tools package를 포함하여 설치
- Apache Tomcat, Apache Hadoop, Apache Spark이 필요하나
BASS 제품 패키지에 포함

필요주변기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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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도로위험 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IoT 기반 관측 및 활용
◾ 전력분석 및 감시 시스템

◾ 빌딩에너지 최적화 및 빅데이터 분석

◾ 홈서비스 장애 진단

◾ 머신 데이터 분석

주요 실적
◾ 대우조선해양 실시간 IoT 분석 시스템 구축 POC (2017)
◾ 한국도로공사 실시간 빅데이터 IoT 플랫폼 구축사업 (2016)
◾ 청호나이스 IoT 시스템 구축 사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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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장비 (H/W)
1

스마트 오피스 - Space Magic V4.0
기업명

동아피엠(주)

주요 기능
◾ 스마트오피스(자율·변동) 좌석예약시스템 V3.0 (GS인증-1등급 18-0207)
- 키오스크, 웹, 모바일 예약기능, RFID/IC (사원증)인증, IP_PBX 폰스위치 연동 기능
· 출입관리 및 인사-조직정보 연동, 다양한 알림 기능 제공 (메일 및 SMS)
· 변동 및 고정좌석, 랜덤 좌석 등 각 좌석관리를 위한 다양한 설정(정책부여) 기능 제공
◾ 실시간 회의실 예약시스템 (스페이스매직) V4.0 (GS인증-1등급 18-0208)
- 키오스크, 스마트패드, 모바일을 통한 간단한 조작과 빠른 예약이 가능한 표준화 시스템
· 조직 및 사용자 인증 및 검색(조회) 기능
· 출입관리 및 인사 정보 연동, 다양한 알림 기능 제공 (메일 및 SMS)
· 회의실 예약관리 실시간 확인, 전체 회의실 상황관리, 통계추출 기능
※ 사용자 정보 접근성(간단한 조작과 빠른 예약) 및 편의성을 고려한 UI/UX 구성
※ 각 종 기기와의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확장 가능 (기업별 특화 기능 제공 가능)
※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 가능(내장형 / 독립형 서비스)

특징 및 장점
◾ 운영-오피스 관리에 최적화된 실시간 상태 정보 모니터링
– 확장과 편의성을 고려한 기존 Legacy 제품 또는 IoT 기기와의 원활한 기능 융합 가능
- 스마트 오피스 관리자를 위한 장비 원격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이용현황 분석과 다양한 통계 기능을 통한 오피스 모니터링 운영관리 편의
- 데스크톱, 태블릿, 모바일의 최적화된 화면 제공
◾ 스마트오피스 운영 및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확장을 고려한 솔루션 설계
◾ 현장 / PC / 모바일 예약 가능
◾ 다양한 근무 문화에 따른 확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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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구분

내용

- 스마트오피스(자율·변동)좌석
예약시스템 V3.0

- GS인증 1등급 (18-0207, 18-0208)

- 실시간 회의실 예약시스템
스페이스매직 V4.0

- Real Time Web (실시간 웹) (Comet and Reverse Ajax)

Smart WallPad 10.1

- J2EE / JAVA J2EE 기반의 웹 응용
- Android 기반 Freescale Cortex a9 iMX6 Dual Core
- POE / Light Bar

전자명패

- 3COLOR, Zig bee, NFC, 낮은 전력 소모

키오스크

- 42" LED Display : 1920×1080FHD
- 셋톱 PC / Stand 거치 (매립 가능) 맞춤형 디자인 제공

제품 사진
스마트오피스(자율·변동)
좌석예약시스템 V3.0

전자명패

키오스크&DID 거치

실시간 회의실 예약시스템
(스페이스매직) V4.0

Smart WallPad 10.1

키오스크&DID 매립

활용 분야
◾ 실시간 오피스 (회의실 / 좌석) 관리가 필요한 기관 또는 사업자
- 스마트오피스 또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을 고려 중인 분야
-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공간혁신을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을 고려 중인 분야
- 임 ․ 직원 간의 협업증대 및 열린 소통 문화 기반을 조성 중인 분야
- 사무공간 활용 극대화 및 운영 비용 절감이 필요한 분야
- IoT 기술을 접목하여 오피스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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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 2018년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회의실예약시스템 글로벌 구축 (진행 중)
2018년 삼일회계법인 스마트오피스 예약시스템 구축
2018년 KB증권 회의실예약시스템 구축
2018년 SK브로드밴드 좌석예약시스템 구축 (확대-구축 중)
2018년 경기도청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 (확대-구축 중)
2018년 BGF리테일 상담예약시스템 구축
◾ 2017년 데상트코리아 자율좌석예약 시스템 구축
2017년 하나은행 본점 스마트오피스 예약시스템 구축
2017년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회의실예약시스템 고도화구축
2017년 롯데케미칼, 롯데정책본부 (롯데월드타워)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 구축
◾ 2016년 삼성생명 회의실예약시스템 및 Meeting Room Information Display 구축
2016년 대신증권 실시간 회의실 예약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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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서비스
1

Green lock
기업명

㈜한스크리에이티브

주요 기능
사용자의 위치를 판단하여 IT 보안, 에너지절감 등 기능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제공
◾ IT 보안
- 사용자 부재 시에 자동 PC 잠금, 침입탐지 알람

- PC 도난방지 알람

◾ 에너지 절감
- PC 소모전력 절감
◾ 근태관리
- 자동 출퇴근 등록

- 유연근무제 지원

특징 및 장점
◾ 소프트웨어 만으로 구성된 IoT 솔루션
- 모바일 앱과 PC agent 소프트웨어

- 관리서버(B2B에 한)

◾ 다양한 기능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제공
- IT 보안과 PC 도난방지 알람

- PC 소모전력 절감 및 근태관리

◾ 우수한 성능과 플랫폼화
-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오류가 없는 우수한 성능
- 관리서버를 채용한 구조로 향후 다른 IT & Non-IT 기기를 수용하여 에너지절감효과 극대화

제품 규격
구 분

통신방식

OS

모바일 앱

블루투스

Android, iOS

PC agent

블루투스, TCP/IP

Windows

향후 Mac 지원

관리서버

TCP/IP

Unix

B2B market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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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IT 보안이 중요한 정부부처, 연구소, 금융기관 등
◾ PC 사용이 많아 에너지절감이 필요한 일반 오피스, 대학교 등
◾ 주 52시간 근무제도 및 유연근무제 등을 실행하는 공공기관, 회사 등

주요 실적
◾ 벤처혁신조달제품 지정(2017년 12월)
◾ 하이서울 우수상품 선정(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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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CS(Smart Access Control System)
기업명

㈜한스크리에이티브

주요 기능
사용자의 위치를 판단하여 출입보안,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등 기능을 제공
◾ 출입보안
- 공동주택이나 오피스 빌딩에 공동현관이니 출입문에서의 Mobile 인증 출입보안
◾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 비상호출
◾ 주차위치 확인, 가족찾기
◾ 무인택배 알람 등

특징 및 장점
◾ 스마트폰에 탑재된 BLE(Bluetooth Low Energy)를 활용
- 별도의 태그가 필요 없음
- 비용절감 및 사용자 편의성 증대
◾ 한스크리에이티브 고유의 실내위치인식 원천기술 적용
- Multi-path fading에 의한 Noise 제고
- 안정적이고 정확한 Zone 인식

제품 규격
구 분

통신방식

OS

모바일 앱

블루투스

Android, iOS

AP

블루투스, TCP/IP

Tiny OS

관리 서버

TCP/IP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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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h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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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AP, Door
AP
외부서버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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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출입보안이 중요한 정부부처, 연구소, 공동주택 등
◾ 장애인 출입이 빈번한 장소나 병원 등
◾ 일반 오피스 빌딩

주요 실적
◾ 2013년 수원 SK-View 3,500세대 납품
◾ 2019년 금성백조주택 보령지구 납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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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기
1

AEGIS Series
기업명

㈜아이유플러스

주요 기능
◾ 보안센서
- 침입자의 실제 움직임 감지 (다가오는지 멀어지는지 방향 구분)
- 침입자가 다가오는지 멀어지는지 양방향 구분
- 실외 보안
. 발전소 울타리, 군부대 울타리 경계센서 등
. 눈, 비, 안개, 온도, 습기 등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음
. 나뭇잎 흔들림, 빗물줄기 등 환경노이즈 제거 기능
◾ 교통센서
- 차량의 속도 측정
- 터널 진입 속도 표시판, 보행자 안전 시스템, 스쿨존과 같은 안전 사각지대
- 용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 구분 기능
- 나뭇잎 흔들림, 빗물줄기 등 환경노이즈 제거 기능

특징 및 장점
◾ 눈, 비, 안개, 온도, 주야 등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음

제품 규격
구 분

주요 내용

제품 구성

레이더 센서 본체 + 브라켓

제품 크기

100mm * 100mm *35mm

주파수 대역
전력
탐지범위

24.05 ~ 24.25GHz
Above +5Vdc, 100mA typ.
35m (AEGIS V1.0), 45m (AEGIS V2.0), 70m (AEGIS V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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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실외 보안 센서 (환경노이즈 제거 기능)
- 군부대 울타리, 발전소 울타리 경계 센서
◾ 교통 센서 (환경노이즈 제거 기능)
- 차량 속도 표시판, 교통 정체 알림판, 교통안전 사각지대 (스쿨존, 교차로 등)

주요 실적
◾ ㈜위스텍 공군 주기장 울타리센서 AEGIS 납품 예정 (2018년 12월말 설치 완료예정)
◾ ㈜엘에스에이치 강원도 터널에 차량 진입 속도센서 납품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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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YEDAR Series
기업명

㈜아이유플러스

주요 기능
◾ 보안센서 용도 (Security Mode)
- 침입자의 실제 움직임 감지
- 실내, 실외 보안
◾ 안심센서 용도 (Activity Mode)
-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 국토교통부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 설정된 시간동안 움직임이 없는 경우 알람발생
. 설정 시간 5분, 6시간, 12시간, 24시간 등 설정 가능
◾ 옵션 : 카메라 내장 (EYEDAR V2.0)

특징 및 장점
◾ 눈, 비, 안개, 온도, 주야 등 환경 영향이 없음
◾ 카메라를 통한 비디오 정보 제공 (EYEDAR V2.0)
제품 규격
구 분

주요 내용

제품 구성

레이더 센서 + CCTV + 브라켓

제품 크기

98mm * 98mm *30mm

주파수 대역
전력
탐지범위

24.05 ~ 24.25GHz
Above +5Vdc, 100mA typ.
10m,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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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보안센서 응용분야 : 금은방, 은행 사무실, 고급 주택 등
◾ 안심센서 응용분야 : 노인 요양병원, 중환자 관리 병동, 독거노인 가구 등

주요 실적
◾ ㈜엘에스에이치 배수 감시 장치 센서 EYEDAR 납품 (2017년)
◾ ㈜아신정보기술 움직임 감지 센서 EYEDAR 모듈 납품 (2017,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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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인플랫폼
대표자명

구형서

홈페이지

www.nineplatform.com/

대표전화

070-8715-0321

팩스

050-5719-0321

자본금

43백만원

매출액

313백만원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 12길 70 상가4동 203호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사물통신(IoT)이 삶의 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무선센서
통신단말 공급 전문업체인 나인플랫폼은 시민의 삶의 중심에 서고자 합니다.
기업 소개 당사는 사물통신(IoT)의 핵심이 되는 무선센서플랫폼과 통신게이트웨이, 그리고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환경 도시를 구축하여 사람 중심 안전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 자동화 제어 솔루션

◾ M2M/IoT 무선통신단말 제작

- 가로등 제어기, 보안등 점멸제어기

- 무선센서통신단말 제작

- 온도 제어기(소결로)

-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 전력 제어기(키텍솔루션)

- 통신 펌웨어 개발

◾ 감시, 모니터링

- LoRa,NB-IoT,CDMA,GSM 모뎀
사업 분야

- 악취 감시 포집 장치

- PCB 및 펌웨어 시작품 제작

- 위치 추적기

◾ 소프트웨어 공급

- 비콘

- 임베디스 응용 프로그래밍

◾ 연구개발

- 모바일 앱 개발

- 맨홀 수위 계측 빅데이터 분석

- PC기반 시스템 프로그래밍

- 블록체인기반 IoT 시스템

- 서버 및 미들웨어 프로그래밍

담당자

- 비콘 기반 서비스 플랫폼
연락처

010-8533-0321

이메일

mask0321@gmail.com

구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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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넥스지
대표자명

김 용 석 대표이사

홈페이지

http://www.nexg.net

대표전화

02-577-8426

팩스

02-2132-8180

자본금

28.8억 원

매출액

216억(‘17년도)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12,16층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넥스지는 네트워크보안, 관제서비스, 통합보안 등 보안 분야에 집중해 온 국내 대표
네트워크 보안 그룹입니다. VPN(가상사설망)과 UTM(통합보안제품) 시장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어 차세대 방화벽 제품을 출시하여 네트워크
기업 소개 보안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제서비스 고객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관제서비스를 제공하여 24시간 장애 처리와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급속도로 성장 중인 M2M/IoT환경에 맞춘 보안제품을 개발하여 M2M/IoT시
장에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만들어 나가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M2M/IoT 보안 솔루션 “NexG M2MG”
- 3G / LTE, Serial 인터페이스 기능과 VPN 등의 필수적인 보안 기능을
탑재한 유,무선 통합보안솔루션
사업 분야

-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 범위 확대 및 비용절감 가능
- NMS/ESM 관리서버를 통한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시설물 제어관리, 차량 , CCTV, 신호등제어기,원격검침 등 다양한 환경에
탑재 가능한 초소형 장비로 열악한 산업현장에서도 설치 가능한 제품

담당자

이화수 대리(영업담당)
정지현 부장(기술담당)

연락처

010-2628-4383
02)2016-0871

이메일

hs.lee@nexg.net
jihyun.jung@nex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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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하임엔지니어링㈜

+더하임 ENG

대표자명

박상진

홈페이지

-

대표전화

02-425-2520

팩스

02-425-2346

자본금

5,000만원

매출액

8,200백만원

주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71, 309(길동)

더하임엔지니어링㈜는 냉동 공조 기기의 성능 분석 계측 분야의 선두 주자인 스웨덴
ClimaCheck 업체와 협력하여 운전 중인 냉동기의 성능 및 효율을 실시간으로 분석
기업 소개 할 수 있는 ClimaCheck 성능 분석 시스템 과 online을 이용한 (Cloud 및 서브)
원격 진단 (모니터링)을 통하여 설비의 에너지를 절감 및 설비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

담당자

◾ 냉동기 성능 분석 계측기 및 시스템
- ClimaCleck online 원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과 효율)

연락처

010-8328-1056

이메일

thehaim@empas.com

박 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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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스트림즈
대표자명

이영상

홈페이지

www.datastreams.co.kr

대표전화

02-3473-9077

팩스

02-3473-9084

자본금

20억원

매출액

150억

주소

(06651)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28 청호나이스빌딩 6층

㈜데이터스트림즈는 데이터 통합, 품질관리, 빅데이터/IoT 분야의 솔루션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의 토탈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는 2001년에 창립, 테라스트림(TeraStream) 제품을 출시한 이래로 국내 금융
기업 소개 기관을 중심으로 ETL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메타데이터 및
마스터데이터 관리 등의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뿐만 아니라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실시간 IoT 데이터 처리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관리 분야 전 영역의 솔루션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통합, 데이터거버넌스, 빅데이터, IoT 분야
사업 분야

- ETL, CDC, 메타데이터 관리, 마스터데이터 관리, 데이터 흐름관리, 실시간
IoT 데이터 처리 솔루션 등 보유
-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및 빅데이터 컨설팅 서비스 제공

담당자

Product Service본부
/ 박시영 상무

연락처

02-3473-9077

이메일

sypark@datastrea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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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아피엠㈜
대표자명

박 병 후

홈페이지

http://www.dongpam.com

대표전화

02-701-3360

팩스

02-701-1396

자본금

100,000,000

매출액

1,870,000,000

주소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도화동,성지빌딩)802호
동아피엠(주)는 스마트오피스(워크) 전문기업으로 각 기업 또는 기관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한 창의적인 오피스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기업문화를 반영한 오피스 환경 조성으로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그리고
가변적인 공간배치를 통해 스마트오피스 솔루션 기술과 함께 창의적이고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오피스 공간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업 소개 동아피엠(주)의 스마트오피스 솔루션(자율좌석예약 및 실시간 회의실예약시스템)을 기반한
IoT기반 센서를 중심으로(입-퇴실 상태, 체크인-아웃, 전원-출입제어-관리, 인사-조직정보, 알림 등)
각 종 연동연계 기술을 연구하며 스마트오피스 플랫폼을 제공-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 터(WorkPlace)를 조성하여 스마트오피스
또는 스마트워크를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접목을 통해 산업 전반의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SmartOffice 및 SmartWork 플랫폼 구축
◾ 스마트오피스(자율·변동)좌석예약시스템 V3.0 (GS인증 1등급 18-0207)
- RFID-IC카드, NFC 및 QR코드, UTP, Kiosk, Mobile 기반 좌석예약시스템
- IoT 센서(재실 등) 및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약자 입-출입 통제
- Zig Bee 통신 기반 전자명패 및 스마트사물함과 연계 API 제공
사업 분야

- 스마트오피스 예약자 내선 번호 연계서비스 제공
◾ 실시간 회의실 예약시스템 (스페이스 매직 V4.0) (GS인증 1등급 18-0208)
- 직관적인 Wall Pad와 예약 및 체크인 기능을 통한 No-Show 관리
- IoT 센서(재실, Radar, 음파 등)를 통한 회의실 사용 모니터링-관리
-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한 회의 캠페인 서비스
- 스마트 전원 스위치를 통한 회의실 전원관리
- 비콘 태그를 이용한 회의실 자원 위치 관리

담당자

연락처

010-3405-9636

이메일

newnoma@dongapm.com

박 노 은

- 116 -

6. ㈜바른전자
대표자명

김태섭

홈페이지

www.bec.co.kr

대표전화

031-8020-6000

팩스

031-8020-6111

자본금

290억원

매출액

2,500억원

주소

본사)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경기동록 548
서울사무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18층

㈜바른전자는 1998년 설립이후, 내·외장 메모리(메모리카드, eMMC, SSD등)을
공급하는 메모리 사업부문과 통신모듈(IoT) , IC Package, 및 SiP를 공급하는
기업 소개

IoT 사업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의 경우 연간 1억5천만개 제품생산으로 국내 1위 점유유을 차지 하고
있으며, IoT 사업부문에서는 통신모듈, 초소형 SiP 모듈(LoRa / WIFI+BT
Combo)을 출시하여 최고의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는 패키지 전문기업입니다

◾ 메모리 사업부문
- SD Card / Micro SD Card / USB Memory (Normal, Type-C, OTG)
- SSD / eMMC
사업 분야

◾ IoT 사업부문
- IoT Module : Connectivity , Sensor, Convergence
- Connectivity : WIFI , WIFI+BT Combo , BT , LoRa
- Sensor : Touch Sensor , Temp Sensor , Humidity Sensor
- Package : Semiconductor Packaging Service
연락처

담당자

신 동 우 부장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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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이유플러스
대표자명

최두헌

홈페이지

www.iuplusinc.co.kr

대표전화

070-4680-1819

팩스

031-696-5067

자본금

2억원

매출액

182,169,780원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안양창조산업진흥원 503호

㈜아이유플러스는 군사용 레이더 기술을 이용하여 레이더센서 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는 전문업체입니다. Microwave 송수신 기술과 디지털 알고리즘 기술 보유로
기업 소개 유비쿼터스 센서 제품의 One-Stop Solution을 제공합니다. 물리보안, 교통 측정,
차량 출동방지, 사물인터넷 분야 등 다양한 융합 제품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데 선두적인 기업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 물리보안 분야/ 교통센서 분야
◾ EYEDAR Series
- 군사용 레이더 기술을 이용한 모션센서 (옵션 : 카메라 내장형 모션 센서)
- 사물의 움직임 여부에 따라 알람 제공
사업 분야

- 거울이나 유리 비침, 실내의 온도 변화, 화재로 인한 연기 등에도 영향을
받지 않음
◾ AEGIS Series
- 군사용 레이더 기술을 이용한 보안/ 교통센서
- 눈, 비, 안개, 주야 등 환경적 노이즈 제거 기능으로 오탐율이 적음
-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물체의 움직임 방향 탐지 및 속도 측정 기능

담당자

연락처

010-9080-8360

이메일

mmhera@iuplusinc.co.kr

허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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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애니컨
대표자명

전현재

홈페이지

www.anyconn.co.kr

대표전화

02-536-1235

팩스

02-536-1235

자본금

50,000,000 원

매출액

10,000,000 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길 27 배양빌딩 2층

Anyconn은 Migration, ETL, EAI, ESB 등 다양한 환경의 Data Integration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데이터통합(Data Integration) 전문업체입니다.
기업 소개

Anyconn IoT Platform은 뛰어난 Data Integration 기술을 바탕으로 강력한 데
이터 관리를 지원하는 Anyconn Cloud와 자체 개발한 Anyconn IoT 모듈을 기반
의 IoT 장비, User 화면의 App/Web까지 IoT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Anyconn IoT : IoT 개발 플랫폼
- HardWare Module: 오픈하드웨어 기반의 IoT 모듈, Wifi 전송 모듈
- Software Module: 오픈소스 기반의 IoT 개발 소프트웨어 플랫폼
◾ Anyconn DI : 데이터 수집 및 통합 솔루션
- 말단의 IoT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업 내 DB나 클라우드에 적재하여
빅데이터화하고, 이기종 시스템이나 데이터 간에 연계 및 통합까지

사업 분야

구현 가능한 솔루션
◾ IoT 서비스 구축
- 자체 보유한 IoT 개발 모듈과 공통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의 IoT 서비스 구축
◾ IoT 기기 제조 및 판매
- 스마트플러그(OEM), 스마트온습계, 스마트가스차단기 등
다양한 기기 제조사와 협업하여 스마트기기 개발 지원

담당자

연락처

010-2108-7897

이메일

jyjeong620@naver.com

정준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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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앳디드
www.cybermusee.com

대표자명

문정희

홈페이지

대표전화

02-883-6036

팩스

02-871-3166

자본금

1억5천

매출액

4억4천100

주소

www.artmuse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0-15 2층

㈜앳디드는 2000년 이후 대용량 플랫폼 기반에서 운영중인 '아트웍 콘텐츠'의 이미
지와 영상콘텐츠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최적화된 미술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
기업 소개 습니다. 관련한 여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분야별 대상별 아트큐레이션 서비
스 등 ‘아트 비즈니스 전문기업’으로서 ICT와 결합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 끊임없
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매체 서비스 가능한 그림감상솔루션
- 기존의 미디어 작품들을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하여 작품과 감상자가
상호작용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 또한 기존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와의
융합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융복합형 콘텐츠를
사업 분야

개발하므로서 콘텐츠의 새로운 상품화 추진
◾대용량 아트웍 플랫폼
- 2000년 이후 대용량 플랫폼 기반에서 운영중인 '아트웍 콘텐츠'의 이미지와
영상콘텐츠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최적화된 미술서비스 사업을 수행함.
관련한 여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분야별 대상별 아트큐레이션 서비스 등

담당자

연락처

010-4231-9454

이메일

artmusee@naver.com

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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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K브로드밴드㈜
대표자명

이 형 희

홈페이지

www.skbroadband.com

대표전화

106

팩스

-

자본금

1조 4,923억원

매출액

3조 526억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4 SK남산그린빌딩

1997년 국내 시내전화 시장에 경쟁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제 2 시내전화 회사로
출범하여 세계최초 ADSL 상용화, 국내 최초 초고속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으
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IT강국으로 부상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특히 사
업영역을 기존 음성 위주에서 초고속 데이터통신, 영상전화 등 멀티미디어 독점서
비스는 물론 TV포털 서비스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확장하며 국내 정보통
신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 왔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보다 다양하고 편리
기업 소개

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
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가치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08년, 유무선,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를 이끌 SK브로드밴드로 새롭게 태어나 브
로드밴드 기반의 컨버전스 트렌드를 창조해 나가고있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브로드밴드 혁명을 주도했던 것처럼 SK브로드밴
드는 유무선,방통융합 등 다양한 컨버전스 환경에서 제2의 혁명을 주도해 나갈 것
입니다.

사업 분야

담당자

◾ IoT 기반 IPTV STB 및 홈 CCTV

연락처

02-6266-4364

이메일

seanjeon@sk.com

상품기획팀 전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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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K테크엑스㈜
대표자명

이 한 상

홈페이지

http://www.sktechx.com

대표전화

02) 6177 - 8000

팩스

02) 6177 - 8012

자본금

2,376억 9,950만

매출액

1,959억 4,807만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1

SK테크엑스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SK그룹의 ICT Family로서 AI,
IoT, Data, Cloud등 ICT 분야에서 Tech/Infra 역량을 발휘하며, Mobile/Internet과
기업 소개 Media영역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서비스를 시작으로
5년간 대기/환경/수위/토양을 포함한 Industrial IoT사업을 지속 추진해왔으며 차별
화되고 혁신적인 Solution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Sensor 이상감지 솔루션 제공
- 보유센서에 대한 자동 이상감지 솔루션
- 센서데이터 보정
- 모니터링을 위한 Web/App 서비스 제공
사업 분야

◾ IoT Sensor 구축 및 운영
- 다양한 산업군의 IoT센서 보유: 미세먼지, 통합대기질, 기상, 침수감지, 수위, 토양 등
- 합리적인 가격의 센서개발 및 운영
◾ Sensor 데이터 분석
-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처리
- 딥러닝 기반 예측모델 생성 및 데이터 제공

담당자

연락처

010-8906-5603

이메일

swchang@sk.com

장 석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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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에어릭스
대표자명

김군호

홈페이지

www.aerixco.kr
www.konnecthing.com

대표전화

02-566-4900

팩스

02-739-0991

자본금

179억

매출액

872 억원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 66번길 1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120 단암빌딩 8층

산업현장이 IoT 기술을 활용하여 진보하는 것에 힘을 더하는 IIoT 전문 기업입니다.

40년 플랜트 기업으로서 대기환경/물류 시스템 솔루션, 대기환경관리, 대기환경 소
기업 소개 모성제품, 환경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sensor, Short-range communication, Big data,
Data Mining, Deep Learning, AI 등 산업현장을 단순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닌,
산업현장을 더 쉽고 간단히 바라볼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합니다

◾ ThingARX Platform : 산업현장 IoT 서비스 플랫폼
- ISDC 시스템 : IoT 스마트 집진기 시스템
- iRAMS : IoT Room Air-conditioner Management System
사업 분야
◾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및 디바이스 개발/생산
- Server Platform 개발 (On-premise, Cloud system)
- Device Platform 개발/생산 (sensor device, Gateway)

담당자

연락처

010-3124-7051

이메일

Hj.chae@aerix.co.kr

채호진 기획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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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에이씨앤티시스템
대표자명

권태상

홈페이지

www.acnt.co.kr

대표전화

031-386-7795

팩스

031-386-7796

자본금

4.85억원

매출액

123.6억원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16-11
에이씨앤티시스템은 산업용 유/무선 통신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전문회사로,
스마트 데이터 서버(ETOS, EtherFOS)와 IoT/M2M 네트워크 제품(RCS-XG)을 제
조/판매하고 있습니다. 에이씨앤티시스템만의 축적된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Script
기반의 사용자 정의형 Gateway 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Serial , Ethernet 및 유-

기업 소개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통합지원 할 수 있는 산업용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
용자가 원하는 프로토콜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지난 20년간
관, 공급업체 및 기타 유수의 대기업에 납품되어 공장 자동화 및 무인화를 실현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고 있고, 산업 전반의 다양한 응용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 데이터 서버 솔루션
- FA, PA분야 : 산업 자동화, 공장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분야 등에서 실시간
생산 데이터를 수집하고, DB에 저장/관리하고, 상위 장비들에게 OPC-UA등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스마트 데이터 서버.
사업 분야

◾ 산업용 무선(IIoT) 및 열화상 통합 감시 솔루션 분야
- 물관리시스템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적절한 용수 공급
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해주는 시스템
- 응급의료센터 발열환자 출입통제시스템: 메르스(MERS)나 사스(SARS)와 같은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 발생시 의료진 보호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발열환자
출입통제 시스템

담당자

연락처

031.382.7791

이메일

JGJEONG@acnt.co.kr

정재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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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엔텔스
대표자명

심재희

홈페이지

http://www.ntels.com

대표전화

02-3218-1200

팩스

02-3218-1299

자본금

42,234,484,764원

매출액

56,460,444,660원
※ 2017년 매출액은 공시前

주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401 금하빌딩8층

엔텔스는 국제 표준 기반의 개방형 IoT플랫폼과 IoT 서비스를 비롯하여 Billing
및 OSS/BSS 솔루션, LTE/3G 코어 네트워크 장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1위 기술력과 시장점유율을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국내외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의 수익성 확보와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기업 소개

창조적 IT 컨버전스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솔루션, 플랫폼을 결합한 세계 최고의
컨버전스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목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IoT 연구활동 및 플랫폼 관련 사업을 통해 특허 7건 취득 및 논문 5건 게재
◾2016년 7월 oneM2M Verified 획득
◾2017년 2월 oneM2M Certificates세계 최초 표준 인증 획득

◾엔텔스의 개방형 공통 IoT 플랫폼 N-MAS 기반의 다양한 산업분야의 IoT서비스
- 스마트시티,스마트홈,전력 IoT인프라, 전력 S/W 플랫폼, 통합빌딩관리,
사업 분야

산업안전관리, 자산관리, IoT 통합 운영시스템 등
◾Billing, OSS/BSS, 스마트 네크워크 솔루션
◾사이니지, 매장관리,스마트러닝,디지털 출판 솔루션

담당자

연락처

010-3084-3078

이메일

hanlux@ntels.com

한재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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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LG유플러스
대표자명

권영수

홈페이지

대표전화

1544-0010

팩스

자본금

2,573,969,175,000원

매출액

주소

www.uplus.co.kr

11,451,046,000,000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LG유플러스는 1996년 7월 11일 설립 이래 현재까지 이동통신사업과 초고속 인
터넷, VoIP, IPTV 서비스로 구성된 Triple Play Service(TPS), 솔루션 및 데이터
기업 소개

서비스 사업을 통해 고객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해왔습니다. 2012
년 세계최초 LTE 전국망 구축을 통해 초고속 ·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LG유플러스는 오는 5G ·IoT 시대에도 모든 고객에게 여유
와 행복, 편의를 더하며 새로운 생활가치를 창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홈IoT
- 월정액유료가입형 서비스, 고객유형에 따라 패키지
선택(부모안심/아이안심/반려동물/싱글남녀/내맘대로)
◾산업IoT
사업 분야

-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하는 안전/환경/보안/물류 분야에서 다양한 솔루션 제공
◾IoT전용망
- NB-IoT전국망을 구축하여 저전력(수명 10년)의안정적인통신환경제공
◾스마트시티
- IoT 기술로 쾌적한 생활 환경 도시 조성에 활용

담당자

연락처

010-8080-4114

이메일

erita@lguplus.co.kr

김종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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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영진글로지텍
대표자명

석창부

홈페이지

http://www.yjglogitech.co.kr

대표전화

02-6925-5366

팩스

02-6925-5365

자본금

1억원

매출액

약 10억원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0 벽산디지털밸리 7차 701호
미래 물류를 선도하는 기업, SMART 양식장 솔루션을 보유한 ㈜영진글로지텍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들로 구성 되어 “육∙해상 물류 솔루션” 및 ‘수산양식관련
Total Solution” 보유하여 풍부한 경험 및 노우하우를 바탕으로 IoT기반 기술,
RFID/USN 관련 물류 솔루션, 스마트 APP기반 솔루션 등 Web/App/응용 Application

기업 소개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4차산업혁명)을 맞이하여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으며, 항상 준비된 기업인 ㈜영진글로지텍은 혁신적인 사고,
초심적인 열정, 고객만족 봉사의 가치를 추구하여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SW개
발 전문 업체입니다.
◾ IoT기반 어패류양식장 통합관리 시스템(가두리) : 어패류 양식장 생산관리 시스
템, 이력추적 시스템, 실시간 수중환경데이터 측정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로
양식 어패류에 최적화된 환경 조성 등의 관리 시스템
◾ 스마트 굴박신장 생산지원 관리시스템(굴싱싱이) : 굴박신장 생산지원관리시스템
을 개발하여 패류양식장의 일용직 작업자 및 생산량, 인사/급여 관리까지 IoT기반기
술에 접목하여 영세 굴박신 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 박신장 : 굴 패각에서 알굴을 추출하는 작업장

사업 분야

◾ 스마트 팩토리(WIZMES) : 최신 IoT기술기반의 생산, 제조공정과 관련한 생산관
리(ERP, MES)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열악한 생산 환경에 적합한 쉬운 WEB Base
솔루션으로 Cloud 솔루션으로 언제 어디서나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솔루션
◾ 육, 해상 물류 솔루션

: IoT기반 육상 물류(게이트, 창고, 차량관리), 해운물류

(터미널, Yard관리, 냉동화물 및 위험물 관리와 CFS 창고관리 등) 컨테이너 물류와
L.C.L화물을 연계하여 통합관리 및 모듈별 솔루션 보유
◾ 무선 통신 솔루션(모뎀) :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되어 기존 해외 제품에 비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언제든지 유지보수가 가능한 모뎀장비로 최대 20km까지 무선으로
HD급 화질의 영상 및 센서 데이터 전송 가능. 스마트 양식장의 핵심 통신기술.
담당자

유영재

연락처

010-8224-0065/02-6925-5366

이메일

yyj@yjglogi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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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진네트웍스
대표자명

백창규

홈페이지

www.woojinnet.net

대표전화

070-8730-5980

팩스

02-6008-8053

자본금

1.5 억원

매출액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4 코오롱테크노밸리 703호

당사는 탄탄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동통신 솔루션을 개
발하였고 이와 더불어 공공자전거시스템개발을 통해 녹색성장 사업에 이바지 하고
기업 소개

있습니다. 이동통신 솔루션으로는 CDMA모듈, CDMA모뎀 및 LTE 모뎀, 위치추적
단말기를 개발, 공급하고 있으며 공공자전거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RFID 기반 첨단 공공자전거를 개발, 납품하고 있습니다.

◾ 산업용 모뎀 솔루션
- 2G RCU-890 (SK텔레콤)
- 4G RCU-890L (LG유플러스)
- 4G RCU-890S (SK텔레콤)
사업 분야
◾ 공공자전거 시스템
- 창원시 공공자전거 (누비자)
- 시흥시 공공자전거
- 아산시 공공자전거

담당자

연락처

070-8730-5980

이메일

ssk@woojinnet.net

심세규 이사(기획 및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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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로지스넷
대표자명

서병륜

홈페이지

http://uln.logisall.com/

대표전화

02-3669-7585

팩스

02-3669-7579

자본금

1,000,000,000원

매출액

35억원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빌딩 7F)

㈜유로지스넷은 로지스올 그룹의 물류IT 전문회사로서 유비쿼터스 물류시스템 구축을
기업 소개 통한 물류정보 서비스 창출과 IoT기반의 신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물류비 절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IoT기반 물류정보 솔루션
- 창고관리시스템(WINUS)
사업 분야

- RFID/바코드를 활용한 개체기반 물류용기 관리시스템(Logiarx)
◾ RFID 리더/태그 등 IoT 장비 렌탈 및 판매
◾ IoT기반 물류정보화 컨설팅
◾ 클라우드 기반 물류정보 서비스

담당자

연락처

010-3958-5098 / 02-3669-7585

이메일

jypark@logisall.com

박 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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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비벨록스㈜
대표자명

이흥복

홈페이지

http://www.ubivelox.com

대표전화

02-597-3023

팩스

02-597-3177

자본금

813억원

매출액

850억(2017년)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2 태평양물산빌딩 14층

유비벨록스㈜는 생활 속의 IT현신을 위해 카드,모바일,자동차,IoT 디바이스 분야에
있어 오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 IT 솔루션 기업으로,자회사와의
긴밀한 사업협력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라임아이 (www.lime-i.com)
◾BLE비콘 기반의 산업용 IoT솔루션 전문 개발 회사로 스마트 태그, 스마트 가스
기업 소개

센서 와 IoT라우터 그리고 LBS 솔루션, IoT솔루션을 개발하여 산업 안전 전반과
출입 보안 분야,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유비벨록스모바일(http:/www.ubiveloxmobile.com)
: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기술과 Service Delivery, IoT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사 및 통신/포털/금융/증권분야의 파트너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 카드 &발급 시스템 사업
- 금융,공공,교통,통신,학교,방송 등
사업 분야

◾ BLE 기반의 안전관리 솔루션 (라임아이)
- Smart 가스 센서,밴드,허브,Smart Tag 등 다양한 계측(정보확인)
디바이스와 모바일 기기와의 연동을 통한 안전관리 솔루션

담당자

연락처

010-5114-1765

이메일

smkim@ubivelox.com

김성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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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WBM
대표자명

오상근

홈페이지

www.e-wbm.com

대표전화

02-556-7878

팩스

02-558-7876

자본금

1,774,197,500원

매출액

248,280,756원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9 동궁빌딩 14층 (우) 06236

주식회사이더블유비엠은 IoT 보안 및 영상처리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반
도체 업체 입니다.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미터링, FIDO 등 에
기업 소개

사용되는 고성능, 저전력 보안 반도체 SoC 와 동작인식 디바이스, VR 디바 이스
등에 적용되는 3차원 영상 깊이 정보를 한 개의 이미지 센서로부터 추출하는 ISP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IoT용 보안 MCU - H/W MCU 기반의 강력한 보안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IoT및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성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 (MS 시리즈)
사업 분야
◾ 3차원 동작인식 SoC - Dual Aperture 특허 기술 기반으로1개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는 하나의 카메라 모듈을 통해 3차원 거리정보(Dpethmap)를
추출하는 SoC 제품

연락처
담당자

진광호/영업마케팅 부장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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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3595 7502/
070-4447-8915
rei@e-wb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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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프전자㈜
대표자명

김 호 영

홈페이지

www.efcontrols.com

대표전화

070-7561-6961

팩스

031-629-6962

자본금

5백만원

매출액

55만원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1동 218호

이프전자주식회사는 WCDMA/LTE 등의 이동통신모듈이 탑재되고 RS485통신
기업 소개

/RS232통신/BT통신/WiFi통신 등의 유무선 근거리통신모듈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
는 스마트 홈/스마트 팜 솔루션을 연구/개발하여 제조&판매하는 기업입니다.

◾ 스마트 홈 산업 분야
사업 분야

- 셋탑 보드, 리모콘 앱, 전자부품 모듈
◾ 스마트 팜 산업 분야
- 셋탑 보드, 리모콘 앱, 제어 보드, 센서 보드

담당자

연락처

010-2357-6961

이메일

hoyoungkim@efcontrols.com

김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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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천스마트시티㈜
대표자명

박병철

홈페이지

http://www.ismartcity.co.kr

대표전화

032-458-5700

팩스

032-458-5759

자본금

3,500,000,000원

매출액

7,063,486,404원 (2017년)

주소

220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Tower 문화동 4층

인천스마트시티는 인천광역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출자기관으로서 Global
Smart City Solution Provider를 표방하며, 공공/민간의 시스템 및 솔루션 연계를 통해
민·관협력 Smart City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국내에 스마트시티 플랫폼 판매/구축 및
기업 소개 해외에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수출하는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인천스마트시티는 설립이후 송도 1~4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설계/구축/운영,
GCF ICT 서비스 제공, 송도, 영종, 청라지구를 통합관제 및 운영하는 IFEZ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자체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전문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공공사업
- Smart City 설계 및 구축
- Smart City 관제 및 운영, 유지보수

사업 분야

◾ 민간사업
- 광역시설관리(FMS), 스마트건물관리(BMS), IT서비스 관리, ICT운영
◾ 해외사업
- Smart City 마스터플랜 수립 및 컨설팅
- Smart City 설계 및 구축

담당자

연락처

032-458-5733

이메일

hiyong.lee@incheonucity.com

이희용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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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케이원정보통신
대표자명

김승일

홈페이지

www.k-won.co.kr

대표전화

02-853-5250

팩스

02-853-5230

자본금

1,350,000천원

매출액

48,604백만원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1406호
케이원정보통신은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서 20여년의 경험과

전국 서

비스 인프라 망을 바탕으로 최신 IT Trend기술을 반영한 솔루션 발굴하여 금융/공
공/교육/일반기업 등 고객사에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무선 및 가상화에 기반의
보안, 인증 및 방화벽 영역에 클라우드 방식의 Aerohive 단말기 등을 공급합니다.
기업 소개

특히 국내 최초 TETRA 기반 Train-Radio 국산화에 성공, 열차무선 관제서버/관제
조작반(CAD) 국산화를 통해 도시철도공사, 고속철도 전국을 잇는 철도망 열차 무
선통신의 선두주자입니다. 또한 최근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 4차
산업 사업을 리드하고 있는 주요 사업영역에 시스템 구축, 통합유지보수 등의 서비
스하고 있습니다.
◾ 통합유지보수
- 서버,PC,프린터 및 복합기 등, - 네트워크 및 보안, -Application
◾ 시스템 통합
- 인터넷, 모바일 시스템 구축, - 금융/공공 ITO사업,- TA/AA/DBA 등

사업 분야

◾ 스마트 사업
- 스마트워크 및 스마트오피스(컨설팅,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 구축 및 운영 시 IoT와 접목한 서비스 제공
- 유무선 랜 통신공사, 실내건축 및 전기공사,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등
◾ 네트워크
- Aerohive, Allied Telesis, VPN 등 (전기공사도 함께 함)

담당자

연락처

010-6220-5800

이메일

djkoh@k-won.co.kr

고대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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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코맥스
대표자명

변봉덕, 변우석

홈페이지

www.commax.com

대표전화

031-731-8791

팩스

031-731-8797

자본금

70억 원

매출액

140,252백만원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94 코맥스

코맥스는 홈 IoT를 주축으로 홈네트워크, 비디오폰, 시큐리티 시스템 등 일반 생활
기업 소개

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스마트홈 전문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장비, 너스콜 시스템과 함께 산업용 통신기기 시장에도 역량을 발
휘하고 있다.

◾ Home IoT 솔루션
- 도어 엔트리 제품에 IoT 기술을 접목시킨 제품으로, 일상 생활기기들을
무선으로 융합하여 코맥스의 월패드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다.
사업 분야

◾ 비디오폰 시리즈
- 출입관리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품군으로 생생한 화질을 전달하는
코맥스만의 영상기술이 적용되었다.
◾ 시큐리티 시스템
- CCTV와 DDL 제품군으로, 고객의 집과 사무실 등의 더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

담당자

연락처

031-739-3697

이메일

ssshim@commax.co.kr

심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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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테크나인㈜
대표자명

이 호 동

홈페이지

www.tech9.co.kr

대표전화

010-4789-2396

팩스

050-4371-2396

자본금

10 백만원

매출액

- (2017년 7월 설립)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5길 11, 3층 304호 (그린타운 6차)

테크나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연결(IoT)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big
data)하여 사용자에게 가치 있는 데이터로 제공(AI)하는 융∙복합 기술 개발 기업입
니다.
기업 소개

IoT 전용 네트워크인 LoRa, NB-IoT, LTE Cat.M1을 이용한 out-door 전문 IoT
제품과 Web과App을 이용한 모니터링 및 관리 플랫폼 패키지 제품을 개발 및 판
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편리하고 다양한 산업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IoT Service System
- IoT device는 Out-door 환경에서도 장기간 설치/운영이 가능한
저전력/소형화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며,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모니터링/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용자에게

사업 분야

제공하여, 실시간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줍니다.
◾ Smart in-store Ad.
- 전국 약 140만여 호의 상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광고 시스템은
저비용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타겟 광고를 할 수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높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010-2599-3737

이메일

airking@tech9.kr

김 정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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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텔레필드
대표자명

박 노 택

홈페이지

www.telefield.com

대표전화

031-730-5900

팩스

031-730-5998

자본금

3,478,520,000원

매출액

32,656,208,437원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 이노밸리E동 301

주요 사업 영역은 크게 광네트워크(Optical Network) 기반의 대용량 광전송장비
제조 영역과 IOT(사물인터넷)의 다양한 센서, Gateway, Platform 기반의 Safety
기업 소개

& Care Service를 위한 제조/솔루션 개발 사업 영역으로 구분된다. 특히 IOT 사업
에서는 복지부 독거노인 안전관리 시스템 및 IoT 기반 의료IT 사업, 일반
Silver-Care System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음. 2000년 창업 후 2008년 KOSDAQ
등록된 제조/솔루션 중심의 중소기업임.

◾ 주요 사업 분야별 제품 및 솔루션은 다음과 같음.
- 대용량 광전송 장비 시스템
사업 분야

- 100Giga~3Tera급의 중대형 광전송 장비 제조
: MSPP, MPLS-TP, PTN, POTN 등 IoT 실버케어 시스템 및 서비스 플랫폼
- SmartCareSystem;“TeleGuard”(Gateway, Sensors), TGSP(서비스 플랫폼)

연락처
담당자

이 창 희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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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텔릿와이어리스솔루션즈
대표자명

Derick Tsang

홈페이지

www.telit.com

대표전화

02-368-4600

팩스

02-368-4606

자본금

62억 5,000만원

매출액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6, 신영증권 별관8층

텔릿은 세계적인 IoT 선도기업으로 모든 종류의 셀룰러 통신 모듈 및 GNSS,
기업 소개

Wi-Fi, Short/Long 무선 모듈, IoT 커넥티비티플랜 및 IoT 플랫폼 서비스 등 엔
드-투-엔드 기반 IoT 구축을 지원합니다.

◾ IoT통신 모듈개발,제조,판매
- 셀룰러, GNSS, Wi-Fi, Automotive, Short/Long Range 무선 통신 모듈
사업 분야

◾ IoT 플랫폼 (deviceWISE)서비스
- 클라우드 기반의 IoT 플랫폼으로서 종합적인 툴과 리소스를 제공하여 사물을
기업 시스템에 간편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담당자

연락처

02-368-4612

이메일

Kyungjun.Lee@telit.com

이경준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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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파이칩스
대표자명

고진호

홈페이지

www.phychips.com

대표전화

042 864 2402

팩스

042 864 2403

자본금

3,295,761,000원

매출액

1,656,156,561원

주소

(3402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2로 187, 104호
파이칩스는 세계적인 RFID 기술기업으로서 자사의 무선통신 핵심 반도체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RFID 리더기용 초소형,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 칩(SoC)과
모듈을 전세계 주요 RFID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RFID 리더칩들이 산업용 리더기에 그 사용이 국한된 반면, 파이칩스
솔루션은 모바일기기와 가전 기기까지 그 응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이 요구하는 초소형,

기업 소개

저전력,

저비용,

고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였고,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우위와 독점적인 시장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칩스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많은 RFID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파이칩스는 “RFID IN YOUR HAND”를 모토로 "THINGS TO
CLOUD"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사물인터넷 세상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사업 분야

담당자

◾ RFID Reader용 Chip, Module 공급

연락처

042 860 0059

이메일

sales@phychips.com

김미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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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하이테크
대표자명

최종운

홈페이지

www.lightup.co.kr

대표전화

033-645-2407

팩스

033-645-2408

자본금

200,000,000원

매출액

1,500,000,000

주소

(본사)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2326번길 4 (정보문화사업단) 113호

하이테크는 IoT 네트워크 및 안전 모니터링 센서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LoRa
LPWAN 및 BLE (Bluetooth Low Energy)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제
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업 소개

당사는 국내 최초로 강원도내 14개 시/군에 IoT 전용망을 구축하고 건축 구조물
에 대한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상
상력을 현실화시키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 O-LoRa 솔루션 (기울기 및 균열, 진동/지진, 온/습도 등 실시간 측정)
- 건축문화재 모니터링 솔루션
사업 분야

◾위치추적 및 도난감지 시스템
- 이동수단 위치추적, 도난감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IoT 시스템 개발
◾초박형 접착식 스마트라벨 시스템
- 접착면의 파손(찢어짐) 감시를 통해 나사풀림, 봉인해제 등 위험상황 경고

담당자

연락처

033-645-2407

이메일

led@lightup.co.kr

최종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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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한스크리에이티브
대표자명

장한식

홈페이지

www.hanscreative.com

대표전화

02-555-3180

팩스

02-555-3640

자본금

3억원

매출액

2억원

주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길 11-41 스마트콘텐츠센터 502호

㈜한스크리에이티브는 IoT 기술개발과 솔루션 판매를 사업분야로 하고 있는 벤
처기업입니다. 핵심역량은 경제적이며 실용적인 Indoor LBS 원천기술이며, 이를 기
반으로 몇가지 IoT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IT 보안 및 에너지절감 솔루션인 Green lock(일명 SSES, Smart
기업 소개 Security & Energy Saving)와 공동주택 출입보안 및 생활안전 위치인식기반 IoT
솔루션인 SACS(Smart Access Control System)입니다. Green lock은 벤처혁신조
달제품으로 지정되어 나라장터에 상품등록 되어 있으며, SACS는 2013년 ZigBee
기반으로 상용화를 하였으며, 현재 모바일 BLE(Bluetooth Low Energy)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

담당자

◾ Green lock 솔루션
◾ SACS(Smart Access Control System)

연락처

010-7119-4559

이메일

hsjang@hanscreative.com

장한식(이사)

- 141 -

31. ㈜한컴MDS
대표자명

장명섭

홈페이지

www.industrialiot.co.kr

대표전화

031-600-5100

팩스

031-600-5169

자본금

4,838,225,000원

매출액

150,000,000,000원

주소

(13487)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7 판교 세븐벤처밸리 2단지 1동 3층

한컴MDS는 IoT융합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위한 산업용 IoT
기업 소개

솔루션을 산업 전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산업용 IoT솔루션은 산업용 IoT플랫폼
ThingSPIN을 중심으로 센서부터 상위플랫폼까지 end-to-end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팩토리형 서비스(생산품질관리, 설비예지진단시스템 등)을 위한 ThingSPIN
플랫폼은 크게 3가지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산업용 Device 및 장비 연동
사업 분야

- 다양한 산업용 장비와 통신을 위한 국제 표준 프로토콜(OPC UA) 지원
◾ 스마트팩토리 데이터 저장, 분석 및 시스템 연동
-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로의 실시간 데이터 및 이벤트 저장 및 시스템 연동
◾ 스마트팩토리 데이터 통합,분석 및 가시화
- 실시간 및 저장 데이터 가시화 (차트, 그래프, 표, 반응형 SVG 등) 지원

담당자

연락처

031-600-5150

이메일

iot@hancommds.com

심원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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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기업 소재지
구 분

강남

강동
구로

서울 금천

마포

서초

회 사 명
㈜앳디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0-15 2층

SK테크엑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1

㈜eWB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길 9동궁 빌딩14층

㈜엔텔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01 금하빌딩15층

더하임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71, 309(길동)

유비벨록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2 태평양물산빌딩 14층

㈜영진글로지텍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0 벽산디지털밸리 7차 701호

㈜우진네트웍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케이원정보통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유로지스넷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빌딩 7F)

㈜넥스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12,16층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동아피엠㈜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데이터스트림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28 청호나이스빌딩 6층

㈜애니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길

테크나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5길 11,

영등포 ㈜텔릿와이어리스솔루션즈
용산

주 소

60-4 코오롱테크노밸리 703호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1406호

(도화동,성지빌딩)802호

27 배양빌딩 2층
3층 304호 (그린타운 6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6, 신영증권 별관 8층

㈜LG유플러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LG유플러스 빌딩

㈜에어릭스

서울특별시 중구

SK브로드밴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4 SK남산그린빌딩

㈜한컴MD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7 판교세븐벤처밸리 2단지 1동 3층

㈜텔레필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코맥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94

이프전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1동 218호

㈜한스크리에이티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길 11-41 스마트콘텐츠센터 502호

㈜아이유플러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민대로2 48번길 25, 503호

㈜에이씨앤티시스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16-11

㈜바른전자

경기도 화성시 경기동로

대전

㈜파이칩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2로 187, 104호

인천

인천스마트시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Tower 문화동 4층

울산

나인플랫폼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 12길 70 상가4동 203호

서울
남대문로5가 120 단암빌딩 8층

중구

경기 성남

안산

경기 안양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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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이노밸리E동 301
코맥스

548 바른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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