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러 두 기

□ 본 편람은 2개의 장으로 구성

� � -�제1장.� AIoT�서비스 및 제품은 201개의�서비스·제품의 주요기능,�특징 및 장점,�

서비스 구성도,� 제품사진,� 활용분야,� 주요 실적 등이 수록

� � -�제2장.�기업 현황은 121개사의 사업 분야,�소재지,� 대표자,� 매출액,� 자본금,�

홈페이지,� 주요제품 및 서비스,�담당자 연락처 등이 수록

<� 2023년도 편람 수록 현황 >

분 야 세 부 분 야

AIoT� 서비스
(68개)

헬스케어(1),�의료(1),�복지(5),� 검침(1),�에너지관리(6),�제조(8),�스마트홈(5),�

스마트오피스(2),�농림축산(3),�수산(1),�자동차(3),�교통/인프라(7),�조선/선박(2),�관광(1),�

스포츠/레저/오락(1),�물류/유통(4),�건설/시설물관리(3),�산업안전(4),�환경/재난/재해(6),�

기타(4)

IoT� 제품기기
(87개)

모듈(31)� :� 센서(3),� 통신(16),� 복합(12),

단말(25)� :� 생체인식(2),� 위치측위(4),� 환경감시(8),� 장비시설(2),� 경보알람(3),�

자동원격제어(4),� 기타(2)

카드/태그(2),�칩셋(1),� 게이트웨이(15),�리더(7),�태그프린터(2),�기타(4)

AI� 소프트웨어
(20개)

시스템 소프트웨어(5),� 응용 소프트웨어(14),� 하드웨어(1)

플랫폼(21개) S/W� 플랫폼(20),�플랫폼 장비(H/W)(1)

보안(5개) 서비스(1),�기기(4)

문의처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정보서비스팀 (☎ 070-4892-4701)



구 분 내 용

헬스케어 o� 운동량 관리 서비스,�수면관리 서비스 등

의료
o� 약물관리,� 신약개발,� 조기진단,�의료 이미지분석,� 약물 및 의료기기 효과 분석,�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서비스,� 환자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원격 검진 서비스 등

복지
o� 취약계층(독거·치매노인,� 여성,� 장애인 등)� 서비스,� 사회복지시설(요양원 등)� 서비스,�

미아방지 서비스,� 여성 안심서비스 등

에너지 검침 o� 전기·가스·수도 등 원격 검침 서비스,�실시간 과금 서비스 등

에너지 관리
o� 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건물 에너지 관리 서비스,�전력/전원 모니터링 및 제어 서비스,�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등)� 관리 서비스 등

제조
o� 생산 공정관리 서비스,� 기계진단 서비스,� 지능형 기계/로봇,� 시뮬레이션,� 공장

자동화서비스,� 제조설비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등

스마트홈
o� 가전·기기 원격제어 서비스,� 홈CCTV� 서비스,� 스마트도어락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음성인식 비서)�등

스마트 오피스
o� 스마트책상,� 스마트사물함,� 출입관리시스템,� 변동 좌석시스템,� 영상회의시스템,� 문서고

관리시스템,� 회의록기록 시스템 등

금융/보험
o� 사기 탐지,� 보험,� 재무 분석,� 대출 심사,� 투자 추천,� 지불/결제 자동화,� 리스크 관리

로보어드바이져,�비콘 기반 금융 상품 안내 및 고객 서비스 등

교육
o� 스마트 스쿨(출결관리,� 교육 기자재관리 등)� 서비스,�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 맞춤형

커리큘럼,� AI� 채점,� 스마트 학습 지원,� AI� 튜터 등

국방
o� 훈련병·예비군 관리 서비스,� 전장감시 및 부대방호 서비스,�총기 및 탄약 관리서비스,�

테러감지 서비스,� AI� 작전/훈련 시뮬레이션 등

농림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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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o� 양식장 환경 정보 수집 서비스,� 수산물 이력관리 서비스 등

자동차 o� 차량 진단서비스(DTG,� OBD),� 커넥티드 카,� 무인자율 주행 서비스 등

교통/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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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관광지 위치정보 서비스,�관광/문화행사 정보 수집/제공 서비스,� IoT� 기반 문화유산 관광�

안내 서비스 등

스포츠/레저/오락 o� 운동선수 관리(운동량 체크 등)�서비스,�스포츠 장비 관리 서비스,�경기장내 위치청보서비스 등

도매/소매 o�무인판매,�소셜분석,�구매예측,�지능형 쇼핑고객 관리 서비스,�실시간 재고관리 서비스 등

물류/유통
o� 상품 위치정보 모니터링 서비스,� 물류창고 관리 서비스,� 조달관리 서비스,� 물류추적�

서비스,�맞춤형 최적 배송 등

건설/시설물관리
o� 스마트건설,� AI� 설계,� 중장비 자동화,�구조물 안전관리 서비스,� 공공시설물 제어서비스,�

빌딩 관리서비스,�출입 통제서비스,�시설물 감시서비스,�도로/교량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등

산업 안전 o� 유해화학물 관리,�재해 모니터링,� 위험물 감지·경보 서비스 등

환경/재난/재해
o� 수질관리,�기상정보 수집/제공,� 음식물쓰레기 관리,�스마트 환경정보 제공,�재난재해

감시(홍수,� 지진 등)� 서비스

AIoT� 서비스 ‧ 제품 분류

AIoT� 서비스



구 분 내 용

스마트 기기용

칩셋

RF

o� IoT용으로 개발 및 이용되는 통신 전용칩셋

� � ※ MCU와 결합되지 않은 형태

� � ※ 5G� 이상,� 2.4G,� 800~900MHz,� 400MHz� 대역,� 13.56MHz,� 134khz이하

MCU
o� IoT용으로 개발 및 이용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 � ※ 8bit� core,� 16bit� core,� 32bit� core,� 64bit� core� 이상

SoC
o� IoT용으로 개발 및 이용되는 통신 칩과 MCU가�포함된 칩셋

� � ※ RF+MCU,� 센서+RF+MCU

스마트 기기용

모듈

센서모듈
o� 센싱(온습도,�환경,� 압력 등)�기능이 포함되어,�독립적으로 설치/교체/사용�

될 수 있도록 설계된 IoT에 이용되는 하드웨어

통신모듈
o� 통신(BLE,� Z-Wave,� Zigbee,� WiFi,� LTE,� LPWA�등)기능이 포함되어,�

독립적으로 설치/교체/사용 될 수 있도록 설계된 IoT에 이용되는 하드웨어

복합모듈

(센서,� 통신)

o� 센싱 및 통신 기능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독립적으로 설치/교체/사용 될 수�

있도록�설계된 IoT에 이용되는 하드웨어

스마트 카드/태그 o� IoT�서비스에서 NFC,� RFID를 이용해 근거리 사물인식을 지원해주는 제품기기

스마트

�단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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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차량진단(DTG,OBD)�단말,�건설물 안전 진단 단말,�창문 열림 감지 단말 등

영상 감시 단말기기 o� 홈캠,� CCTV� 등

경보/알람 단말기기 o� 화재,� 도난,� 가스 경보 단말,� 경광등,� 비상벨 등

자동(원격)� 제어 단말기기
o� 스마트 도어락,�가스 밸브,�출입 통제 단말,� 전력 차단기,� 스마트 전구,�

스마트 콘센트,� 스마트 가로등 등

스마트 결제 단말기기 o� 카드 결제 단말,� 카드 조회기,� 자동 주차료 결제기,�자동 발권기 등

스마트홈 월패드 o� 스마트 홈,� 홈네트워킹에 활용되는 월패드

기타 응용 단말기기 o� 스마트 교탁 등

게이트웨이

무선통신 게이트웨이
o� 스마트 단말과 무선통신(BLE,� Z-Wave,� Zigbee,� LoRa,� UWB� 등)으로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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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웨이
o� 사용자와 음성으로 연결되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통신망에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장비 ※ NUGU,� GIGA� Genie� 등

교육용 장비 o�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등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OSHW)�

태그프린터 o� NFC,� RFID� 태그 프린터

리더
o� 스마트 카드/태그와 연결되어 수집된 정보를 통신망에 연결하는 제품기기

� � ※ RFID� 리더,� NFC� 리더

IoT� 제품 기기



구 분 내 용

S/W� 플랫폼

연결/기기 관리
S/W� 플랫폼

o� IoT�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서 및 단말의 연결과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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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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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보안 솔루션 등)

구 분 내 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o�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엔진,� APIs,�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 � ※ 클라우드/설치형 머신러닝 플랫폼 등

응용 소프트웨어

o�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업 내부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 � ※ 대화형 인공지능,� 컴퓨터 비젼,� 감성　인식,� 지능형 자동화,� 추천 엔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구축·관리 및 관련

정보 서비스

o�인공지능 기술·시스템 도입을 위해 제공하는 구축 및 관리 서비스와 관련

정보 서비스

� � ※ 인공지능 컨설팅,� 인공지능 시스템 통합,�인공지능 시스템 관리,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인공지능 정보 서비스 등

하드웨어
연산 및 처리

부품/장치

o� 인공지능 연산·처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부품 및 장치

� � ※ 인공지능 전용칩(뉴로모픽칩 등)

구 분 내 용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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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리 및 관제 서비스,� 스마트 디바이스 인증 솔루션,� 서비스보안�

솔루션,�프라이버시 보호(콘텐츠 보안)�솔루션,� IoT� 보안 컨설팅,� IoT� 모의

해킹 및 취약점 진단 서비스,� 유지보수 등이 포함

기기

플랫폼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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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1 휴대 가능한 개인형 운동량측정평가 IoT� “스마트블록”과 “온바디”

기업명 � � 이리오넷(주)

주요 기능

◾ 스마트블록
� � 1)� 사용자가 휴대 가능한 개인형 IoT� 장치

� � 2)� 운동머신,�운동장비,�운동명 인식 및 디스플레이

� � 3)� 운동부하(운동무게)�설정,�운동이동거리(최대/유효)� 디스플레이

� � 4)� 사용자 및 횟수/세트 수 인식

� � 5)� 운동데이터 실시간 전송 및 디스플레이

� � 6)� 웨이트 운동머신,� 운동기구,� 맨몸운동 등에 다양하게 적용 가능한 탈부착형 기구 (핀,� 클립,�

클램프 등)

� � 7)� 사용자 운동데이터 실시간 수집 기능

� � 8)� 무선통신,�자체 충전배터리 내장

◾ 온바디
� � 1)� 사용자 체력 및 체형 운동목적,�선호운동 등 등록

� � 2)� 자동(스마트블록 등)�또는 직접 운동능력 측정

� � 3)� 운동능력측정 및 평가에 따른 운동지도

� � 4)� 자율모드/스마트모드/PT모드

� � 5)� 운동머신 및 운동기구,� 운동명에 대한 스트레칭,� 운동머신,� 운동기구,� 맨몸운동 등의 운동

방법 제공/관리

� � 6)� 일/주/4주/12주 맞춤형운동 로드맵 제공

� � 7)� 사용자 실시간 운동현황 및 운동이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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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장점

◾ 스마트블록
� � 1)� 사용자 체력 및 체형에 따른 정확한 운동능력측정/평가 가능

� � 2)� 사용자가 휴대 가능한 개인형 IoT� 장치

� � 3)� 웨이트 운동머신,� 운동기구,� 맨몸운동 등에 다양하게 적용 가능한 탈부착형 기구 (핀,� 클립,�

클램프 등)

� � 4)� 사용자 운동데이터 실시간 수집 가능

� � 5)� 자율모드,�스마트모드,� PT모드에 따른 다양한 운동지도 가능

� � 6)�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구축 및 전문AI개발을 위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 가능·

� � 7)� 저전력 에너지 절감형 IoT

� � 8)� 기존 운동머신,�운동기구에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여 디지털 운동장비로 전환 가능

� � 9)� 고가의 IT기술이 결합된 운동장비를 구입하거나 기존의 운동장비를 대체하지 않고도 실시간�

운동정보 수집/평가/지도가 가능

� � 10)� 비대면 플랫폼 환경에 접목시킬 경우 인지도 높은 전문 트레이너가 동시에 많은 회원들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트레이닝이 가능

◾ 온바디
� � 1)� 사용자 체력 및 체형 운동목적,�선호운동 등에 따른 맞춤형 운동평가 및 지도(WORKOUT)

� � 2)� 일/주/4주/12주 등 맞춤형 운동로드맵 서비스

� � 3)� 운동머신 및 운동기구,� 운동명에 대한 스트레칭,� 운동머신,� 운동기구,� 맨몸운동 등의 운동

방법 서비스

� � 4)� 신규운동장비 및 운동방법 등록 가능

� � 5)� 사용자 실시간 운동현황 및 운동이력 서비스

� � 6)�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수집을 통한 운동전용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가능

활용 분야

◾ 공공/지자체 체력단련 스포츠센터 내 운동장비(1천여 곳)
◾ 민간/공동주택 내 체력단련 시설(영리시설 7천여 곳,�공동주택 내 비영리시설 5천여 곳)
◾ 경찰,�소방,�국방 등 전문체력 단련 시설
◾ 교육시설(중/고등학교/대학교)�내 체력단련 시설
◾ 병의원 내 정형 및 재활 운동시설
◾ 개인운동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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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스마트블록을 이용한 온바디 구성

스마트블록이 삽입된 웨이트운동머신 케이블운동머신에 삽입된 스마트블록

스마트블록 핀 타입 스마트블록 클램프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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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 (주)글로벌비즈텍
� � -� 글로벌비즈텍에서 자체 개발한 Saas기반 지능형 체육시설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될 스마트

블록핀 시제품(알파버전)� 100개 공급 (2022년 7월)

� � -� 글로벌비즈텍 추진 체육시설사용자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에 사용될 시제품(알파버전)� 100개�

공급 예정 (2022년 12월)

◾ (주)세이프씨엔씨
� � -� 제조 ERP�사내 디지털 헬스케어 모듈구축 및 스마트블록핀 100개 공급(시제품)�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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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1 IoT� Performance� (co-existence)� Program

기업명 � � (주)케이씨티엘(KCTL)

주요 기능

◾ 다양한 종류의 무선기술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RF� 스펙트럼의 할당 제한으로 인한 무선

성능 충돌 영향을 평가 및 무선 충돌에 회피하고,� 간섭 영향에 대한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는 능력의 평가 및 검증을 제공

◾ 무선 co-existence

� � -� IoT� 기술을 탑재한 의료기기에 대한 미국 FDA� 환경 규격 및 요구사항에 대한 능력 평가

� � -� 특정의 사용 환경에서 잠정적으로 예상되는 전자기적 간섭 원인 분석

� � -� IoT� 의료기기 간의 인접 및 동일 채널에서의 간섭 및 다른 주파수 밴드를 사용하는 무선과의�

간섭 영향에 대한 위험 분석

◾� 무선신호 및 데이터의 보안

� � -� 의료 데이터 또는 병원 네트워크에 승인되지 않은 접근을 방지하고,�수신된 정보 및 데이터가�

기기의 의도된 목적에 부합하는 것에 대한 보장

� � -� 무선 의료기기의 암호화 기술과 데이터 접속관리,�인증 프로세서에 대한 관리를 위한 위험분석 평가�

특징 및 장점

◾ Co-existence� 시험
� � -� In-band� (동일 채널 및 인접 채널),� Out-band,� 동일 환경에서 근접 전자계 환경에서

간섭이 지속 상황에서의 Failure� 모드,� 임계 레벨(threshold)� 결정

� � -� 국제규격 IEEE/ANSI� C63.27-2017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따른 평가

� � -� FDA� recommendation� Risk� 평가를 통하여 FRA� premarket� submission� 활용

◾ 무선신호 및 데이터의 보안

� � -� 무선 데이터전송의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차단 및 비승인된 무선 접속에 대한 차단

� � -� 무선기기의 내장 데이터의 비승인 접속을 차단 (프로토콜 포함 암호화 및 승인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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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IoT�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의료기기에 적용

� � -� 무선의료원격서비스 (Wireless� Medical� Telemetry� Service,� WMTS)

� � -� 의료기기 무선통신서비스 (Medical� Device� Radiocommunication� Service)

� � -� 의료용 저전력 및 신체 내장 무선서비스 네트워크 (Medical�Micropower�및 Body�Area�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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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1 드론장착용 인명구조용키트

기업명 � � (주)이스턴스카이

주요 기능

◾� 현재 드론을 이용한 인명구조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으로 보편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드론에 장착 가능한 인명구조용 키트를 개발하였고,�

당사의 제품은 기존 기술 대비 다음과 같은 특장점이 있습니다.

� � �

기존 기술 신청 기술

� -� 인명구조용 특수목적 드론 필요

� -� 여름철에 한시적 운용(주로 7~8월)�

� -� 고가 및 복잡한 드론 운영 시스템,� GCS�

(Ground� Control� System)�등

� -�전문 운영,�유지 보수 인력 필요

� -� 인명구조 외에는 사용 불가

� -� 시중에 있는 다양한 상용화 드론에 장착 가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백신,� 약품 배송 등)

� -� 사용이 안전하고 쉬우며,�도입 비용이 저렴하고,�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

� -� 운용과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 없음

� -� AI�기술을 통해 조난자에게 키트 전달 여부,�조난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조난 사고 발생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수집 가능

특징 및 장점

◾ 당사의 기술개발은 인명구조용 키트를 조난자 사고지역까지 견인하고,� 정확한 위치에

투하하면 물에 닿음과 동시에 키트는 분리가 되며 튜브는 자동으로 팽창하여 구명튜브가

됩니다.� 조난자가 튜브를 잡아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가속도 및 GPS센서를 통해 인명구조

대원들이 정확한 위치로 출동하여 성공적인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군집 비행 솔루션을 적용한다면 1:1방식의 구조가 아닌 이안류,� 선박 사고 등에서 조난자�

발생 시 다수의 인명구조와 기상악화 및 광범위한 지역을 수색,�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보다 더 성공적인 인명구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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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ES-Guardians D 전면 디자인 ES-Guardians D, 드론, 자동팽창 튜브

제품 홍보 모션그래픽 동영상: ES-Guardians D model 모션그래픽 - YouTube

활용 분야

◾ 인명구조

◾ 안전 관련 빅데이터 구축

◾ 사고 사전 방지

주요 실적

◾ 2021년 해양수산부 NET� 신기술 인증 획득

◾ 2022� 혁신제품 지정

◾ 나라장터 조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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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본스마트케어

기업명 � � (주)하이디어솔루션즈

주요 기능

◾ 용도
� � � � -�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서비스

◾ 시스템 제품 구성

� � � � -� 서비스 플랫폼 :� 분석 기반 3세대 스마트 케어 서비스 플랫폼

� � � � -� 스마트허브 :� 센서로부터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서버로 전송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119로 자동 신고를 수행하는 주장치

� � � � -� 활동량감지기 :� 댁내 사용자(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의 활동 상태를 감지하여 댁내

위치별 활동 카운트를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센서

� � � � -� 응급호출기 :� 댁내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응급호출 기능을

수행(휴대형,� 고정형)

� � � � -� 출입문감지기 :� 활동량감지기와의 연동을 통하여 사용자의 출입 상태에 따라 외출 및

재택 상태를 감지

특징 및 장점

◾ 국내 업체 중 가장 많은 가구에 공급 운영(전국 약 150,000가구)

◾ 안정적 운영 성능 보장

◾ 초고속 원격 업데이트를 통한 기능 개선 및 변경에 대한 신속 대응

◾ 다수의 활동량감지기를 통한 사용자의 활동 상태 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3세대 스마트케어�
서비스 제공

◾ 스마트홈,� 헬스케어,� 보안,� 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로의 확장성을 갖는 댁내 플랫폼과

서비스 플랫폼

◾ 개인을 위한 패밀리 케어 서비스 및 기관을 위한 센터 케어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플랫폼 구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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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활용분야
� � � �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케어 서비스

� � � � -� Healthcare,� Security,� Environment� 등의 서비스 확장

활용 분야

◾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모델

� � � � -� 2009년~2019년 :� 100여개 지자체 53,000� 가구에 2세대 서비스 구축

� � � � -� 2020년~2021년 :� 220여개 지자체 100,000� 가구에 3세대 서비스 구축

◾ 커뮤니티 케어 및 스마트홈 서비스 모델

� � � � -� 2020년 :� 10여개 지자체 및 기관 2,000가구 구축

� � � � -� 2021년 :� 3개 지자체 및 기관 약 500가구 구축

� � � � -� 2022년 :� 민간 서비스 출시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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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사랑 효돌

기업명 � � (주)효돌

주요 기능

*� 부모사랑 효돌:� 24시간 부모님의 정서/생활/인지 건강을 도와주는 AI� 돌봄 로봇

◾ 어르신의 정서건강을 위한 감성 인터랙션 서비스

� � -� 터치 인터랙션(머리 쓰다듬기,� 등 토닥이기,� 손잡기 외)을 통한 말벗 기능 제공

� � -� 기상부터 취침까지 주요 일과(약 복용,�식사,�환기 등)를 개인 시간에 맞추어 음성으로 알림

� � -� 체조,� 치매예방퀴즈,� 노래,� 이야기,� 회상놀이,� 종교말씀 등 어르신 전용 재가 콘텐츠

재생을 통한 인지 강화 및 치매 예방

◾ 어르신 특성에 맞춘 건강관리 기능 서비스

� � -� 주요 노인성 질환 관리를 위해 맞춤형 식단 및 건강 정보 제공

� �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천식,� 알레르기,� 퇴행성관절염,� 구강질환,� 변비,� 요실금,� 전립

선비대,� 금연,� 절주)

◾ 어르신의 주요 노인성 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 코칭

� � -� 어르신의 신체 조건에 맞추어 상체,� 하체,� 전신 옵션별로 맞춤형 건강체조 제공

� � -� 어르신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 제공

◾ 보호자 (생활 관리사,� 가족 등)� 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원격 관리

� � -� 어르신의 활동 현황,� 약 복용 등의 데이터 모니터링 가능,� 개인별 설정된 시간 동안

감지가 없을 경우,� 푸시 메시지를 전달하여 알림

� � -� 단체 혹은 개인용 음성 메시지,� 날씨 메시지,� 스케줄 알람

◾ 수술 후 재활환자 관리를 위한 통증 케어 및 정서 케어 제공

� � -�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술을 한 어르신의 응답 데이터를 수집하여,� 어르신의 통증 및 정서

케어에 필요한 분석 리포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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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장점

◾ 고령자 사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봉제 인형 외관의 AI� 돌봄 로봇

� � -� 손자/손녀 모습의 친숙한 외관으로 익숙하며,� 자연스러운 인터랙션 가능

� � -� 메뉴 조작이 직관적이고 단순하므로,� 사용에 어려움이 없음

� � -� 어르신은 인형만 사용하므로 스마트폰은 필요 없고,� 개통된 인형을 제공하므로 통신 연결�

또한 필요 없음

◾ 보호자-어르신 간의 안전 연결망으로 비대면 복지 서비스 개선

� � -� 24시간 어르신의 곁을 지키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 제공

� � -� 실시간 활동 감지 및 손쉬운 정보 수정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사용현황 등 통계 파일

다운로드 가능

� � -� 돌봄 관리자 및 자녀,� 지인과의 실질적인 대화 수 증가

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복지 서비스 제공

� � -� 어르신이 병원·요양 시설 등의 기관에 가지 않아도,� 재가에서 충분히 생활·건강·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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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관,� 요양원 등의 복지기관 내 교육 프로그램

� � -� 사회복지사 외 진행자가 효돌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자극을 통해

어르신의 인지기능 퇴행 예방 및 대인 관계 증진,� 삶의 활력소 증진을 가능하게 함

활용 분야

◾ 2018년

� � -�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 전남 광양시 300대 납품

� � -�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서울 성동구,� 중랑구 외 100대 납품

◾ 2019년

� � -�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 서울 구로구 225대 납품

◾ 2020년

� � -� 대전 사회문제 해결 ICT�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 60대 납품

� � -�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120대 납품

� � -�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 90대 납품

◾ 2021년

� � -� 전남 나주시 노인종합복지관 30대 납품

◾ 2022년

� � -� 성장 동력 실증기획 지원사업 전라남도 250대 납품

� � � � =>� 제품 출시 후 총 6,000여대 납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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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업명 � � (주)라닉스

주요 기능

◾ 서비스 개요

� � � � -� 실내 실외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 � � -� 노약자가 신체적으로 이상 증상을 느끼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SOS� 버튼을 눌러서

콜센터와 통화를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단말기를 제공

� � � � -� 제품 :� Pendant� 형태의 디바이스

◾ 주요 기능

� � � � -� 통화 기능 :� 사용자가 응급버튼을 눌러 콜센터와 통화하여 도움 요청

� � � � -� 위치 확인 :� 콜센터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여 즉시 구조�

특징 및 장점

◾ 긴급 구조 :� 사용자는 신체적으로 이상 증상을 느끼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간단히 응급버튼만 눌러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사진 전송 :�사용자가 전화를 하거나 카메라버튼을 누르면 주변의 사진을 찍어 콜센터로 전송

◾ 낙상 감지 :� 사용자가 쓰러지면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줌

◾ 방수 :� IP68� 등급의 방수 기능이 있어서 샤워할 때도 착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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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고령자를 위한 응급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 건강상담,� 복약지도,� 생활패턴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독거노인 또는 장애인용 응급안전 알림 복지 서비스 제공

� � -� 실내외 어디에서나 24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주요 실적

◾ 미국 Medical� alert� service� 사업자에 샘플 제공 후 공급 협의 중

◾ 국내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제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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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돌이 스마트패드

기업명 � � (주)효돌

주요 기능

*� 효돌이 스마트패드 :�디지털 학습/맞춤형 돌봄/헬스케어 솔루션이 탑재된 어르신용 스마트패드

◾ 어르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정신건강관리 챗봇 서비스

� � -� 일반대화 효돌의 발화 특성이 담긴 목소리로 단순 명령형 대화가 아닌 양방향 대화 제공

� � -� 마음대화 :� 어르신의 발화를 통해 그들의 감정을 인식하여 공감 행동 촉진

� � -� 추억여행 :� 어르신의 학창시절,� 청년시절 등에 대한 질문을 하여 어르신이 과거를 회상

함으로써 치매예방,� 인지능력 강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줌

� � -� 콘텐츠재생 :� 음성으로 원하는 영상과 노래를 요청하면 유튜브로 연결되며 즉각 재생

◾ 효돌 캐릭터 기반의 스마트 교육 콘텐츠

� � -� 치매 예방용 오프라인 효돌이 학습지(오늘의 시,� 단어 찾기 등)를 디지털로 구현

◾ 어르신 및 돌봄 기관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비대면 돌봄 솔루션 제공

� � -� 키오스크,�한글 교육앱 등 어르신 및 기관별 원하는 앱을 추가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사용 가능

� � -� 복지관 및 보건소,� 지자체에서 온라인 미팅 링크·유튜브 교육 콘텐츠 등을 스마트패드로

전송 가능

� � -� 자녀·보호자·사회복지사와의 실시간 영상통화 가능

◾ 보호자 (생활 관리사,�가족 등)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웹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관리

� � -� 어르신의 '효돌이 학습지'� 콘텐츠 활동 데이터 외 패드 데이터 모니터링 가능

특징 및 장점

◾ 고령자가 친근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디지털 콘텐츠

� � -� 고령자에게 최적화된 UI/UX(글꼴,� 글자크기,� 메뉴크기,� 콘텐츠 종류,� 디자인,� 아이콘 등)를�

구현하였으므로 직관적이며 사용성이 매우 높음

� � -� 딱딱한 AI� 목소리가 아니라 친근한 효돌이의 말투로 대답하여 친근감 제공

◾ 보호자-어르신 간의 안전 연결망으로 맞춤형 비대면 돌봄 솔루션 제공

� � -� 프로그램 사용 현황 및 정신건강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는 앱/웹 모니터링 시스템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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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있다면 어떤 앱이든 설치 가능하므로,� 어르신 및 기관에 맞는 맞춤형�

비대면 돌봄 솔루션 설계 가능

◾ 어르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대화하는 효돌이 챗봇 기능

� � -� 명령형 대화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

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복지관,� 요양원 등의 복지 기관 내 교육 프로그램

� � -� 사회복지사 외 진행자가 효돌이 스마트패드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사용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해소,�인지 기능 퇴행 예방 및 대인 관계 증진,�삶의 활력소 증진 가능

주요 실적

◾ 2021년
� � -� 함양보건소 1대 납품

◾ 2022년
� � -�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4대 납품

� � -� 연세대학교 10대 납품

� �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5대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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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

1 Smart� Metering

기업명 � � (주)누리플렉스

주요 기능

다양한 통신 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데이터 관리,� 분석 플랫폼

◾ 다양한 통신 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

� � -� 환경에 맞춘 유/무선 통신기술 단독 또는 혼합으로 적용한 네트워크 구축 가능

� � -�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 정보 수집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가능

◾ 에너지 데이터 관리,� 분석 플랫폼 서비스 제공

� � -� 에너지 데이터 수집 표준 플랫폼 제공

� � -� 에너지 빅데이터 관리,� 분석 플랫폼 서비스 제공

� � -� 에너지 데이터 기반 과금 서비스 제공

특징 및 장점

◾ 다양한 통신 기술 적용

� � -� (무선)� 900MHz,� 2.4GHz� 등 비면허 대역 무선 주파수 활용 통신 인프라 구성

� � -� (유선)� 저속 PLC,� RS-485� 등 유선 기반 통신 인프라 구성

� � -� (이동통신)� LTE,� 3G,� 2G� 등 국내외 이동통신 기술 적용 통신 인프라 구성

◾ 표준 기반 스마트 미터 연계 기술 제공

� � -� DLMS,� ANSI� 등 스마트 미터 표준 기술 연계 기능 제공

◾ 스마트 미터링 토털 서비스 제공

� � -� 데이터 수집부터 요금계산까지 토털 서비스 제공

� � -� 선불형,� 후불형,� 클라우드 서비스형 등 맞춤형 AMI� 서비스 모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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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스마트그리드 AMI� 및 IoT� 정보 수집 인프라

� � -�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 정보 수집을 위한 AMI� 서비스 제공

� � -� IoT� 센서 연계 정보 수집 인프라 구축에 활용

주요 실적

◾ 주요 해외사업

� � -� 에티오피아 전기 AMI� 시스템 구축 사업 (2020년)

� � -� 베트남 AMI� 사업 (2017년)

� � -� 가나 AMI� 사업 (2016년)

� � -� 노르웨이 에너지 IoT� 서비스 구축 (2015년)

◾ 주요 국내사업

� � -� 그린뉴딜 가정용 스마트전력플랫폼 사업 수주 (2020,� 2021년)

� � -� SKT,� 한전 저압 AMI� 사업 수주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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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리

1 Energy� Efficiency� Service

기업명 � � (주)누리플렉스

주요 기능

건물,� 공장,� 소규모 지역의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 제공

◾ xEMS� 서비스
� � -� 다양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각종 설비,� 분산전원,� 전력부하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및 탄소중립 솔루션 제공

◾ 마이크로 그리드 서비스

� � -�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서비스 제공

� � -�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분산전원 연계 효율화 서비스 제공

◾ VPP(Virtual� Power� Plant,� 가상발전소)� 서비스
� � -� 분산전원을 ICT� 기술로 통합 운영하여 전력 공급사의 중앙 발전소와 같은 기능을 제공

� � -� 다양한 발전원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분산전원을 통합 관리하는 전력 공급

에너지 서비스 제공

특징 및 장점

◾ 설비 에너지 세부 정보 제공

� � -� 수용가 통합 에너지 사용량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측정 및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대량의 발전/신재생 설비를 통합 모니터링

� � -� 지역 단위,� 전국 단위로 확대 관리해야하는 에너지 설비를 TOC(Total� Operation�

Center)에 기반하여 통합 모니터링 제공

� � -� 현황,� 수익분석,� 이상 상황 감지 및 저파,� 이력관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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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지역 기반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효율화 서비스 제공

� � -� 신재생 에너지,� ESS,� 수소연료전지 등 다양한 분산전원을 활용한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개별 수용가 단위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소규모 지역 단위 분산전원 통합 관리 및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 분야

주요 실적

◾ 말레이시아 SEB� 전력청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투자 협약 완료 (2021년)

◾ 산업단지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사업 참여 (2020년)

◾ 부산시 VPP� 사업 공동개발 협약 체결 (2018년)

◾ 동신대학교 마이크로 그리드 에너지 실증사업 구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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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lomon� for� PMS� –� IoT�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기업명 � � (주)인포지아

주요 기능

◾ 서비스 개요

� � -� 최근 중대재해법강화로 인하여 산업현장의 구성원들에 대한 안전 강화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현실

� � -� IoT� 원격전원관리 시스템은 차단기 관리를 원격으로 제어함으로써 현장 인력의 위험요소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주요 기능

� � -� 날씨/지진 등 Open� API� 정보 제공

� � -� 차단기의 도어 상태 확인

� � -� 차단기 On/Off� 상태 확인

� � -� 차단기 원격 제어(On/Off)

� � -� 안전을 위해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경우 경고 표시

� � -� 차단기의 온도,� 전압을 통해 상태 관리

� � -� 누적 전력량을 통한 사용 전력량 파악 가능

� � -� 지도 기반 대시보드 제공

� � -� 상태 변경이나 알람 발생시 문자/카톡 전송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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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장점

◾ 지도 기반 통합 관제

� � -� 원격전원관리시스템과 해당 지역의 기상정보와 함께 지도상에서 차단기의 상태를 조회

� � -� 관리하는 차단기의 동작 상태(도어 상태,� 차단기 상태,� 알람 상태,� 통신 상태)를 확인

◾ 대용량 및 확장성

� � -� 전국 각지의 주요 시설물에 있는 차단기를 통합적으로 관제가 가능하도록 확장성과

빅데이터 엔진을 통해 대용량 처리 성능 제공

◾ 분석 및 리포팅

� � -� 차단기를 통해 누적 전력량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전력 사용량 분석

� � -� 기상정보/특보 연계를 통해 전력 차단에 대한 장애 원인을 복합적으로 분석

� � -� 과부하 상태에 대한 사전 경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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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정부,� 지자체 등 사회기반시설에 설치된 차단기 관리

� � -� 전국 도로에 설치된 각종 가로등,� 전신주 등의 시설물에 대한 원격 전원 관리

� � -� 산악 지역 등 각종 중계기에 대한 원격 전원 관리

◾ 지하철(도),� 터널,� 대심도에 대한 전원 관리

� � -� 지하철 터널,� 지하보도,� 도로 터널,� 대심도 등 시설물에 대한 고위험 지역에 대한 원격

전원 관리

◾ 군부대 등 산악 지역에 설치된 CCTV� 전원 관리

� � -� 군부대 작전 지역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원격 전원 관리

주요 실적

◾군부대 납품 예정 (2022년 하반기)

� � -� 전방 부대에 설치된 CCTV의 전원이 Down되었을 경우 원격에서 전원을 관리함으로써

부대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야하는 위험 부담이 없음

◾통신사 납품

� � -� 섬지역이나 산에 설치된 통신사 중계기 전원이 Down된 경우 유지보수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전원을 관리함으로써 유지보수 비용 효과 증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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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KT� Cloud� EMS

기업명 � � (주)SK텔레콤

주요 기능

특징 및 장점

◾ 다양한 에너지 설비의 통신 Protocol과 연동 (BACNet� /� Modbus� /� Lonworks� 등)

◾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안정적인 Data� Sensing� Infra� 구축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의 최소화

◾ 관리자 Level� 단위의 모니터링 수준(범위)� 지정 및 사용환경에 최적화된 Device별 서비스�

화면 제공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사용자 별 특화된 에너지 절감 목표에 따른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의 극대화

◾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Cloud� EMS�운영센터’의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사용자 요구에 맞춘�

정기적(일별,� 월별 등)인 에너지 사용현황 Report� Service� 제공

◾ SK텔레콤만의 Energy� Data� Analytics� 역량을 통해 Data� 기반의 Consulting� Service(설비의�
최적운전 조건 및 개선 방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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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전국 에너지 多소비 사업장
� � -� BEMS� :� 병원,� 호텔,� 백화점,� 골프장,� 컨벤션 센터 등

� � -� FEMS� :� 석유화학,� 시멘트,� 섬유,� 제지,� 식료품,� 환경설비 업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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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씽플러스(Thingplus)� 에너지 솔루션

기업명 � � 달리웍스(주)

주요 기능

◾ 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

� � -� 계측 인프라 구축 :� 계측 포인트 선정 및 사용량 데이터 분석 기능

� � -� 전력 사용 모니터링 :� 실시간 전력 사용량 및 전력 피크 모니터링

� � -� 가시화·분석·진단 :� 설비/부하별 전력 사용량 분석 계통감시,� 에너지 맵,� 전력 사용량 예측,�

부하별 데이터 수집과 분석

� � -� 기기 제어 :� 공간 환경 데이터 기반 기기 원격 제어,� 전력 사용량에 따른 피크 값 혹은

시간에 따른 기기 자동 제어

◾ 발전설비 모니터링 서비스

� � -� 발전 모니터링 :� 발전 시스템 실시간 상태 및 운영 현황 확인

� � -� 발전 현황 분석 :� 발전량 실시간 조회,� 시간·일·월별 발전량 및 충·방전량 분석 제공

� � -� 발전량 예측 :� AI� 분석을 통한 발전량 예측

� � -� 원격 관리 :� 시스템 설정 및 원격 제어 기능을 통해 원격지에서 관리

◾ 전기 안전관리 서비스

� � -� 안전 모니터링 :� 전기 에너지의 실시간 품질 감지를 통한 전기의 안전 상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 -� 데이터 분석 :� 전력량 분석 및 전기 안전 위험도 분석 기법 적용

� � -� 알람 제공 :� 변압기 과부하,� 온도 이상,� 누설 발생 시 시스템 경보/고장 알람

특징 및 장점

◾ 에너지 관리 서비스

� � -� 빅데이터 분석으로 제공된 리포트를 통한 인사이트 획득 및 클라우드 기반 자동 기능 개선

� � -� 제시된 가이드를 기준으로 최적의 운전 상태 유지,� 에너지 절감 성과 수립

� � -� 에너지 낭비 요소 발굴과 제거를 통해 제조 상황에 맞춘 최적의 에너지 관리

� � -� 에너지 소비효율 최대화를 통한 에너지 소비효율 최대화

◾발전설비 모니터링 서비스

� � -� 딥러닝을 통해 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모델링하여 시간·일·월별 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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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정보 제공

� � -� 시스템 경보 및 고장 알림 제공,� 시스템 설정 및 원격 제어 기능을 통해 원거리 발전소

방문 최소화 및 발전 관리 인건비 감소 도모

◾전기 안전관리 서비스

� � -� 감지된 에너지 품질 데이터 기반 누전,� 전기 과부하,� 화재,� 정전 등의 전기 품질이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전기 사고를 예방

서비스 구성도

�

◾ 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

◾ 발전설비 모니터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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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안전관리 서비스

활용 분야

◾ 전기 설비 및 에너지 효율성 관제를 통한 적정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운용 비용 절감
◾ 제조 시설 및 빌딩 전반의 에너지 효율성 관리 및 계획적 운용을 통한 운용 적정성 수립
◾ 발전설비 실시간 관제 및 예측(AI)� 대응

주요 실적

◾ 2020.10� ㈜엔텍시스템 스마트 에너지 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및 예측관리 서비스
◾ 2019.03� 네오피스㈜ 태양광발전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제·원격관리 서비스
◾ 2018.05� ㈜에스팩토리 빌딩 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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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냉동공조설비 원격진단 및 모니터링

기업명 � � 더하임 엔지니어링(주)

주요 기능

◾ 냉동 공조 설비 /� 냉동기,� 칠러,� 히트펌프,� 에어컨 의

� � 1.� 최적화 운전에 의한 에너지 절감 /� Optimization

� � � � -� 설비의 성능과 효율의 진단 및 모니터링에 의한 최대 효율로 운전

� � � � -� 최적화 운전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CO2� 저감

� � 2.� 사전 예측 정비 /� Early� warning�

� � � � -� 설비의 이상에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경보 신호 전송(냉매 누설 포함)� /� 이메일,� SMS�

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냉동 공조 설비의 효율 개선에 의한 에너지 절감 및 예측 정비 /� 냉동기,� 칠러,� 히트펌프

� � -� 산업체(공장)� /� 데이터센터 /� 빙상장 /� 냉장,� 냉동 창고

� � -� 건물 /� 병원 /� 클린룸

� � -� 마트/�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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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장점

◾ 성능 및 효율을 그래프로 표시 /�비전문가라도 전문가 수준으로 이해

� � -� 성능 :� COP,� EER,� Kw/RT

� � -� 효율 :� SEI� (시스템 효율 지수)� =�현재의 측정 COP� /� 손실 없는 카르노 COP

� � � � � � � � � 냉매사이클 효율(η1),�컴프레서 효율(η2),� 증발기 효율(η4ev),� 응축기 효율(η4co)

◾ 설비 최적화 전후의 에너지 사용량 비교 /� 에너지 절감량을 시각적으로 그래프에 표시

주요 실적

◾ KEC� 터보냉동기
◾ 롯데 제과칠러

◾ 서울에너지드림센터터보냉동기및히트펌프에적용
◾ 전주 전기안전공사 본사 사옥 히트펌프에 적용

◾ 경북대구과학기술원터보냉동기실시간감시프로젝트
◾ 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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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세대 융합발전 플랫폼 및 E-EMS

기업명 �MN만능발전

주요 기능

◾ 위치에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 (토지,� 수상 관계없이)

◾ 드론을 통해 광범위로 발전기의 점검 및 관리가 용이

◾ 드론과 발전기를 통해 수심 파악 가능

◾ 홍수 발생 시에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없음

◾ 지방 산업 고용 활성화

◾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투자처 제공

◾ 다양한 발전기들을 융합해 소규모로 대량의 전력 제공

◾ 현재의 산지 태양광과는 달리 대규모의 공사와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없음

◾ 다양한 옵션으로 인해 고객이 직접 견적도출 가능

◾ 각�발전기마다 고유의 ID� 값을 부여하여 정확한 정보 및 통계량 수집/분석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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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항공
� � -� 드론배송 관제사 (창직)

� � -� 차세대 드론 물류 통합 시스템

◾ 기상
� � -� 드론 공기청정기 및 기상관측기

◾ 제조
� � -� 드론 SoC

주요 실적

◾ 2018년
수상

1.�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문제 출제 공모전 입상 (안전표지)

2.� 충북ICT� 입선 (의료관련)

◾ 2019년
수상

1.� 코차이나 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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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의날 스타트업 감사장

3.�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장려상

◾ 2020년
수상

1.�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공로상

◾ 2021년
수상

1.�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동상

2.� 경북 어플리케이션 기획 창업캠프 '야!� 너두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어!'� 최우수상

3.� 2021� 제2회 에코뱅크 기능 및 생물·생태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동상

4.� 교내 이력서 경진대회 장려상

5.� 광주 2030� 청년동아리 장려상

6.� 2021� 융합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7.� 2021� 경기지역경제플랫폼 데이터기반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8.� Untact� Start-up� Auditon� 데모데이 장려상

9.� 메타버스 기반 핀테크 해커톤 장려상

10.� 광운대학교 창업경진대회 특별상

◾ 2022년
수상

1.� 인트인4차산업 공모전 우수상

◾ 지원사업
1.� 2021년도 소셜벤처 대학 동아리 지원사업

2.� 전남 광주 팀빌딩 2기

3.� 2021� 광주 2030� 청년동아리 1단계

4.� 전남 광주 팀빌딩3기

5.� 2022� 광주 2030� 청년동아리 활동형

6.� 2022�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

7.�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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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1 AIoT� 기반 통합 설비 제어관제 시스템(IMS)

기업명 � � (주)동연에스엔티

주요 기능

◾ 다양한 산업표준 프로토콜 준수로 현장 설비를 단일화 된 구성으로 연동 가능

� � -� OPC,� Faunc,� MTConnect,� MQTT,� Modbus� TCP/IP� 지원

� � -� 다양한 PLC� 벤더사 프로토콜 지원

◾ 고속 대용량 데이터 수집 및 실시간 현장 설비 제어 가능

� � -� 대부분의 RDBMS� Full� Query� 지원

� � -� 일반적인 RDBMS� 퍼포먼스를 벗어난 초당 인서트 기능이 필요할 경우 TSDB� 지원

� � -�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 플랫폼 생태계 연동 지원

� � -� JS,� C#등 언어를 활용하여 설비 제어 로직 구현 가능

◾ 손쉬운 기간계 시스템과 연동 및 AI분석 모델과 연동 가능

� � -� DB2DB,� API등 수집된 데이터의 자동실적 등 기간계 시스템과 손쉬운 연동 가능

� � -� AI분석 모듈과 연결하여 해당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어관제 시스템으로 피드백 가능

◾ HTML5� 웹 기반 원격지 제어 관제 가능

� � -� 웹기반 원격지에서 동일한 제어 관제 가능,� 웹서버 지원

� � -� 3D� 모델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려하고 미려한 제어 관제 가능

� � -� 한눈에 현장 공정 제조 상태를 확인가능

특징 및 장점

◾ 다양한 방법론을 통한 실시간 통합 설비 관제 플랫폼 연동 가능

� � -� PLC,� HMI,� 인디케이터,� 센서,� 벤더사PCB,� 현장 액츄에이터,� 파일 등 다양한 환경에 대응

◾ 산업계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한 범용적 공정제어 자동화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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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화 설비 및 장비와 표준 인터페이스 수립을 통한 범용적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스마트 팩토리 구축 솔루션

◾ 다양한 기간계 시스템의 On-Demand� 데이터 분석 및 가공 기반의 시스템 연동 가능

◾ 솔루션뿐 아니라 하드웨어 팀,� 디자이너 팀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누적된 구축 사례를�

통한.� 노하우 축적

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다양한 제조업의 현장 설비기반 데이터가 보이는 현장 및 설비제어 구성에 활용

� � -� 품질 관리를 위한 설비 상태 관제 및 사용자 설정 기반의 알람 시스템 구축

� � -� CT관리가 필요한 인라인 공정의 설비 제어 무인화 시스템 구축

� � -� 이전공정의 설비 작업 결과에 따라 이후 공정의 설비 제어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 � -� 불량취출을 자동으로 하기 위하 설비제어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 구축

� � -� 컴프레셔,� 칠러 등 제조업 유틸리티 설비의 자동 제어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 구축

� � -� CPS,� 디지털 트윈 기반의 관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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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처리,� 공공등 원격지 메인 설비 제어를 필수로 필요로 하는 시스템 구축

� � -� 고속의 대용량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 구축

� � -�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혹은 AI�분석 플랫폼 연동이 필요한 시스템 구축

� � -� 현장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실적등 기간계에 연동이 필요한 시스템 구축

� � -� 다양한 벤더사,� 통신방식,� 구형설비 등 을 기반으로 통합된 설비제어 관제가 필요한

시스템 구축

주요 실적

◾ [자동차부품]�설비제어 무인자동화 (2020)

◾ [금형]� 툴관리 및 설비 관제 (2020)

◾ [2차전지리드탭]�디지털트윈 기반 설비 관제 (2021)

◾ [철강]� 공정 실적 연동 및 설비상태 관제 (2021)

◾ [철강]� 압연기 설비 데이터 AI분석 (2021)

◾ [화학]� 생산공정 품질 관리 (2021)

◾ [뿌리]� 생산공정 품질 관리 (2022)

◾ [물류]� 계근대 통합 관리시스템 (2022.12� 적용예정)



▍2023년도 AIoT� 서비스·제품 및 기업 편람

- 40 -

2 GuardiOne®� -� 산업AI� 기반 설비 예측진단 솔루션

기업명 � � (주)원프레딕트

주요 기능

◾ GuardiOne®� Substation� (가디원 서브스테이션)� :� 유입식 변압기 대상

� � -� 변압기의 유중가스분석값 기반 변압기 현재 및 미래 상태진단예측

� � -� 결함 위치,� 원인 분석 및 분석값에 따른 권장 유지보수 업무 제안

� � -� 설비이력 관리 및 자동 정밀진단 보고서 생성 기능

�

◾ GuardiOne®Motor� (가디원 모터)� :� 3상 인덕션 모터 대상

� � -� 전류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적(고정자,� 회전자),� 기계적(축,� 베어링)� 결함 진단

� � -� 과전류,� 전 고조파 왜곡률,� 전류 불균형 등 에너지 건전성 관리

특징 및 장점

◾ GuardiOne®� Substation� (가디원 서브스테이션)�

� � -� 수십만 건의 빅데이터 학습 알고리즘 탑재

� � -� 진단 정확도 98%,� 예측 정확도 88%� (향후 5년 후의 건전성 상태까지 예측)

� � -� 웹 기반으로 적은 연간 솔루션 비용 및 언제 어디서든 대시보드에 접속 가능

�

◾ GuardiOne®Motor� (가디원 모터)

� � -� 초기 학습기간 최소 7일로 단축

� � -� 모터에 직접 센서를 설치할 필요 없이 MCC� (Motor� Control� Center)� 내 3상 전선에 CT

센서 장착,� 설치 시간 최소 10분 소요,

� � -� 기존 진단방식 대비 50%�이상 비용 절감

� � -� 모바일,� PC,� 태블릿에서 확인 가능한 직관적인 대시보드

활용 분야

◾ 에너지발전,� 석유화학
◾ 제조 (일반제조,배터리,반도체 첨단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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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고객사 :�롯데케미칼,�에쓰오일,� GS파워,� GS� E&R,� E1,� LG,�인천종합에너지,�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

서비스 구성도

◾ GuardiOne®� Substation� (가디원 서브스테이션)�

◾ GuardiOne®Motor� (가디원 모터)

주요 실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정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2022년7월)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GS인증 1등급 획득(2022년5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우수기업 연구소 지정(2021년6월)

◾ KEPCO� (한국전력공사)� Trusted� Partner� 선정(2021년5월)
◾ 한국서부발전 개발 선정품 등록(2021년4월)

◾ NET� 신기술인증(2020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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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torSense

기업명 � � (주)이파피루스

주요 기능

◾ AI� 기반 산업용 모터 고장 예측 솔루션

� � -� IoT� 센서와 클라우드,� 머신 러닝 기술로 모터 고장의 최초 증상인 진동 변화를 감지해

고장 예측하는 예지보전 솔루션

� � -� 구동모터를 비롯하여 펌프,�압축기,�팬 등 회전 기계에 손쉽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어 간편

� � -� 수량,� 기간 설정이 유연한 합리적인 구독형 서비스

� � -� 돌발적인 모터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 생산 손실,� 품질 관리 비용 등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가능

특징 및 장점

◾ 센서만 부착하면 끝

� � -� 무선 센서로 추가 설비 없이 가동 중인 모터에 초간단 설치,� 모든 모터에 적용 가능

◾ AI가� 고장 예측 :� 전문가 없이도 AI가� 고장예측,� 알림으로 돌발정지 예방

◾ 실시간 모니터링 :� 현장에 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모니터링

◾ 필요한 수량,� 기간만큼 지불하는 합리적인 구독형 서비스

서비스 구성도



- 43 -

활용 분야

◾ 전동기 기반의 모든 산업 장비 적용 가능

� � -� 회전기계,� 로봇,� 공작기계,� 건물 내 시설 등 다양한 기계 고장 예측

◾ 고장 유형 예측 가능

� � -� Imbalance,� Bearing� Defect,� Mechanical� Failures,� Misalignment

주요 실적

◾ 회전체,� 진동 노이즈,� 학습데이터 등 관련 특허 출원 및 등록 약 8건 (2017~2021년)

◾ GS인증 1등급 획득,� 약 80개 업체,� 약 1300개 센서 설치(~2022년)

[예지보전 솔루션 구축사례]

◾ 한국초저온 -� 모터센스 예지보전 솔루션 구독 (2020년 3월~)

◾ SEA� –모터센스 예지보전 솔루션 구독(2021년 8월~)

◾ 현대케피코 -� 생산라인 예지보전 솔루션 구독 및 확산 (2021년 9월~)

◾ CJ제일제당 -� 식품공장 초저온 생산라인 예지보전 솔루션 구독 및 확산 (2022년 6월~)

◾ 퍼시스–� 사업장 내 예지보전 솔루션 구독 및 확산(2022년 3월~)

◾ 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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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DT� ECN

기업명 � � SDT� 주식회사

주요 기능

◾ 산업 현장 낸 에지 컴퓨팅 수행을 위한 산업용 PC

� � -� SDT� 에지 컴퓨팅 노드(Edge� Computing� Node,� ECN)� 시리즈 산업 현장에서 PLC�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에게�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산업용 PC입니다.� ECN은 에지 컴퓨팅 및 분산 컴퓨팅에 최적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수집되고 분석되는 현장에서 실

시간 에지 컴퓨팅으로 사용자 체감을 높이며,�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로

연동 시 대역폭을 최적화하여 분산 컴퓨팅을 제공합니다.�

◾ 산업 현장에서 MLOps(Machine� Learning� Operations)수행

� � -� 기본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학습시켜 ECN

으로 배포하여 바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산업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통해 수행하던 머신 러닝 대비 레이턴시가 없고,� 보안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징 및 장점

◾ 장비 인스펙터 탑재

� � -� 장비 상태,� 네트워크 정보,� 오류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탑재

� � -� 별도의 디스플레이 연결 없이 장비 상태 모니터링 가능

◾ 내구성
� � -� 산업용으로 설계되어 0~60°C의 넓은 작동 온도를 지원하여 극한의 조건 속에서도 24

시간 안정적으로 연결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확장성

� � -� 스탠드얼론 형태 및 19인치 표준 랙의 Half-width로 다양한 장소에 배치 가능한 모듈

사이즈로 설계.� 19인치 표준 랙,� VESA� 등 다양한 마운트에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

액세서리 지원

� � -� 이상적인 시설장비 제어를 위한 다양한 I/O� 옵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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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제조업
� � -� 스마트 팩토리

◾ 건설업
� � -� 건설 현장,� 중장비(예.� 크레인)� 내부 설치 가능

주요 실적

◾ 2021� SK에코플랜트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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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비슨 AIoT

기업명 � � (주)심플랫폼

주요 기능

◾ 기업이 각종 장비 및 설비에 AIoT를 적용하여� 예지 정비,� 품질 최적화 및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이용하시는 서비스입니다.� 센서 및 기기와 연계된 복합적 서비스�

구현 시 필요한 연결부터 데이터 수집,� 저장,� AI� 알고리즘 제공 및 관리,� 운영까지의 전

기능을 SaaS(Software� as� a� Service)로 제공하는 산업용 AIoT� 서비스입니다.

◾ IoT
� � -� 자체 IoT�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수집·관리 및 다양한�

설정 기능을 제공

◾ 산업용 AI

� � -� 특허 받은 산업용 AI� 알고리즘 및 AIOps를 제공 및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Service� 및 UI

� � -� 사용자·권한·위치관리 등의 각종 기능부터 UI� 설정까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편리하게 제공

특징 및 장점

◾ 기능
� � -� 수집,� 저장,� 관리,�분석,�예측,�운영의 전과정에 대한 기능 제공 (300개 이상의 세부 기능과�

80여개 API� 제공),� 산업용 데이터 특화 AI� 분석 기술 보유,� 특허기술을 통한 원스톱 연결�

지원,� 25개 넘는 산업용 AI� 알고리즘 보유

◾ 유지 관리

� � -� Thing� Drive� 기술을 통한 손쉬운 디바이스 연결 및 확장

� � -� 산업 특화 AIOps를 통한 AI� 배포 체계 확립

� � -� Data� Drift(센서 값의 변화)� 체크를 통한 자동 재학 습 체계로 AI� 성능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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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성
� � -� 맞춤형 기능을 통한 서비스 추가 및 변경이 용이

� � -� AI� 재학습을 통한 타 서비스로의 확장 가능

◾ 데이터
� � -� 30여건의 종류별 200만 건의 이상 데이터 확보

� � -� 서비스를 통한 하루 1Gbyte� 데이터 확보 (정상 및 이상 데이터의 지속적 확보)

◾ 보안
� � -� 클라우드 관련 ISO� 인증 확보로 기업데이터 보안확보

� � -� CSAP� 보안 인증 진행 중 (2023년 상반기 확보 예정)

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유통/물류 :� 지능형 콜드체인

◾ 장비 및 설비 :� 예지 정비,� 품질 최적화

◾ 무인 프렌차이즈 :� 무인 매장 관리,� 무인 시설물 관리

◾ 공공 :� 안전 진단,� 화재 예방,� 공공 보건

◾ 가전 :� 스마트 제품,� 비대면 AS�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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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 스마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 SOC� :� 수자원 관리,� 도로/항만/전력

◾ 제조 :� 예지 정비,� 품질 최적화

◾ ESG� :� 환경,� 저탄소

주요 실적

◾ 파크시스템스 :� 반도체 검사 장비 상태 최적화

◾ 네패스 :� 반도체 장비 고장 예측

◾ DB하이텍 :반도체 장비 고장 예측

◾ 현대제철 :� 압연기기 시설 고장 예측

◾ C&C� 솔루션 :� 수질 정화 및 측정 장비 수질 상태 변화 예측

◾ 후꼬꾸 코리아 :� 압입공정 고장 예측

◾ 엔에스 스마트 :� 무인 단말기 고장 예측

◾ KC� 솔라&에너지 :� 태양광 시설 발전량 예측

◾ 복정제형(코지마)� :� 비대면AS� 서비스
◾ 질병관리청 :� 백신 냉장 온도 패턴 분석

◾ 신세계 백화점 :� 위치 데이터 기반 관람객 성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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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수집/분석/예측/모니티링 서비스가 가능한
EtherFOS� Series

기업명 � � (주)에이씨앤티시스템

주요 기능

◾ 산업용 스마트 데이터 수집 서버

� � -� EtherFOS� 시리즈는 산업현장의 다양한 기능(OPC-UA,� DB,� 프레임변환기능)과 보안기능

(VPN,� SEED)으로 구성된 통합플랫폼으로서 실시간 공정 및 에너지 관리,� 불량 예방 및

진단추적,� 설비장애 예방 및 진단,� 수율 개선 분석 및 재난예방 진단 등에 필요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 목적에 맞게 필터링,가공,� 연산 및 처리한 후 맞춤형 데이터 및

파일 구조 포맷으로 공급하는 Smart� Data� Serv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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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장점

◾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분석,� 예측,� 모니터링까지 하나의 장비에서 기능 구현 가능

◾ 데이터 베이스 기능 제공 (Server� /� Client� 기능제공)

� � -� 수집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능 제공 (MySQL/MSSQL/�

Tibero/Oracle등)

◾ EtherFOS-WEB� 기능제공
� � -� SSP(Smart� Software� Platform)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작화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며,� 구축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시 직접 수정(기능 추가,�

변경,� 개선)이 가능함

� � -� LIV(Live� Information� View)기능을 통해 별도의 HMI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원하는�

Tag� 또는 메모리 값을 그래프,� 차트 등을 통해 쉽게 구성 및 모니터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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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스마트 팩토리,� 제조,� 반도체,� 화학,� SOC,� 산업안전,� ESG�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 공장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 분야

� � -� 생산관리,� SCADA공정제어 감시,� 에너지관리,� 설비/빌딩관리,� 가스모니터링 시스템

◾ 산업안전/환경/재난/재해분야
� � -� 열화상 감시시스템

◾ 분석 예측 시스템 분야,� 진단 예방 시스템 분야

◾ ESG� 경영 분야

� � -� 인력관리,� 에너지,� 안전 및 정보보안 시스템

주요 실적

◾ 2017년~현재 :� 공장 자동화 시스템/설비 제어 모니터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티오케이첨단재료,� 덴소코리아,� 현대제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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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현재 :� 송전전력구 열화상 통합 솔루션 (한전전력공사)

◾ 2018년~현재 :� IOT기반 전력구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한전전력공사)

◾ 2018년~현재 :� 지중T/L� IEC61850� 감시시스템(한국전력공사)

◾ 2019년~현재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유지관리 시스템(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 2020년~현재 :�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대구시,� 구미시,� 화성시,� 고양시)

◾ 2020년~현재 :� 가스 방재 설비(반도체,� 화학)

◾ 2021년 :� 지역난방공사 열병합 발전설비

◾ 2021년 :� 당진화력 5~8호기 특고압 변전설비 접속부 과열개소 감시시스템(당진화력 발전소)

◾ 2021년 :� Smart� Factory�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서전지구,� 켈스,� 글로벌심층수,� 한일프라튜,�

환덕전자,� 인텍에프에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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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설비의 사고 및 고장예지시스템 UYeG(유예지)

기업명 � � 주식회사 아이티공간

주요 기능

◾ 모터의 전류,�전압,�전력량,�온도/습도,�지락,�단락 한번에 보호 및 감시할 수 있는 토털 솔루션 제공
◾ 스마트 MCC�구현을 위한 최적의 제품
◾ Power� meter와 UYeG제품을 통합한 싱글 Device제품으로 유지 보수 비용을 절약
◾ 무인화 관리체계로 실시간 전류,�전압,�전력량 계측을 통해 약 10%의 에너지를 절감
◾ 고장 파형 기록을 통해 산업현장의 모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보수 및 안정성을 향상
◾ 영상 변류기(ZCT)를 내장하고 있어 설치 시 공간,�시간 배선을 절감
◾ 높은 지락 전류에 대한 보호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모터를 관리
◾ 다양한 보호 방법과 넓은 전류 범위로 최적의 모터 보호를 구현

특징 및 장점

◾ 생산 설비의 전압,�전력의 계측 및 시각화를 통해 원격지에서 실시간 공장 모니터링
� � -� 전류 파형에 의한 진동 측정도 가능

◾ 전류변화를 기반으로 온도,�습도,�압력 등 외부 요인의 변화를 동시에 수집 통합적인 고장 감시 가능
� � -� 전문가 수준이 아니더라도,�쉬운 측정 및 진단 가능

◾ 생산 당시의 실제 운용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수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고장진단 알고리즘의�
구현가능

� � -� 고장진단 예측율 88.6%�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음

� � -� 24시간 전수에 의한 실시간 측정 및 진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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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전동기(모터)활용 전기 설비 및 가공/조립 등 제조 설비 운영기업
◾ 스마트제조 팩토리(표준사업 분류 748개 업종의 제조업)
◾ 스마트시티(전기/가스/수도/발전증기/공조/용수 등)
◾ 스마트팜(양돈/사육/축산/온습/설비관리/양식 등)
◾ 건설(주거/비주거/교량/터널/댐/플랜트)
◾ 시설관리(호텔/빌딩/공공/주거시설 등)

주요 실적

◾ 현대 자동차 국내 &�해외공장 구동부 및 회전기기 중대고장 예지보전 시스템 구축 32개소 완료.�
◾ 2020년 까지 36개국 200개 공장 적용 진행 중
◾ 서울지하철 공사 3,200�개소 환기용 급기 배기 팬 전류 예지보전 사업 공사 진행 중
◾ 상하수도 공사 울산 1,200개소 가압 펌프 전류 예지보전 사업 제안 설계 반영 추진 중
◾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철강,� SK� 이노베이션 등 구동부 9,000개소 원료 이송 및 지원 모터



- 55 -

전류 예지보전 사업 제안 설계 반영 추진 중

◾ 노벨리스 코리아 알루미늄 제조설비 전류 예지보전 사업 제안 설계 R&D�사업 구축 완료
◾ 삼양제넥스 식품 제조업 제조설비 전류 예지보전 사업 UYeG� 구축 완료,� 한일시멘트 광산업

구동부 설비관리 예지 솔루션 구축 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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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씽플러스 제조 솔루션

기업명 � � 달리웍스(주)

주요 기능

◾ 설비 모니터링 서비스

� � -� 통합 관제 :� 설비 상태 및 운영 관련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공정 및 작업량 확인

� � -� 설비 운영 :� 설비 데이터 트렌드,� 이벤트 발생 내역,� CS� 이력관리를 위한 대시보드 제공

� � -� 설비 원격 제어 인프라 구축 :� 현장 영상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기능 제공

� � -� 조업관리 :� 설비 가동에 따른 작업량 확인 및 목표 설정을 통한 KPI� 체크 가능

◾ 모터진단 서비스

� � -� AI� 기반 진단 :� 전압·전류 데이터 신호분석을 통한 설비별 오류진단 수행

� � -� 데이터 활용 :�모터 관련 세부 데이터 추세 및 물리적,� 전기적 파라미터,� PSD�데이터 조회

� � -� 이벤트 알람 :� 관리자의 모터 이슈 인지를 위한 다채널 알람 전송,� 우선순위 설정 가능

� � -� 원격 업데이트 :� 환경 변동 발생 시 시스템 원격 업데이트 가능

◾ 산업 안전관리 서비스

� � -� 화재 감지 모니터링 :�연기/농도/온도 모니터링,�소화약제 누기 및 소화기 작동 상태 모니터링

� � -� 자동 소화 시스템 :� 화재 상황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 방출

� � -� 체온 모니터링 :� 작업자 체온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업장 내 작업자 위치 정보 조회

� � -� 낙상 감지 :� 작업자 낙상 감지 및 알람 기능 제공

특징 및 장점

◾ 설비 모니터링 서비스

� � -� 설비 기기의 작동 변경 및 위치 변동 없이 추가 기기 부착을 통한 설비 아날로그 정보

디지털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쉽고 빠르게 저비용으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

� � -� 설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운영 및 원격 제어 최적화에 활용

� � -� 부족한 점검 전문 인력의 업무를 일부 대체함으로써 안전한 제조 환경 관리 지원

◾ 모터진단 서비스

� � -� ML� (Machine� Learning)을 통한 이상징후를 탐지 및 LSTM(Long� Short-Term� Memory)�

기법을 통한 예측 모델을 제공으로 사전적 설비 진단 가능

� � -� 현장설비에 센서를 부착하지 않고,� MCC� 반에 모듈을 설치하여,� 서버와 통신,� 설비(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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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설비 보호,� 에너지 관리를 동시에 수행

� � -� 비즈니스 손실을 사전 예방하고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산업 안전관리 서비스

� � -� 전원이 필요 없는 자동 소화기로 자체 온도 센싱 기능으로 설정 온도에 도달할 겨우 바로�

반응하며 질식소화와 냉각소화를 동시에 진행하여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함

� � -� 화재의 사각지대에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여 규모를 가리지 않고 분전반,� 배전반 내 설치가�

용이하고 다양한 수배전반 등 산업용 설비에 적용이 가능함

� � -� 비정상 작업자 인지를 위한 알람을 제공하여 작업자에게 이상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

서비스 구성도

◾ 설비 모니터링 서비스

◾ 모터진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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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최적화 :� 설비 모니터링 및 사전적 설비 진단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및 최적화

◾ 효율화 :� 공장 가동률 및 생산량 증가,� 설비 종합 효율 향상,� 공장 관리 효율성 제고

◾ 비용 절감 :� 설비 수명 연장 및 부품 교체시기 연장,� 설비 및 장비 유지 보수 비용 절감

◾ 안전 경영 :� 감염병 사전 예방,� 작업 환경의 안정성 증가,� 근로자 안전 확보

주요 실적

◾ 2022.01� ㈜뉴로메카 협동로봇 원격 관리 및 모니터링 서비스

◾ 2021.05� ㈜파이어킴 스마트 소화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화재 감지·소화 관제 서비스

◾ 2021.01� ㈜남성 스마트 패치 적용,� 고객 대상자 체온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알람 서비스

◾ 2020.09� ㈜엔텍시스템 AI� 모터진단 서비스 구축·운영

◾ 2019.05� 포항시 지진 피해지역 건축물 실시간 안전진단 모니터링 서비스

◾ 2019.05� 그린몰드 스마트 팩토리 실시간 모니터링·분석 서비스

◾ 2018.12� ㈜세아엔지니어링 압축기/블로어 장비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 2018.04� ㈜볼보중공업 제조 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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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홈

1 AIoT� Tuya� 종합 플랫폼 서비스

기업명 � � (주)애니온넷

주요 기능

◾ (주)애니온넷은 글로벌 IoT� 기업 Tuya사의 한국 플랫폼 파트너이며,� module� 공급,�

OEM/ODM진행,� app과 Saas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IoT� 종합 플랫폼 기업입니다.

◾ Module� 공급
� � -� Tuya사의 60여 가지 IoT� 모듈을 제조회사들에 공급하고 이와 연관한 기술 지원을 합니다.�

국내 제조사들은 투야 모듈을 활용하여 전략적이고 수월하게 IoT� 제품 생산이 가능하며,�

이들이 생산한 제품은 자동적으로 투야 생태계에 편입되어,�전 세계 수출도 가능하게 됩니다.

◾ application� 및 SaaS� 구축

� � -� 고객사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OEM� 또는 SDK� 공급 방식을 고객사들의 앱 구축을

지원해 드리며,� no� code,� low� code,� 또는 API� 제공으로 고객사들이 쉽게 SaaS를

구축하고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게해 드립니다.

◾ OEM/ODM�방식 완제품 공급

� � -� 투야의 모듈을 구매하여 생산하고 있는 10만곳 이상의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국내에�

독점권을 확보하여 OEM�또는 ODM�방식으로 공급합니다.

특징 및 장점

◾ 플랫폼 서비스

� � -� 모듈,� 제품,� 앱,� SaaS,� 클라우드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플랫폼

◾ 적극적 기술 지원과 완벽한 사후 서비스

� � -� 제공하는 모든 제품과 툴에 대한 국내 인증,� CS� 등 전체적인 서비스와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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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헬스케어,� 에너지,� 제조,� 스마트홈,� 스마트오피스,� 교육,� 도소매 등 전 분야 활용 가능

◾ 완제품/반제품 생산 후 B2C� 판매,� B2B� 공급 사업

◾ IoT� 통합 플랫폼 관리 등의 Saas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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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스마트홈

기업명 � � (주)LG유플러스

주요 기능

◾ 말 한마디,� 터치 한 번에 원하는 대로 다 되는 U+스마트홈

� � -� 음성명령으로 동시 실행 :� ‘나 나갈게’� 한 마디로 조명과 가전제품이 꺼지고,� 가스밸브가

잠기며 보안모드가 실행

� � -� 외출 중에도 집안 확인 및 가전 실행 :� 휴대폰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집안의 상황 확인

가능하며,� 귀가 전 에어컨을 미리 켜놓거나,�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위해 TV� 작동

� � -� 내 생활패턴에 맞춰 자동실행 :� 안방 조명을 끄면 무드등과 잔잔한 음악이 켜지고,� 거실

조명을 켜면 공기청정기가 켜지는 등 생활에 맞추어 on/off� 설정

� � -� 말 한마디면 다 해주는 스마트홈 스피커 :� ‘헤이 클로바,� 비긴 어게인에 나온 노래 틀어줘’�

다양한 생활 정보와 날씨,� 컨텐츠,� 간단한 명령을 말 한 마디로 해결

◾ 시대 변화에 맞추어 설치 방법을 대면/비대면으로 선택지를 제공하여 고객의 편의 도모

� � -� 신청에서 설치,� A/S까지 ‘One� stop� service’로 제공

� � -� 비대면 :� 설치 기사 방문 없이,� 택배로 제품을 수령하여 스스로 설치 가능한 DIY형

� � � � (우리집 지킴이 Easy� 상품)

◾ 제공 기기 :� CCTV,� 동작감지센서,� 도어센서,� 무드등,� 멀티탭,� 스마트 스피커,� 에어센서 등

� � -� 반려동물 특화 기기 :� 홈CCTV(반려동물 전용),� 원격급식기,� 간식로봇,� 펫토이

� � -� 가전 제품 제휴 :� 에어컨,�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등 (LG,� 삼성,� 쿠쿠,� 선일 금고 등)�

특징 및 장점

◾ 반려동물 케어

� � -� 반려동물 전용 홈CCTV를 통해 외출 중에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음,� 움직임을 감지해

반려 동물의 행동패턴을 분석함

� � -� 원격급식기를 통해 부재 중에도 원격으로 사료를 줄 수 있으며 자동 설정 가능

� � -� 간식로봇으로 반려동물이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놀아주며 간식을 제공

� � -� 펫토이로 나 대신 반려동물과 공놀이를 해주고,� 생활 소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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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안심
� � -�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 조명과 가전제품 전원을 제어해 침입을 방지

� � -� 홈CCTV가�사람/애완동물이 보이면 알려주고 실시간 확인

� � -� 도어센서/동작감지센서가 문이 열리거나 움직임이 감지되면 알림

◾ 편안한 생활

� � -� 에어센서로 환기 시점을 알려주고,� 무드등으로 편안한 수면을 유도

◾ 편리한 제어

� � -� 외출,� 귀가 등 통합 모드로 집안 가전제품을 한 번에 제어

� � -� IoT제품이 동작하면 연속으로 다른 제품들도 함께 동작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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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우리집 지킴이 Easy

� � -� 내가 직접 설치하여,� 손쉽게 우리집을 지키고,� 보험까지 한 번에 제공해주는 패키지

◾펫케어
� � -� 우리집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패키지

◾구글패키지
� � -�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통해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 넷플릭스와 YouTube� 콘텐츠 재생,� 정보�

검색 등을 즐길 수 있는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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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패키지
� � -� 내가 원하는 스마트홈 스피커와 우리집에 필요한 스마트홈 기기3종을 선택,� 말로 편하게

제어할 수 있는 패키지

주요 실적

◾ 조선일보 국가브랜드 대상 –�홈IoT�서비스 부문 :� U+스마트홈 4회 수상 (2018,� 2020~2022)
◾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 펫케어 2회 연속 수상 (2021~2022)



- 65 -

3 스마트 IoT객실관리 시스템

기업명 � � (주)머큐리

주요 기능

◾ 스마트IoT� 단말 디바이스 직접 제어 및 관리

� � -� RS485� 유선 Device� :� 전등스위치,� 온도조절기,� 차량대기/출차요청,� DND/MUR,� 장애인

비상호출,� 장애인 비상경광등

� � -� Zigbee� 무선 Device� :� 스마트도어락,� 재실센서,� 차임벨(인디케이터),� 키홀더

◾ 스마트 서버,�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원격 제어 및 관리지원.� AWS� IoT� 연동

◾ 기존설치 RS-485� 기반 디바이스 연동하여 객실 내 정보 전달 및 기기 제어

특징 및 장점

◾ Keyless� SYSTEM
� � -� 체크인 시 고객께 발송되는 SMS를 통해 카드 키 없이 객실 문을 개폐할 수 있어 카드 키�

분실이나 복사의 위험이 없음.

� � -� 동반고객에게 스마트키를 공유 또는 회수 할 수 있어 안심하게 객실이용 가능.�

◾ 모바일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매 받지 않는 편리한 객실 제어

� � -� 모바일을 통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스마트폰의 버튼만 클릭하면 간편하게 조명,�

냉난방을 제어 가능.

� � -� 호텔이용 고객은 이동 중 에도 필요한 순간에 어디서든 원하는 객실 컨디션을 만들어 보다�

편안한 휴식이 가능.

◾ 에너지세이빙
� � -� 객실 내 제공되는 재실센서로 고객 입실 상태를 감지하여 냉난방 및 조명등의 유휴 전기�

사용량을 줄 일수 있음.

◾ 음성으로 편리한 객실 기능 제어

� � -� 기가지니 음성인식스피커가 연동되어,� 음성만으로 객실 제어가 가능.

� � -� 호텔정보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투숙객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

◾ 빠르고 편리한 객실 운용 지원

� � -� 프런트에서 모바일과 웹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객실을 빠르게 확인하여 청소하고,� 정비가

끝난 객실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어 회전율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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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프런트에서 도어락 조명 냉 난방기 등 객실 내 설치된 기기의 사용 이력 확인 및 직접

제어가 가능하여 객실운용에 편의를 제공.

서비스 구성도

시스템 구성 객실구성

중요H/W장치

활용 분야

◾ 스마트 IoT객실관리 시스템

� � -� 생활형숙박시설,� 펜션,� 호텔,� 리조트,� 모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에 활용

주요 실적

◾ 광주 에이치원호텔 :� 2021년8월 준공

◾ 신림 레드타이호텔 :� 2021년6월 준공

◾ 라마다프라자 자은 호텔&리조트 :� 2022년6월 준공

◾ 제주 로베로호텔 :� 2023년(예정)

◾ 자은라마다씨원리조트 :� 2023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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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홈 솔루션

기업명 � � (주)유엘루트

주요 기능

◾ 공기질 관리 솔루션

� � -� 프리미엄 공기질 측정 센서를 이용하여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유기화합물,�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 -� 실내 공기 상태에 따라 전열교환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의 관련 기기들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유지

◾ 각종 센서와 인터콤 등을 이용한 스마트한 보안 솔루션

� � -� 기본 감지 센서

� � � � ·� 문 열림 센서 :� 출입 여부,� 수납장 개폐 등의 문 열림 등을 감지

� � � � ·� 동작 감지 센서 :�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범 및 장면 모드 자동화 제어

� � � � ·� 환경 감지 센서 :� 온도,� 습도,� 조도를 측정하여 냉난방 및 조명 자동화 제어

� � -� 안전 감지 센서

� � � � ·� 연기/일산화탄소 감지 센서 :�화재로 인한 연기,�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물질 감지 및 경고

� � � � ·� 누수 감지 센서 :� 화장실,� 세탁실,� 부엌 등의 누수 감지

� � � � ·� 가스 누출 감지 /�가스 차단기:� 가스 누출을 감지하고 가스를 차단하여 화재 예방

� � -� 도어폰 /� 도어벨

� � � � ·� 스마트 도어폰(인터콤)� :� 스마트 월패드와 연동되는 출입 통제를 위한 통합 솔루션

� � � � ·� 스마트 도어벨 :� 스마트 월패드와 연동되는 스마트한 도어벨 솔루션

◾ 허브 기능을 내장 한 온도 조절기와 에너지 관리 솔루션

� � -� 네이처 미니 프로 :� 게이트웨이가 내장되어 있어 다양한 스마트 장치 연동,� 배선 작업 없이�

쉽고 편리하게 설치 및 사용

� � -� 스마트 스위치 :� 조명,� 환풍기 등의 전원을 언제,� 어디서든 제어 가능 /� 동작감지 센서,�

환경 감지 센서 등과 연동하여 조명,� 커튼,� 환풍기 등을 자동화

� � -� 스마트 플러그 &� 콘센트 :� 냉장고,� 에어컨 등의 기기별 전기 사용량 확인 가능 /� 기기별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어서 아이들의 TV시청 시간 조절,� 가습기 작동 등의 제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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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L(Human� Cenrtic� Lighting)-사람 중심 조명

� � � 태양 주기에 기반하여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를 자동으로 조절

◾ 스마트 커튼 모터 &�컨트롤러

� � � 커튼,�베네시안 블라인드,� 롤 블라인드,� 허니콤 블라인드,� 차고문,� 대문,�어닝,� 스카이라이트�등�

실생활에서 열고 닫는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제품을 간단하게 스마트 폰으로 제어하고 장면�

모드로 자동화할 수 있음

◾ All-in-One� 스마트 월 패드 &�스위치

� � -� 게이트웨이가 내장되어 있어서 다양한 스마트 장치 연동

� � -� 방문자 확인은 물론 버티컬,� 블라인드,� 커튼,� HVAC,� 음악 등 제어

� � -� 조명과 온도 조절 등 통합 컨트롤 타워

특징 및 장점

◾ 무선 통신 프로토콜

� � -� Wi-Fi,� BLE,� Zigbee,� Z-wave,� Coss를 포함한 가장 많은 무선 통신 프로토콜 지원

◾ LifeSmart� App의 호환성

� � -� 유엘루트의 LifeSmart� App은 LifeSmart� 장치 및 타사의 Zigbee/Z-wave� 장치를 지원

� � -�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 Open� AIoT� Ecosystem
� � -� 견고한 클라우드 아키텍처,� 다양한 하드웨어 제품,� 다차원 소프트웨어 상호 작용 및 음성

에코시스템 구축

◾ AI� Builder
� � -� 모든 조건 조합 +�모든 장치 실행 작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편집기

� � -� 복잡한 다중 조건 목록을 하나의 지능형 에이전트만 생성하면 안정적인 작동 구현

◾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기능

� � -� 은행 수준의 암호화와 Z-wave� Security� S2� 인증

� � -� 모든 단일 장치에 대한 독립적인 키 관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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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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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스마트 홈

◾ 스마트 팜

◾ 스마트 오피스

◾ 스마트 스쿨

◾ 스마트 팩토리

◾ 스마트 호텔

주요 실적

◾ 해외 상용 스마트 온도 조절기의 회로구조 개선을 통한 국내 냉·난방 시스템 연동 양산화

개발 성공 (2021.10)

◾ 네트워크 서버 관련 Rack� 장치 설계 및 제작 공급 (2022.02)

◾ 전시관 및 쇼룸(모델하우스)�신설 (2022.03)

◾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2022.06)

◾ 스마트 오피스 플랫폼 기업 MOU�체결 (2022.07)

◾ 2022� AIoT� 국제전시회 참가(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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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마트홈 솔루션

기업명 � � 코오롱베니트(주)

주요 기능

◾ 3rd� Party� 디바이스/서비스/시스템 연동 서비스

� � � (홈네트워크시스템,� 스마트가전,� 홈투카/카투홈 등)

◾ 스마트폰 모바일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Android� /� iOS)

◾ 공동현관 모바일 출입/비상벨/주차현황확인 (One-App.� 서비스)

◾ 음성인식서비스 연동 (음성 제어 및 AI콘텐츠 제공)

◾ 세대 생활패턴에 따른 자동화모드 및 복합제어 제공

� � -� 조건 기반 시나리오 서비스 (세대 구성원의 개인별 서비스 구성 및 편집 가능)

◾ 공용부 서비스 조회 (무인택배도착,� 에너지사용량,� 주차위치,� 방문자이미지 등)

◾ 주거통합서비스 제공

� � � (O2O제휴서비스,� 방문차량 예약,� 커뮤니티피드,� 공용시설물 예약,� 주민투표 등)

특징 및 장점

◾ 아마존웹서비스(AWS)� IoT� 기반 스마트홈서비스

� � -� 국내 최초 AWS� IoT� 컨설팅 컴피턴시 획득 (2018년)

◾ 현장 요구사항에 따른 스마트홈서비스 커스터마이징

◾ 고객사 전용 홈IoT플랫폼 구축 및 특화서비스 구현

◾ 3rd� Party� 서비스 연동

� � -� 홈넷사 (현대HT,� 코맥스,� 코콤,� CVnet� 외)� /� 가전사 (삼성전자,� LG전자 외)�

� � -� 음성인식 (KT,� SKT,� LGU+,� 네이버,� 구글홈 외)� /� 카투홈서비스(현대차그룹)

활용 분야

◾ 스마트홈솔루션 (대단지 공동주택 외)

◾ 홈IoT서비스 (오피스텔,� 레지던스 외)

◾ IoT서비스 플랫폼 (생활가전 등 홈 연관 산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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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주요 실적

◾ 코오롱글로벌 하늘채 홈IoT서비스 입주현장 적용 (2021년 8월 ~� )

◾ 한화건설 포레나 홈IoT플랫폼 구축 및 입주현장 적용 (2022년 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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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피스

1 AIBWorks� –� 스마트 근태관리 서비스

기업명 � � (주)아이브랩

주요 기능

◾ 비콘신호 발생기(사원카드)와 수신기(게이트웨이)를 활용한 자동 근태관리

� � -� 회사내 설치된 비콘 신호 수신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

� � -� 근무현황/근무승인/개인정보 관리 기능,� 알림 기능 제공

◾ 근무자 위치파악/스마트 회의실관리/스마트 화장실관리

� � -� 회사내 설치된 비콘 신호 수신기를 통해서 근무자 동선 파악

� � -� 회의실내 비콘신호를 이용한 회의실 관리/화장실 사용여부 자동 확인 기능

◾ 주 68시간/52시간 기본근로 및 유연근로(탄력근로)� 모드 지원

� � -� 다양한 근무 유형별 근태관리 서비스 제공

� � � ·� 기본 근로 (주 68시간/52시간)

� � � ·� 유연근로 (탄력근로)

특징 및 장점

◾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근태관리

� � -� 근무시간 분석을 통한 주52시간 초과 근무 예측 서비스(고위험군 근로자 예측)

� � -� 근무패턴에 따른 업무 유형 분류 서비스

� � -� 근무시간 예측을 통한 효율적인 근태관리 서비스 제공

◾ 실내 측위정보를 활용한 조직내 최적의 협업관리

� � -� “실내 측위정보를 활용한 협업 분석 시스템”� 특허 기반의 스마트워크 서비스 제공

활용 분야

◾ 인공지능형 자동근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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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양한 사업장의 근무형태를 지원하는 자동 근태관리

� � -� 유형별 근태정보의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

� � -� 근태기록 정보기반 자동 스케줄,� 급여관리 시스템과 연계 서비스 제공

◾ 근로자의 동선정보를 활용한 최적의 협업 도우미 서비스 제공

� � -� 근로자의 실내 측위정보를 활용한 최적의 협업 지도 서비스 제공

� � -� 매장내 고객의 동선 정보를 활용한 매장내 최적의 제품 진열 정보 제공

서비스 구성도

� � � � � �

주요 실적

◾ 핸디소프트,� 교세라,� 엔글,� 엠투테크,� 핸디아이씨에스,� 보림상사,�Wizall,� 에스디몰 등

� � -� AIBworks� 스마트 근태관리 서비스 및 구축

◾ 다산 네트웍스

� � -� AIBworks� 스마트 화장실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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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원 및 환경 정보 기반 인공지능 에너지 관리 및 쾌적 제어 서비스

기업명 � � (주)유타렉스

주요 기능

◾ 환경 정보 모니터링 및 피플카운팅

� � -� 환경 정보 모니터링

� � � � ㆍ온도 /� 습도

� � � � ㆍ미세먼지(PM1.0,� PM2.5,� PM10)

� � � � ㆍCo2,� TVOCs,� 조도

� � -� PEOPLE� COUNT

� � � � ㆍmmWave� Radar� 기반 People� count� 및 객체 추적

◾ 실내 환경 제어

� � -� 시스템 에어컨 제어

� � � � ㆍ실내 인원 및 실내 환경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 에어컨 쾌적 제어

� � -� 조명 제어

� � � � ㆍ실내 환경 정보를 바탕으로 조명 제어

� � -� 공기 청정기 제어

� � � � ㆍ실내 환경 정보기반 공기 청정기 제어

특징 및 장점

◾ S社 시스템 에어컨 프로토콜 Gateway

� � -� S社 시스템 에어컨 제어 프로토콜

� � -� S社 B.IOT� CLOUD� 연동 Gateway�

◾ 3rdIoT디바이스 연동

� � -� KS� 표준 조명 스위치 연동

� � -� Puri-Lumi공기 청정기 연동

� � -� 환경 모니터링 센서 및 피플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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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사무실,� 회의실,� 소규모 점포 등

� � -� 실내 환경 및 인원 정보를 바탕으로 실내 환경 /� 기기 제어

� � � � ㆍ� 시스템에어컨,� 조명,� 공기청정기 등을 제어

주요 실적

◾ S社 상생 협력 프로그램 개발 완료

◾ 2021년 에너지 대전 S社 부스 참여

◾ S社 S/W품질,� H/W품질,� 보안품질 수행 중

◾ 2022년 1Q매입 상품 등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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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1
AI-SaaS플랫폼기반 토마토-파프리카 그린하우스 최적생산량 규격화 및 병충해 진단

서비스의 무인자동재배 AIoT솔루션의 융복합 3세대 스마트 팜시스템

기업명 � � (주)마스팜

주요 기능

◾ 높은 생산량(고도화된 인공지능)�

� � -� 마스팜의 솔루션은 기존 2세대 스마트팜 회사들의 솔루션 대비 2배 이상의 더 높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현재 실증 사업 중)� 그 이유는 마스팜솔루션은�

자동 제어의 프로그래밍까지도 데이터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이 모델링을 하기 때문입니다.�

2세대 모델에서는 자동 제어가 사람이 프로그래밍한 세팅에 맞서 제어가 이루어지는데

반해,� 마스팜솔루션은 자동 제어 프로그래밍까지 인공지능이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 진행

하기 때문에 환경과 작물의 상태에 따라 더 유연하고 정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  작물재배 규격화

� � -� 마스팜의 솔루션은 단연 생산량에만 초점을 맞춘 솔루션이 아닙니다.� 작물의 생육 데이터�

그리고 환경 데이터를 과거와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농장주가 원하는 특정 사이즈의

작물이 나올 수 있도록 목표값에 맞춰 환경을 제어합니다.� 농장주는 일관성 있는 크기와

당도*� 등의 작물을 얻을 수 있어 더 높은 상품가치가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도 예측 서비스는 출시 예정

◾  병충해진단 서비스

� � -� 마스팜의 병충해진단 서비스는 AI-hub라는 오픈 소스 데이터와 농촌 진흥청으로부터

취득한 국내 토마토 농가 생육 데이터를 활용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활용하여�

작물의 사진 데이터로만 기초적인 병충해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더욱

고도화 하고 정밀화 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연구자원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특징 및 장점

◾ AIoT�시스템 연계
� � -� AI� 클라우드 플랫폼 작물 활동 분석 솔루션+IoT� 게이트웨이 /� LTE� 인터넷 라우터 +� 센서

IoT� /� 구동기 IoT� and�복합제어기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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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데이터베이스 응용솔루션(MAAS� UI� Solution)서버 +� 유무선 복합 게이트웨이 +� 앱기반

데이터베이스 응용솔루션(MAAS� UI� Solution)

◾ KS표준 기반 구동기 제어
� � -� Json� 앱 서비스 정보 후,� 서버에서 제어기로 제어키 값을 daemon� 서버 이용 Modbus�

형식 데이터 변환 컨트롤러

� � � ·� Main� 제어 UI� +� Json-to-제어기 PLC-구동기 Modbus�변환기 +� Sub�제어 UI

◾ UI�플랫폼 과 DB어플리케이션
� � -� 시설원예 스마트팜 플랫폼에 IoT� 구동기 제어를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 및 처리를�

위한 Application� Server� 추가된 시스템 구성

� � � ·� 실시간 센서 데이터 수집 환경제어 기준 판단 농가/작물/작기/환경제어 매핑 구동기 제어

정보 생성 +� 환경 모니터링 기능,� 환경제어 기능,� 농가/작물/작기/환경제어 매핑 +� 오픈

API,� UI� 항목,�비지니스 로직

◾ MAAS(Market-as-a-Service)� 마스팜(Private� Cloud� Platform)
� � -� 환경-생육 수집데이터,� 영양/생식 생장데이터 +� 영양생장-생식생장 데이터 예측 병해 예측

생육 모니터링 +�구동기 제어 데이터

� � � ·� Rest-API�호출로 테이블로부터 예측 결과값 앱게시(http://마스팜클라우드서브/api/publisher)

◾ 환경데이터와 생산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중요도가 높은 환경 데이터를 사용하여

LinearRegression을 활용한 생산량 예측 모델을 구축

◾ 데이터가 있는 기존 농가의 생산량 기반으로 LSTM을 활용한 시계열 생산량 예측 모델 구축
◾ 클라우드 Postgre-SQL� DB� 플랫폼과 Tomcat� WAS� 기반 생산량-수확량의 특화된 목표를 위해�
생산량 예측모델 과 환경제어기준모델 기반 환경제어 작기 모델과 재배로직 제공

◾ 추가작물(파프리카,� 딸기,� 방울토마토)/추가UI� 서비스(당도최적화,� 균일크기,� 기후예측)� 매트릭스�
구조의 라이브러리 방식 로드맵 제공

◾ 시설원예 수확량 최적화 UI�서비스 재배로직과 유통판매 통합 솔루션 3세대 스마트팜
◾ 딥러닝 기반의 계측-예측을 위해 환경생육 정보,�영양-생식 생장정보,�병해 증상 및 정보데이터�
입력부터 계측-예측 결과까지 일괄 처리

◾ 앱/웹 상 환경생육 정보,� 영양-생식 생장정보,� 병해 증상 및 정보 계측-예측 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병해 계측 시험 환경 제공

◾ 환경생육 정보,� 영양-생식 생장정보,� 병해 증상 및 정보의 계측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다른

농작물에 적용 용이

◾ 환경생육 정보,� 영양-생식 생장정보,� 병해 증상 및 정보의 계측인식 성능 향상을 위한 병해

진단 모델 변경 용이

◾ 학습된 모델을 통한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환경생육 정보,� 영양-생식 생장정보,� 병해 증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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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식 요청과 결과를 제공

◾ 용도(활용분야)� :�완숙토마토/파프리카/딸기 최적생산량 시설원예 클라우드 기반 복합제어기 솔루션
� � -� 환경-생육데이터 및 영양생장-생식생장 정보 활용 생산량 예측 분석 및 환경제어 기준 제공

·�구동기IoT�컨트롤 박스 및 센서IoT와 연동 게이트웨이로 최적생산량 환경제어

◾ 생산량예측 재배로직 그린하우스 운영시스템 자동 AIoT�복합제어
� � -� 토마토 최적 생산량 기반 그린하우스 환경제어 기준 모델 구축

� � -� 토마토 최적 생산량 예측 모델 구축

� � -� 공공 경락 가격 예측 모델 구축

� � -� 센서통한 환경데이터와 구동기 제어 관계성 로직 구축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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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완숙토마토 최적생산량 및 병충해진단 서비스의 시설원예 클라우드 기반 복합제어기 솔루션
� � -� 환경-생육데이터 및 영양생장-생식생장 정보 활용 생산량 예측 분석 및 환경제어 기준 제공

� � � � ·� 구동기IoT�컨트롤 박스 및 센서IoT와 연동 게이트웨이로 최적생산량 환경제어

◾ 파프리카/방울토마토/딸기 등 추가 과채소 작물 시설원예 최적생산량 시설원예 클라우드 기반�
복합제어기 솔루션

� � -� 환경-생육데이터 및 영양생장-생식생장 정보 활용 생산량 예측 분석 및 환경제어 기준 제공

� � � � ·� 구동기IoT�컨트롤 박스 및 센서IoT와 연동 게이트웨이로 최적생산량 환경 무인 자동제어

주요 실적

◾ 2022년 6월22일 크라우디 연구특구-크라우딩펀드 2.8억 투자 유치 성공
◾ 덴마크 토마토 재배 솔루션 공급 위해 Zolvo사와 MOU�체결
◾ 2022.09-2023.07� 기간 실증 진행 중 이후,� 생산량예측 모델의 규격 대비 실제 생산량 검증�
진행.�진행중,�이후 국내/덴마크 유료 시험재배 판매 진행

◾ 조달청 벤처나라-중소기업유통센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공공구매 창업기업확인서 통한 공공구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기업-장비 등록 통한

농기계 컨설팅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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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팜스(FARMS� :� 6차산업 통합 플랫폼)

기업명 � � 프리뷰

주요 기능

◾ 농수산물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메타버스와 결합,� 핀테크 융합으로 농수산업 콘텐츠화

◾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농수산물 상태 즉각 모니터링,� 쇼핑관람,� 결제계약제공

◾ 생산판매자의 이익창출 기회제공.� 농수산물 생장에 관심 흥미.� 참여도모(관람 및 후원)

◾ 메타버스내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으로 식물상태와 실거래 기록 동시성.� 신뢰성 보장.

◾ 가상에서 현실 상품 확인 및 금융거래까지 이어지는 ‘메타버스 스마트팜 유통 서비스’

� � -� 스트리밍

� � -� 스마트팜(아쿠아포닉스)

� � -� AI� 작물모델링

� � -� 스마트콘트랙트

� � -� 작물 NFT

� � -� 가상화폐

특징 및 장점

◾ 농수산물 생산업자는 메타버스 XR환경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아쿠아포닉스(스마트팜)을�

AI모델링을 통한 관리와 홍보를 하고,� 이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 제공함.� 또한,� 메타버스�

이용자가 실시간 생육 모니터링 상태를 확인하여,� 스마트계약으로 생산자 구매자를 연결

하는 온라인 유통서비스.�

� � -� 아쿠아포닉스(스마트팜)을 통한 최적 생육지수와 환경 생육조건지수 데이터 발견.

� � -� 프로토타입

� � � � 1)� 실시간 ‘생육환경’� 제공(장소 무관한 관제 >� 온라인 직판 상품 ‘신뢰 상승‘)

� � � � 2)� ‘LIVE� 스트리밍’에서 직거래로 이어지는 스마트 비용 절감(이익증대,� 거품최소)

� � � � 3)� ‘미래농업환경’을 메타버스로 직·간접적 경험 가능(공유경험,� 농업활성화)

� � � � 4)� 블록체인계약 :� 판매자,� 구매자 상호소통 신뢰 연결 기반 마련.� 정보이력 기록하여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신뢰기반 ‘지능형 스마트팜’(신뢰증대,� 지속거래가능)

� � � � 5)� 6차산업교육 :� 팜스 교육용키트 판매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문제 해결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회 취약계층의 의식주 위협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023년도 AIoT� 서비스·제품 및 기업 편람

- 82 -

� � � � � (팜파티 행사 운영,�밀키트 지원사업 등 자활지원 사업 및 청년/여성/중장년 등 창농 지원사업)

� � -�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 관제 :� C언어,� 아두이노 활용한 모니터링 및 운영.

� � -� Unity� API기반 XR구현(메타버스 플랫폼),� C#,� Java,� Python,� 농협 API.

� � -� 스마트 계약 (온라인 유통)� :� 작물 변동성을 API로 직접 확인,� 구매와 계약으로 연결.

� � -� 메타버스 안 작물 상태 AI모델링 분석으로 농수산물 데이터 상태 확인,� 관리.

� � -� 다수 작물정보를 블록체인 상태 이력 기록,� 스마트 계약으로 작물 판매 성사.�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연동을 통한,� 상품 생산과 구매,� 유통 판매 직관적 구조 확보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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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농업
� � -� AI� 버섯 판별기

� � -� 스마트팜 원격제어 및 스트리밍 서비스

◾ 컨텐츠 +�교육 :� 스마트팜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2023년도 AIoT� 서비스·제품 및 기업 편람

- 84 -

주요 실적

◾ 2018년수상
� � 1.�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 문제 출제 공모전 입상 (안전표지)

� � 2.� 충북ICT� 입선 (의료관련)

◾ 2019년수상
� � 1.� 코차이나 입선

� � 2.� 청년의날 스타트업 감사장

� � 3.�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장려상

◾ 2020년수상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공로상

◾ 2021년수상
� � 1.� 포트폴리오경진대회 동상

� � 2.� 경북 어플리케이션 기획 창업캠프 '야!� 너두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어!'� 최우수상

� � 3.� 2021� 제2회 에코뱅크 기능 및 생물·생태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동상

� � 4.� 교내 이력서 경진대회 장려상

� � 5.� 광주 2030� 청년동아리 장려상

� � 6.� 2021� 융합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 � 7.� 2021� 경기지역경제플랫폼 데이터기반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 � 8.� Untact� Start-up� Auditon데모데이 장려상

� � 9.� 메타버스 기반 핀테크해커톤 장려상

� � 10.� 광운대학교 창업경진대회 특별상

◾2022년 수상

� � 1.� 인트인 4차산업 공모전 우수상

◾지원사업
� � 1.� 2021년도 소셜벤처대학동아리 지원 사업

� � 2.� 전남광주 팀빌딩 2기

� � 3.� 2021� 광주 2030� 청년동아리 1단계

� � 4.� 전남 광주 팀빌딩 3기

� � 5.2022� 광주 2030� 청년동아리 활동형

� � 6.2022�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

� � 7.�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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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산 악취 스마트 ICT� 모니터링 서비스

기업명 � � (주)케이그린텍

주요 기능

◾ 농가 축사 통합 모니터링

� � -� 지역 내 농가관리

� � � ㆍ지도상에 개별 농장 위치 및 농가 리스트 및 농장 별 운영 현황(운영/폐업/휴업)표시

� � � ㆍ각�농장 별 배출시설,� 처리시설 정보 관리

� � -� 축산 환경 데이터 모니터링

� � � ㆍ해당 지역 날씨 및 기상 환경정보(풍향,� 풍속,� 온도,� 습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표시

� � � ㆍ측정 악취 정보(암모니아,� 황하수소,� 메탄,� 복합악취)및 악취 종류/세기 정보 표시

� � -� 알람 발생 리스트 제공

� � � ㆍ암모니아 경보,� 황하수소/메탄가스/복합악취 경보,� 온도/습도,� 디바이스 이상 경보

◾ 축산 환경 데이터 분석 및 활용

� � -� 축산 환경 측정항목(10종)데이터 트렌드 확인 및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제공

� � -� 날씨/사육환경/급여사료 별 축산 환경 통계 제공

� � -� 암모니아 농도 전망을 바탕으로 한 악취 예보 제공(암모니아 농도 예측모델 결과)

◾ 디바이스 모니터링 및 관리

� � -� 전원,� 통신,� 센서 현황 모니터링 및 저감 장치 이상 발생 리스트 제공

특징 및 장점

◾ AIoT� 플랫폼 씽플러스 기반으로 최신의 클라우드 서비스 및 ICT� 기술이 적용됨

� � -� 대시보드 구성기,� 위젯 작성기,� 규칙 편집기 등 차별화된 화이트 레이블링 기능 제공

◾ 안정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 � -� MSA� 기반 시스템 구조를 통해 수평적 확장 가능

� � -� Kafka� 기반의 다중 메시지 큐를 통한 안정적인 메시지 처리

� � -� 대용량 트래픽 분산을 위한 로드 밸런스 적용을 통해 높은 시스템 신뢰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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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 적용

� � -� ML을 통한 이상징후를 탐지 및 LSTM기법을 통한 예측 모델을 제공

◾ 안정적 데이터 전송 및 악취저감 시설 연동성

� � -� LTE-cat.MA� 적용 및 안개 분무기와 연동하여 악취 발생 시 저감 실행

◾ 정확한 악취 측정을 위한 센서 성능 최적화

� � -� 공기정화 필터 기술 적용을 통한 센서 장비 교체 주기 수명 연장

◾ 모바일 앱 지원

� � -� 웹 기반 악취 관리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을 모바일 앱에서 모두 제공

서비스 구성도

주요 실적

◾ 국내 축산 악취 모니터링 300개소 구축

◾ 축산환경관리원 ICT� 기반 악취 모니터링 사업 우수업체

◾ 안성시 ICT� 기반 악취 측정 장비 공급사업 6개소



- 87 -

수산

1 USN기반의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기업명 � � ㈜엔이아이디

주요 기능

◾ 기상상태의 급격한 변화와 하천 오염의 증대에 따른 하천 생태의 변화 및 음용수 청정도

보장을 위해 하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제공

◾ 바다 양식장의 수질 오염 및 수질(수온,� DO� 등)� 측정을 하는 서비스

◾ 양식장 및 식수원의 상류 천의 맑은 물 보장을 위한 과학적 검증 제공

◾ Ad-hoc� 네트워크가 가능한 수질 측정용 센서(수온,� Do,� pH,� 암모늄 이온,� 탁도,� 전도도)� 노드를
통해 중계 노드와 수집 노드에서 데이터를 유관기관으로 전송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제품 사진

주요 실적

◾ 강원도 인북천,� 대구 하천 설치 및 운용

◾ 통영 및 제주도 양식장 (수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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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 KOLAS� 시험성적서발급

기업명 � � 슈어소프트테크(주)

주요 기능

◾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증서 발급

� � -� KOLAS� 인정받은 시험 규격으로 SW� 시험 관련 국제 표준/규격을 적용한 정적시험과

동적시험

◾ 일반 시험 성적서 발급

� � -� 정부 R&D� 과제 정량적 목표(기능/성능)� 및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시험 진행

� � � � ·� 공인 시험 기관의 제 3자 시험을 통한 시험 성적서 공신력 확보 가능

특징 및 장점

◾ 국제공인시험기관
� � -�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최초 국제 공인 시험기관 인정(2013~)

� � � � ·� 20년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 노하우를 통한 누적 400건 이상의 검증 및 시험성적서 발급

� � � � ·� 검증된 경험을 통한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

� � � � ·� 국제 공인 시험 기관으로 시험 성적서의 공신력 확보

◾고객중심시험서비스
� � -� 의뢰자의 요청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신속한 시험성적서 발급 제공

� � -� 의뢰자의 위치로 방문 시험을 진행하여 편리한 방문 시험 서비스 제공

활용 분야

◾ Mission� Critical� 산업전 분야 활용

� � -� 자동차,� 국방/항공,� 철도,� 의료,�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시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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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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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NE-STOP� 솔루션

기업명 � � 슈어소프트테크(주)

주요 기능

◾ 코드부터 모델까지 ONE-STOP� 검증 자동화 실현

� � -� SW� 프로세스 내 코드 기반 정적/동적 검증 및 모델 기반 정적/동적검증 실행

� � -� 테스트 커버리지 측정부터 리포팅 자동화까지 SW�프로세스품질 확보

특징 및 장점

◾ 툴간 편리한 검증기능 제공

� � -� V� 모델 검증 및 개발 프로세스에 필요한 정적/동적 검증 과정 자동화

� � -� 자사 툴 간 테스트 커버리지 쉽게 연동 가능

◾ 국내 유일 검증 자동화툴 원천 기술 보유

� � -� 국내 자체 개발 5개 제품군 15종의 툴 상용화

� � -� 최근 5년 이내 300여건의 툴 판매 실적 보유 /관련 특허 13건 보유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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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Mission� Critical� 산업전 분야 활용

� � -� 자동차,� 국방/항공,� 철도,� 의료,�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시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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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주행셔틀

기업명 � � 롯데정보통신(주)

주요 기능

◾ 美 SAE� Level� 4� 수준의 운전석이 없는 차세대 이동수단 자율주행셔틀

◾ 100%�전기구동 방식의 친환경 구조로 최대 15명의 승객 탑승 가능

◾ 주거단지 및 생활권역이 연계된 도심에서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제공

◾ 자율주행 고급 운영 기술

� � -� 16채널 3D� LiDAR(4개),� 초음파센서(6개)를 통한 정밀한 장애물 감지 및 충돌 방지

� � -� 실시간 이동 측위 정보(RTK)를 적용한 고정밀 위치 인식 시스템으로 차량의 위치 및 방향을�

파악하고 센서 융합을 통해 신뢰성 있는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하여 안전하게 자율주행 가능

� � -� C-ITS�연계를 통한 도로의 돌발 상황 및 교통신호 등에 지능적으로 반응하고 상호작용 가능

특징 및 장점

◾ 개방형 플랫폼 구성으로 외부 모듈 및 Third-party� 장비들과 제약 없이 연계가 용이

◾ 복합센서(LiDAR,� UWB,� 초음파 및 IoT� 센서 등)및 AI� 기반 정교한 센서융합

� � � → 정확한 Localization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율주행 가능

◾ 개방적인 주행경로 관리시스템을 통해 경로의 신규 생성 및 커스터마이징이 자유로움

◾ 차량 대 차량(V2V),� 차량 대 인프라(V2I)� 등 C-ITS통신 기반 자율협력 주행이 용이함

◾ 독자적인 자율주행 안전시스템을 통해 장치 또는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경고 및 제동

◾ 필요 시 전용 컨트롤러를 이용한 수동 주행모드로 전환하여 긴급 및 예외상황 대응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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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보통신 자율주행셔틀 자율주행셔틀 연계 시스템 개념도

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자율주행차 사업 활용

� � � -� 스마트시티 내 자율주행 서비스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통합 관제 등에 연계 가능

� � � -� 농어촌 대중교통 낙후지역 및 공항,� 캠퍼스 등에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 응용 모빌리티 서비스 활용

� � � -� 자율주행 라스트 마일 배송,� 무인 스토어,� 물류 이동 및 재고관리 등

주요 실적

◾ 세종시 규제자유특구 주거단지 연계 자율주행 실증(‘20년 8월~‘21년 8월,� ‘22년 8월 ~�

‘22년 11월)

◾ 한국교통대학교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실증(‘21년 12월)

◾ 순천시,� 「NEXPO� in� 순천」� 박람회 자율주행셔틀 운행(‘21년 11월)

◾ 우정사업본부 5G�기반 이동형 우편물류 서비스 실증(‘20년 10월 ~� ‘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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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1 AIoT� 서비스(보행자 보호,� 실종자 찾기,� 설비 예지 보전)

기업명 � � (주)크레스프리

주요 기능

◾ 무단횡단 보행자 알림 서비스

� � -� CCTV� 카메라 영상 기반 엣지 컴퓨팅 및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무단 횡단자를 감지하여

운전자와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

◾ 실종자·범죄자 등 사람 찾기 서비스

� � -� CCTV� 카메라 영상 및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대상자의 빠른 탐색 및 이동 경로를

구축하여 스마트 시티 사회 안전망 제공 서비스

◾ 설비 예지 보전 서비스

� � -� 엣지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현장 설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설비 상태

파악 및 관리,� 예지 보전을 제공하는 서비스

특징 및 장점

◾ 온디바이스 AI� 기반 실시간 분석 기능

� � -� 데이터 발생 현장에서 즉각적인 데이터 분석 수행하여 실시간 서비스 제공

◾ 온디바이스 AI� Vision� 기반 영상 분석 기능

� � -� 현장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객체탐지,� 객체추적,� 다중객체추적 서비스 제공

� � -� 자체 보유 기술을 통해 적은 오류로 대상 탐지 및 추적 제공

◾ Edge-Server� Hybrid�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

� � -� 엣지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발생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

� � -� 현장 결과 데이터 및 여러 단말 데이터를 통한 서버 종합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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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스마트 시티

� � -� 현장 CCTV� 기반 무단횡단 보행자 알림 서비스

� � -� 실종자·범죄자 등 사람 찾기 서비스

� � -� 실시간 유동 인구 모니터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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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팩토리

� � -� 스마트 공장 설비 고장 예지 시스템

� � -� 스마트 공장 품질 예측 시스템

� � -� 스마트 공장 작업자 동선 모니터링 시스템

� � -� 스마트 공장 작업자 안전 지역 출입 모니터링 시스템

주요 실적

◾ N사 주조 가공 제조 라인 품질예측 및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2018년)�

◾ K사 자동차 부품 사출 제조 라인 품질예측 및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2021년)

◾ B� 지자체 현장 CCTV� 기반 무단횡단 보행자 알림 서비스 수행 (2020/2022년 수행 중)

◾ B� 지자체 실종자 찾기 서비스 수행 (2020/2022년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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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영상 기반 안전 운전 플랫폼

기업명 � � (주)에이아이매틱스

주요 기능

◾ A.I.� 영상 인식 기술이 탑재된 A.I.CAM이 운전자의 위험 운전을 인식하고 경고해 주며

영상 및 차량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

◾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영상 관제 서비스 및 안전 운전 서비스 제공.

특징 및 장점

◾ A.I.CAM의 사고 예방 경보

� � -� A.I.CAM이 위험 행동을 판단하여 운전자에게 직접 경고

� � -� 22가지 위험 운전 행동과 사고 인식

� � � � 일반적인 센서로 감지할 수 없는 불법유턴,� 신호위반,� 졸음운전,� 휴대폰 사용 등 위험한

운전 행동을 인식하여 해당 영상을 서버로 전송

◾ 실시간 영상 관제 서비스

� � -� A.I.CAM이 위험 운전 행동,� 사고 등을 인식한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 메시지 전송.�

영상과 함께 리포트 제공

◾ 운전자 스코어링 서비스

� � -� 스코어링 알고리즘이 위험 운전 습관 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전 지수 산출

� � -� 운전 습관 별 리포트 제공

� � -� 안전 지수가 낮은 운전자 맞춤 교육 가능

활용 분야

◾ 법인 소유 차량,� 택시,� 위험물 운반 차량,� 순찰 차량,� 시내 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 안전

운전 관리가 필요한 모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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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주요 실적

◾ 통안전공단 우체국 차량 A.I.영상기반 첨단안전장치 시범 운영 납품 계약(2022년 9월)

◾ 교통안전공단 우체국 차량 A.I.영상기반 첨단안전장치 시범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 체결

(2022년 11월)

◾ 교통안전공단 위험물 차량 A.I.영상기반 단말기 및 관제시스템 시범 도입 및 운영 예정

(2022년 11월)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A.I.영상기반 안전운전 솔루션 공급 예정(2022년 12월)

◾ 삼표레미콘 A.I.영상기반 안전 운전 솔루션 공급 예정(20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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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iTraffic� (딥러닝 기반 교통관제 및 단속 시스템)

기업명 � � 유니셈(주)

주요 기능

◾ 영상객체분석 시스템 (VAS)

� � -� 실시간 영상 분석

� � -� 다중 객체 검출 및 추적

� � -� Deep� Learning을 통한 성능 향상

� � -� 교통 객체 분류(세단,� SUV,� 버스,� 트럭,� 오토바이,� 보행자,� 자전거 등)

� � -� 교통위반 탐지(과속,� 차선,� 신호,�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등)

◾ 차량 번호판 인식 (LPDR)

� � -� Deep� Learning� 기술을 통한 다양한 국가 번호판 기준 학습

� � -� 다양한 국가별 번호판(알파벳,� 아라비아 숫자 대상)� 인식 가능

� � -� 국내 이륜차 번호판 인식 기능

◾ 교통관제 시스템 (TMS)

� � -� 년·월·주·일·시간 및 지역별로 교통량 및 교통위반관련 데이터 제공

� � -� NVR� 연계 통하여 실시간 교통 상황 모니터링

� � -� 장치(NVR,� 카메라,� 서버)를 원격 관리,� 사용자 액세스 권한 설정

� � -� 교통위반 사항에 대한 시간과 장소 정보와 이미지가 포함되는 보고서 출력 기능

특징 및 장점

◾ 실시간 영상 처리를 통한 교통상황 모니터링 및 효율적인 교통관리

◾ 다중 객체 추적 기술을 활용한 다중 객체 탐지(차량,�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 등)

◾ 차량뿐만 아니라 국내 이륜차에 대한 번호판 인식 기능

활용 분야

◾ 차량 및 이륜차 무인단속 시스템(속도,� 신호,� 차선,� 안전모 미착용 등)

◾ 자전거 도로 –� 자전거 속도 및 유동인구 분석 적용,� 지자체 기관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감지 및 규정 속도 준수 여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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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주요 실적

◾ 2018년 08� 월

� � -� Vung� Tau,� Vietnam� 대상 UniTraffic� POC� 완료

◾ 2018년 12월

� � -� 베트남 지능형 교통 분석 시스템 개발 국책과제 진행

◾ 2018년 12월

� � -� Jakarta,� Indonesia� DoT� 대상 DEMO�진행

◾ 2019년 03월

� � -� 자동화 교통모니터링시스템 Indonesia� 6개 지방도시 SW납품

◾ 2019년 11월

� � -� 통행량 분석,� 여행시간분석,� 차량 번호판 인식 솔루션데모 (Batu� city,� Indonesia)

◾ 2019년 12월

� � -� 통행량 분석 및 위반 단속 솔루션 수주 및 납품 (Kon� tum,�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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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약자 버스 승ㆍ하차 안내기 시스템

기업명 � � (주)휴먼케어

주요 기능

◾ 버스정류장에서 교통약자(시각/지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는 탑승하고자 하는 버스

노선번호와 교통약자 유형을 등록/호출(예약)

◾ 버스 운전기사는 정류장 도착 전,� 교통약자 유형을 미리 인지하여 맞춤형 탑승 서비스 제공�

◾ 탑승 존 정 위치 정차,� 정차 시간 연장,� 리프트 작동,�음성안내 등 유형별 맞춤 서비스 제공

◾ 모든 장애유형,� 기성세대와 디지털 세대 모두 사용 가능 [버튼입력,� 스마트폰 앱(App)]�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준 점자 적용 번호 입력기

◾ 시각장애인 버스 탑승 지원을 위한 도착/탑승구 유도 음성안내 서비스 제공

◾ 하차벨 대신 운전자에게 하차 서비스 요청을 위한 하차 예약 및 리모컨작동 서비스 제공

특징 및 장점

◾ 정류장번호입력기(HUMC-100SK)
� � -� 버스정류장에 설치 (기둥 또는 벽면등)

� � -�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시각장애인용 전용 리모컨 작동 시 위치유도용 음성안내 송출

� � -� 탑승하고자 하는 버스 노선번호와 장애유형 선택

� � -� 버튼 점자 지원 및 버튼 동작 시 음성 /� 문자 안내 제공

� � -� 호출된 버스의 출발 및 도착 정보 음성 /� 문자 안내 제공

◾ 버스음성안내스피커(HUMC-100BV)
� � -� 시각장애인용음성안내기(HUMC-2200V)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버스 탑승구 외부 상단에

설치 (간편 설치,� 방수)

� � -� 시각장애인이 호출한 버스에 한정하여 안내방송 (과다소음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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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버스 도착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선번호 알림 및 탑승구 위치 유도

� � -� 시각장애인용 공용리모컨 및 스마트폰 앱 동작 호환

� � -� 버스 운전기사에 의한 수동 음성안내방송 동작 지원

◾ 버스탑승안내기(HUMC-100BI)
� � -� 버스 운전기사 운전석에 설치,� 안전운전을 위한 직관적인 서비스 지원

� � -� 승하차 요청에 따라 교통약자 유형 확인 (시각/지체,� 노인,� 임산부)

� � -� 전 정류장 출발 시 또는 도착 500~700미터 전에 교통약자 유형의 LED� 표시

� � -�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스 도착 및 탑승구 유도 안내지원 (수동 재송출 가능)

� � -� 사용자의 스마트폰 앱 및 시각장애인 공용리모컨을 통한 하차 요청 수신/알림

◾ 정류장통신디바이스,� 버스통신디바이스(HUMC-100ST,� HUMC-100BT)
� � -� 버스 <==>� 정류장 호출/접근/도착 정보를 위한 처리 디바이스

� � -� 버스와 정류장 간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무상복지주파수 (235/358MHz)� 사용

� � -� 스마트폰(블루투스)과 시각장애인용 공용리모컨 동작 지원

� � -� LTE� 통신을 이용한 원격 관제로 편리한 유지/관리 (실시간 정보 연계)

◾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기(HUMC-2200V)

� � -� 무선신호에 따라 위치,� 방향,� 이름 등에 대한 음성안내를 제공하는 장치

� � -� 동작거리 선택가능,� 동시동작,� 과다소음 방지

� � -� 정류장 버스번호입력기 내부에 내장형 제품이 설치되어 있어서 동일한 성능구현 가능

� � -� 버스음성안내스피커와 연동하여 탑승구 안내 서비스 제공

◾ 버스 승ㆍ하차지원서비스 전용 앱(App),� 교통약자 무상지원

� � -� 교통약자 유형별 버스 호출/예약 지원(iOS,� Android)

� � -� 사용자 선호도에 따른 버스 호출 서비스 제공 (직접입력/노선버스검색/즐겨찾기 중 선택)

� � -� 실시간 버스접근/도착 서비스 제공

� � -� 시각장애인에게 정류장 및 버스 탑승구 유도정보(음성)� 제공

� � -� 정류장 검색을 통한 하차 예약지원

� � -� 버스 승ㆍ하차 시 문자발송 서비스 제공 (보호자에게 버스이용 정보제공)

� � -�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Cal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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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탑승과 하차에 필수적인 서비스로써,� 교통약자 유형(시각,� 지체,�

임산부,� 노인)별 승ㆍ하차 대기정보를 해당 버스 운전기사에게 양방향 복지통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버스 승ㆍ하차안내서비스’� 도입

◾ 신체적,� 경제적,� 지역적 교통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함께 동행하는 스마트시티 구축

◾ 4차산업 서비스로부터 장애유형,� 연령,� 내·외국인별 격차 없는 사용성 확보

주요 실적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승/하차 안내 시범사업

� � -� 발주처 :�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 � -� 계약기간 :� 2022년 5월 11일~� 2022년 9월 30일

� � -� 계약금액 :� 일금 1억 4천 4백만원

� � -� 계약내용 :� 버스 2개 노선(정류장 6개소,� 버스 51대)

� � -� 설치현황 :� 효자동 <->� 경복궁역 정류장 (노선버스 1711,� 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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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교통안전 지킴이

기업명 �구루멘토링 주식회사

주요 기능

◾ 교통 사각지역 보행자 및 차량을 자동 인식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위험 사전 고지

� � -� 지능형 CCTV�기술과 다양한 센서를 통해 얻은 정보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위험 사전 고지

◾ 사후 대처 시스템

� � -� 사고 발생 시,� 중앙관제센터와 관할 경찰서에 정보 전달 및 데이터 공유 가능

◾ 모니터링 시스템

� � -� 중앙관제센터에서 설치지역 전체 관리 가능

◾ 국민 안심 서비스

� � -� 사고 다발지역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서로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특징 및 장점

◾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한 기존 CCTV� 지능화

� � -� 자체 개발한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탑재한 장비를 통하여 CCTV를 통해 사물 별로 객체를�

정확히 인식함

◾ 직관적인 디자인

� � -� 보행자와 운전자가 보행 중 또는 운전 중에도 신속히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출력 정보를 직관적으로 디자인하고 전달하여,� 사고 예방 가능성을 높임

◾ 인공지능 사고 감지 시스템

� � -� 객체의 충돌여부(사고)를 객체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인식하여,� 중앙센터에�

정보 전달

◾ 국민 안심 서비스

� � -�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쉽게 설치 가능하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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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교통 사각지대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활용.

◾ 사각지대에서 사고 발생 시,� 사후 대처를 위한 정보로 활용.

◾ 다양한 센서와 결합하여 지역별 미세먼지 측정,� 폭력방지 및 교통량 조사 등 활용

-� 환경센서,� 안전센서,� 온습도 센서,� 유해가스센서 등 부가기능 추가 가능

주요 실적

◾ 2022년 9월말 까지 개발 완료

� � -� 시험 인증 완료

◾ 2022년 12월말 까지 시범사업 추진

� � � -� 지차제와 시범사업 추진

◾ 2023년 시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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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이크로모빌리티용 AIoT� 블랙박스 관제 솔루션

기업명 � (주)케이티

주요 기능

◾ 마이크로모빌리티의 안전 운행 및 모니터링

� � � -� AIoT영상 카메라 단말을 통한 블랙박스 영상 저장 및 사고 유형 판단(보험사 제공)

� � � -� 객체 인식을 통한 속도 감속,� 정지로 안전 운행 지원

� � � -� 공유 킥보드/공유 전기자전거의 클린주차 모니터링(사용자 리워드 제공으로 안전 교통

문화 정착)

◾ IoT영상 기반 통합 관제 플랫폼

� � � -� GPS� 내장된 AIoT� 디바이스를 통한 마이크로모빌리티위치 관제 플랫폼 제공

� � � -� LTE� cat.4모듈 내장된 AIoT� 디바이스로 끊김 없는 통신 환경 제공

� � � � ㆍ디바이스 배터리 잔량 체크,� 현재 위치,� 통신 품질,� 단말 상태 정보 업데이트,� FOTA�등

� � � � ㆍ불법 주차/쓰레기 무단 투기 등 공공 단속 정보 수집

� � � � ㆍAI기반 교통 데이터 수집 (HD맵용 LDM�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등 활용)

특징 및 장점

◾ 경량형 AI� Edge� 디바이스 제공

� � � -� 온디바이스 AI� 모듈을 통한 Edge단 AI� 영상 처리를 통한 데이터 전송량 최소화

◾ 초기 비용 부담 최소화 (월사용료 지불의 구독형 모델)

� � � -� 기업전용 IoT� 요금제로 데이터 무제한 사용

� � � -� AIoT� 디바이스 구매 비용 부담 최소화 (단말 할부)

활용 분야

◾ 공유 킥보드,� 공유 전기자전거

◾ 전기 오토바이 (배달 업체,� 개인)

◾ 법인 차량 (화물 택배 차량,� 공공기관,� 버스,� 렌터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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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 G사 공유 킥보드 납품 예정(202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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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주차장 /� 스마트 시티

기업명 � (주)휴네이처

주요 기능

◾ 스마트 가로등

� � 가로등을 제어/모니터링 합니다.� 조명이 켜진 시간과 어두워진 시간을 측정하여 전기사용량을�

모니터링 합니다.� Edge� AI를 이용 유동인구,� 차량수를 시간대별,� 일자별,� 월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 가로등은 에너지 절약하고 환경을 모니터링하며 도시설계 및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고 치안 유지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스마트 주차장

� � 자신의 주차 위치를 휴대폰 및 PC등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한 솔루션입니다.�

영상 분석을 통한 차량번호 인식,� 주차면 인식,� 주차장 및 주차 가용면수,� 주차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주차장 조명을 제어하고 SOS�시스템과 연동기능도 제공합니다.

◾ 스마트 시티

� � 도시의 환경,� 온도와 습도,�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검증된 센서로 측정하여 측정된 값을

데이터화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과값을 통해 시스템을

제어하고 최적의환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미세먼지 수치에 따른 공조 및 공기 청정 시스템 가동,�온/습도 조절,�최적의 조명 환경 제공 등)

특징 및 장점

◾ Edge� Computing� 기반으로 데이터 안정성 확보

� � Cloud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Cloud� Computing� 방식과는 달리

Edge� Computing� 방식을 활용하여 데이터 연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보관,�

백업,� 분석할 수 있습니다.

◾ 확장성과 구축비용이 저렴한 IoT� Mesh� 네트워크

� � Mesh� IoT를 사용하여 구축 및 유지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으며 확장에 용이합니다.

� � Wifi와 LTE를 사용한 Cloud� 서버 운영을 기본으로 지원하지만 LTE나 5G망이 무력화

되어도 로컬에서 모니터링과 경보 알림 등 기본 기능 사용 가능합니다.

◾ SaaS� 기반 맞춤형 소프트웨어

� � 각� 기능들은 모듈형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현장 별 특성을 반영해 필요한 기능들만 선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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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 � 이를 통해 사업장 내에 산재해 있던 업무들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현장관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디지털 트윈

◾ 스마트 주차장

◾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AI� 집중 조명

주요 실적

◾ 스마트그리드용 무선 모듈 (2022)

◾ H건설사 아파트 실내 조명 및 스마트 주차장 구현 (2020~2022)

◾ ‘다시 세운 프로젝트’의 디지털 트윈 IoT� 통신망 구현 (2019)

◾ 서울 상일동 지하주차장 입/출차 시스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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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선박

1 스마트십데이터 플랫폼

기업명 � � 유엔젤(주)

주요 기능

◾ IoT� 기반의 스마트십데이터 플랫폼
� � -� 선박 내 범용 통신 프로토콜 지원 :� NMEA,� OPC-UA,� Modbus� 등

� � -� 선박 주요 기자재와 데이터 연동 지원 :� IAS,� CAMS,� RCMS,� Engine,� HVAC,� VDR� 등

� � -� Playback� S/W�지원

� � -� 실선 검증완료 :� 컨테이너선,� LNG선 등

◾ 스마트십 플랫폼과 연계한 육상 데이터 플랫폼

� � -� 선박 운항 데이터 기반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 저장 인프라 구축

� � � � ㆍ데이터 수집/ETL/가공/저장 기능 지원

� � � � ㆍ데이터 분석 샌드박스 환경 지원

� � � � ㆍ선박 外 외부 데이터 수집 API� 및 저장 기능 지원 (AIS,� 해양기상,�조선산업 정보 등)

특징 및 장점

◾ 국내 대기업 조선3사와 해운기관(KOSHIPA,� KR� 등)이 협력하여 발족한 “스마트십 플랫폼

공동 구축 추진단”의 과제를 수주하여 국제표준 기반의 조선3사 공통 스마트십 데이터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 � -� Cloud� Ready,� MSA호환,� DevOps� 기반

� � -� 국제표준ISO� 19848� 준용

� � -� 국내 표준 데이터모델 확보 및 국제 표준화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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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선박 모니터링,� 선박 원격점검 서비스 등

주요 실적

◾ 통합 스마트십 데이터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21.01� ~� )

◾ Onshore� 데이터 플랫폼 개발 (대우조선,� 2020.05� ~� )

◾ 자율운행선박기술 개발 (해양수산부,� 2020.04� ~� )

◾ 스마트십IoT플랫폼 고도화 (대우조선,� 201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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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정비 지원체계 서비스

기업명 � � 구루멘토링 주식회사

주요 기능

◾ 각종 해상 함정 및 해양선 업무 수행중 장애 발생 시 원격에서 고장진단 및 정비 지원

� � -� 대서양,�인도양 등 원거리 함정임무수행 중 군정비창과 사고함정 간 원거리 영상 통화 가능

◾ 함정에서 임무 수행중 장비 결함 발생 시 전용 위성망을 통해 국내 정비창과 원격으로

진단 및 복구를 수행하는 체계

� � -� � 코덱을 통해 함정의 장애상황을 중계하고 정비창의 정비사의 조치에 따라 함정 적기 정비

◾ 기술자료 관리체계 Portal을 통해 “원격정비이력기술관리”와 현재 정비 상황에 대해 LIVE방송�

및 VOD�방송지원 서비스

� � -� 기존 정비이력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정비대상 확인 및 정비시간 단축 가능

특징 및 장점

◾ 당사가 자체 개발한 “원격제어 SW알고리즘”�탑재

� � -� 원거리 함정과 정비창간의 완벽한 위성 통신과 방송 서비스(VOD)� 가능

◾ 경량 설비이며 Wearable로 작업수행 용이하고 현장에서 설치가 용이함

� � -� 총설비 중량 :� 37Kg� 이하

◾ 해군정비창과 원격정비지원체계 MOU�체결한 국내 유일의 서비스 제공업체

� � -� MOU�체결일 :� 2019년 2월 19일

◾ 원격통화 및 방송 시 방화벽을 통한 완벽한 보안 유지

� � -� 다양한 라우팅 프로토콜 지원하고 내부 네트워크 보호

◾ 설비 구성품은 현재 최고품의 사양설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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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원근해 일반 선박의 사고 시에도 적용 가능

◾ 향후 AI와 AR,� VR� 기술을 추가로 적용하여 고장원인 사전 고장시기 예측과 예비품 적정관

리�등 원격정비시스템으로 확대 가능

주요 실적

◾ 2022년 현대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에 제공함

� � -� 2018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2023년 이후에도 해군에 지속적으로 제공 예정

� � -� 23년 예산 :� 704백만원,� � 24년 예산 :� 80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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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1 실시간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기업명 � (주)랩피스

주요 기능

� � � �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 통계,� 데이터 시각화,� 리포트 생성

◾ 실시간 유동인구 계수

� � -� 스마트폰 무선신호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한 유동인구 계수

� � � ·� 사람들이 휴대한 스마트폰에서 발신되는 와이파이 무선신호 데이터를 IoT�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동인구 계수

� � � ·� 실시간 체류 인원 계수 (매 1분단위)

� � � ·� 시간별,� 일별,� 주간별,� 월별,� 기간 선택에 따른 유동인구 계수

◾ 방문 행태 분석

� � -� 유동인구 데이터 수집용 센서가 설치된 장소(공간)을 방문하는 방문 행태 분석

� � � ·� 체류 시간 분석

� � � ·� 재방문율 분석

� � � ·� 이동 동선 분석 (2개 이상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 � � ·� 출발지 기준 타 장소(공간)으로의 인구 분산율 분석 (2개 이상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 유동인구 예측 및 추세 분석

� �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장래 유동인구 규모 예측 분석

� � � ·� 데이터 학습을 통한 장래 유동인구 규모 예측 분석

� � � ·� 유동인구 추세 변화 분석

특징 및 장점

◾ 무선 신호 탐지 능력

� � -� 스마트폰의 Wi-Fi가� Off�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무선신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세계� �

� 최고 수준의 데이터 수집 능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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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무작위화(MAC� Randomization)� 대응 기술 탑재

� � -� 최신 스마트폰에 적용된 Wi-Fi� MAC� 주소 무작위화에 대한 대응 알고리즘 적용으로 높은� �

계수 정확도 제공

◾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적용

� � -� 엣지 컴퓨팅 기반 센서 설계로 별도의 서버가 없이 센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수집 및 통계,�

분석 수행

◾ 유동인구 데이터와 환경 데이터 동시 수집

� � -� 환경 데이터 센서 통합형 IoT�센서 제품 활용 시 유동인구 데이터와 온도,�습도,�미세먼지� �등�

환경 데이터를 함께 수집할 수 있으며,� 환경 요인으로 인한 외부 활동 인구 연계 분석 가능

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관광객/이용객 빅데이터 분석

� � -� 관광지,� 도서관,� 공원,� 축제 등 방문(이용)인구 빅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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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넓은 공간(장소,� 시설)을 방문/이용하는 방문객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활용

◾ 실시간 혼잡도 분석

� � -�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문객 분산 유도

� � � � ·� 시설 공간 면적을 고려한 안전거리 확보가 가능한 최적의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실시

� � � � � � 간으로 공간 내 체류 인원을 계산하여 혼잡도를 분석하여 입구에 설치된 키오스크 등을� �

� � � 활용하여 방문객에게 혼잡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문객 분산 유도 관리에 활용

� � -� 쾌적한 시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이용객 분산 유도

� � � � ·� 도서관 등 실시간 체류 이용객 혼잡도 분석을 통해 도서관 방문자에게 공간(시설)� 단위� �

� �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여 혼잡한 시간대,� 혼잡한 시설 이용객 분산을 통해 쾌적한 이용

� � 환경 제공

◾ 아웃도어 광고 효과 분석

� � -�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옥외 광고 효과 분석

� � � � ·� 디지털 사이지를 통한 옥외광고 시스템과 결합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주변 유동인구

� � � � � � 대상 광고 노출 효과 분석

� � -� 선거 유세 효과 분석

� � � � ·� 선거 유세 차량에 IoT� 센서를 설치하여,� 선거 유세 차량 이동 동선에 따른 주변 체류

� � � 인구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선거 유세 전달 효과 분석

주요 실적

◾ 실시간 유동인구 통계 분석 시스템 구축

� � -�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서울)� 서대문구,� 양천구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

평택시,� (강원도)� 원주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함양군,� 통영시,� 남해시,�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 공항,� 휴게소
� � -�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 � � � ·� 여객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 � -� 황간휴게소(상/하행)

� � � �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휴게소 시설 이용객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 실시간 혼잡도 분석 시스템 구축

� � -� 도서관 :� 마포중앙도서관,� 아산시 꿈샘어린이청소년도서관,� 완주군 콩쥐팥쥐도서관

◾ 바이러스 프리-감염병 확산 예방 체계 구축

� � -� 담양군 :� 담양군 죽녹원,� 메타스퀘어길 대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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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레저/오락

1 인공지능 골프장 운영시스템

기업명 � (주)그린타임

주요 기능

◾ 골프경기 속도 조절 :� 골프 경기장 각� 홀 간의 경기 소요 시간을 표준시간과 비교하여

각� 팀,� 경기자,� 경기운영실 등이 공유하여 항상 모든 팀,� 경기자가 경기 운영 속도를 쉽게�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 �

◾ 티오프 시간 간격을 원활히 조절할 수 있게 되어 20%�매출이 증가합니다.

� � � 예)� 10분 티오프 시간 간격을 8분으로 어려움 없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 모든 경기 팀들의 홀 간의 경기소요 시간과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경기자간의 40초 소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여 늦장 경기를 방지합니다.

특징 및 장점

◾ 모든 경기 팀 및 개인의 경기 소요 시간을 초 단위로 휴대폰,� 카트의 PDA등을 통하여

모두가 공유하여 늦장경기의 원인을 실시간으로 파악,� 조치합니다.

◾ 시스템의 설치나 운영에서 설치공사가 필요 없습니다.� 기존의 티마커를 IoT� 기능의 전자

티마커로 교체 사용

◾ 병목현상과 늦장경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항상 자율적으로 경기 속도를 표준시간에

맞게 조절하게 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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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체 시스템 구성도�

� � � � � � � � � � � � � � � � � � �

� �

활용 분야

◾ 국내 :� 600곳,� 전세계 3만 곳의 야외 골프장 각�홀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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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유통

1 Sigfox� IoT�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명 � � (주)아모에스넷

주요 기능

◾ Sigfox는 LPWAN(Low� Power� Wide� Area� Network)� 기술중의 하나이며 LoRa,�

NB-IoT� 등 타 LPWAN� 대비하여 초저전력 및 글로벌 로밍이 되는 유일한 IoT� 네트워크

기술로써 전세계 약 75여개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글로벌 단일 네트워크임(국가별

1개 사업자만 운영)

◾ UNB(Ultra� Narrow� Band)� 전송기술을 사용하는 상향 메시지 전송(Up-Link)� 위주의

간단하고 간헐적인 통신방식으로,� 네트워크 구축비와 유지비용이 저렴하며,� 특히 주파수

간섭 영향을 받지않고,� 넓은 커버리지의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단일

클라우드를 통해 글로벌 로밍가능

특징 및 장점

◾ Sigfox� IoT� 네트워크의 장점

◾ Sigfox� 글로벌 커버리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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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Asset� Tracking/� Monitoring
� � -� 물류 자산류 Tracking을 통한 자산 관리 (컨테이너,파렛트 등)

� � -� 주요 장비에 대한 상태 관리 (메인통신 장애시 Back-up� 모니터링 네트워크 역할 등))

◾ 원격 검침

� � -� 수도/가스 등 미터링 사업

◾ 스마트파킹
� � -� 노상주차장 노면 사용여부 감지를 통해 주차 관리 (센서 디바이스 매립 등)

◾ 대표적 Sigfox� Use� Case� :� 글로벌 로밍 솔루션 (End-To-End� Global� Tracking)

주요 실적

◾ 물류,� 원격검침,� 스마트파킹 등 다수 IoT� 사업 진행중 (각� Biz.영역별 채널파트너가 사업

수행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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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mart� RFID� /� IoT� Middleware

기업명 � � (주)포에스텍

주요 기능

◾ Smart� Factory� 수기 및 바코드 시스템에 대하여 IoT�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 기존 장비 및 설비 장비들의 디지털화로 장비 데이터 실시간 수집으로 장비 운영 관리

◾ 기존 사용하던 통합관리 시스템 (ERP,MES,� WMS� 등)� 데이터 연계 사용 가능

특징 및 장점

◾ 데이터 융합 및 통일화

� � -� 이기종 장치들과 IoT� 디바이스 센서 DATA� 까지 모듈 데이터들의 일원화 가능

� �

◾ 뛰어난 확장성

� � -� 프로토콜을 통일화하여 여러 가지 시스템 도입 간편성 증대

� �

◾ 데이터 호환성

� � -� AI/BigData� 플랫폼과의 연계로 다양한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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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스마트팩토리
� � -� 물품관리 관리 시스템 :� 물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실시간 물품 추적 시스템

� � -� 생산설비 관리 시스템 :� 공정데이터 수집,� 분석하여 데이터 관리 및 모니터링

� � -� 스마트 지게차 시스템 :� 지게차/자재에 RFID를 부착하여 물류 위치 디코딩

�

◾ 스마트시티
� � -� 노후위험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 재난위험시설물에 센서 설치 및 관리

� � -� 지능형 환경 제어 시스템:� 각종 센싱 장비를 이용해 시설의 환경을 측정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최적의 환경으로 구동시켜 안정적인 환경 제공

주요 실적

◾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ICT� GROWTH)� 사업 선정 (2022)

◾ 철도청 무선안전감시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진행 (2021)

◾ 포항시 RFID� 시스템 (2018)� � � �

◾ 경상남도 기록원 RFID� 시스템 구축사업 (2017)

◾ 법무부 북한인권 기록보존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개발사업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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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 통합 관리 시스템

기업명 � � (주)넥스모어시스템즈

주요 기능

◾ 물류에 대한 정보를 각�서비스 시스템과 연동하여 전체 물류 현황 관리를 할 수 있게 통합�

I/F� 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대시보드 및 통계 S/W�구성

◾ 로봇 +�드론 +� 디지털트윈기반 분석 시뮬레이션 end� point� 간 I/F� 연계

◾ 라스트마일 서비스의 전체 Flow를 통합 관제하여 원활한 스마트 물류서비스제공

특징 및 장점

◾ 드론 라스트 마일 서비스

� � -� 물류배송 동선이 비효율적이고 외곽지인비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통해서 물류서비스의 효율화

◾ 로봇 라스트마일 서비스

� � -�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서 자율주행 로봇에 이송 물품 적재 후 최종 수령자에게 이동하여�

전달하고 복귀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물류서비스 효율화

활용 분야

◾ 물류사업 분야

� � -� 자율 배송,� 운송자 추적 배송,� 아파트 주거지 배송,� 산간지방 주거지 배송,� 관공서 물품

배송,� 음식점 배달 등

◾ 구축 예정인 물류 인프라와 연계

� � -� 스마트 물류 구축 사업과 연계 지속적인 물류 사업 활용



▍2023년도 AIoT� 서비스·제품 및 기업 편람

- 124 -

서비스 구성도

주요 실적

◾ 김천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과제 수행.� (2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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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고물류 DX�관제 솔루션

기업명 � � (주)케이티

주요 기능

◾ 물류창고 내 무선 이동성 보장

� � -� 창고내 기업전용 LTE/5G,� 이음5G(특화망)� 도입을 통한 무선 커버리지 환경 개선

� � -� 창고내 PDA,� IoT� 전동카트,� 로봇(AGV,� AMR)� 등의 통신 이동성 보장

◾ 전동 기반 물품 운송

� � -� 적재중량 70~80㎏의 경량화된 전동카트 (버튼식 조이스틱 내장)

� � -� (옵션)� AIoT� 조이스틱 장치 추가로 목적지까지 무선 조종 주행 및 자율주행 가능

� � � � ·� 고객 요구 사항에 따른 카트,� 롤테이너 주문 제작 가능

◾ IoT� 전동카트 단말 관제

� � -� GPS� 내장된 AIoT� 조이스틱으로 카트 혹은 카트가 탑재된 차량의 위치 관제 플랫폼 제공

� � -� LTE� cat.4� 모듈 내장된 AIoT� 조이스틱으로 끊김 없는 통신 환경 제공

� � � � ·� 카트 배터리 잔량 체크,� 현재 위치,� 통신 품질,� 단말 상태 정보 업데이트,� FOTA� 등

◾ AI� 기술을 통한 위치기반 지게차 상황 인지

� � -� 이미지 마커 기반 실내 정밀 측위로 실시간 지게차별 작업 위치,� 작업량 모니터링

� � -� 여분 적재 공간 및 적재 렉 인식으로 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AI� 영상 분석)

� � -� SaaS� 형 서비스 플랫폼 기반 작업자의 일일 작업량 리포팅 및 업무 관리

특징 및 장점

◾ 경량형 전동카트

� � -� 자체 무게 15kg의 경량형,�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 � � � ·� 피킹카트,� 롤테이너 등 다양한 형태의 주문제작 가능

◾ 중대재해법 관련 사고 예방

� � -� 이동형 대시캠으로 작업 현황 모니터링

� � -� 지게차 주변 작업자 인식 및 경고음 송출로 작업자 충돌 사고 방지

◾ 초기 비용 부담 최소화 (월사용료 지불의 구독형 모델)

� � -� 기업전용 IoT� 요금제로 데이터 무제한 사용

� � -� 카트 단말 구매 비용 부담 최소화 (단말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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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IoT� 장비,� SaaS� 플랫폼 사용료의 월정액 지불 모델

� � -� 현장 컨설팅을 통한 작업 환경,� 설치 최적화

활용 분야

◾ 택배 차량용,� 공장 및 물류센터용 이송용

◾ 이외 발전소,� 병원,� 고층빌딩,� 전시장,� 지하상가,� 도서관,� 스마트팜 등

서비스 구성도



- 127 -

주요 실적

◾ H1사 택배 차량용 전동카트 납품 (2022년 5월)

◾ H2� “지게차 관제 솔루션 구축“� 납품 (2022년 9월)

◾ H3� “지게차 관제 솔루션 구축‘� 납품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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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설물관리

1 SysMasterSuite� IoT� Manager(시스마스터 스위트 IoT� 매니저)

기업명 � � 인프라닉스 주식회사

주요 기능

SysMasterSuite� IoT� Manager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IoT� 등을�

융복합하여 다양한 사회기반 시설,� 철도,� 생산 공장 설비 등의 IoT� 센서에 대한 저비용·

고효율의 운영관리 솔루션으로 장애,� 재난�예측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관리 서비스

◾ 상시 통합 관제 및 모니터링

� � -� IoT� 기반 계측정보(온도,� 습도,� 기울기,� 균열 등)� 실시간 모니터링

� � -� 관리대상 시설물의 형상기반 정보 등의 전반적인 운영 통합 대시보드

◾ 이상상황 탐지 및 재난예측

� � -� 대용량 데이터 수집 및 외부 환경 데이터 연계 등 빅데이터 분석 환경 지원

� � -� AI� 알고리즘 적용을 통한 지능형 장애 감지 및 보수보강시점 예측 기능 지원

◾ 종합 이벤트 관리

� � -� 발생한 이벤트에 대한 현황 및 조치 등의 이력 통합관리 기능 지원

� � -� 다양한 이벤트의 연관관계 분석을 위한 CEP� 엔진 지원

◾ 위험상황전파 및 재난대응

� � -� 이벤트 상황별,� 유형별 상황전파 메시지 및 수신자 사전 정의 기능

� � -� 정책 기반의 이벤트 생성 및 신속한 알람 전파(SMS,� MMS)

◾ 구성 및 자산관리

� � -� 시설물에 설치된 계측자재의 위치,� 자재 세부 정보,� 유지보수 정보 등 통합관리

특징 및 장점

◾ 다양한 IoT설비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환경 지원

� � -� 다양한 인터페이스(MQTT,� BACnet,� SNMP,� API� 등)기반 IoT센서 계측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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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둡 에코시스템 기반 대용량 데이터 등 빅데이터 분석 환경 제공(kafka,� HBase� 등 적용)

◾ 클라우드 및 레거시 시스템 기반 운영 환경 제공

� � � � �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기존 레거시 시스템 기반의 신속한 서비스 구성 및 탄력적인

� � � � � � � 자원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지능형 이상탐지 및 보수시점/재난 예측서비스 제공

� � � � � -� 빅데이터 분석⦁AI� 알고리즘 적용을 통한 재난,� 재해,� 노후화 등 각종 시설물의

� � � � � � �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측 데이터 및 신속한 대응체계 지원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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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스마트시티,� 사회기반 기설물(SoC)� -� 문화재,� 지하공동구,� 교량,� 철도,� 도로,� 제조설비 등의�

IoT기반 감시,� 안전 관리에 적합

주요 실적

◾ 한국문화재연구소 문화재 자동계측 안전관리 서비스(2018년)

� � � -� 관리대상 :� 국보 문화재(창덕궁 돈화문,� 홍인지문,� 경복궁 근정전,� 첨성대 등)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교랑안전관리 서비스(2018년)

-� 관리대상 :� 서울시 주요 교량(성수대교,� 양화대교)�

◾ 지하통신구 안전관리를 위한 지능형 안전진단 및 재난 예측 서비스(2019년)

-� 관리대상 :� 노후 지하통신구

◾ 철도 관제 시스템 안전관리 솔루션 (2021년)

-� 관리대상 :� 철도 관제 시스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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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iOTiMSv1.0(아이오팀스)

기업명 � � 지미디어(주)

주요 기능

대분류 중분류 기능설명

데이터 수집

및 저장

IoT�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공기질 데이터,� 디바이스별 작동 여부,� 입/퇴실 인원

수 등)를 수집하고 DB에 저장하는 기능

모니터링

및 조회

대시보드
시설별 상태 정보(온/습도,� 미세먼지,� 정상/경고/장애 발생 현황,� 금일 사용

인원 등)를 모니터링하는 기능

시설 위치 및

정보 조회

지도상에 표시된 시설 위치를 조회하고,� 시설별 주요 디바이스의 정상/경고/

장애 발생 현황을 조회하는 기능

통계 조회
실내 및 실외의 공기질 데이터(온/습도,� 미세먼지 등),� 입/퇴실 인원수,� 태양열

데이터(누적발전량,�출력전압,�출력 전류 등)를 조회하는 기능

원격 제어 및

이력 조회

원격 제어
디바이스별 전원(ON/OFF)� 동작 및 상세 정보(예:� 운행모드,� 온도설정 등)를

원격으로 제어하고,�동작 스케줄을 설정하는 기능

이력 조회
디바이스별 원격 제어 이력(일시,� 디바이스 전원 ON/OFF,� 시작/종료 일시

등)을 조회하는 기능

알람 관리

알람 설정
1시간/3시간 이상 디바이스 상태 데이터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경고/장애 알람이�

발생하도록 설정하는 기능

알람 이력 조회
디바이스별 경고/장애 발생 이력(시설명,� 디바이스명,� 알람상태,� 일시)을 조회

하는 기능

장애 관리

등록/조회/

수정/삭제

장애 정보(등록자명,� 접수일시,� 시설명,� 디바이스명,� 장애처리 내역 등)를

등록/조회/수정/삭제하는 기능

장애 발생

현황 조회
디바이스별 장애 발생 건수를 조회하는 기능

시설 및

디바이스 관리

등록/조회/

수정/삭제

시설 정보(시설명,� 시설ID,� 경도,� 위도 등)를 등록/조회/수정/삭제하고 해당

시설의 디바이스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

통계 조회 KPI�통계 조회
KPI� 보고서 작성 참고용 시설물 내부 대기질,� 사용 인원,� 디바이스별 장애

발생�현황 등을 일별/월별로 조회하는 기능

계정 관리

사용자

정보 설정

사용자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그룹명,� 권한)� 및 그룹 정보

(그룹명)를 등록/조회/수정/삭제하는 기능

권한 설정 그룹별 프로그램 사용 권한을 설정하는 기능

사용자

로그 조회
사용자별 로그인/로그아웃,�사용자 정보 및 권한 설정 등의 이력을 조회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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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장점

◾ 실시간 데이터 대시보드를 통한 전체 스마트 시설물 현황 모니터링

◾ GIS기반의 자산 및 시설물 경고,� 장애 이벤트 관리

◾ 디지털트윈 기반의 스마트 시설물 통합 관리

◾ 개별Device� 자산화 및 장애 장비 접수 및 조치 이력 추적 관리

◾ 주요 Data의 표준화 및 분석 시각화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알람

◾ 지능형 분석 시스템

◾ 이벤트 Rule을 통한 스마트 시스템

◾ OneM2M�등 국제표준 데이터 준수,� 다양한 스마트 시설물 통합 구성

◾ 데이터 API를 통해 5대 통합플랫폼에 필요 데이터 실시간 연계 구성

◾ GoodSoft� 1등급(22-0386)인증
◾ 조달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물품식별번호:24596008)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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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스마트 정류장(쉘터)

◾ 스마트 횡단보도/신호등

◾ 스마트 그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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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보안등

주요 실적

◾ 강서구청 스마트 그린쉼터(21년 8월 시범사업)

◾ 여수시청 스마트횡단보도/스마트버스정류장(22년 준공)

◾ 홍성군청 스마트횡단보도/스마트버스정류장(22년 준공)

◾ 광주 남구 스마트 버스정류장 (22년 10월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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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폴(가로등)� 서비스

기업명 �㈜가보테크

주요 기능

◾ 미래형 도시인 스마트시티의 핵심기반시설

� � -� 차량 및 보행자 인식센서 및 환경센서

� � � ·� 서울시 S-DoT센서와의 연계,� IoT도시데이터 연동기능

◾ 가로등 상태분석 시스템 탑재

� � -� GIS기반의 가로등 상태표시

� � -� 등고장 시 알림기능(관제시스템)

� � -� 스마트폴에 탑재된 시설물에 대한 분석 시스템 제공

� � -� 실시간 가로등 진단(고장판단)� ;� 효율적인 유지보수

◾ 대시민서비스
� � -� 스마트폴 전기차 충전기기,� 미래지향산업 드론스테이션 /� 공공 WiFi�

� � � ·� 디지털 사이니지 패널 탑재 기능 (옵션)

특징 및 장점

◾ 스마트 기기의 통합

� � -� WIFI,� 센서,� CCTV,� 신재생에너지 등의 스마트가로등 구현

� � � ·� 전기차충전형,� 드론스테이션형 등 미래지향적 기술을 추가한 스마트폴 구축

� � � ·� 보급률이 높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시민안전서비스 제공 (비콘연계)

◾ IoT도시데이터 연동 서비스모델 구현

� � -� IoT도시데이터 센서 연동기능

� � � ·� 지역에 맞는 옵션형 센서 및 기기부착 가능

활용 분야

◾ 도시시설물 에너지절감 운용

� � -� 가로등 및 실외 전기시설물에 대한 운영비용 절감

� � � � ·� 스마트 가로등 설치 증가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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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와 스마트그리드 그리고 센서

� � -� 통합기술을 통한 스마트시티 시장 활용

� � � � ·� 스마트 센서와의 연계 및 AIOT기능의 저변확대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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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 나주시 테마형 스마트가로등 구축사업

◾ 서울시 시민체감 스마트폴 구축 시범사업

� � -� 서울시 중구(숭례문,� 시청광장),� 종로구(청계천로),� 성동구(성동구청앞,� 한양대 젊음의 거리,�

송정 제방길 외)

◾ 서울시 스마트폴 기능고도화 구축사업

� � -� 서울시 용산구,�성북구,�중랑구(전기차충전형 스마트폴),�서울시 서초구(드론스테이션 스마트폴)

◾ 송파구 스마트폴 구축사업

◾ 동작구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스마트폴

◾ 동작구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 동대문구,� 강북구 스마트폴 표준모델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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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1 IoT� 기반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기업명 � � ㈜엔이아이디

주요 기능

◾ IoT-BEMS([NEID]� IoT� Building� Environment� Monitering� Solution)는 무선 센서 노드와�

수집 노드로 구성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Solution으로 건물,� 축돈사 및 모든

환경 내 무선 센서 노드를 설치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집된 환경 정보 제공 서비스�

및 공조시스템 제어가 용이한 서비스

◾ 혹한,� 혹서기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권장한 실내온도를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가능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전국 우사,� 축사 환경 설치 운용

주요 실적

◾ 서울대공원 납품 및 설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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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iSafety� (AI안전관리 시스템)

기업명 � � 유니셈(주)

주요 기능

◾ 실시간 위험 상황 탐지

� � -� 실시간 영상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위험 상황(협착,� 전도,� 화재,� 낙하,� 안전장구 미착용,�

이상 공정,� 침입 등)이 자동으로 감지

◾ 실시간 알람

◾ 위험상황 발생 시 스피커 알림 및 관리자들에게 웹 대시보드 또는 SMS�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알림 전송

◾ 작업 안전 및 이상 발생 통계

◾ 다양한 로그 항목을 제공하여 일별·시간별·조건별 이벤트 통계 조회 기능을 제공

◾ 기간별·시간별 리포팅

◾ 일별·시간별·조건별 이벤트 이력 조회를 제공하며 안전 보고서 자동생성 및 출력 기능

◾ 반응형 웹 대시보드

◾ PC나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웹 기반 대시보드로 접근 용이하고 모니터링 가능

특징 및 장점

◾ 관제 인력 투입 부담 감소

◾ 안전 및 보안 시스템 구축

◾ 현장 상황 즉각 대응

◾ 신속한 안전 관리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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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생산형 공장

◾ 조선,� 해양 작업장

◾ 건설현장
◾ 발전소 등 안전보호구 착용 현장

주요 실적

◾ 2019년 12월

� � -� DSME형 생산작업장 비전 AI� 개발 및 실증 (DSME)

◾ 2020년 01월

� � -� AIoT(지능형 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전처리 도장 불량 식별 시스템(DSME)

◾ 2020년 03월

� � -�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비전 AI� 기반기술 연구(DSME)

◾ 2020년 09월

� � -� AI� 안전로봇용 딥러닝 비전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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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전력광역통신 네트워크 기반 건설현장 재난대응 서비스

기업명 � (주)이엠웨이브

주요 기능

◾ 건설현장,� 공사현장 등 전원 공급 및 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환경에서 화재,� 시설물붕괴,�

유해가스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시스템 제공

◾ 우선순위 관리 기반 자가망 저전력광역통신 네트워크 기반으로 대규모 센서 환경에서 통신�

신뢰성이 높은 서비스 제공

◾ 현장 운영자 및 관리자를 위한 재난 대응 웹서비스 및 안드로이드 앱 제공

특징 및 장점

◾ 건설현장에 최적화된 저전력 융·복합 재난 단말 기술

� � -� 배터리로 5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저전력 융·복합 재난 단말

� � -� 온·습도,�화재 감지(열·열),� 시설물 붕괴 감지(IMU),� 공기질(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감지

◾ 우선순위 관리 기반의 자가망 초대규모 IoT� 네트워크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

� � -�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초대규모(Massive)� IoT� 네트워크 표준 준수

� � � � “차별화된 무선 채널 액세스 기반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 (TTAK.KO-06.0509/R1)

� � -� 우선순위 관리 기반 자원할당 및 자원 예약을 통한 대규모 센서 환경에서 신뢰성 높은

서비스 제공

� � -� 특허 제 10-2450327� 호 “대규모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

� � -� 기존 LoRaWAN� 1.0.3� 규격 호환

◾ 운영자 및 관리자용 재난 대응 웹·앱 서비스

� � -� 건설현장,� 공사현장,� 산사태지역 등 전원 및 통신 인프라가 열악한 환경에 최적화된 재난

대응 서비스 제공

◾ 효율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 재난 대응 시스템

� � -� 현장에 설치된 재난 단말 및 RF� 게이트웨이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무선 펌웨어�

업그레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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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재난 대응 서비스

◾ 산사태 우려 지역 재난 대응 서비스

◾ 전통 시장,� 물류센터 등 노후 시설물 재난 대응 서비스

주요 실적

◾ 국토교통부 기술사업화지원사업 과제 수주 (2021.04� ~2022.12)

◾ 안양시 만안평생교육센터 시설물 재난 대응 서비스 POC� 예정 (2022.11)

◾ 시흥시 장현지구 퍼스트베뉴 e편한세상 건설현장 재난 대응 서비스 POC�예정 (2023.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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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단기 기후리스크 탐지 및 알림시스템 (레인버드지오 협력)

기업명 �씨케이스택(주)

주요 기능

◾ 레인버드지오가 자체 개발한 기후리스크 예측 알고리즘 활용한 재난 탐지 기능

� � -� 뇌우 조기 탐지 기술

� � -� 돌발 홍수,� 풍랑,� 산사태 위험 탐지 기술

� � -� 산불 발생 탐지 기술

� � -� 대기오염 모니터링 기술

� � -� 야간 광도를 이용한 에너지 사용량 분석 기술

� � -� 식생지수 및 온실가스 농도 분석 기술

◾ 정지궤도위성 천리안2A�호의 데이터 활용한 경보 시스템 기능

� � -� 인공위성데이터를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기후리스크 알고리즘 연계처리

� � -�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경보지역내 사용자 타게팅 후 알림발송

� � -� 기후리스크의 결과를 시각화 처리 후 시간순으로 동영상화 제작

◾ 외부시스템 연계기능

� � -� Open� API� 를 제공하여 다양한 외부 시스템에 정보 제공 가능

� � -� 기후리스크 정보 및 자체생성 데이터 제공

특징 및 장점

◾ ESG� 대응 기후리스크 예측/예방 기술

� � -� 레인버드지오의 기후리스크 예측 알고리즘 활용

� � -� 기후 위기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 일상 사용자용 모바일 앱 및 관리자 웹 제공

� � -� 안드로이드,� iOS� 용 앱 제공

� � -� 웹 기반의 관리자 어드민 제공

◾ Hazard� Map� &� Mobile� App� 제공 (특정 지역 재해 모니터링 서비스)

� � -� 관리자를 위한 실시간 대시보드 제공

� � -� 사용자를 위한 안드로이드,� iOS� 용 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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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기후 위기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기술이 필요한 국가,� 연구기관,�

단체,� 회사 등

◾ 특정한 지역,�사용자에 대해 기후,�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기술이 필요한 경우

주요 실적

◾ 환경재단 재난 방송 개발 (2022년~)

� � -� 파트너 체결 및 위성 기반 산불,� 폭우 등의 자동 경보 시스템을 통해 아시아 국가 대상

긴급 재난 경보 방송 사업

◾ 녹색기후기금 프로젝트 개발 (2021년10월 ~� 2026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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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태평양5개 도서국가의 회복력 향상을 위한 기후정보.지식 서비스 강화사업 (Green�

Climate� Fund,� UN� environment� programme,� APCC)

◾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2021년)

◾ 캄보디아 전역,� 베트남 짜빈 지역 대상 모바일앱 시범서비스 개발 및 진행

� � -� 1차 (2021.06� ~� 2021.08)

� � -� 2차 (2021.08� ~� 2021.10)

� � -� 3차 (2022.09)

◾ 레인버드지오 –� 씨케이스택 개발 협력 및 상호 협력 관계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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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난/재해

1 SDT� Smart� Hub

기업명 � � SDT� 주식회사

주요 기능

◾ 지중·지하 환경 모니터링

� � -� SDT� 스마트 허브는 수조,� 맨홀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온도,� 습도,� pH,� 유해가스 농도,�

개폐 등 센서를 통해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최초의 IoT� 기반�

지능형 센서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설의 관리자와 사용자는 대시보드를 통해 클라우드로

전송된 지중·지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설정해둔 임계치를 벗어나는 수치가 측정될 경우,�

담당자에게 앱 내 알림·이메일·문자메시지 등 전송해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징 및 장점

◾ 뛰어난 내구성

� � -� 방수등급 IPX8� 보유,� 충격시험 통과,� 무선전자파시험 통화,� 방송통신기자재 KC� 인증

◾ 호환성
� � -� I2C,� RS485,� RS422,� UART� 등 시리얼 통신을 지원하는 어떠한 센서라도 적용할 수 있어�

고객이 원하는 지하 환경 관리지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IoT의 국제표준

oneM2M� 프로토콜 기반 개방형 플랫폼을 사용하여 센서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 구조로

발생하는 호환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이기종 센서에서도 데이터를 확보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 효율적인 전력

� � -� 허브는 배터리로 작동되고 유지보수가 쉽지 않은 환경에 설치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력�

관리가 필수입니다.� 스마트 허브의 컴퓨팅 아키텍처는 저전력,� 고효율이 특징인 Arm의

Cortex-M� 프로세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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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한 유지보수

� � -� 스마트 허브,� 센서,� 배터리는 분리 설치,� 교체가 쉬워 유지보수가 간편하며 경쟁제품 대비�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모든 유형의 IoT� 보안 취약점으로부터 안전

� � -� PSA� 인증을 획득한 IoT� 모듈을 사용하여 모든 유형의 보안 취약점으로부터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스마트 시티

� � -� 맨홀 등 지중·지하 환경 모니터링

◾ 스마트 팩토리

� � -� 공장,� 플랜트 내 맨홀 등 지중·지하 환경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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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 2020� SK계열사 납품

◾ 2021� 수자원공사 스마트 맨홀 디바이스 하드웨어 개발

◾ 2022� 부산시설공단 납품

◾ 2022� 대구시설공단 두류수영장 납품

◾ 2022� 대구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납품

◾ 2022�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납품

◾ 2022� 광주공항공사(제1전비)�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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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수 모니터링 서비스

기업명 � � 주식회사 랜드로드

주요 기능

◾ 실시간 모니터링

� � -� Road-rain� 실시간 모니터링

◾ 데이터 분석

� � -� 비점오염퇴적물 분석 데이터 제공

◾ 시스템 알람

� � -� 센서 기준 정보 및 알람 규칙 설정

� � -� 비점오염퇴적물 하중에 따라 이상 감지 및 실시간 알람 발송

� � -� 다양한 채널(이메일,� SMS,� Slack,� 카카오톡)로 알람 전송이 가능함

◾ 리포트 자동 생성

� � -� 대시보드 기반 자동 리포트 생성

� � -� 담당자에게 일간/주간/월간 자동 이메일 발송

특징 및 장점

◾ AIoT� 플랫폼 씽플러스 기반으로 최신의 클라우드 서비스 및 ICT� 기술이 적용됨

� � -� 대시보드 구성기,� 위젯 작성기,� 규칙 편집기 등 차별화된 화이트 레이블링 기능 제공

◾ 안정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 � -� MSA� 기반 시스템 구조를 통해 수평적 확장 가능

� � -� Kafka� 기반의 다중 메시지 큐를 통한 안정적인 메시지 처리

� � -� 대용량 트래픽 분산을 위한 로드 밸런스 적용을 통해 높은 시스템 신뢰성 제공

◾ 간단한 설치

� � -� 기존 도수로나 빗물받이를 훼손하지 않고 삽입형으로 설치 가능

◾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 � -� 부지매입과 토목공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기존 시설대비 32%�저렴함

� � -� 준설차,� 펌프카 없이 간단히 필터 교체방식으로 오염물질을 수거함으로써 경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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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최적의 배수 환경으로 유지

� � -� 모니터링 및 알람을 통해 담당자가 적절한 타이밍에 현장 방문하여 업무 효율성 증가

◾ 안전사고 예방

� � -� 노면 배수를 원활히 해 교통사고 사전 예방 효과

주요 실적

◾ 남원 대강 ~ 금지간 도로(집수정 44개소, 도수로 43개소)

◾ 고창 고부 ~ 성내간 도로(집수정 개소, 도수로 개소)

◾ 익산 4산단-하나로 지방도확포장(집수정12개소, 빗물받이규격1호내 5개소)

◾ 정읍 오금지구 생태하천복원사업(교량형 4개소)

◾ 완주 대주코레스(빗물받이 규격 1호내 90개소 우수홈통 4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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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데이터 분석 기반 재해재난 및 긴급구난 안전 플랫폼 서비스

기업명 � � (주)넥스모어시스템즈

주요 기능

◾ 도시 재해재난 발생 시 재난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 예측하여 시민들에게 위치기반�

재해재난대응 서비스 제공

� � -� 상세 위치기반 실시간 수재해 예경보 서비스

� � -� 상세 단위 폭염 정보 제공 및 저감 서비스

� � -� 긴급구난(화재 등)� 지원 서비스

특징 및 장점

◾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로부터 빅데이터 분석 기반 결과 제공

◾ REST,� Socket.IO,� JSON�등을 활용한 표준 연계 인터페이스 구성으로 데이터 허브와 연계

◾ 연동 인터페이스를 통한 안전 요소 기술간 데이터 연계

� � -� 높은 데이터 송수신 연동률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활용 분야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플랫폼

� � -� 센서 및 연계 인터페이스를 통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과 상황 전파에 활용.

� � -� 서비스 이용자에게 수집된 데이터를 신속히 전달하고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움.

� � -� 센서 기반 수집 데이터를 GIS와 연계하여 특정 지역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전파하는

서비스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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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주요 실적

◾ 국토교통부 “데이터공유를 통한 도시 재해재난 안전 및 사회안전 긴급구난 기술 개발”�

과제 수행.� (2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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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

기업명 � � (주)랩피스

주요 기능

◾ 인명 피해 발생 위험도 분석

� � -� 계곡,� 방파제,� 호수 등 재난안전 위험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인구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인명 피해 발생 위험도 분석

◾ 실시간 체류 인원 분석

� � -� 예경보 발령 시점,� 재난안전사고 발생 위험 지역내 현재 체류 인원 분석

◾ 대피 현황 모니터링

� � -� 예경보 발령 이후 대피 현황 모니터링

◾ 대응 자동화

� � -� 스피커,� 스크린을 활용,� 현장 체류자에게 재난안전 위험 상황 전파

� � -� 개별 장소/시간별 룰(Rule)� 기반 대응 자동화(예.� 8시 이후 입산 금지 시 해당 지역으로

진입한 진입자 감지 시 스피커,� 스크린을 통해 입산 금지 안내 전파)

특징 및 장점

◾ 넓은 모니터링 범위

� � -� 완전히 개방된 장소에서 1개의 센서로 반경 100미터 범위,� 지향성 안테나 적용 시 전방

� � � � 방향 약 500미터 범위 모니터링

◾ 실시간 모니터링

� � -� 실시간 체류 인원 분석,� 실시간 접근자/체류자 감지 등 실시간 모니터링



▍2023년도 AIoT� 서비스·제품 및 기업 편람

- 154 -

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재난안전 위험 상황 전파

� � -� 계곡,� 바닷가,� 호수 등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안전사고 발생 위험 지역내 체류자에게�

재난안전 위험 상황 전파

◾ 행동 통제

� � -� 진입 통제,� 체류 통제(불법 낚시 등)가� 필요한 장소에서 접근,� 진입,� 체류 등의 이벤트

발생 시 스피커,� 스크린 등을 통해 행동 유도,� 통제 자동화 서비스 제공

주요 실적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

� � -� 창원시 구축 예정(2022년 11월~)

� � � � ·� 창원시 관내 계곡,� 방파제 등 재난안전 위험 지역 대상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 구축

� � -�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구축 예정(2023년 01월~)

� � � � ·� 호수 공원 내 시민 안전 개선을 위한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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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전력이동통신(LPWAN)� 기반 친환경 재난/환경 모니터링 솔루션

기업명 � � 테크나인 주식회사

주요 기능

◾ 지능형 무선 위험(산사태 등)� 감지 시스템

� � -�국토부 스마트시티 혁신제품 지정(2022)

� � -� 충격 센서(0.04g�이상),�사진(8M�화소),� 9축센서(가속도 등),� GPS�등 장착한 데이터 수집기

◾ 친환경 산불 감지/확산방향 알림 시스템

� � -� 중기부 상용화기술개발 사업 선정(2022).� ‘23년 출시 예정

� � -� 연기 가스 센서,� 사진 등으로 실시간 발화 감지,� 사진과 확산 방향 보고

◾ 지능형 노지/과수병 모니터링 시스템

� � -� 과기부 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행 완료(2021)

� � -� 과수원 등에 설치하여 원격 무선 사진 분석(AI)으로 과수화상병 등을 보고

특징 및 장점

◾ 친환경 저예산 솔루션

� � -� Cat.M1� 등 최신 저전력이동통신(LPWAN)� 기반이므로 인터넷(WiFi)과 전기(220V)� 연결

없이 전국 어디에나 바로 설치하여,�친환경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와 2차전지만으로 동작 가능

� � -� 클라우드 기반 web을 통해 모니터링 하므로,� 기존의 H/W�구매/설치 공간 필요 없음

◾ 가장 최신 LPWAN� 기반

� � -� 실외에서도 실시간 사진 전송이 가능한 LTE� Cat.M1� 이용.� 1분 주기 데이터 수집 가능

활용 분야

◾ 지능형 무선 위험(산사태 등)� 감지 시스템

� � -� 산사태 취약지/절개지,� 낙석 위험 지역,� 노후 건물 등의 기울기 상태 및 사진 실시간 보고

◾ 친환경 산불 감지/확산방향 알림 시스템

� � -� 고령층 분포 높은 지역의 산간 거주 지역 인근 등 우선 설치.�대피/진화를 위한 골든 타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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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 경북 고령군,� 지능형 시설물 위험 감지 시스템 설치/운영(2020년 04월~)

◾ 일체형 수목보호틀 및 관수 시스템,� 비점오염저감시설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2020년)

◾ SK� 임업,� 모바일 플랜터 모니터링 및 자동 관수 시스템 공급 (2019년 5월 ~� )

◾ 서울시 성동구청,� 스마트시티 실증 서비스(토양 정보 및 악취 정보 제공)� (2019년 07월)

◾ LH공사,� 세종시 스마트파크 관리 시스템 공급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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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환경 에너지 융복합 AIoT� 수질 관리 솔루션

기업명 � � 에코피스(주)

주요 기능

◾ 자율 주행 수상 로봇 기술

� � -� 수상에서 로봇 스스로 돌아다니며 수질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오염 정화 작업 수행

� � � ·� 4개의 구동 모터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오염 지역을 찾아다니며 정화

� � � ·� 4개의 수중 펌프를 활용하여 수면 위에 발생하는 유기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제거

◾ 친환경 에너지(태양광)를 활용한 배터리 충전 솔루션

� � -� 2.7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활용하여 로봇의 배터리 최적 관리 구현

� � � ·� 배터리만으로 최대 24시간 작업이 가능토록 설계되었으며,� 태양광 충전이 같이 진행되어�

작업 시간이 최대 200%�까지 늘어날 수 있는 시스템

� � � ·� 화재 등 기상 변화에 적응이 용이한 배터리를 사용하여 성능 개선

◾ 수질 오염원 필터링 기술

� � -� 물리적 필터 기술을 활용하여 10마이크론 단위의 필터링 제공

� � � ·� 녹조 등 오염 발생 지역에서 오염원을 빠르게 제거함으로써 확산 방지

� � � ·� 폐유 제거 필터를 적용하여 상황에 따라 폐유 방제 작업도 가능

특징 및 장점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서비스 제공

� � -� 로봇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수집

� � � ·�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녹조 예측 진행

� � � ·� 녹조 예측을 바탕으로 로봇의 정화 작업을 연계하고,� 오염 확산 방지

◾ 실시간 데이터 통신 방식을 활용한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제공

� � -� 관리자는 현장을 가지 않아도 어디서든 IT� 기기를 통해 현장 확인 가능

� � � ·� PC,�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등에서도 웹 접속 방식을 통한 현장 데이터 확인

� � � ·� 1분 단위로 수집되는 데이터는 관리자가 담수 시설에 대한 수질 상태 확인 가능

◾ 로봇의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 학습 진행

� � -�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되는 로봇은 상황에 따른 주행 데이터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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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상수원 및 농업용 저수지 (공공 수역)

� � -�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및 오염원 긴급 정화 작업

� � � � ·� 로봇의 무인 작동을 통해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오염 발생 시에는 물리적 필터링을 통한�

오염원 제거 작업 진행

◾ 양식장 및 낚시터,� 수영장 등 (민간 수역)

� � -� 필요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실 모니터링 기능 및 상시 필터링 시스템 운영

� � � � ·� 오염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질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축

주요 실적

◾ 환경부 스마트 그린 도시 -� AI� 수질 정화 플랫폼

� � -� 납품 및 설치 완료 (22년 12월)

� � � � ·�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수질 정화 솔루션 :� ECO-STATION� (AI� 수질 정화 플랫폼)

◾ 한국수자원공사 AI�녹조 예측 솔루션 개발을 위한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장비
� � -� 납품 및 설치 완료 (22년 6월)

� � � � ·� 대청호 수질 모니터링 및 녹조 저감 장비 :� ECO-BOT� (자율 주행 수질 정화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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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2G~5G� 이동통신 테스트망/시스템

기업명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주요 기능

◾ 이동통신 코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ICT� 융합제품(디바이스,� 콘텐츠,�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에 2G~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간의 연동 시험환경 및 테스트를 지원

� � -� 글로벌 무선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 및 운영으로 이동통신 환경을 필요로 하는�

연구 및 테스트 수행이 가능

◾ 개발 단계의 이동통신 융합제품을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망 연동을 시험할 수

있도록 세계 주요국 이동통신사업자 상용망과 동일 수준의 시험망을 지원

� � -� 해외 수출 제품의 현지 테스트 및 장기 체류에 따른 경비부담 등 모바일융합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출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적의 테스트 환경 제공

◾ 구미 5G� 테스트베드의 시험 인프라 연계 및 시험신호 원격 송출을 통하여 서울MFT센터

(서울 금천)에서의 동일한 이동통신 테스트 환경을 지원

특징 및 장점

◾ 북미,�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이동통신 서비스 무선환경 제공

� � -� 2G(GSM),� 3G(WCDMA),� 4G(LTE),� 5G(NSA/SA)� 표준 및 주파수 지원

◾ 2G~5G� 통신방식 간 연동시험 및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지원

◾ 이동통신 코어 네트워크를 통해 InterOperability� 시험 및 부가서비스 지원

� � -� 음성,� 메시지,� 데이터 처리 등 테스트 가능

� � -� H/W� 및 S/W� 네트워크 연동 테스트 환경 지원

◾ 이동통신 원격지원 장비를 통한 서비스 확장 기능 지원

� � -� 심플한 인터넷 커넥션을 통한 시그널링 및 트래픽 제어

� � -� Low� Cost� IP� Backhaul� 지원

� � -� Network� Listen� 기능을 통한 RF� 플래닝 지원 등



▍2023년도 AIoT� 서비스·제품 및 기업 편람

- 160 -

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ICT� 융합제품 상용화 테스트

� � -� 모바일융합 기기,� 스마트 디바이스 등 2G~5G� 통신망과 연동되는 제품(HW,� SW)� 시험

� � -� 이동통신 수출용 제품 개발·시험을 위한 해외 현지 상용망과 유사한 환경 구성 시험

� � -� 모바일 및 스마트디바이스에서 구동되는 콘텐츠 및 서비스 등 연계 시험

주요 실적

◾ 2G~5G�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운영 및 테스트 지원

◾ 서울MFT센터(서울 금천)�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운영 및 테스트 지원

◾ ICT디바이스랩 테스트베드,� 창업존 글로벌테스트베드 운영 및 제품화 시험지원

◾ 중소/창업기업 제품화 시험인증 컨설팅 및 개발 제품 성능평가 시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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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oT� 종합 시험,� 교정 및 인증 서비스 제공

기업명 � � (주)에이치시티

주요 기능

◾ IoT통신(유/무선 RF)� 기기 시험 및 인증

◾ IT,� 전장,� MIL� 등 EMC� 시험 및 인증

◾ 전기안전 제품 /� 배터리,� ESS� /� 신뢰성 시험 및 인증

◾ SAR(인체 전자파 흡수율)� 및 OTA� 시험 및 인증

◾ 계측기,� 안테나 등 교정 서비스 제공

◾ 초미세먼지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특징 및 장점

◾ 검증된 시험 품질 및 신속한 인증

� � -� 통신 제품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5G�시험 및 IoT,�광 제품�시험/인증

� � -� 국내 유일 자체 자동화 시스템 개발로 시험/인증 일정 단축

◾ 10년 이상 경력의 최다 글로벌 인증 대응

� � -� 세계 인증기관 및 주요 산업 종사자와의 강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밀접한 글로벌 인증 대응 가능

� � -� 단말기 및 ICT� 포함 110개국 인증 경험,� 200여개국 인증 정도 보유,� 전세계 인증지원

◾ 고도화된 보안 시스템

� � -� 보안으로 취급되어 관리되는 기밀사항 및 제품에 대해 철저한 보안유지

◾ 국제 공인 시험 및 교정인증기관

� � -� 국제적 신뢰성 보장을 위해 세 개의 국제기구(ISO,� IEC,� ILAC)가� 공동으로 작업하여

국제표준(시험 및 인증기관의 요구사항:� ISO/IEC� 17025)수립.� 국제표준에 따라 적합성을�

인증 받은 유일한 국제공인 시험/교정기관임

◾ 에어로졸 관련 전문기관

� � -� 국내 최초 Particle� 분야 공인 교정기관이며,� 각종 에어로졸 관련 계측기를 처음으로

국산화하여 판매 중에 있으며 흡입독성시험시스템까지 공급을 하고 있음

활용 분야

◾ 다양한 IoT� Device� 및 전자기기에 적용 가능

� � -� IoT� 기기,� 가전기기,� 의료기기,� 산업기기 등

◾ 자사 제품의 인증으로 인한 신뢰성 보장 및 안전 기능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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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 �

주요 실적

◾ 국립전파연구원 지정시험기관 자격 획득 (2000년 8월)

◾ KOLAS(ISO/IEC� 17025)국제공인 교정기관 인정 획득 (2000년 12월)

◾ KOLAS(ISO/IEC� 17025)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 획득 (2003년 3월)

◾ 미국지사 설립(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2005년 3월)

◾ 무역의 날 300만불 수출탑 수상 (2006년 11월)

◾ 이천본사 10� m� CHAMBER� 준공 (2010년 8월)

◾ IECEE� CBTL인가 (2012년 9월)

◾ 제 42회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 정밀측정부문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2012년 12월)

◾ 미국현지 법인 TCB� 획득 (2013년 8월)

◾ 세계표준의 날 대통령상 수상 (2013년 10월)

◾ 환경부 휴대폰 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관 1호 지정 (2014년 1월)

◾ 전기용품 안전확인 시험기관 지정 (2015년 1월)

◾ 이란 CRA� 공인시험기관 인정획득 (2016년 2월)

◾ 국내완성차 3사(현대기아,� 르노삼성,� 쌍용)� EMC� 시험소 자격획득 (2017년 6월)

◾ 인도 현지 법인(HCTI)� 설립(인도 뉴델리)� (2017년 7월)

◾ 5G� 국가지정시험기관 자격 획득 (2018년 9월)

◾ 인도네시아 지사(HCTID)� 설립 (2018년 12월)

◾ 록히드마틴社 PSPn� 참여사로 F-35� 비항공운송품 교정 계약 체결 (2019년 01월)

◾ 배터리 방폭시험동 건축 완료 (2021년 08월)

◾ 국내식약처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 획득 (2021년 10월)

◾ 세계표준의 날 대통령상 수상 (2021년 11월)

◾ 호서대학교와 비임상시험CRO� 합작법인 ‘에이치바이오’� 설립계약 체결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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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허브(Data� Hub)

기업명 � � (주)SK텔레콤

주요 기능

◾ 데이터허브는 스마트시티 환경에서 발생하는 도시 데이터 수집,�통합,� 분석,� 활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데이터 플랫폼 기술입니다.

◾ 데이터허브는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 필요로 하는 데이터 관련 기술을 Module� 형태의

S/W로 구성하고 이러한 다수의 Module� 간 데이터 흐름 및 기능 연동을 통해 동작하는

복합 시스템 구조를 갖습니다.

◾ 데이터허브는 도시 빅데이터의 Digitalization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카테고리의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에 대한 융복합 분석(Cross-domain� Analysis)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도시 행정 지원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합니다.

◾ 데이터허브는 표준 데이터 모델로 NGSI_LD� 적용 (Json� 방식,� 데이터 간 관계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유형)하고 데이터 흐름에 따른 주요 기술을 적용하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데이터 수집 데이터 통합 데이터 분석 데이터 활용

주요
기능

-�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표준

I/F� 설정 기능

-� 데이터 전송 방식에�따른�

지원 기능

-� 대용량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기능

-� 데이터의 품질 관리

기능

-� 데이터를 규격 포맷으로�

변환하는 Adapter�기능

-� 데이터 간 관계성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

-� 데이터를 용도에 맞게

분류/저장하는 기능

-� 빅데이터 분석 환경의

구현 기능

-� 데이터의 원천,� 분석

대상 테이블 분리 활용�

기능

-� 데이터 분석의 분석

Project� 수행 환경

지원 기능

-� 데이터 분석 결과의

플랫폼 수용 기능

-� 데이터 전달 기능

-�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카탈로그 관리 기능

-� 분석 결과를 활용한

서비스 기능

-� 분석 데이터의 시각화

기능

적용
기술

One� M2M�
ESB(Enterprise� Service� Bus)

NGSI-LD
Data� Adapter
Semantic
Data� Warehouse

Big� Data� Framework
Hadoop
Data� Mart
Data�Analysis� Sand-box
Machine� Learning

API� Gateway
Algorithm� Library
Data� Visualization
Open� Data� Portal

특징 및 장점

◾ Module� 구조
� � -� 데이터허브는 데이터 흐름에 따른 주요 단계를 각� S/W� Module로 구성하여 적용.� 따라서�

Module� 구조를 통해 ① 시스템 안전성 확보,� ② 시스템 유지보수 편의성 확보,� ③

새로운 기술 도입 또는 교체 편의성,�④ 목표 환경에 맞는 시스템 경량화 가능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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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SI-LD� 데이터 포맷 적용

� � -� 데이터허브는 JSON�구조의 NGSI_LD�데이터 포맷을 적용하여,�표준화된 데이터 전달 구조와�함께

데이터의 관계성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데이터 구조로 데이터 활용을 용이하도록 지원합니다.

◾ 융복합분석(Cross-domain� Analysis)
� � -� 데이터허브는 도시 문제가 갖는 복합성에 주목하여,� 서로 다른 카테고리와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 간 관계 분석 및 융합 데이터 구조 확보,� M/L,� 분석 결과의 스마트시티 서비스화

작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구성도

◾ 데이터허브는 데이터의 수집,� 통합,� 저장,� 관리,� 분석,� 표출의 각� 영역을 분리된 S/W�

Module로 구성하며,� 이를 적용하는 Infra� 환경과 표출하는 서비스 채널을 도시 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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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 및

주요서비스 예시

◾ 데이터허브는 전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도시 환경에 따라 일부 S/W� Module을 제외한

형태로 도입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따라서 도시의 현황,� 데이터 분석 방향,� 도시의 서비스 요구 사항에 따라 구체화된 서비스�

구성을 제안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통한 서비스 도입 협의가 필요합니다.

� � � � (박철수PL� :� chulsoo.pak@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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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리뷰(올리사이트)

기업명 � � (주)넥스트비즈

주요 기능

◾ 올리뷰는 올리사이트 기반 멀티 디지털 사이니지 송출 제어 시스템 입니다.�

� � � 화면의 스타일(가로형,� 세로형)에 맞는 미디어 콘텐츠를 불러오고 순서대로 배열하고 노출�

시간을 설정해서 영상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완성된 미디어를 프로젝트

에서 손쉽게 불러와 원하는 여러 대의 디지털 사이니지 디바이스로 송출할 수 있습니다.

� � � 올리뷰를 통해 매장 내의 여러 디바이스 또는 전국의 여러 매장의 디스플레이 그룹을 실

시간으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 � -� 디바이스 그룹설정 :� 여러대의 디지털 사이니지 디바이스를 필요에 따라 그룹화 하여

편리하게 관리하고,� 각� 그룹별로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습니다.

� � -� 미디어 스케줄 관리 :� 각� 프로젝트별로 송출 스케줄(날짜 및 시간)을 설정하고 콘트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되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의 상태(송출준비,� 시작,� 정지,�

종료,� 연결 끊김 등)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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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일박스 :� 미디어 소스(이미지와 동영상,� 포스터)를 바일박스에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새로 파일을 등록하지 않고도 미리 등록해 놓은 파일박스

에서 불러와서 쉽고 빠르게 송출할 영상및 이미지 콘텐츠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 � -� 큐알팝 :� 터치가 불가능한 모니터에 매번 바뀌는 큐알코드를 표시하고 스캔한 스마트폰

에서 웹리모콘 화면으로 이동해 디지털 사이니지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여�

인터렉티브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사 특허 10-2021-0072617)

특징 및 장점

◾ 16:9(가로형)� 또는 9:16(세로형)� 화면을 모두 지원합니다.�

◾ 간단한 안드로이드형 셋톱박스에 설치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여 TV를 포함한 모든 모니터,�

프로젝터로도 디지털 사이니지를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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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도

� � �

활용 분야

◾ 여러 매장의 디지털 사이니지 및 디지털 광고판

◾ 전시회 참가 부스의 디지털정보 표시,� 키오스크

◾ 병원 대기실,� 버스,� 기차 등의 대합실 디지털 광고판

주요 실적

◾ 일본 토인재팬과 협업하여 디지털 사이니지 78개 1년간 서비스 (2019년 1월)



IoT� 제품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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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용 칩셋

1 AMICCOM� RF� IC� Products

기업명 � � (주)두남세미트로닉스

주요 기능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IoT는 기존의 PC,� 노트북,�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기존의 소물 기기들에게 통신 기능을 부여하여 센서 데이터 수집과 원격제어를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

◾ 특히 BLE� 범용기기인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에 이미 내장된 통신기술로 다른 저전력

기술들과 달리 쉽게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연결이 가능하고,� 이들 기기들을 게이트웨이로

활용하여 쉽게 클라우드와 연결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징 및 장점

◾ Sub� 1Ghz� 262∼264Mhz,� 100mW,� RF� IC� and� SoC�
� � -� KC인증 모듈

◾ 2.4/5.8Ghz� RF� TRX� &� Soc�
◾ Sub� 1Ghz� RF� TRX� &� SoC�
◾ Wireless� Audio/Voice� Codec�
◾ Wisun�
� � -� 사물인터넷(IoT)의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면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등 근거리 무선통신을�

벗어난 저전력 장거리(LPWA:� Low-Power� Wide� Area)� IoT�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LPWA는 고속이거나 대용량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필요가 없고,� 소량의 데이터를 넓은

영역에 서비스하는 원격 미터링,�가로등,�자판기 등 추적,�센싱,�검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품 규격

구 분 통신방식 전원공급 제품크기

262∼264Mhz� RF�
IC/Module(100mW)

FSK/GFSK 3.3V QFN48

2.4Ghz� RF� IC FSK/GFSK 3.3V QFN32/40/48

Sub� 1Ghz� RF� IC FSK/GFSK 3.3V QFN10/16/20/24

5.8Ghz� RF� IC FSK/GFSK 3.3V QFN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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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Sub� 1Ghz
� � -� Car� Alarm,� Remote� Controller,� Home� Automation,� Industrial� Control,� Security�

Monitoring

◾ 2.4Ghz� and� 5.8Ghz�
� � -� Keyboard,� Wireless� Toy,� Baby� Monitor,� Wireless� Audio,� Smart� RemoteControl,�

Sensor� Network�

주요 실적

◾ 2.4G� RF� SoC� :� Wireless� Toy,� 2018∼ 양산 중

◾ BLE� (Bluetooth� Low� Energy)� :출입통제,� 스마트페이 2018∼양산 중

◾ Sub� 1G� RF� IC� :� Smart� Car� Transmitter� 2017∼양산 중

◾ Sub� 1G� RF� IC� :� 262∼264Mhz� KC� 인증 모듈 :� 2022∼양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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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Spec� 내용 제품

Operation� Frequency 2.400� ~� 2.4835� GHz

Bluetooth� Standards Bluetooth� core� Low� Energy

스마트기기 모듈

센서모듈

1 BLE를 사용한 금형관리 시스템

기업명 � � 보나캠프(주)

주요 기능

◾ 자동차용 Frame� 금형 환경의 모니터링

� � -� Frame� 금형의 온도 및 타공 수를 check� 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품질관리를 위한 금형

관리 시스템

� � -� BLE� Tag� 와 BLE� AP� 를 사용한 온도 및 타공 수 수집장치

� � -� 다양한 금형 프레스 절차에 따른 패턴 매칭으로 타공 수행 인지 및 판단

◾ IoT디바이스를 이용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 � -� 금형에 부착된 BLE� 센서 모듈을 통한 금형의 타공 수 실시간 관리

� � -� 다양한 금형에 부착하여 무선통신을 통한 금형 작업 모니터링 실시간 관리

특징 및 장점

◾ BLE를 이용한 센싱 및 수집장치

� � -� BLE� 센서 모듈(온도 센서 7개,� 가속도 센서)�

� � -� BLE� AP� -� 이더넷,� 시리얼,� WiFi�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 지원

◾ 모니터링 시스템

� � -� 금형 프레스 시 각�부분의 온도 실시간 모니터링

� � -� 각� 센서별 그룹,� 필터링 적용으로 원하는 작업 공정 집중관리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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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68x36x20mm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Battery CR2450� (3V@620mAh)� x� 1ea

Temperature� � �
measurement� range

0℃� ~� 200℃

제품 사진 � �

� �

활용 분야

◾ 자동차 Frame� 프레스 작업 제조 분야

� � -� 자동차 Frame� 프레스 작업 공정

� � -� 실 금형 작업환경에서의 금형 내/외 온도 모니터링을 통한 금형 품질 향상

주요 실적

◾ 자동차 Frame� 제조사

� � -� A� 자동차 부품 제조사 :� 매출 실적 1800만원(2019년)–� 시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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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용 구 분 내용

크기(RF모듈) 65*65*6mm 크기(디지털보드) 87*67*1.5mm

주파수 24GHz 측정범위 150m

제품구성 KV-M200 무게 72g

전원공급방식 12V/80mA 인터페이스 UART,� RS-232,� � � RS-485

2 KV-M200

기업명 � � (주)크래카

주요 기능

◾ 차량 속도감지

� � -� 주행 중인 차량 속도감지

특징 및 장점

◾ 장거리 차량속도 감지

� � -� 최대 측정범위는 150m�장거리 차량속도감지 가능

◾ 24시간 실시간 감지가능

� � -� 주야간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차량속도 표시 가능

� � -� 24시간 모니터링 가능

◾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음

� � -� 외부환경의 요소(비/눈/바람/미세먼지/안개/온습도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정확도가 높음

� � -� 실외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함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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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차량 속도감지

� � -�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지역,�학교,�대학교 및 캠퍼스,�노인보호구역,� 지게차 속도감지 등

주요 실적

◾ 에스티엔컴퍼니
� � -� KV-M200주기적 납품 중

◾ 투인산업 주식회사

� � -� KV-M200� 1EA� 납품(2022년 1월.� 2023년 주기적 납품예정)

◾모루시스템㈜
� � -� KV-M200� 1EA� 납품(2022년 9월.� 2023년 주기적 납품예정)

◾ 주식회사 삼주전자

� � -� KV-M2002EA� 납품(2022년 10월.� 2023년 주기적 납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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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PR300

기업명 � � (주)크래카

주요 기능

◾ 거리 측정

� � -� 물체와의 사이 거리 측정 가능

� � -� 건설현장에서 안전센서로 활용가능

◾ 재실감지
� � -� 사람의 움직임/호흡감지

� � -� 사람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호흡감지

� � -� 화장실,� 회의실,� 복도 등 센서로 활용 가능

◾ 높이측정
� � -� 물/적설량(얼음)/곡물(밀가루,� 콩 등)의 높이 측정

� � -� 레벨센서

� � -� 물탱크,� 오일탱크,� 사일로 등 활용 가능

특징 및 장점

◾ 24시간 실시간 감지가능

� � -� 주야간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상황 파악 가능

� � -� 24시간 모니터링 가능

◾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음

� � -� 외부환경의 요소(비/눈/바람/미세먼지/안개/온습도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정확도가 높음

� � -� 실외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함

◾ 비접촉방식
� � -� 수위센서 :�직접적으로 물에 닿지 않고 높이를 측정하기 때문에 물에 노출되어 부식될 위험이 적음

� � -� 재실감지 :� 직접적으로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

◾ 블루투스&앱 모니터링

� � -� V-PR300은 블루투스 및 자사 개발한 어플을 이용하여 실시간 높이모니터링 가능

◾ 케이스&설치 용이

� � -� 완제품으로 케이스&케이블 제공하여 설치 시 용이합니다.



▍2023년도 AIoT� 서비스·제품 및 기업 편람

- 178 -

구 분 내용 구 분 내용

크기 81*60*26mm 무게 75g

주파수 60GHz 측정범위 10m

제품구성 V-PR300� +� Cable� +� Volt� 4EA 인터페이스 USB,� RS-232

전원공급방식 USB/DC� 5V�

제품 규격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수위센서
� � -� 농장,�양식장 ,�스마트팜,�물탱크,�하천,�방재,�하수처리장,�차량침수방지,�수영장,�곡물창고,�사일로

◾ 재실감지
� � -� 복도,� 주차장,� 회의실,� 화장실,� 사무실,� 방범,� 1인가구

◾ 안전감지
� � -� 고소작업대 끼임 사고 방지

주요 실적

◾ 케이스 제작 후 정식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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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모듈

1 Cat.1/4� (모듈/모뎀/라우터)

기업명 � � (주)우리넷

주요 기능 및 특장점

활용 분야

◾ 고출력 광역통신(LPWA)� LTE� Cat1,Cat4� 사업에 활용 가능

� � � 라우터,� 고출력 등 제품 디바이스 개발 시 활용 가능

◾ 보안사업(K사)� 납품 중(2019� ~현재)

� � � 원격관제 사업 납품 중(2018� ~현재)�

� � � 차량관제 사업 납품 중(2018� ~현재)� 등

◾ 년 4~5만개 판매 납품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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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t.M1� (모듈/모뎀)

기업명 � � (주)우리넷

주요 기능 및 특장점

활용 분야

◾ 저전력 광역통신(LPWA)� LTE� Cat.eMTC(M1)� 사업에 활용 가능

� � � 제품 디바이스 개발 시 활용 가능

◾ 보안사업(S사 A사)� 납품 중(2018� ~현재)

� � � 태양광RTU사업 납품 중(2018� ~현재)

� � � 원격관제사업 납품 중(2018� ~현재)�

� � � 위치추적관제 사업 납품 중(2018� ~현재)� 등

◾ 년 22~25만개 판매 납품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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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LR100-UL-00� (Secure� LoRa� module)

기업명 � � (주)이더블유비엠

주요 기능

◾ 전세계를 커버하는 LoRaWAN®인증획득

� � -� eLR100은 LoRa� Alliance®에서 제공하는 인증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준수한

LoRaWAN®� 인증 제품입니다.� 북미,� 아시아·일본,� 유럽,� 한국 총 4개 지역 모두에서

인증을 획득하여 신뢰할 수 있습니다.� eLR100은 전 세계를 커버하는 LoRa인증을

획득한 소수의 제품 중 하나입니다.

◾ PKI� Over� LoRa
� � -� eLR100은 Public� Key� Infrastructure(PKI)를 이용하여 장치 인증,�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고 실시간 키 교환 메커니즘으로 데이터의 기밀성(Confidentiality)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강화된 보안과 월등한 암호화 처리 속도

� � -� eLR100은 LoRa에서 사용하는 키들과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엔진을 사용하여 MCU� 내부의 보안저장소에 안전하게 저장하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eLR100의 하드웨어 기반 암호화 처리 속도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암호화 처리를 하는�

타사 제품 대비,� 처리 속도가 16,000배 이상 빠릅니다.·

특징 및 장점

◾ 대용량 플래시 메모리

� � -� eLR100은 사용자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인 4MB의

플래시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플래시 메모리에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 손 쉬운 컨트롤

� � -� eLR100은 AT커맨드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이를 이용하여 개발환경의 변화 없이 사용

하던 PC� 혹은 MCU로 eLR100을 손쉽게 컨트롤하고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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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 � � �

Frequency 860� ~� 930� MHz

Operating� Temp.� Range -40� ~� 85℃

Chipset SX1276(Semtech)� +� MS500(eWBM)

Modulation FSK,� LoRa� Modulation

Antenna External

Transmit� Power Up� to� +14.0� dBM

Dimension 15.3� x� 22.15� x� 2.5� mm

Supply� Voltage(Vdc) 3.3� Vdc

Receiver� Sensitivity -135.5� dBM� @1%� PER,� 125KHz� BW,� SF=12

Transmit� Mode� Current 47mA@14dBM� Setting

Receive� Mode� Current 18mA@125kHz� BW

Sleep� Mode� Current 5.2� μA

Host� Interface I
2
C,UART,SPI,GPIO

RF� Certification KC,� CE,� CB,� FCC

LoRaWAN
®
� Certification

EU� 863-870MHz,�
US902-928MHz,
KR920-923MHz,
AS923MHz

RoHS� Compliant Yes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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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Smart� Metering
� � 스마트 수도 계량,� 가스 모니터링 및 무선 누출 감지와 같은 스마트 센서 인프라에 LoRa�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장치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으로�

근로자를 파견하여 문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 � eLR100에 적용된 보안 MCU인 MS500은 한국 정부가 공인하는 보안 모듈 인증 프로그램인�

KCMVP� 인증 획득 예정이며,� 한국전력의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와

같은 원격 검침 및 과금 관련 분야에 적용 시 귀사의 보안 인증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 Supply� Chain� and� Logistics
� � LoRa� 기술을 사용하면 물품을 쉽고 경제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GPS가� 없는 열악하고�

광범위한 지역에서도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 컨테이너 추적,� 공항의 화물

추적,� 이동수단 대여 산업에서 운영 비용 절감과 제품 손상에 대한 예방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실적

◾ Smart� Modular� (브라질)납품 완료 (2019년)

◾ Point� Blank� (독일)납품 완료 (2019년)

◾ WYSE� (인도)납품 완료 (2019년)



▍2023년도 AIoT� 서비스·제품 및 기업 편람

- 184 -

Frequency 917� ~� 923.5MHz

Operating� Temp.� Range -30� ~� 70℃

Chipset SX1276(Semtech)� +� STM32L071CZY6(STM)

Modulation FSK,� LoRa� Modulation

Antenna External

Transmit� Power Up� to� +14.0� dBM

Dimension 14.85� x� � 17.85� x� 2.30� (mm)

Supply� Voltage(Vdc) 3.3� Vdc

Receiver� Sensitivity -136dBM@1%� PER,� 125KHz� BW,� SF=12

4 FLR-920(Secure� LoRa� module)

기업명 � � (주)이더블유비엠

주요 기능

◾ LoRa� /LoRaWAN�Module
� � -� 저전력으로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고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비용 절감이 달성되어�

저용량 센서값을 전송하는 다양한 각종 IoT�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통신 모듈

� � -� LoRa� Alliance의 LoRaWAN� Spectification� 1.0.3을 만족하는 LoRaWAN� 모듈

특징 및 장점

◾ 검증된 성능

� � -� 뛰어난 RF� 성능과 높은 Join� 성공률을 기반으로 SK� Telesys� 상용망을 통해 검증 받았으며,�

대구 스마트광통신센터의 IoT� Module로 채택되어 향후 다양한 Device에 적용될 예정

입니다.

◾ 손쉬운 개발 환경 구축 및 기술지원

� � -� 국내에서 직접 Design되고 생산한 eWBM�module로 LoRa� device� 개발 시 빠르고 정확한�

기술지원이 가능하며 AT� 커맨드 API로 손쉽게 컨트롤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할 수

있습니다.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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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t� Mode� Current 33.9mA@14dBM� Setting

Receive� Mode� Current 21mA@125kHz� BW

Sleep� Mode� Current 2μA

Host� Interface I
2
C,� UART,� SPI,� GPIO

RF� Certification KC

LoRaWAN
®
� Certification KR� 920-923MHz,

RoHS� Compliant Yes

� � � �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원격 수도,� 가스 검침

◾ 가로등,� 도로 협착면,� 주차 등 지자체 및 관공서 시설 관리

◾ 공사장 내 작업자 안전 관리

주요 실적

◾ 대구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전용 모듈 납품 완료 (2020년)

◾ SK� Telesys� 해군/공군 IoT� 단말용 납품 완료 (2020년)

◾ SK� Telesys� 구로구 스마트 가로등용 납품 완료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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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Description

Working� voltage 2.5~� 3.6� V

Transmit� power 19±1� dBm(max)

Ultra-high� reception� sensitivity -135±1dBm(@SF=12)

Effective� communication�
distance

5Km（Urban� road� environment,� Non-wilderness� environment

Internal� integration�
LoRaWAN

TM
protocol

support� Class� A� /� Class� C� device� type

power� consumption� (current) Average� (2.4mA),� RTC� on� (2uA),� Max� (135mA)

5 LoRaWAN�모듈

기업명 � � (주)윌콘테크놀로지

주요 기능

◾ LoRaWAN모듈 (LSD4WN-2LK17M90)

◾ LoRa� Alliance의 LoRaWANTMSpecification1.0.3ClassA/C를 만족하는 LoRaWAN� 모듈

◾ Private� LoRa� Network용 LoRaWAN모듈.

특징 및 장점

◾ 세계 각국 표준 지원 (EU868/AS923/KR923/US915/EU433/CN470)

� � -� LSD4WN-2L817M90� –� EU868

� � -� LSD4WN-2L217M90–� AS923� (KR923)

� � -� LSD4WN-2L917M90� –� US915

� � -� LSD4WN-2L317M90� –� EU433

� � -� LSD4WN-2L717M90� –� CN470

◾ Pin-to-Pin� 제품으로 별도의 디자인 변경 없이 한번의 설계로 글로벌 시장 대응 가능

◾ CE국제 인증 획득 및 KC� 국내 인증 획득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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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LoRa� 망을 이용한 원거리 검침 및 관제

-� 수도/가스 미터링,� 스마트시티,� 스마트 공장,� 화재 경보,� 시설 모니터링 등.

주요 실적

◾ 교량 상태 모니터링,� 가로등 방범등 관리,� 미세먼지 측정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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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TE� CATM1� 내장형 모뎀

기업명 � � (주)코드주

주요 기능

◾ LTE� CATM1�데이터통신 모뎀

◾ IPv4/IPv6� stack� with� TCP� and� UDP� protocol,� HTTP,� MQTT,� PPP,� lwm2m,� SSL/TLS를
포함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과 암호화 알고리즘 지원

◾ 매뉴얼,�오픈소스 라이브러리,�스크립트,�예제파일 제공
� � -� https://github.com/codezoo-ltd/TYPE1SC

� � -� https://github.com/codezoo-ltd/Type1SC_Linux

◾ SMT�가능한 PCB� Design
� � -� 사용자의 하드웨어에 직접 장착할 수 있는 SMT�가능한 보드 형태로 제공

특징 및 장점

◾ 개발 블로그 운영
� � -� https://codezoo.tistory.com/

� � � � ·� 개발 및 제품 운영에 대한 다양한 사례 제공

◾ 개발 커뮤니티 운영
� � -　메카위키(cafe.naver.com/mechawiki)� -� [코드주]� CatM1�

� � � � ·� 개발 관련 Q&A,� FAQ�공유

◾ 오픈소스 정책
� � -� 모뎀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와 예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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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 격

1. 제품명（Product� Name) Type1SC� LTE-CAT.M1� Board

2.� 제품 모델명（Product� Model) CZ-Type1SC

3.� 제품 제조사（Product� Manufacturer) CodeZoo� Co.,Ltd

4.� 통신모듈 모델명/제조사(Module� Model/Vendor) Type1SC� /� Murata

5.� 통신칩셋 모델명/제조사(Chipset/Vendor) ALT1250/Sony� Altair

6.� 외형크기(Dimension)� [단위:mm] 25.2(W)*50.0(H)*1.4(D)

7.� 기능용도 (Function-Use) LTE통신 모듈

8.� 전원 타입 (Power� Supply� Type) 2.4~5.5V

9.� 안테나 타입 (Antenna� Type)
내외장 겸용(RF� Switch� IC�

embedded)

10.� 지원 통신규격 주파수 (Frequency� Band) B3/B5

제품 규격

� � � � �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LTE� CATM1� 통신이 필요한 모든 사물인터넷 장치

주요 실적

◾ 디바이스마트 판매 중
� � -� https://www.devicemart.co.kr/goods/view?no=1407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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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TE,� LPWA,� 5G,� Smart� Wireless� module� (SIMCom)

기업명 � � (주)에프씨에스솔루션

주요 기능

◾ LPWA� (NB-IoT� /� LTE� CatM1)� module
� � -� 국내 3사통신사 및 글로벌 커버리지를 활용 할 수 있는 대표 저전력 통신모듈 군.

◾ LTE� module(CAT4/CAT6/CAT12)
� � -� 현재까지 데이터통신 제품에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듈 군

◾ 5G�module
� � -� 자동차 보안,�결재 단말기 등 빠른 응답속도를 필요로 하는 단말기에 적용

◾ Smart� module
� � -� LTE� ,�Wifi,� Bluetooth,� CPU,� ROM,� RAM,� Audio,� Video�등이 포함된 일체형 모듈

� � -� AI� 스피커,� POS,� 키오스크 제품 등에 적합

특징 및 장점

◾ Qualcomm� chip베이스의 제품
� � -� Global�통신모듈 전문 개발/제조사 SIMCom�Wireless제품으로 Qualcomm의 정식 라이선스 제품.

◾ 공식 Korea� Distributor�㈜에프씨에스솔루션의 국내 H/W� ,� S/W,� RF�직접지원
◾ 10여년간 국내외 다양한 제품개발지원 및 양산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내 기술지원 가능

제품 규격

� � �

구 분 제품군 지역 Module� 타입

LPWA 차량관제 북미 SMT

LTE 블랙박스 일본 SMT,� PCIE

5G 재난망 국내 M.2

Smart� module 재난망 및 Bio제품 국내 SM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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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고정형 및 이동형,�글로벌 또는 전국 망의 관제,�원격관리,�특정 서비스 등에 적용

주요 실적

◾ 2021년 4월~� SIM7000A(AT&T향 NB/CatM1�제품)�차량 관제용 개발 및 양산납품
◾ 2020년 7월 SIM8050LH(Smart� module-wifi/BT� only)� Bio� solution�적용 양산납품.
◾ 2018년 ~22년 현재 까지 SIM7500SA-H(Cat4)� 재난망 LTE�M�선박용 양산납품 중
◾ 2020년 개발~21년 SIM8980KD(LTE� CAT6� Smart� module)� 재난망 LTE� R�차상용 양산중
◾ 2019년 SIM7500J(LTE� CAT1)� NTT향 차량용 2ch�블랙박스 적용 양산출하
◾ 2019년 SIM5320E(3G� )�유럽향 차량관제용 양산출하
◾ 2018년 SIM5320E� KT향 차량관제 양산출하
◾ 기타 개발이력 –�전기차 충전기,�전기 계량기(동남아향),� �산업용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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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Implementation

Power� Supply� Supply� voltage:� 2.2V� ~� 4.5V� Typical� Supply� voltage� :� 3.6V� �

Power PSM� power� consumption:� 1μA� ~� 3μA

Transmitting� Power 23dBm±2dBm� (Max)

Network� protocol 3GPP� Rel� 13/14

Temperature� Range Normal� operation� temperature� range：-30°C� ~� +� 85°C

Network� Protocol UDP,� IP,� CoAP,� LWM2M

Package 20mmx16mmx2.2mm� Stamp� hole� package

8 NB-IoT� 모듈

기업명 � � (주)윌콘테크놀로지

주요 기능

◾ NB-IoT�모듈 (NB860)
◾ KT에 규격의 NB-IoT�모듈,� 3GPP� NB-IoT�의 Rel13/14�규격 만족
◾ 국내 KT� NB-IoT�통신망에 사용

특징 및 장점

◾ KT� NB-IoT� Band�지원
◾ 기존 NB-IoT�모듈 NB86-G와 Pin� to� Pin�제품
◾ 국내 KT�및 중국 China� mobile,� China� Telecom�인증
◾ KC,� CE,� FCC�인증

제품 규격



- 193 -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NB-IoT�망을 이용한 원거리 검침 및 관제
� � -� 수도계량기,�가스 계량기,�전력량계,�스마티시티,�스마티팩토리,�스마트팜 등등

주요 실적

◾ 가스미터,�스마트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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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NTLE9607

기업명 � � (주)엔티모아

주요 기능

◾ LTE� 통신 모듈을 탑재한 외장형 무선모뎀

◾ 3GPP� E-UTRA� Rel.9� LTE� Cat.1/4

◾ Data� Rate
� � -� Cat.1� :� Downlink� 10Mbps� /� Uplink� 5Mbps

� � -� Cat.4� :� Downlink� 150Mbps� /� Uplink� 50Mbps

◾ Data� Call,� SMS,� VoLTE� 지원

특징 및 장점

◾ 2개의 상태 체크 LED(3� Color)

◾ 12핀 커넥터를 이용한 전용 케이블 제공

◾ 30핀 B� to� B� 커넥터를 통해 Host� 기기와 직접 연결 방식 지원

◾ Intenna� 적용 및 약정계 사용 환경을 고려한 외부 안테나 커넥터 지원

제품 규격

� � � � �

구 분 내 용

메인칩 Qualcomm MDM9607

인터페이스
12Pin(Cable) & 30Pin(BtoB) Connector

Usb, Micro USIM, Ear Jack

통신방식(주파수) FDD LTE, Band 3/5

전원 Dc +5V

동작온도 -30℃ ~ +70℃

사이즈(무게) 47mm(H) x 68mm(W) x 14.5mm(T), 3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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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산업 전반에 다양한 솔루션에 활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IoT� 외장형 모뎀

� � -� 에너지검침,� 카드결제시스템,� 비상통화장치,� 마을방송서비스 등

주요 실적

◾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원격관리시스템 납품 중(2020.� 07� ~)

◾ 마을방송서비스 납품 중(2021.� 03� ~)

◾ 소방속보기 납품 예정(2022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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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NTMA9205-RT/NTNABC95-LT

기업명 � � (주)엔티모아

주요 기능

◾ LPWA(NBIoT,� LoRa,� LTE� Cat.M1)� 무선통신방식 적용

◾ Real� Time� Clock� 주기별 Auto� Power� on/off

◾ IP68� 완전방수방진설계

◾ Data� Rate� :� Downlink(300Kbps),� Uplink(375Kbps)

특징 및 장점

◾ 검침방법 :� TTL�

◾ 전원방식 :� 3.6V� 리튬베터리

◾ 펌웨어 업그레이드 :� 유·무선(FOTA)� 업그레이드

◾ 수도미터 검침주기 :� 1시간마다 1회 검침(1일24회)

◾ 검침데이터 전송주기 :� 6시간마다 1회 전송(� 1일4회)

◾ 검침 및 전송 주기설정 :� 변경설정 가능

◾ 배터리 :� 19A,� 8년 이상 사용(고용량 Super� Capacitor� 사용)

◾ 통신 프로토콜 :� TCP/UDP/OneM2M/LWM2M/MQTT� 지원

◾ 계량기 프로토콜 :� 서울시 프로토콜 지원

◾ 자석식 On/Off� :� 마그네틱 센서를 통한 Auto� Power� On/Off

◾ 동파예방 온도센서,� 초저전력 전력소모

◾ 조달청 우수조달인증제품 지정(22.10.24)�

활용 분야

◾ 에너지 검침(수도,� 전기,� 가스 검침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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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 � � � �

구 분 내 용

메인칩

Cat.M1(Qualcomm�MDM9205)

NBIoT(Hwawei,� BC95)

LoRa(TLT01CS1)

인터페이스
LED� indicator

RED(통신실패),� GREEN(통신성공)

통신방식(주파수) FDD� LTE,� Band� 3,5

전원 +3.6VDC

동작온도 -20℃� ~� +60℃

제품 사진

주요 실적

◾ 수도원격검침시스템(단말기/서버구축/원격검침플랫폼)� 납품 중

� � -� 인천시/안양시/김해시 납품 완료(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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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TMM1250

기업명 � � (주)엔티모아

주요 기능

◾ 3GPP� E-UTRA� Rel.13� LTE� Cat.M1

◾ Data� Rate
� � -� Downlink� :� 300Kbps,� Uplink� :� 375Kbps

◾ 데이터 통신 전용

특징 및 장점

◾ 국내 최초 iUICC� 탑재

◾ 초소형/저전력/저비용 제품으로 다양한 IoT� 분야에 활용 가능

◾ 펌웨어 업그레이드 :� FOTA

제품 규격

� � � � �

구 분 내 용

메인칩 SONY� Altair� ALT1250

인터페이스
FS� USB� 2.0

UART� serial� interface

통신방식(주파수) FDD� LTE,� Band� 5

전원 +3.7VDC

동작온도 -30℃� ~� +70℃

사이즈(무게)
LGA 16mm(H)� x� 16mm(W)� x� 2.3mm(T),� 3.0g

M.2 30.0mm(H)� x� 42.0mm(W)� x� 3.2mm(T),�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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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NTMM1250-LA NTMM1250-LM

활용 분야

◾ 초소형/저전력 및 소량의 데이터 통신이 필요한 IoT� 스마트기기 또는 웨어러블 기기

주요 실적

◾ 수도원격검침지시부 납품 예정(20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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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상세설명

Modem� Chip � SDX62

3gpp� Rel� 지원 Ver � Rel.16� 지원

Apps� Processor � A7@1.5GHz

MCP
� 4Gbit� NAND� Flash� +� 4Gbit� LPDDR4� MCP

� (LPDDR4X� at� 1.866� GHz)

Chip� Package� Size � 10.5� mm� ×� 8.8� mm� ×� 0.69� mm� for� SDX65

Sub-6� RF� Transceiver

� SDR735� (Qlink� x� 3)

� 120MHz,� CA� >� 2CC

� FDD� +� TDD� SA/NSA� DLCA

� TDD� +� TDD� SA/NSA� DLCA

� FDD� +� FDD� SA/NSA� DLCA

mmWave � 400MHz,� NSA�

LPDDR4� Memory � External� 8� Gb� LPDDR4X

RGMII � Not� supported

Main� I/F

� PCIe� Gen3� x� 1-lane

� USB� 3.1� Gen� 2

� USB2.0

� Peripheral� Ports� –� GPIOs

� UART,I2C,I2S�

Modem� Size � TBD� (Target� size� 50x30x3.5� mm)

Modem� I/F � M.2(Telit 과 Pin� to� Pin� 개발)

구 분

SDX62x 5G모듈 PCB모듈 전원 10.5� x� 8.8� x� 0.69mm

12 SDX62(5G� /� 모듈)

기업명 � � (주)우리넷

주요 기능 및 특장점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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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고성능 라우터 및 범용 디바이스 적용 가능

◾ 공공망 버스 라우터 사업 적용 예정

◾ 2022년 3월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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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mart� Mesh� BLE� 5.3� /� Wi-SUN

기업명 � � 휴네이처(주)

주요 기능

◾ Smart� Mesh� BLE� 5.3
� � -� Bluetooth� Low� Energy기반한 통신 제품으로,� 다양한 동작 모드를 지원합니다.� BLE� 5.3는�

BLE� 4.2� 대비 통신 및 보안 성능이 향상되어 보다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며,� 업데이트 보안�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 -� 본 제품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ndroid,� IOS)을 이용한 무선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여 신규 펌웨어 출시한 경우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 � -� 직렬 포트를 통한 AT-Command를 이용하여 Beacon,� Mesh,� P2P� 등 동작 모드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Wi-SUN
� � -� HN-AMG는 장거리 IoT망 구축을 위한 Sub� 1GHz� 대역의 통신 모듈입니다.� 외장 안테나�

연결을 위한 두 가지 타입의 소켓 (IPX� &� SMA� Connector)이 포함된 Gender� 보드와

함께 제공됩니다.

� � -� 장거리 IoT망 구축을 위한 솔루션이 적용된 Smart� Routing� (통신 경로 자동 설정)�기능은�

사용자를 위한 IoT망 구축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는 초기 설치 비용과 설정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 망 복구(Self-healing)� 기능은 IoT망 내에 고장 모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징 및 장점

◾ SWD� 3Pin이 제공되어,� 개발자는 펌웨어 Debugging� 및 writing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

편의를 위한 Development� kit� (HN-DK)와의 연결 사용이 가능합니다.



- 203 -

구 분 BLE� 5.3 Wi-SUN

Frequency� Band 2.4� GHz Sub� 1GHz� (900~960band)

On-air� data� rate

2Mbs/1Mbs/500kbs/125kbs� -�

Bluetooth�

low� energy�

250kbs� –� 802.15.4� � � �

� 2Mbs/1Mbs� –� 2.4GHz� proprietary

50kbps

Wi-SUN� Wireless� Smart� Utility�

network

Output� power Programmable� -20dBm� to� +4dBm
Programmable� Output� Power�

up� to� +13� dBm

System� current�

consumption

0.5μA� at� 3V� System� OFF� mode,� no�

RAM� retention� 1.5μA� System� ON�

mode,� no� RAM� retention� 0.7μA� All�

peripherals� in� IDLE� mode

15mA� (TX10dBm)

제품 규격

제품 사진

BLE� 5.3� Wi-SUN

활용 분야

◾ IoT� :�스마트 홈 제품,� 산업 메시 네트워크,� 스마트시티 인프라

◾ Advanced� wearables� 첨단 웨어러블 :�커넥티드 시계,� 첨단 개인 피트니스 장치,� 웨어러블�

무선 페이먼츠,� 커넥티드헬시,� 가상/증강 현실 애플리케이션

◾ Interactive� entertainment� devices�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장치 :�고급 리모컨,� 게임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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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 한남 나인원 주차장 자동화 제어 BLE� Mesh� 센서 적용

◾ 서울 안심이 앱 양방향 Beacon

◾ 센서 및 조명 연동형 양방향 무선 네트워크 모듈,� 홈플러스,� LH,한남 나인원 납품

◾ 가로등 보안등 관리 및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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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WiFi� 모듈(MCR-WMS(D)BE-CWP)

기업명 � � (주)머큐리

주요 기능

◾ WiFi� 및 Bluetooth� 기능을 탑재한 모듈

◾ WiFi� 2.4G� (5G),� Bluetooth� 4.2� (LE)
◾ IoT서버 연동을 위한 프로토콜 내장(3MP,� OneM2M�등)

◾ 기기간 WiFi� 통신 연동 제공

특징 및 장점

◾ WiFi와 Bluetooth� 지원 (콤보)�

� � -� 싱글콤보모듈 (2.4GHz/BLE� 4.2)

� � -� 듀얼콤보모듈 (2.4GHz/5GHz/BLE� 4.2)�

◾ 커넥터를 이용한 가전제품과 연결 지원

◾ 사용자 요청에 따른 수정 개발 가능

◾ 저렴한 비용으로 WiFi통신 제공(가전제품 연동)

제품 규격

구 분 내 용

CPU ARM� Cotex-M4� (192[MHz])

WLAN

-� IEEE� 802.11� b/g/n� Compliant
-� Supports� 20MHz,� 40MHz� bandwidth� in� 2.4GHz� band
-� Single-band� 1T1R� mode� with� data� rate� up� to� 150Mbps
-� Greenfield,� mixed� mode,� legacy� modes� support

Bluetooth
-� Bluetooth� 4.2� Low� Energy� (� LE� )
-� Supports� SCO� AND� Esco� link� with� re-transmission
-� Channel� assessment� for� AFH

크기 45.0� x� 25.0� x� 12.0� mm

인증
듀얼콤보모듈 :� KC,CE,UKCA,NCC,TELEC,IN,FCC,IC

싱글콤보모듈 :� KC,T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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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가전제품에 탑재하여 통신 기능 수행

� �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공기 청정기,� 정수기,� 금고 등

주요 실적

◾ 선일금고 납품 중 (2017.05� ~)

◾ 코웨이 납품 중 (2021.04� ~)

◾ 아이오베드 납품 중 (2022.07� ~)



- 207 -

15 근거리 무선네트워크 IoT� 통신 모뎀

기업명 � � (주)이노비드

주요 기능

◾ 근거리 무선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IoT� 네트워크 구성

� � -� 근거리 무선 환경에서 데이터,� 멀티미디어,� 제어 신호,� 센서 정보 전송

� � -� 이더넷,� 시리얼 통신 인터페이스 제공

� � -� 1:N,� N:N� 네트워크 구성

특징 및 장점

◾ 국내 원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Binary� CDMA)� 활용

� � -� 국내 원천 개발 기술로 범용기술 대비 무선통신 접속 보안 우수

� � -� 국가표준암호 및 국제표준보안 알고리즘 등 적용

� � -� ISM� 주파수 대역 사용 (2.4G/5G/900MHz� 지원)

◾ 사용 용도에 맞는 무선 통신 네트워크 구성

� � -�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데이터 수집 후 장거리 전송망 접속으로

�효과적인 IoT� 네트워크 구성 가능

� � -� 근거리 무선 자가망 구성 시 용이

� � -� Type� 1� :� 고속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 � -� Type� 2� :� 중계 기반 IoT� 네트워크

제품 규격

� � � �

구 분 Type� 1 Type� 2

사용주파수 2,4GHz/5GHz� ISM� Band� 900MHz� ISM� Band

특징
1:N� 기반 고속 데이터 전송

(중계기를 통해 중계 가능)

1:N,� N:N� 중계 네트워크 구성

(모뎀에서 자체 중계)

속도 Mbps Kbps

거리(1� hop) ~300m ~500m

용도 고속 데이터 전송 센서 및 IoT�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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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무선 통신모듈

활용 분야

◾ 전기,� 가스,� 수도 등 무선 검침(AMI)� 분야

◾ IoT� 기기제어,� 센서 네트워크,� 무선 중계 네트워크 구축 분야

◾ 기기 제어 및 위치관리 등 공공 IoT� 서비스 분야

주요 실적

◾ 전력 및 에너지 IoT� 분야

� � -� 한전 저압원격검침시스템(AMI)� 검침모뎀 및 집중장치 납품

� � -� 한전 저압원격검침시스템(AMI)� 집중장치 관리용 콘솔모뎀 납품

� � -� 통합원격검침시스템 구축

◾ 공공 IoT� 분야

� � -� 물류 관리용 무선 중계 네트워크,�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 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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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초저전력 Wireless� SoC&Module

기업명 � � (주)마미엘

주요 기능

◾ Wi-Fi� SoC� :� INP2045
� � � 802.11� b/g/n� &� BLE5LR� 지원

� � -� 초저전력 WiFiSoC

� � -� 시스템 통합 Chipset� ;

� � � � RF+� Baseband� +� ARM� Cortex� M3� Core+� PM� I.C� +� Memory� +� Security�

� � -� ARM� Cortex-M3� @80MHz,� 512KB� SRAM,2MB� integrated� flash

� � -� Advanced� Security� ;

� � � � PUF� (PhysicallyUnclonable� Function),� Crypto� Engines,� Secure� Boot� )

� � -� GCC/Eclipse� based� SDK

◾ Wi-Fi� Module� :� INP1010/1011/1012/1013/1014/1015
� � -� 802.11� b/g/n� &� BLE5LR� 지원

� � -� Digital� RF� 아키텍처를 채택한 초저전력 모듈

� � -� Hosted� or� HostlessS/W� 아키텍처

� � -� Host� MCU� S/W� kit� for� STM32� MCU지원

� � -� Low� power� and� throughput� Evaluation� tool

� � -� Host� HAPI� and� AT� command

� � -� GCC/Eclipse� based� SDK

� � -� AWS-IoT,� MS� Azure,� IBM�Watson,� Google� Home� sample� /� demo� apps

� � -� FCC/CE/IC/RED� 인증

특징 및 장점

◾ Wi-Fi� SoC(� INP2045� )� &WiFi� module� (� INP101X� Series� )
� � -� Dual� mode� (� WiFi� 2.4Ghz� &� BLE� 5.0� )지원

� � -� 초저전력 WiFi� Complete� System� on� a� Chip� and� Module

� � -� ARM� Cortex-M3� @80MHz,� 512KB� SRAM� applications� processor,� 2MB� 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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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No Description Host�
Interface Dimension(max)

INP2045 QFN42� SoC UART,� SPI 5� X� 6mm

INP1010 Integrated� PCB� antenna� module UART,� SPI 21.6� x� 19.1� mm

INP1011 u.Fl� external� antenna� moodule UART,� SPI 21.6� x� 19.1� mm

1NP1012 RF� Pin� external� antenna� mini-module UART,� SPI 15� x� 12.8� mm

INP1013 Integrated� ceramicantenna� mini-module UART,� SPI 20� x� 12.8� mm

INP1014 Integrated� PCB� antenna� mini-module UART,� SPI 20� x� 12.8� mm

INP1015 u.Fl� external� antenna� mini-module UART,� SPI 17� x� 12.8� mm

� � -� Full� Networking� Stack

� � -� PolaRFusion™� RF� Patented� Low� Power� Architecture

� � -� Cost� effective,� CMOS� scalability

� � -� Secure� boot/� Secure� vault/encrypted� portion� of� flash

� � -� Secure� root� of� trust� –� PUF� (Physically� Unclonable� Function)

� � -� Various� hardware� crypto� accelerators

� � -� Software� based� MAC� functionality

� � -� Wireless� Base-Band� custom� co-processors

� � -� Flexibility� for� enhanced� wireless� features� via� firmware

제품 규격

활용 분야

◾ 저전력 IoT단말기 및 가전기기 (Battery� type)

주요 실적

◾ 국내 주요 가전 및 IoT업체들에 제품 디자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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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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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모듈

1 DigiNut(상표 등록 :� 40-2021-0022811,� 특허청)

기업명 � � (주)이지지오

주요 기능

◾ IoT(Internet� of� Thongs)� 장비로 사물이나 설비에 설치 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 대표적으로 제조 현장의 설비에 설치되어 설비 정보(설비상태,� 생산수량 등)� 수집 및

전송과 설비 제어를 실시간으로 수행 합니다.

◾ 자사의 기업 관리 시스템인 WorkStudio와 연계 되어 설비에서 발생 하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제가 가능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징 및 장점

◾ 설비 운영 현황의 가시화

� � -� 센서 데이터의 시각화를 통해 공장 내 설비의 가동/비가동 상태를 실시간 파악 가능

� � -� 설비 생산수의 자동 카운터 기능으로 정확한 생산 데이터 확보 가능

◾ 설비 제어를 통한 불량 유출 방지 시스템

� � -� Agent� 프로그램을 통해 DigiNut에 신호를 보내 준 후 설비의 동작을 제어 함

� � -� 디지털 계측기와 연동하여 초/중/종품 검사 데이터 NG�발생 시 설비의 가동을 중지

◾ 기업관리 시스템(WorkStudio)과 데이터 연계 관리

� � -� 자사 솔루션인 WorkStudio와 현장 설비를 연계하여 데이터 통합 관리 및 관제 실시

� � -� 검사장비(AI� 비젼,� 나사검사장비 등)와 연계하여 데이터 수집 및 디스플레이

◾ 편리한 FTP� 서비스

� � -� 네트워크 서버를 통한 프로그램 전송 시스템 구축

� � -� 빠르고 간편한 파일 전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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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성

DigiNut_01 MCU� :� Atmega128A,� Digital� Input� :� 8,� Digital� Output� :� 4

DigiNut_02
MCU� :� Atmega128A,� Digital� Input� :� 4,� Analog� Input� :� 4,�

Digital� Output� :� 4

DigiNut_INPUT_01 Digital� Input� 16(AC/DC� 겸용)

DigiNut_MAIN_01 MCU� :� Atmega128A,� Digital� Input� :� 64,� Digital� Output� :� 4

DigiNut_MAIN_02 MCU� :� Atmega128A,� Digital� Input� :� 16,� Digital� Output� :� 16

제품 규격

제품 사진 � �

� �

DigiNut_01 DigiNut_02 DigiNut_INPUT_01

DigiNut_MAIN_01 DigiNut_MAIN_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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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DigiNut� 단말기 수집 데이터를 활용한 생산 현황 디스플레이

◾ 염색기 가동 현황 및 온도 데이터 디스플레이

◾ AI� 비젼 검사 장비 검사 수 카운터 및 컨베이어 속도,� 전류값 디스플레이

주요 실적

◾ 에이펙콘크리트(주),� 스마트팩토리 기초(2021년 6월 16일~2021년 12월 15일)

◾ 동강,� 대중소상생형(유형 1-A:고도화)(2021년 9월 6일~2021년 12월 31일)

◾ ㈜저스트,� 대중소상생형(유형 1-B)(2021년 8월 18일~2021년 12월 31일)

◾ ㈜영림테크,� 대중소상생형(유형 1-B)(2021년 9월 2일~2021년 12월 31일)

◾ ㈜동언테크,� 대중소상생형(유형 1-B)(2021년 8월 18일~2021년 12월 31일)

◾ 신화하이텍(주),� 스마트팩토리(2020년 11월 12일~2021년 5월 11일)

◾ 신화에스티,� 대중소 상생형(2020년 8월 13일~2020년 12월 31일)

◾ ㈜동언테크,� 대중소 상생형(2020년 7월 30일~2020년 12월 31일)

◾ ㈜원행,� 대중소 상생형(2020년 7월 23일~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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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통신방식 전원공급방식 제품크기

Main� board LoRa(920Mhz) Battery 7.5cm� *11.5cm

2 Manhole� 관제솔루션

기업명 � � (주)마미엘

주요 기능

◾ 맨홀 뚜껑 개폐 모니터링 및 알림.

◾ 맨홀 내 황화수소 가스모니터링.

◾ 맨홀 내 온습도모니터링.

◾ 맨홀 내 수위 모니터링.

◾ 측정 DATA를 LoRa� 통신으로 관제소에 송신.

특징 및 장점

◾ LoRa망을 이용하여 적은 운영 비용으로 관제 가능.

◾ 고객 필요성에 맞추어 기능 추가를 위한 확장성.

◾ 속뚜껑 또는 함체형태로 제작되어 겉뚜껑의 교체 없이 바로 설치 가능.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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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 � �

�

활용 분야

◾ 지자체 맨홀

◾ 기업용 맨홀

주요 실적

◾ 2021.09� 용산 구청 납품



- 217 -

3 RAIN� RFID� Reader/Writer� Module:� RED2

기업명 � � (주)파이칩스

주요 기능

◾ RFID� 태그를 읽고 쓰는 기능

특징 및 장점

◾ Tag� Reading
� � -� 최상의 성능으로 멀티 태그 리딩 가능

� � -� 보안,� 센서 태그 지원이 가능

◾ Protocol� S/W
� � -� 멀티 Protocol� S/W가� 내장

◾ Free� API
� � -� 무상으로 API를 제공

◾ Antenna� Matching
� � -� 별도의 안테나 매칭이 필요 없음

◾ RFID� Band
� � -� 글로벌 RFID� 밴드 지원 가능

◾ Applications
� � -� Retail,� IoT,� Health� care� 등 여러 응용분야 적용 가능

◾ Developer� Kit
� � -� 사용자 친화적인 Developer� Kit가� 있음

◾ EPC� Gen2� V2
� � -� EPC� Gen2� V2� 지원

◾ Size� &� Cost
� � -� 사이즈가 작으며,� 효율적인 비용의 제품

◾ Tx� Leakage� Cancellation
� � -� 실시간 자동 Tx� Cancellation으로 인한 최적의 매칭과 민감도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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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양 구분 사양

Reader� Chipset PR9200 Antenna� Port 1

Air� Protocol ISO� 18000-6C� /
EPC� Gen2� V2

Supply� Voltage 3.3V(DC±5%)

Channel� Share
Frequency� Hopping� or� LBT

(Listen-Before-Talk)
Output� Power�

Range
9~16dBm

Modulation DSB-ASK Power� Consumption
180mA� @� 16dBm� CW
20mA� @� idle� mode

Interface UART[default],� SPI Size(W� x� L� x� H) 14.0� x� 13.0� x� 2.5mm

제품 규격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RFID� Reader:� Optimized� for� short� read� range,� low� power� consumption,� small�
size�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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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AIN� RFID� Reader/Writer� Module:� RED4S

기업명 � � (주)파이칩스

주요 기능

◾ RFID� 태그를 읽고 쓰는 기능

특징 및 장점

◾ Tag� Reading
� � -� 최상의 성능으로 멀티 태그 리딩 가능

� � -� 보안,� 센서 태그 지원이 가능

◾ Protocol� S/W
� � -� 멀티 Protocol� S/W가� 내장

◾ Free� API
� � -� 무상으로 API를 제공

◾ Antenna� Matching
� � -� 별도의 안테나 매칭이 필요 없음

◾ RFID� Band
� � -� 글로벌 RFID� 밴드 지원 가능

◾ Applications
� � -� Retail,� IoT,� Health� care� 등 여러 응용분야 적용 가능

◾ Developer� Kit
� � -� 사용자 친화적인 Developer� Kit가� 있음

◾ EPC� Gen2� V2
� � -� EPC� Gen2� V2� 지원

◾ Size� &� Cost
� � -� 사이즈가 작으며,� 효율적인 비용의 제품

◾ Tx� Leakage� Cancellation
� � -� 실시간 자동 Tx� Cancellation으로 인한 최적의 매칭과 민감도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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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양 구분 사양

Reader� Chipset PR9200 Antenna� Port 1

Air� Protocol
ISO� 18000-6C� /
EPC� Gen2� V2 Supply� Voltage 3.3V(DC±5%)

Channel� Share Frequency� Hopping� or� LBT
(Listen-Before-Talk)

Output� Power�

Range
13~27dBm

(Japan:� 13~23dBm)

Modulation DSB-ASK Power� Consumption 550mA� @� 27dBm� CW
20mA� @� idle� mode

Interface UART[default] Size(W� x� L� x� H) 24.0� x� 24.0� x� 3.0mm

제품 규격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RFID� Dongle� Reader,� Jacket� Reader,� Handheld� Reader,� Fixed� Read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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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AIN� RFID� Reader/Writer� Module:� RED5

기업명 � � (주)파이칩스

주요 기능

◾ RFID� 태그를 읽고 쓰는 기능

특징 및 장점

◾ Tag� Reading
� � -� 최상의 성능으로 멀티 태그 리딩 가능

� � -� 보안,� 센서 태그 지원이 가능

◾ Protocol� S/W
� � -� 멀티 Protocol� S/W가� 내장

◾ Free� API
� � -� 무상으로 API를 제공

◾ Antenna� Matching
� � -� 별도의 안테나 매칭이 필요 없음

◾ RFID� Band
� � -� 글로벌 RFID� 밴드 지원 가능

◾ Applications
� � -� Retail,� IoT,� Health� care� 등 여러 응용분야 적용 가능

◾ Developer� Kit
� � -� 사용자 친화적인 Developer� Kit가� 있음

◾ EPC� Gen2� V2
� � -� EPC� Gen2� V2� 지원

◾ Size� &� Cost
� � -� 사이즈가 작으며,� 효율적인 비용의 제품

◾ Tx� Leakage� Cancellation
� � -� 실시간 자동 Tx� Cancellation으로 인한 최적의 매칭과 민감도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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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양 구분 사양

Reader� Chipset PR9200 Antenna� Port 1

Air� Protocol ISO� 18000-6C� /
EPC� Gen2� V2

Supply� Voltage 3.6V(DC±5%)

Channel� Share
Frequency� Hopping� or� LBT

(Listen-Before-Talk)
Output� Power�

Range
0~30dBm

Modulation DSB-ASK Power� Consumption 1.3A� @� 30dBm� CW

Interface UART[default],� I2C Size(W� x� L� x� H) 24.0� x� 24.0� x� 3.0mm

제품 규격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RFID� Dongle� Reader,� Jacket� Reader,� Handheld� Reader,� Fixed� Read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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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FC� (Smart� Farming� Controller)

기업명 � � (주)하이비

주요 기능

◾ SFC(Smart� Farming� Controller)는 대규모의 센서나 수분 공급기 같은 제어 기기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여 대규모의 실내/외 스마트 농장 구축을 plug-n-play로 가능하게 함.

◾ 외장 안테나 부착시 통신 거리 70m�이상 가능하며,� ㈜하이비의 다중 홉(multi-hop)� 통신으로�
추가적인 범위 확장이 매우 쉬움.

◾ 태양광 판넬을 부착하여 전원 공급 없이도 사용 가능함.

특징 및 장점

◾ 국가표준으로 검토되고 있는 RS485/Modbus는 유선 통신을 기반으로 하여 설치 비용과

복잡도가 매우 높고,� 설치 후에도 센서/구동기 노드를 추가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어려움.

◾ ㈜하이비의 솔루션을 사용한 스마트 농장 특화 응용 모듈인 SFC,� LED� 전등제어 모듈

SLC�등을 사용하면 대규모 실내/외 농장을 plug-n-play� 기반으로 쉽게 구축 가능하고,� 구축�

이후에도 추가적인 기능이나 기기 연결이 매우 용이함.� 또한 간섭에도 매우 강인하여

유선 시스템과 거의 같은 성능을 제공함.

�

구분 하이비 SFC 유선 상용무선
(LoRa,� Wi-Fi)

설치비용 $ $$$� $$�

설치복잡도 쉬움 어려움 보통

기능 및 기기 추가 용이성 높음 낮음 보통

구조변경 비용 $ $$$� $$�

관리 및 운용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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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24� 사양

기기간최대거리(m) 70/20� (w/wo� external� antenna)

최대외부센서/기기수 6

전력공급 Rechargeable� battery,� Ext.� AC/DC,� solar-cell

크기(WxLxH)� (mm) 90� x� 120� x� 75

제품 규격

제품 사진

SFC24 하이비 솔루션을 사용한 스마트 농장 시스템 실장 구조 예시

활용 분야

◾ 유리온실,� 컨테이너팜,� 노지 스마트팜 등 실내/외 농장 센서 모니터링 및 제어

주요 실적

◾ 미국 CA� 아보카도 농장 (2021년 3월)

◾ 미국 CA� 대마초 농장(2021년 12월)

◾ 양양군 방울토마토 농장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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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C� products SLC22 SLC24 SLC24P

조도 제어 방식 PWM PWM,� 0-10V,� DALI PWM,� 0-10V,� DALI

외부 I/F� 기기 수 1 1 2

전력 제어 기능 No Yes,� control� signal Yes,� 10A� Max.

크기(WxLxH)� (mm) 36� x� 36� x� 15 44� x� 42� x� 19 55� x� 83� x� 27

7 SLC� (Smart� Lighting� Controller)

기업명 � � (주)하이비

주요 기능

◾ SLC(Smart� Lighting� Controller)는 LED의 스마트 조명(switching/dimming)을 대규모

환경에서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함.

◾ 조도 센서 같은 다양한 외부 센서 또는 제어기기를 쉽게 부착할 수 있음.

◾ SLC는 Microsoft� Azure� IoT� 인증을 받음.

특징 및 장점

◾ 신규 건물의 공사기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하여 스마트 조명 시스템 구축 가능.

◾ 형광등을 LED로 대체하는 수준의 간편함과 저비용으로 기존 건물을 스마트 조명 환경

으로 즉시 변환.

�

구분 하이비SLC 유선 상용무선(LoRa,� Wi-Fi)

설치비용 $ $$$� $$�

설치복잡도 쉬움 어려움 보통

기능 및 기기추가

용이성
높음 낮음 보통

관리 및 운용비용 $ $$$� $$�

조명구조(예:방구조)

변경비용
$ $$$� $$�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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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SLC22 SLC24 SLC24P

활용 분야

◾ 스마트 조명 시스템 :� 사무실,� 주차장,� 스마트 팜 등

◾ 실외 조명 제어 시스템 :� 가로등,� 운동 경기장 등

주요 실적

◾ 양양군 군청 및 군의회 빌딩 (2022년 1월)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9동 (2022년 3월)

◾ 서울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센터(MTC)� (2022년 9월)

◾ 양양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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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쎈톡(SSHen-Tok� :� Sensor� Smart� Housing� embeded� network-Tok)

기업명 � � 베이스코리아아이씨(주)

주요 기능

◾ 다양한 센서모듈별 착탈 지원

� � -� Analog/Digital� 방식의 다양한 센서를 탈착이 가능한 센서로 모듈화

� � -� Plug&Play� 기능 지원

◾  통합 통신보드 적용

� � -� 여러 가지 통신 방식을 한 기기에 구현하여 다양하게 수집된 센서 데이터 동시 전송

� � -� WiFi/PoE/LAN/LTE/RS-232/RS-485� 등 다양한 통신 방식 지원

◾  CCTV� 카메라 지원

� � -� 내장 및 외장형 카메라 연동하여 센서 측정 현장 실시간 영상 감시

특징 및 장점

◾ IoT� 기반 주변 환경 모니터링 및 장치 제어 솔루션 구현

� � -� 온도/습도/미세먼지/초미세먼지/전류/누수/산소/일산화탄소/LNG/TVOC/SO2/NO2/CO/O3�

/H2S/NH3� 기타 환경 센서 등 각종 센서에서 측정/수집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양한�

통신방식을 통하여 서버 전송

� � -� RS-232/RS-485� 통신을 이용한 주변기기 원격 제어 가능

◾ 물리적인 센서 및 가상 복합 센서 측정 기능 제공

� � -� 다양한 센서에서 측정되는 측정 데이터를 결합하여 새로운 가상 센서 구현

� � � � ex)� 온도 +� 습도 +� 미세먼지 =>� 화재감시 가상센서

◾ CCTV� 연동 위험 예측 및 경고 알림 등 통합 영상감시시스템 구현

� � -� 내장 및 외장형 카메라 연동하여 센서 측정 현장 실시간 영상 감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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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 � �

구 분 내용 비고

제품구성 본체 +�통신모듈

통신방식 WiFi,� LAN,� LTE,� etc PS-LTE

전원공급방식 12V,� PoE

제품크기 163.8*84*35.5

제품 사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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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모니터링 –� 장치 상태 및 현황 보기

� � � � � •알람발생 현황 –� 알람히스토리검색,� 기기,� 시간,� 센서 등 확인

� � � � � •보고서 –� 측정 현황 보고서 출력기능요약,� 실측값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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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사업

� � -� 도시재생 뉴딜 사업

� � -� 각종 스마트 서비스 구축

� � -� 기존 광역적인 범위를 커버하던 대기질 측정에 대하여 국지적인 범위에서의 변화와

가시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ㆍ외 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 관제 시스템 구축

� � -� 다중이용시설 실내ㆍ외 공기질 상시측정 및 모니터링 함으로써 공기질 관리모델 구축

및 시설 이용자에게 행정 서비스 제공

◾ IoT� 기반 학교(교실)�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 � -� 학내 교실,� 학생회관,� 특별실,� 구내식당,� 체육관,� 보건실 등 공기질 측정,� 표시,� 알림

◾ IoT� 기반 스마트 전기설비실 화재감시 시스템 구축

� � -� 고층건물 및 대형공장의 전기/전자 장비 내부의 복잡한 배선 및 접점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감시

◾ IoT� 기반 병원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 � -� 병원 진료실,� 응급실,� 입원실,� 보건실 등 공기질 측정,� 표시,� 알림

� � -� 병원 내 검사실 냉장/냉동고 온도 모니터링

◾ IoT� 기반 산업재해 위험예지 시스템 구축

� � -� 공장 내/외부 공기질 측정 및 기타 센서를 사용한 작업 환경 측정 및 표시,� 알림

◾ 전산실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 � -� 전산실 내 온도,� 습도,� 미세먼지,� 누수,� 전류 등 감시 자동화 및 문자 메시지 전송

◾ 농촌 우사/돈사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 � -� 악취 지도 작성 및 악취 제거

◾ 쎈톡 폴

� � -� 각� 지역의 생활환경정보 수집 및 홍보 기능을 갖춘 가로등 제품

� � -� 32”� LED� 와 32”� LCD�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 1.5M� *� 3.5M

주요 실적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IoT를 활용한 냉동고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납품(2021년11월)

◾ 부산시 수영구/광안리 「IoT기반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납품(2021년06월)

◾ 화성시 「IoT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시스템 납품(2020년05월)
◾ 지맨스 데이터센터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납품(2019년 11월)

◾ 대진대학교 전산실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납품(2019년 08월)

◾ 한국체육대학교 전산실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납품(2019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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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멀티환경센서

기업명 � � (주)유타렉스

주요 기능

◾ 주변 환경의 정보를 습득하여 무선 송신으로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 � -� 온도 /� 습도 /� 미세먼지(PM1.0/PM2.5/PM10)� /� CO2� /� VOCs� /� 조도 센서

� � � �

◾ 다양한 무선 통신을 지원하며,� 다양한 주변 환경에서 지원가능

� � -� BLE� /�WI-FI� /� LORA(Private,� SKT� Lora)� /� SUB-G(447Mhz)�선택적 통신을 지원하여 동작 가능

� � � �

◾ 높은 활용성 및 설치 용이성

� � -� 다양한 센싱 정보를 활용하여 솔루션 구축 가능하며,� 배터리를 채택하여 설치 용이

특징 및 장점

◾ IoT� 기반 주변 환경 모니터링 솔루션 구축 가능

� � -� 일체형으로 하나의 제품으로 환경 모니터링 솔루션 구축

◾ 다양한 센서 적용을 통한 환경 모니터링 및 측정

� � -� 온/습도,� 미세먼지,� VOC,� CO2,� 조도 센서 등을 통합하여 다양한 환경 정보 습득

� � � �

◾ 복합적인 무선 통신으로 손쉬운 솔루션 기반 구축 가능

� � -� 다양한 무선통신 지원으로 선택적인 무선통신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 � � �

◾ 운영 편의성 및 설치 용이성 제공

� � -� 간편한 설치를 위한 기구적인 설계 및 배터리 채택으로 설치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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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온도 측정 측정 범위 :� -40� ~� 80� ℃� /� accuracy� :� (15-40℃)1℃

습도 측정 측정 범위 :� 0� ~� 100�%� /� accuracy� :� (20� ~� 80%)5%

공기질 측정 air� ,� methane,� iso-butane,� CO,� hydrogen,� ethanol� 등

미세먼지 측정 PM1.0� ,� PM2.5� ,� PM10

CO2� 측정 0� ~� 2,000� ppm

통신 방식 WIFI� ,� BLE� ,� Lora� ,� Sub-G

전원 공급 방식 상시 :　USB� 5� pin� cable� ,�배터리 :　3.7V� /� MAX10500mA

제품 크기 및 무게 115� *� (135)mm� x� 75mm� x� 75mm� /� 373g

제품 규격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건설현장 위치 측위 디바이스 활용

� � -� 건설현장에 대한 위험 지역 및 안전 지역 확인을 위한 Position� AP� 디바이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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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창고 보관 환경 유지 디바이스 활용

� � -� 물류창고의 보관 환경 유지를 위한 LPWA�기반 스마트 센서 장비 활용

◾ 공공 복지센터 공기질 취약 계층 실내 모니터링

� � -� 공기질에 대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 장비 활용

주요 실적

◾ P社 실내외 공기질 장비 납품

◾ L社 공동주택 실내외 환경 정보 수집 활용

◾ B2B� 업체간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실내외 공기질 장비 납품

◾ 공공 복지센터 공기질 취약 계층 실내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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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마트 데이터콜렉터(압력 모니터링 단말기)

기업명 � �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주요 기능

◾ 가스 배관 압력 측정

� � -� 배관(도시가스 등)에 직접 부착하여 가스 공급압력 측정

� � -� IoT망(Lte� Cat.m1)을 활용하여 측정된 데이터값 전송

� � -� 온도에 따른 압력 오차 자동 보정

� � -� 배터리 전압을 측정하여 배터리 교체시기 알림 기능

� � -� 측정 주기 및 전송 주기 변경

◾ 웹 관제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직관적 데이터 분석·모니터링(PC,� 모바일)

� � -� 그래프,� 표,� 차트를 통한 데이터 분석

� � -� 지도를 통한 단말기 위치정보 파악

� � -� 현재 데이터 모니터링(압력,� 온도,� 배터리)

� � -� 엑셀 다운로드를 통한 데이터 관리

특징 및 장점

◾ 공급압력 품질 향상 및 효율적인 배관망 관리

� � -� 일정 구간(지역 등)� 별� 공급 압력 모니터링 → 지역 정압기 운용에 활용함으로써

� � � � 공급 압력 품질향상

� � -�사계절 현장 공급압력 데이터를 수집하여 배관망해석(시뮬레이션)등 실증데이터 비교

◾ LTE� Cat.m1을 기반으로 한 긴 배터리 수명

� � -� 내장형 배터리로 3년 이상 사용 가능(측정/전송 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유지관리 비용 및 인력 절감�

� � -� 저렴한 통신비 및 배터리 교체주기 증가로 인한 유지관리비용 절감

� � -� 원격 감시를 통한 인력 절감

◾ 편리한 웹 관제시스템(PC/모바일) 접속

      - 웹 관제 시스템 접속. 상시 모니터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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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구 분 내용 비고

통신 방식 LTE� Cat� M1 IoT망

압력 범위 0kPa� ~� 5kPa 압력범위 변경가능

온도 범위 -25℃� ~� 50℃

전원 공급방식 DC� 3.6V 배터리 내장

제품 크기 136mm� x� 141mm� x� 157mm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지하 시설물(도시가스 등)� 안전관리 분야

� � -�일정 구간(지역 등)� 별 공급압력 모니터링을 통한 압력 조정 활용

� � -� 배관망 해석(시뮬레이션)� 분석 데이터 활용

� � -�압력 관련 민원 대응 데이터 활용

주요 실적

◾ 2020년 자체 개발 완료 후 시범 운영 시작

◾ 2022년 KC인증 획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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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마트 비점오염 저감 시스템

기업명 � � 주식회사 랜드로드

주요 기능

◾ 비점오염의 고효율 여과
� � -� 도로,� 산업단지,� 주택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강우 시 빗물에 의해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의 주범이 됨.� 각각의 배수구(빗물받이,� 도수로)에 토목공사 없이 삽입형으로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낙엽 토사와 같은 조대협잡물부터 타이어 분진,� 중금속과 같은 미세분진까지

91.86%�여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비점오염성능검사 판정)

◾ IoT센서 네트워크
� � -� 강우유출수의 유입여부를 감지하는 압전센서와 포집된 오염물질로 인해 필터의 막힘정도를

감지하는 중량센서로 구성됨.� 필터교체 요청 알람을 저전력광대역 이동통신(NB-IoT)로 전송

하여 여과장치를 모니터링

특징 및 장점

◾ 제품의 장점
� � -� 배수 불량 방지 및 배수관로 폐색 방지

� � -� 오염물질 저감효율 높음(SS90%이상 저감(BOD� 50%,� T-N� 46%,T-P54%)

� � � �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여과효율91.86%)

� � -� 오염물질 포집량의 계측과 필터교체알람

� � -� 네트워크 관리로 유지관리 실적보고 편리

� � -� 부지 매입,�토목공사 불필요

� � -� 설치비용 기존 시설대비30%,�유지관리비 80%�절감

◾ 모니터링 기능 탑재
� � -� 유입수 감지센서에 의해 강우 유출수 발생 여부 판단

� � -� 중량센서에 의한 오염물질 포집량 획득

� � -� 수집된 데이터를 NB-IoT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

� � -� 유지보수 여부를 데시보드나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활용 분야

◾ 멀티센서노드 모니터링
� � -� 환경(비점오염 분야)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다른 센서를 적용하여 산업시설,� 전기

안전시설 분야,�빗물 저장장치 등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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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통신방식 전원 제품크기

SN_NB_LG001 NB-IoT 리튬배터리7500mAh
140mm(W)� X� 100mm(H)

X� 55mm(D)� /� ABS

RoaDrain-SL1 LoRa 리튬배터리7500mAh
140mm(W)� X� 100mm(H)

X� 55mm(D)� /� ABS

SN_CATM1_SW001 LTE� CAT� M1 리튬배터리7500mAh
140mm(W)� X� 100mm(H)

X� 55mm(D)� /� ABS

제품 규격

제품 사진 � �

� �

주요 실적

◾ 주요 납품 실적
� � -� 익산시 팔봉공원 택지개발 대체삭감시설(익산시 하나로 빗물받이내 407개소)�

� � -� 부안 하서농협 저온 저장창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집수정 17개소)�

� � -� 함평군청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 (빗물받이 20개소)�

� � -� 익산지방국토청 정읍천 오금지구 생태하천 복원사업 (교량형 4기)

� � -� K밸리 골프 리조트 진입로 비점오염저감시설(5기)

◾ 납품 예정 현황
� � -� 경기도 상수원 영향권 도로 600개소 비점오염저감시설 -2023년 상반기 예정

� � -� 공주시 웅진지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빗물받이50기 -2023년 상반기 납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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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파장애환경에서의 C-IoT� Solution

기업명 � � (주)써니웨이브텍

주요 기능

<그림 1>� C-IoT� 시스템 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그림 2� C-IoT� 시스템 활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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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cy� 무선 통신 및 금속체 표면을 이용한 통신을 융합한 Convergence� –IoT�

� � -� 기존의 IP� 공유기와 같은 Wireless� 기기와의 무선통신은 물론 당사 원천기술인 금속체

표면파 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무선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극한 환경에서도 무선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획기적인 기술.

◾ Wi-Fi� 통신기기간 영상 데이터 및 Bluetooth,� LoRa,� Zigbee� 통신기기간 센서데이터 전송

� � -� 각종 통신 규격에 유연한 성능을 제공하고,� 이기종간 통신 프로토콜을 구현하여 기존에

설치된 센싱시스템 또는 신설하는데 유리한 시스템.

◾ 3D� 센서 데이터 GUI(Graphic� User� Interface)� �

� � -� 수도관,� 가스관 등의 장거리 파이프라인 또는 플랜트,� 지하공동구 등 진입이 어려운

현장의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대역 센서데이터 분포 분석이 가능한 분석 Tool이 구현.

� � � � ·� 센싱된 데이터를 시간과 주파수 성분으로 변환하는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실행하여 다양한 형태의 시각 정보를 제공 가능.

◾ 컨테이너 물류 모니터링 (선박내 무선통신)

특징 및 장점

◾ 신뢰성 및 보안

� � -� 일반 무선 통신과 달리 금속제 표면파 통신은 금속체 표면을 이용한 통신이므로 방사되지�

않아 보안이 확보되며,� 데이터의 신뢰성이 유선통신 기기처럼 보안이 보장.

◾ 이기종간의 호환성

� � -� 기존 무선 AP와 표면파 게이트웨이 기기간 통신이 호환되어 기기 증설 또는 신설 시

별도의 설정이 필요 없음.�

◾ 단말기 이동 유연성

� � -� 특정 단말기가 특정 게이트웨이에 연동되는 경우 이동 시 자동으로 이동 접속되는 로밍

기능이 제공.

◾ 자동 네트워크 구성

� � -� 다수의 센서가 특정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게이트웨이 및 단말기는 자동으로 설정된

토폴로지에 따라 네트워크가 구성(Ad� hoc).

◾ 입체적인 데이터 분석

� � -� 단말기 및 게이트웨이 단품의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기기의 고장발견과 고장원인

분석이 가능하며,� 광범위한 지역의 센서 데이터를 조합하여 입체적인 환경 분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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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 금속제 표면파 게이트웨이 사양

� � � � � � � �

구 분 내 용

무선 규격 Wifi� a/b/g/n,� BLE,� LoRa,� Zigbee

송신 출력 22~26dBm

수신 레벨 -90� ~� -95dBm

전원 802.2af� PoE(DC48V� /� 0.32A)

송수신 port 2X2� MIMO� type� (2.4GHz� 2X2,� 5.8GHz� 2X2)

인터페이스 Ethernet:� Gigabit� 2port� /� Consol:� RS232,� 무선

단말기 접속수 Wi-Fi� 100ea,� Zigbee� 60ea,� BLE� 6ea,� LoRa� 10ea

동작 온도 -20℃� ~� 80℃

통신 거리 max.� 1Km

소비 전력 10W

크기 W140� x� H120� x� D45mm

무게 500g

◾ 금속제 표면파 단말기 사양

� � � � � � � �

구 분 Wi-Fi Bluetooth Zigbee LoRa

사용주파수 2.4GHz� 5.8GHz� ISM� Band 900MHz

통신 거리 ~� 500m ~� 50m ~� 50m ~� 1km

인터페이스　 UART,� SPI,� I2C

송수신 Rate 100Mbps ~2Mbps 200Kbps 100Kbps

공급 전압 2.1~3.6V

동작 온도 -20� ~� 70℃

크기 W50� x� H70� x� D30mm

무게 100g

제품 사진

<그림 3� C-IoT� 시스템 제품>

본 시스템에서 영상전송은 물론 각종 센서 단말기의 센서 데이터를 금속체표면파 신호로

변환하여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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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챔버 실시간 모니터링

� � -� 생산 제품의 성능과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결함을 찾기 위한 챔버 내부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이 현재로서는 금속챔버 내부와 통신할 수 없어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움.

� � � ·� 금속체 표면파 통신을 이용하면 챔버 내부와의 통신 및 챔버 내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센서 상태 확인이 가능.

� � � ·�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챔버 표면에 표면파 발생기를 부착하면 장비의 영향 없이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실시간으로 가능.

◾ 지하물 통신 및 모니터링

� � -� 수중 또는 지중에 매설된 가스관/수도관 등의 누수·균열 방지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기존 통신 방식으로는 불가능.

� � � ·� 지하매설물에 금속제 표면파 단말기를 부착하여 열악한 환경에서도 통신 및 실시간 배관�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

◾ 자동차 차대 표면통신

� � -� 기존 자동차 통신 방식은 수많은 하네스가 필요하여 차량의 무게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

� � � ·� 자동차 차대에 금속제 표면파 발생기를 부착하는 간단한 통신 방식을 통해 단선 및

단락의 위험을 줄이고 시공이 간편하여 비용 절감이 가능.

� � -�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카메라,�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적외선센서,� 초음파센서 등�

여러 센서가 차량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어 각각의 센서를 연결하는 고속통신수단이 요구.

� � � ·� 배선 제거 및 무게 경감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차량 내 센서 통신이 가능.

◾ 컨테이너 물류 모니터링 (선박내 무선통신)

� � -� 대부분 선박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 통신에 어려움이 있으며 선박 내부에는 많은 밀폐�

공간이 존재하여 무선통신 음영지역이 많아 사고시 초동대처가 어려움.

� � � ·� 대형 선박 내부의 철제 격벽을 매개로 금속체 표면파 통신을 통해 배선 절감 및 선박

내부 모니터링이 가능.

� � � ·� 밀폐 공간 내부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산업 환경 및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

주요 실적

◾ S사 :� 디스플레이 공정 챔버 모니터링 시스템 검증 완료

◾ 해양수산부 :� 선박내 C-IoT� 시스템 검증 완료

◾ 수도관내 안전 관리용 표면파 통신 성능 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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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047131-100 제품

Protocol EPC� Class� Gen2

Read� Range 2.0� ~� 4.0� M

Dimension 47� x� 31� x� 10T

Storage� Temp -40� ~� 230℃

Attachment Bolt� or� Rivet

스마트카드ㆍ태그

1 IoT� 금형자산 이력관리 특수태그

기업명 � � 보나캠프(주)

주요 기능

◾ RFID를 이용한 정확한 입/출고 이력관리

� � -� 금형에 부착된 TAG를 인식함으로써 용도에 맞는 금형의 출고 여부 자동으로 체크

� � -� 각� 라인 및 설비 또는 외부로의 이동,� 수리,� 세척 등 금형의 최종 위치정보를 체크

◾ IoT디바이스를 이용한 체계적인 생산관리

� � -� 금형에 부착된 디지털카운터를 통해 금형의 타발 수를 실시간으로 관리

� � -� 디지털 카운터와 터미널간의 무선 통신을 통해 금형 정보 실시간 관리

특징 및 장점

◾ 금형 소재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한 특수태그

� � -� RFID� TAG가�금속 환경에서도 정상 성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개발 및 제작

� � -� 생산,� 세척 등의 각�공정의 환경적 요인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고온/방수/충격)

◾ 정확한 생산 Shot� Count� 관리,� Cycle� Time

� � -� 제품 사출 시 Shot� Count� 관리를 통해 생산 효율성 극대화 효과 창출

� � -� 제품 사출 시 Cycle� Time� 관리를 통한 최적의 생산량 파악,� 생산 능률에 대한 관리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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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 �

� �

활용 분야

◾ 자동차 /� 화장품 /� 화학용기 등 각종 제조 분야

� � -� 자동차 부품 제조 1,� 2차 협력업체의 사출물 제작 금형

� � -� 화장품 용기 제조 1,� 2차 협력업체의 사출물 제작 금형

주요 실적

◾ 자동차 /� 화장품 제조사

� � -� P� 자동차 부품 제조사 :� 매출 실적 약 1억원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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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S06425-035 S05515-040 제품

Protocol EPC� Class� Gen2 EPC� Class� Gen2

Read� Range 3.0� ~� 5.0� M 2.0� ~� 4.0� M

Dimension 64� x� 25� x� 3.5T 55� x� 15� x� 4.0T

Storage� Temp -40� ~� 100℃ -40� ~� 150℃

Attachment Sewing Sewing

2 RFID세탁물 이력관리 특수태그(섬유산업 분야)

기업명 � � 보나캠프(주)

주요 기능

◾ RFID를 이용한 정확한 입/출고 이력관리

� � -� 타올,� 린넨,� 의류 등에 봉제/부착된 TAG를 인식하여 제품별 자동 입출고 내역 체크

� � -� 기존 수작업으로 수량을 파악해야 했던 불편함 대신 신속/정확한 효율적 작업이 가능

◾ 제품별 생산,� 세탁,� 수선 이력 관리

� � -� 제품에 봉제/부착된 RFID� TAG� 인식을 통해 제품의 각종 이력을 실시간으로 관리

� � -� TAG에 기록된 제품별 고유 값 인식을 통해 세탁 비용에 대한 신속/투명한 관리 기능

특징 및 장점

◾ 제품 소재 및 사용 환경에 적합한 특수태그

� � -� 산업용 세탁기를 이용한 세탁 후에도 정상 성능을 나타내도록 개발 및 제작(200회)

� � -� 세탁,� 건조 등의 각�공정의 환경적 요인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고온/방수/충격)

◾ 정확한 제품 입/출고 관리,� 신속한 재고 관리 등 작업 능률 극대화

� � -� 제품 입/출고 시 TAG인식을 통해 제품별 내역을 자동/실시간으로 파악

� � -� 재고 조사의 획기적인 소요 시간 단축,� 제품별 세탁 비용의 자동 계산 가능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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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 �

� �

활용 분야

◾ 의류,� 타올,� 린넨 등 각종 섬유 세탁 분야

� � -� 호텔,� 병원,�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섬유 제품을 주기적으로 대량 세탁 관리

주요 실적

◾ 숙박업 섬유제품 세탁/관리 대행사

� � -� N� 세탁/관리 대행사 :� 매출 실적 약 3천만원 (2017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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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단말기기

생체인식

1 B612� Cat� Planet� Wheel� (고양이 운동기기,� 캣휠)

기업명 � (주)리틀캣

주요 기능

◾ 어플리케이션(이하 APP)을 활용한 LED� 등의 기기제어 가능

� � -� APP에서 B612� Cat� Planet� Wheel� (이하 캣휠)의 LED� 색깔 및 위치 제어가 가능

� � � � ·� LED의 위치 제어로 고양이의 목표 속도를 조절

◾ APP을 활용한 운동데이터 저장 및 관리

� � -� APP에서 캣휠의 회전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운동량과 개체정보 등 관리가 가능

� � � � ·� 기존의 캣휠과 달리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저조한 운동량을 우려할 필요가 없음

◾ 자사 타 기기와 연동하여 반려동물 최적화 솔루션 제공 (개발 중)

� � -� INPET(고양이 체성분 측정기)� 등 측정데이터 기반 타 자사제품과 연동 예정

� � � � ·� 연동을 통해 체계적인 반려동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가능

� ·� 통합 플랫폼의 개발을 통한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 제공 가능

특징 및 장점

◾ APP� 연동 가능

� � -� 연동을 통해 LED� 위치 및 색깔의 제어가 가능(이를 통한 고양이의 목표 속도 조절)

� � -� 손쉽게 운동데이터 및 개체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

◾ 저소음 설계 및 내구성

� � -� 무소음 베어링 바퀴 사용 및 저소음 설계구조로 소음 최소화

� � -� 소음흡수를 위한 3겹 나일론 카펫으로 바닥으로의 소음 전달 차단

◾ 親반려묘 설계구조

� � -� 갈라짐,� 수축 등 목재의 단점을 개선하는 ABS� 플라스틱 사용으로 내구성 우수

� � -� 인사이드 베이스 구조를 통한 고양이의 휠 받침과 휠 사이 끼임사고 예방

� � -� 자동 회전이 아닌 LED의 위치조절 통한 고양이의 목표속도 조절로 주도적인 운동 유도

� � -� 충전 도중 고양이 이용 시 케이블이 자동으로 본체에서 분리되게끔 설계(낙상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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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구 분 가로 높이 폭

제품 크기 1230� mm 1300� mm 310� mm

전원공급방식 제품 구성 정보

5V,� 유선 마그네틱 어댑터
1. 캣휠 본체

2. 캣휠 받침

3. 어댑터

4. 마그네틱 케이블

5. 바닥 매트

6. 아웃 박스

7. 손끼임 방지 스펀지

통신방식

블루투스 5.0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반려묘의 건강 유지

� � -� 특성상 비만에 빠지기 쉬운 환경과 조건을 갖춘 반려묘에게 불편함 없이 간편하게 운동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 반려인들에게 이점으로 작용

주요 실적

◾ 주요실적
� � -� 6개국 수출 실적 (미국,� 일본,� 쿠웨이트,� UAE,� 태국,� 뉴질랜드)

� � � � ·� 추가 수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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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NELIFE

기업명 � (주)남성인프라넷

주요 기능

◾ ONELIFE는 작업자의 충격과 체온을 디바이스가 학습하여 신속하고 개인 상황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AIoT� 디바이스입니다.

� -� 사망자의 재해 유형 중 가장 많은 낙상(떨어짐)과 체온(전염병,� 열사병)에 집중

� -� 가벼운 무게(14g),� IPx7� 방수,� 무독성 실리콘 사용,� Fabric� 소재,� 개인정보암호화

◾ 충격 감지 후 10분 동안 사용자의 움직임을 학습하여 사고 판단(2차 피해 방지)

� -� 6가지 충격 유형,� 161,439개 충격데이터,� 192,561개 일상 생활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

◾ 손목(요골 동맥)� 피부 체온의 변화를 학습하여 중심체온을 추정

� -� 2년에 걸쳐 174명,� 6,252개 체온데이터,� 92,409개의 피부온도 빅데이터 사용

� -� 평균 오차:� 0.1℃� /� 표준편차:� 0.08� ℃� � (36.0~37.5� ℃� 환경)

특징 및 장점

◾ 작업자 및 환자 안전 모니터링(체온)� 서비스

� � -� 작업자 손목에 부착 후 요골 동맥의 온도변화를 학습하여 중심 체온을 추정합니다.

� � -� 추정 체온이 상승하여 작업자가 열사병 등 산업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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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 및 환자 안전 모니터링(낙상)

� � -� 작업자 손목에 부착 후 충격을 감지합니다.

� � -�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이용해 충격 감지 후 10분 동안 사용자의 움직임을 학습하여 낙상�

사고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 � -� 낙상이라 판단하여 작업자에게 산업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알려줍니다.

제품 규격

구 분 Spec. 구 분 Spec.

외관(mm) 54.2*23.0*8.2(본체) BLE� 버전 5.0

중량 9g(본체)� /� 4g(밴드) 사용주파수범위 2420㎒~2480㎒

동작온도 0℃� ~� 35℃ 송신출력 1㎽

상대습도 0�%� ~� 95�% 인증 KC,� IPx7(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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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최소한의 조직•인력•예산을 활용한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희망하는 고객

� � -� Disposible� IoT� /� AIoT

� � � � ·� 작업자가 한번 사용(최대 12개월)� 후 버릴 수 있는 저렴한 가격

� � � � ·� 디바이스 내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어 시스템 구축 비용이 저렴함

� � -� 체온 측정에 드는 인력•시간•비용 감소

◾ 중대 산업 재해,�작업자 온열 질환,� 감염 발생으로 인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객

� � -� 골든 타임 확보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 � � � ·� 사고 예방이 제일 중요

� � � � ·� 사고가 발생한다면 조기 발견으로 심각성을 낮춰 중대산업재해가 안되게 방지

� � -� 작업자들의 체온 감시를 통해 팬터믹 시기에 초기 확산 방지 가능

주요 실적

◾ 한국중부발전 서울사업본부 납품 (20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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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LPWAN기기 근거리 무선통신기기 그 외 RF� 대역 기기

통신방식(주파수) Cat.�M1� /� NB-IoT� /� LoRa Wi-Fi� /� Bluetooth 433MHz

원격검침

1 무선통신기술을 적용한 IoT�단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명 � � 맥스웰일렉트릭

주요 기능

◾ Cat.� M1� /� NB-IoT� /� LoRa� 적용 IoT� 기기

� � -� Metering

� � -� Control

� � -� Tracking

◾ Wi-Fi� /� Bluetooth� 적용 IoT� 기기

� � -� Health� care

� � -� Tracking

◾ 그 외 RF� 대역 적용 무선통신 기기

� � -� Control

특징 및 장점

◾ 센서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Cat.� M1� /� NB-IoT� /� LoRa� 통신을 통해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의 제어를 받아 동작하는 HW�및 SW�제품

� � -� 저전력,� 장거리(10km� 이상)� 전송

� � -� 인프라 구축 비용 및 통신 비용 절감

◾ Wi-Fi� /� Bluetooth�통신을 통해 영상 음성데이터를 전달하고 측정 및 제어 하는 HW�및 SW�제품
� � -� 저전력,� 근거리(100~10m)� 전송

◾ 그 외 RF�대역을 사용해 사물 간 데이터를 전달하고 측정 및 제어 하는 HW�및 SW�제품

� � -� VHF� 대역의 산업용 사물인터넷 기기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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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U STM32F STM32F� /� ATmega STM32F

센서 CT,� GPS,� 온도 GPS,� RFID 온도

액츄에이터 Relay 7-segment,� 진동모터 Relay

전원 공급 방식 AC� 220V� /� DC� 5V DC� 3.7V DC� 3.3V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전압,� 전류,� 수위,� 온도 등 물리량 실시간 원격 감시 및 제어

◾ 이동체의 실시간 위치 추적

◾ 산업설비의 무선 원격 감시 및 제어

◾ 스마트 시티 설비의 무선 원격 감시 및 제어

주요 실적

◾ S사에 홈 네트워크용 무선 제어 기기 개발 납품 (2017년 11월)

◾ I사에 433MHz� 공조기 원격 제어 기기 개발 납품 (2018년 2월)

◾ A사,� B사에 Bluetooth,� GPS� 적용 위치추적 기기 개발 납품 (2019년 7월)

◾ M사에 LoRa통신 적용 전력 감시 및 제어 기기 개발 납품 (2020년 9월)

◾ G사에 Cat.� M1� 및 Bluetooth� 적용 스마트 시티 제어 기기 개발 기획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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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측위

1 고정밀 측위 LTE� 기반 네트워크 RTK� 디바이스

기업명 � (주)이엠웨이브

주요 기능

◾ cm급 정밀 측위를 위한 소형 경량의 네트워크 RTK� 디바이스 (EM-TL30KLR)

◾ 음역지역(주차장,� 터널 등)에 대한 DR� 기능 지원

◾ 국토지리정보원,� 서울시,� LGU+� RTK� 서버 연동 지원

◾ 고객사 위치 관제 서비스 서버 연동 지원

◾ 초당 최대 30회 측위 업데이트 지원

특징 및 장점

◾ 네트워크 RTK를 위한 LTE� Cat.4� 통신 지원 (� USB� 테더링 지원 )

◾ UART,� USB,� FTP� 서버로 NMEA� 포맷 측위 데이터 출력

◾ 드론,� 차량 등 사용을 위한 생활방수(IP54)� 지원

◾ 디바이스 상태,� 설정을 위한 사용자용 안드로이드앱 지원(easyRTK)

◾ 850mAh� 배터리 내장으로 2시간 연속 정밀 측위 가능

제품 규격

구 분 내용 구분 내용

LTE� 모듈
씨에라와이어리스

WP7609
외부인터페이스

USB,� UART,� LTE� 안테나,� RTK�

안테나,� 상태LEDs

RTK� 모듈 Ublox� ZED-F9R 방수방진 IP54

주파수
LTE� :� B1,� B5,� B7

RTK� :� L1,� L2
내장 배터리 850mAh

블루투스 BLE4.2 인증 KC,� ROHS,� LGU+� 품질인증

전원
USB� :� +5VDC

UART� :� +9VDC~+30VDC
크기/무게 70⨉80⨉21mm,� 1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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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정밀 지적 측량

◾ 드론 군집비행,� 드론 영상 촬영

◾ 자율주행 차량,� 퀵보드,� 이양기

◾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 정밀한 방향성이 중요한 대형 선박 및 장비

주요 실적

◾ 중소벤처기업부 디딤돌 과제 수주(2020.7)

◾ LGU+� 정밀 측위 LTE� 기반 RTK� 디바이스 개발 용역 수주(2020.10)

◾ KC인증(2021.5),� LGU+� CVT� 품질인증(2021.7)
◾ LGU+� LTE� 기반 RTK� 디바이스 공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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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로 횡단경로안내 시스템

기업명 � (주)휴먼케어

주요 기능

◾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등과 연동하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경찰청규격)에서 제공하는

횡단안내 서비스에 IoT� 기술을 추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독립보행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위치 정보기반 자동 응답형 횡단경로안내 서비스

특징 및 장점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HUMC-3300T)

◾ 사용자 위치 측위 후 선택작동(초기 수동사용)

� � -� 스마트폰과 BLE� 간의 양방향 통신을 이용한 주변 음향신호기 설치 현황(내역)� 검출

� � -� 사거리 8개 방향 중 사용자 위치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음향신호기 2개소 표시 및 선택

� � -� 음향신호기 정보는 건너는 방향 ［예 :� 서울시청방향］을 기준으로 문자/음성안내 (TTS)

� � -� 사용자는 음향신호기 정보를 확인하며 자신이 건너고자 하는 방향의 음향신호기 작동

◾ 횡단 보행경로안내,� 자동응답(즐겨찾기)

� � -� 사용자가 이용한 경로는 음향신호기 고유번호를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임시/지정 선택 저장

� � -� 저장된 다수의 횡단경로는 사용자 위치기반,� 횡단하고자 하는 경로상 음향신호기로부터

최종 목적지의 음향신호기까지 자동으로 순차작동 (유도음향/신호음향)

� � -� 사용자는 임시 저장된 횡단경로 중 필요한 목적지를 선택하여 저장 후 즐겨찾기에서

선택하여 사용

◾ 빅데이터 유지관리/원격 모니터링(수요기관 편의)

� � -� 기존에 운영중인 모든 음향신호기는 비콘 중계기를 연동하여,� 동일한 자동 횡단 보행경로�

안내 제공 가능

� � -� 사거리의 경우 1개소 또는 최대 2개소에 LTE-M�모듈만을 활용하여 원격 모니터링 지원 (경제성)

� � -�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유지관리지원 (음향신호기 기능제어 및 고장확인)

� � -� 중앙통제실 등에서 PC� 원격모니터링지원에 의한 음향신호기 고장 및 동작상태,� 내역 등

빅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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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요 지점 그룹별 분류/즐겨찾기/직접입력 등 목적지 편의 선택 제공

� � -� 비콘을 이용한 현재 위치 자동인식 및 자주 이용하는 보행 경로 저장

� � -� 위험 발생 시 긴급호출 지원 (사전 입력된 연락처로 문자전송)

� � -� 모바일 접근성 인증 획득으로 접근성 기능 활용에 최적화

제품 규격

구분
사용주파수

/측위 방식

전원공급방식

/운영체제
제품 크기

자동응답형

음향신호기
235/358� MHz AC� 85~275V 159×235×63(mm)

독립형 중계기
358.5000MHz

±500Hz
AC� 85~275V

182×154×55(mm)

±� 0.5� 이하

사용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블루투스 비콘,� GPS

안드로이드 API� 레벨 21�

이상,� iOS� 14.0� 이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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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하여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등과 연동하는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음향신호기(경찰청규격)� 확대 보급

◾ 독립보행이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위지 정보기반 ‘가까운 음향신호기 선택 지원‘,� 사전에

횡단한 저장된 횡단경로에 대한 ‘자동 응답형 횡단경로 안내 서비스’� 도입

◾ 4차산업 서비스로부터 시각장애인에게 격차 없는 사용성 확보

� � � *� 2021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경찰청규격서 개정으로 신규 서비스 도입 마련

주요 실적

◾ 사업명 :� 2022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IoT)� 관급자재 구매

� � � 계약기간 :� 2022년 4월 4일 ~� 2022년 11월 30일

� � � 사업금액 :� 총액 2억 6백만 3천 2백 9십원

� � � 발주처 :�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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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내보행경로안내 시스템

기업명 � (주)휴먼케어

주요 기능

◾ 철도 및 지하철,� 공공시설,� 대규모 복합시설,� 등과 같은 실내에서 교통약자 유형(시각 ‧ 
지체장애,� 노인,� 임산부,� 외국인 등)에 따라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목적지까지 “길잡이 비콘”,�

“PDR”,� “실내 지구자기장”,� “딥러닝(RNN-LSTM)� 기술”기반 실내 복합 측위 기술을 적용하여�

맞춤형 실내 길안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APP를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특징 및 장점

◾ 비콘(HBLE-2000B)
� � � 교통약자 개인 휴대용 스마트폰이나 관리시스템에 IoT� 무선통신하며,� GPS� 서비스가 불가능한�

실내에서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보행경로 정보를 제공하는 주 장치

� � -� 사용자의 빠른 위치 특정과 실내 지구자기장과 PDR을 연계한 보행경로 안내서비스 제공

� � -� 건축환경을 고려하며,� 필요시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와 연계

동작하며,� 목적지의 음성유도기만 선별적으로 방송되도록 제어하는 기능

� � -� 내부 건전지를 사용하면 전기공사가 필요 없어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와 비교해 보급이�

편리하고 소요 예산이 절감

◾ 운영시스템(HUMC-2000N-S)
� � -� 비콘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도면과 연계하여 비콘 위치 설정

� � -� 비콘의 안내음성변경,� 통신상태(통신거리/주기조정)� 및 건전지 상태 확인

� � -� 보행경로 시뮬레이션

� � -� 사용/긴급호출 이력 조회

� � -� 공지사항 작성 및 조회

� � -� 비콘 유지보수 이력 조회

◾ 사용자 모바일어플리케이션(HUMC-2000N-US)

� � -� 보행경로 이탈할 때 경고 알람 발생 및 자동 경로 재설정

� � -�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화면표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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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이동 가능한 보행경로 맞춤형 안내

� � -� 건축물에 이미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와 자동/수동 연계서비스 지원

� � -� 사용자 선호도에 따라 점자블록/계단/엘리베이터/리프트 등 우선 보행경로 선택 제공

� � -� 주요지점 그룹별 분류/즐겨찾기/직접입력 등 목적지 편의 선택 제공

� � -� 비콘을 이용한 현재 위치 자동인식 및 자주 이용하는 보행경로 저장

� � -� 목적지 도착 및 갈림길 방향전환을 위해 분기점에 도착하기 2~3m�전에 안내

� � -�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 및 소요 시간 안내 서비스 제공

� � -� 사용자 사전 예약 및 사전 예약에 따른 최초 출발지 도착 안내 제공

� � -� 최초 보행경로 안내 시점 및 주요 시설물 통과 시 정보제공

� � -� 시각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보행 특성을 생각한 사용 편의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 � -� 위험 발생 시 긴급호출 지원 (사전 입력된 연락처로 문자전송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알림)

� � -� 목적지 검색 대신 승차권 QR� 코드로 배정된 열차 플랫폼으로 목적지까지 최종안내

� � -� 목적지 검색에 출구 번호,� 출구 주변의 주요건물,� 지역 명칭 등으로 목적지 검색 및 장

애 유형에 따라 목적지의 이동 가능/불가능,� 우회경로 및 이동 불가 등 안내지원

� � -� 모바일 접근성 인증 획득으로 접근성 기능 활용에 최적화

제품 규격

구 분
통신방식

/측위 방식

전원공급방식

/운영체제
제품 크기

길안내 비콘
-186dB~7.56dB/-92.5dB

(블루투스 송/수신감도)
배터리,� 외부전원 이원화 120×80×40(mm)±0.5�이하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블루투스

안드로이드,� API� 레벨 21�

이상
태블릿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블루투스 비콘,�

지구자기장,� PDR

안드로이드 API� 레벨 21�

이상,� iOS� 14.0� 이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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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공공건축물 이용을 위한 보행 서비스로써,� 현재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 교통약자 유형별

화면표시방법과 보행 가능한 경로가 다른점을 고려한 ‘실내 길안내 서비스’� 도입

◾ 전국적인 철도 및 지하철역사,� 정부청사,� 대형건축물,� 복지관,� 병원,� 전시관,� 문화센터 등

교통약자를 위한 모든 건축물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내내비게이션 도입

◾ Barrier-Free,� Universal� desing,�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 가능

◾ 4차산업 서비스로부터 장애유형,� 연령,� 내·외국인별 격차 없는 사용성 확보

주요 실적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2020년 사회현안해결지능정보화 사업 “장애인 실내 길안내

내비게이션 서비스”� 과제 선정,� 실증사업 성공 (서울 KTX의 3개 역사)

� �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사업기간 :� 2020년 5월~2020년 12월

� � -� 사업비용 :� 총 12억 6천 6백만원(정부 9억 1천만원/민간 3억 5천 6백만원)

� � -� 참여기관 :� 휴먼케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261 -

4 환경 폐기물 차량 관제

기업명 � (주)케이티

주요 기능

◾ GPS� Receiver를 통한 실시간 위치정보 측정

◾ LTE라우터를 통한 무선통신(LTE)� 제공으로 위치정보 전송

� � -� 한국환경공단 웹 보안 통신프로토콜 준수하여,� 위치정보 환경공단 내 구축 된 ‘올바로’�

시스템에 업로드

특징 및 장점

◾ 화물차량 연결을 위한 다중 전원 인터페이스 제공

� � -� 전원 연결선 종류 :� 시거잭,� 멀티퓨즈(DH-마이크/미니/아토)

◾ 통신단절 시 데이터 유실방지를 위한 위치데이터 저장기능 탑재

제품 규격

구분 SPEC

LTE라우터

Size(mm)� :100*75*26

Chip� :� Qualcomm�MDM9207

LTE� Cat.4� /� WCDMA� (듀얼통신)

WiFi(2.4GHz,� IEEE802.11� b/g/n)

GPS� Receiver

Main� Chip� :� UBX-G7020-KT

Track� sensitivity� :� -165dBm

Power� consumption� :� MAX� 25mA@3.3V

활용 분야

◾ 환경폐기물차량관제 (건설,� 지정,� 일반/기타 폐기물)

◾ 화물/특장차 위치 및 차량정보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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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주요 실적

◾ 국내 건설폐기물차량 운영회사 및 협회대상 납품 (‘22.12~’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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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

1 IoT형 스마트 에어품질 모니터 장치

기업명 � (주)트라이콤텍

주요 기능

◾ 실내외 에어품질 환경ㆍ라돈 가스 실시간 측정 및 무선 원격 모니터링
� � -� 온ㆍ습도,�먼지,�미세먼지,� TVOC,�이산화탄소,�라돈 가스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 � -� NB-IoT� 통신을 활용한 대기질 및 라돈 측정기와 서버 연동,�측정치 관리

� � -� 실내 대기질 및 라돈 데이터 환경에 대한 통계 생성 및 웹 서비스

� � -� 사용자 설정 위험 기준 초과 시 문자 알람 서비스

� � -� 낮은 소비전력과 국내외 전역에서 음영지역 없이 모든 실내외 에어품질 감시

� � -� 웹을 통한 측정 라돈 데이터의 지역/사용자 그룹 통계 및 측정기 통계 서비스 제공

특징 및 장점

◾ 에어품질,�라돈 데이터 통계 서비스
� � -� 시간별/일별/월별 데이터 통계,�그래프 포맷 및 테이블 포맷을 통한 다양한 통계 제공

� � -� GPS정보를 통한 구글맵 서비스 기반 통계 표시 제공

◾ 에어품질,�라돈 측정기 원격 관리 서비스
� � -� 대기질,�라돈 측정기의 그룹 관리 및 동작 상태 모니터링 제공

� � -� 표준화된 CoAP�프로토콜 기반의 메시지 송수신 및 재전송을 통한 안정성 제공

◾ 데이터 공유 서비스
� � -� RESTful� API� 기반의 다른 관리 서버 데이터 접속 제공

� � -� 보안 접속을 위한 공유 코드 생성 및 관리 기능 제공

◾ 알람 서비스
� � -� 실내 위험 기준치 사용자 설정 기능 제공

� � -� 관리자 연락처 등록 및 관리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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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구 분 주요 사양

스마트 에어품질 측정기

·� 온ㆍ습도,� 먼지,� 미세먼지,� TVOC,� 이산화탄소,� 라돈 가스 측정

·� 온ㆍ습도 측정 범위 :� -40℃~80℃/0-100%� RH

·� 먼지,� 미세먼지 감지 대상 :� PM2.5/PM10,� 0~999ug/㎥

� � (검출 최소 크기 :� 0.3� ㎛)

·� TVOC� 측정 범위:� 0� ~� 1187ppb

·� 이산화탄소 측정 범위:� 400� ~� 8192ppm

·� 라돈 측정 범위 :� 0~65000Bq/m³

� � (측정오차율 6%,� 생성 주기 1시간)

·� GPS� 옵션

데이터 센터

·� 데이터 서버 :� CoAP� 서버

·� 웹 서버 :� Flask,� NGINX

·� 알람 서버 :� M2M�모뎀 (SKT� 향)

제품 사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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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용 분야

◾ 가정 및 공장의 실내외 에어품질 측정
◾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병원,�요양원 등 실내 에어품질 측정 서비스
◾ 공공장소의 대기질 관리 및 알림 서비스

주요 실적

◾ 수자원공사 한강유역 지하수 라돈 측정 시스템 운영
◾ 지진 예경보 시스템을 위한 포항지역 측정 시스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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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CU-890S� /� RCU-890SM

기업명 � � (주)우진네트웍스

주요 기능

◾ 1:1� 또는 1:N� M2M통신 기능

� � -� 패킷요금을 적용 상대방 모뎀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1�또는 1:N�통신기능을 제공합니다.�

◾ Always� On� 기능
� � -� 호스트의 제어가 없어도 설정된 서버정보,�모뎀 정보를 이용하여 항상 접속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호스트가 모뎀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예,�로거등)�또는 기 사용 중인 전용선�대치 가�가능합니다.

◾ VPN� Client�
� � -� PPTP,�OpenVPN�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상위네트워크에서 모뎀에 연결된 호스트로 접속이�가능합니다.

특징 및 장점

◾ 외부 인터넷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서버보안을 위해 End� to� End� 비동기 통신 가능.

� � -� 1� :� 1� M2M(Modem� to� Modem)� 통신

� � -� N� :� 1� M2M�통신

◾ TCP/IP� 통신
� � -� Bypass� mode� TCP/IP� command

� � -� Always� On� TCP/IP� connection:� 운영시스템 변경없이 기 사용 중인 전용선 대치 가능

� � -� Crontab� style� 주기적 명령 실행이 가능

◾ HTTP� command
� � -� 내장된 CURL� command를 이용하여 GET,� POST등의 다양한 HTTP� 처리가 가능

◾ SMS� 송수신
� � -� 단문 메시지 송수신 기능 제공

◾ GPIO/ADC을 통한 원격 계측 및 제어

� � -� 4개의 디지털 입출력 제공

� � -� 12bit� � ADC� 4Ch(*Option)� 제공

◾ 보안을 위한 VPN� Client� 탑재

� � -� PPTP,� OpenVPN� 클라이언트

� � -� EAL4등급 SSL� VPN� � Client� (*CC� 인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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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격 구분 규격

입력전원 DC� 5~13V,� 1.2A RS-232C DB9� Female� 1개

동작온도 -20℃� ~� 60℃ I/O포트
Digital� I/O� 4개

ADC:� 4� Ch

무선통신방식 SKT+� LTE� B5/B3� FDD� Cat.1 Ethernet RJ-45� Female� 1개

KC인증번호 MSIP-RMM-WJ7-RCU890S 제품크기(mm) 105� x� 80� x� 28

제품 규격

�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환경감시 및 원격 계측 분야

� � -� 다양한 형태의 산업용 기기(PLC,� 로커,� IP카메라 등)들과 호환이 가능

� � -� UART� 이용한 시리얼 통신기기간 접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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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U-890S IOT 단말 솔루션 이용 현황 

No 사용처

1 상하수도 시설물 원격감시

2 도로.시설물 원격감시

3 수도.가스,� 열량 원격감시

4 산물.건물 화재 원격감시

5 하천.저수지 수위 원격 감시

6 기상정보 원격 감시

7 온실,� 하우스 환경 감시

8 공사현장 소음.� 진동 원격감시

9 악취 모니터링

10 도로 통행량 원격 감시

11 환경방사선 원격감시

12 철도 시설물 원격 감시

13 터널 시설물 원격 감시

14 교량시설물 원격 감시

� � -� Ethernet� 포트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 지원

� � -� 호스트가 없는 기기의 원격검침/제어를 위한 다양한 접속 방법 제공

� � -� Modem� to� Server� TCP/IP� 통신기능(1:N[인터넷 서버간 통신])

� � -� Modem� to� Modem� TCP/IP� 통신기능 (1:1통신)

� � -� MCU와 통신 모듈이 분리된 형태로 통신 모듈에 대한 종속성을 줄임

◾ 원격제어 분야

� � -� GPIO/ADC를 이용한 입출력 제어 지원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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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수집 장치(RTU)

기업명 � � 나인플랫폼

주요 기능

◾ 환경 데이터 수집 및 무선 전송

� � -� 다양한 환경 데이터(온도,� 습도,� CO2,� 조도,� 토양습도,� PH� 등)� 수집 및 무선 전송

� � -� LoRa� to� Wi-Fi� Gateway를 통해서 MQTT� 통신으로 서버 전송

◾ 무선 원격 장치 제어

� � -� 원격지에서 장치 제어 :� Digital� Output,� Relay,� 접점 출력,� RS485� 등

특징 및 장점

◾ 사용 편리성

� � -� Wi-Fi� 접속을 통한 편리한 장치 및 통신 환경 셋업

� � -� LoRa� 무선통신을 적용한 장거리 데이터 송수신

◾ 다기능성 �

� � -� 현장 상황을 고려한 센서 수집 및 통신 :� Analog� Input,� RS485� Modbus

� � -� 현장 상황을 고려한 장치 제어 및 통신 :� Relay,� 접점출력,� RS485� Modbus

제품 규격

구 분 사양 전원 비고

데이터수집장치

(DAQ)

수집 :� Analog,� RS485�

UL� :� LoRa,� Ethernet

DC� 3.7V� 충전배터리

DC� 12~24V

무선통신장치

(RTU)

수집 :� RS485,� 접점

제어 :� Relay

UL� :� LoRa�

DC� 12~24V

Gateway
DL� :� LoRa,� RS485

UL� :� WiFi,� LTE

DC� 3.7V� 충전배터리

DC� 12~2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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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 � �

� � � � � � � � �

활용 분야

◾ 스마트팜 &� 스마트아쿠아팜 &�스마트시티

� � -� 환경 데이터 수집 및 전송,� 자동화(스케쥴)� 제어

� � -� MQTT� 및 RESTful� 통신 제공

◾ 스마트공장
� � -� 원격지에서 PLC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PLC� 제어

� � -� MQTT� 및 RESTful� 통신 제공

◾ Trusted� IoT� Device
� � -� 블록체인 네트워크 연동하여 데이터를 신뢰할만한 저장 공간에 관리

주요 실적

◾ ETRI� -� 블록체인과 AI기술을 접목한 현장 데이터의 기밀성 보장 파일럿 서비스 개발

◾ 블록체인기반 작업자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데이터수집장치 개발

◾ ICT기반 건설차량 미세먼지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울주군 ICT기반 한우관리종합지원시스템 -� 데이터수집장치 납품

◾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무선센서,� 데이터수집장치 납품

◾ 국립전파연구원 -� 데이터수집장치 KC적합 등록(� R-R-nip-NG5-NL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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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습도 보정 미세먼지 측정기

기업명 � � (주)필라스크리에이션

주요 기능

◾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

� � -� 신호처리 회로 보드 설계로 센서 성능 개선

�

◾ 온도,� 습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 � -� 한 개의 장치로 PM10,� PM2.5,� 온도,� 습도를 동시에 측정함으로 왜곡 없는 정확한

데이터 산출

◾ 실시간 데이터 확인 및 데이터를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 -� 센서 오작동 예방 및 센서 수명 점검을 위한 레퍼런스 센서 채택

특징 및 장점

◾ 3중 센서 도입으로 평균값을 사용하여 센서의 정확성 향상

� � -� 한 개의 장치로 PM10,� PM2.5,� 온도,� 습도를 동시에 측정

◾ 습도에 의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센서 신호 보정 알고리즘 기술 도입

� � -� 습도에 따른 보정을 물리적으로 해결

◾ 센서 오작동 예방 및 센서 수명 점검을 위한 레퍼런스 센서 채택

� � -� 신호처리 회로 보드 설계로 센서 성능 개선

활용 분야

◾ 기상청,� 호흡기 환자군 및 민감군(어린이,� 노약자 등)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곳,�

습기와 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소,� 습기와 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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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크기 540*250*180(mm)

전원
-� 12V[DC],� 12.5A

-� 소비전류 4A�Max[제습기 작동 시]

제품구성

-� Dust� Sensor� (Nova� Fitness)

-� 제습모듈(DTA-56-12-DHC)

-� T/H센서(ETH-01D)

통신방식(주파수)
-� Bluetooth

-� HC-06(DIP)

제품 규격

제품 사진

주요 실적

◾ 2023년 1월 환경산업기술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상용화 지원사업 종료 후 상용화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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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기업명 � � (주)인포빌

주요 기능

◾ 측정 장치 및 센서

� � -� 악취 탐지를 위한 다양한 화학물질센서 탑재한 보급형 측정장치

� � -� 미세먼지,� 온습도,� CO2,� H2S,� CO,� NH3,� VOC,� SO2,� NO2� 센서 탑재

◾ 데이터 수집

� � -� 보급형 측정 장치 데이터 수집(신규 설치 진행)

� � � � ·� 악취 모니터링 대상 분석 후 추가 설치가 필요한 장소 선정 후,� 보급형 측정 장치 설치와�

다양한 통신 방식에 따른 데이터 수집

� � -� 지자체에서 설치한 기존 고정형 측정 장치 데이터 연계

� � � � ·�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 중인 고정형 측정 장치와 시스템(DB간)� 연계하여 데이터 수집

� � -� 기상/대기질 데이터 연계

� � � � ·� 측정대상 지역의 기상청,� 에어코리아 데이터 연계 수집

� � -� 시민 참여 체감 악취 데이터 수집

� � � � ·� 관능법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악취를 인지한 시점에 악취 강도,� 악취 종류,� 위치 등을

입력한 악취 정보 수집

� � -� 오염원의 생산(처리량),� 관리대상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 등 수집

� � � � ·� 악취유발 요인을 가진 오염원의 생산량,� 처리량 등 요인관련 정보의 연계 수집과 관리

대상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 수집

◾ 데이터 분석

� � -� 신규 설치된 보급형 측정 장치,� 지자체의 기존 설치된 고정형 측정 장치,� 기상/대기질,�

시민 참여 체감 악취 데이터를 기반으로 악취 오염원별 생산데이터,� 처리량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악취 분산 예측모델 적용 및 예측 정보 제공

◾ 알람 및 예보

� � -� 관심지역의 주요 이벤트,� 센싱된 정보를 분석하여 시민에게 푸시 알람 제공

특징 및 장점

◾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통합관제

� � -� 악취현황에 대한 통합관제가 가능하며,� 일반 시민 및 악취 관련 관리자까지 다양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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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형 측정 장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모니터링 가능

◾ 확장성,� 전문성 &�현장중심

� � -� 미세먼지,� 온습도,� CO2,� H2S,� CO,� NH3,� VOC,� SO2,� NO2를 비롯하여 다양한 센서로의�

확장 가능

� � -� 센서의 설치로부터 장비 매핑을 위한 기술적 노하우와 시스템 운영,� 개발 전문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차별화된 분석정보 제공

� � -� 지역적 특성 정보와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포인트를 적절히 확보하여 시계열 기반

딥러닝(LSTM)� 방법을 활용한 오염물질 농도 예측 모델을 설계

� � -� 분산 분석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딥러닝 모델의

예측결과 비교분석

제품 규격

구 분 규격

전원공급방식
12V,� 5A� 어댑터

4,000mA�보조배터리재(10분당 1회 전송시 24시간 이상)

센서통신 LTE� Cat.M1

함체
IP55이상의 방수,� 방진 함체

(센싱 대기 흡기를 위한 별도의 하단부 천공)

측정센서 미세먼지,� 온습도,� CO2,� H2S,� CO,� NH3,� VOC,� SO2,� NO2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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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 � -� 악취현황

� �

� � -� 체감악취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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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감악취현황

� �

�

활용 분야

◾ 환경&재난 분야

� � -� 악취 모니터링시스템

� � -� 화학물질안전 모니터링시스템

� � -� 대기질 모니터링시스템

� � -� 재난 감시 및 대응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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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전력이동통신(LPWAN)� 기반 친환경 무선 데이터 수집기

기업명 �테크나인 주식회사

주요 기능

◾ 실외 장기간 동작 가능한 친환경 무선 데이터 수집기

� � -� 다양한 실외 모니터링을 위해 전기(220V)과 WiFi� 연결 없이도 바로 설치/운용이 가능한

LPWAN(저전력이동통신)� 기반

� � -� 태양광,� 풍력 등과 2차 전지 사용으로 전기(220v)� 공사 필요 없는 친환경 저예산 솔루션

� � -� 클라우드 기반 web을 통해 모니터링 하므로,� 기존의 H/W�구매/설치 공간 필요 없음

◾ 다양한 센서 지원 기능

� � -� 30여종의 센서 이용,� 10종 이상 데이터 수집기 개발(KC� 인증 6종)

� � -� GPS,� 스피커,� 카메라,� LED� 표시등과 같이 다양한 부가 기능 제공을 위한 구성품 장착 가능

� � -� 관수,�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산업 현장 자동 제어 시스템 연동 가능

특징 및 장점

◾ 국내 주요 통신사 LPWAN(Cat.M1,� NB-IoT,� LoRa)� 기반으로 전국망 서비스

◾ Hybrid� 전원 사용(1차 배터리,� 2차 배터리(solar� cell� 포함)),� 저전력전원솔루션 적용

◾ 자체 개발한 IoT� 플랫폼(Web,� App,� F/W)� 보유

◾ 설치 및 해체,� 이동 설치가 간편한 데이터수집기,� 소형 제품으로 설치 장소 제약 없음

(별도의 전원,� 인터넷 연결 필요 없음)

제품 규격

구 분 토양 안전 사고 다목적 대기질

용도 식물생장,�토양오염환경관리 산사태등위험안전모니터링 토양,�물,�대기,�안전 관리 대기오염,�오염 발생원 관리

주요

구성

센서

(토양)수분,�지온,� EC,� pH 카메라,�9축/충격센서,�GPS

카메라,�

수분/지온/EC/pH,CH4/�

CO2/H2S/O2,
9축/충격 센서,� GPS,� 수위

센서 등

( 대 기 질 ) P M 1 0 /�

PM2.5/O3/NO2/CO/SO2

온도/습도/풍향/풍속

카메라/LED등/스피커

통신 LPWAN(Cat.M1,� NB-IoT,� LoRa)

전원 1차/2차 전지,� solar� panel,� 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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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토양 오염/악취 감지 :�축산 농가,� 산업 단지,�가축 매몰지 주변 실시간 모니터링
◾ 시설물 안전 감지 :�산사태 위험지역/절개지,�노후 건물/대형 시설물 안전 상태 모니터링
◾ 공원/가로수/조경수 토양 상태 모니터링 및 자동 관수,�과수화상병 등 과수병 모니터링
◾ 대기 오염 감지 :�도심 미세먼지 발생원(건설현장 등),� 통행량 많은 도로 주변 모니터링

주요 실적

◾ 경북 고령군,�지능형 시설물 위험 감지 시스템 설치/운영(2020년 04월~)
� � -� 일체형 수목보호틀 및 관수 시스템,� 비점오염저감시설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2020년)·

� � -� SK�임업,�모바일플랜터 모니터링 및 자동 관수 시스템 공급 (2019년 5월 ~� )

� � -� 서울시 성동구청,�스마트시티 실증 서비스(토양 정보 및 악취 정보 제공)� (2019년 07월)·

� � -� LH공사,�세종시 스마트파크 관리 시스템 공급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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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수 맨홀 수위 측정 장치

기업명 � � 나인플랫폼

주요 기능

◾ 하수 맨홀 상태 정보 측정 및 무선 전송
� � -� 초음파 수위계(맨홀 내부 통신 단말기)�혹은 수압계를 통해 하수 맨홀의 수위 측정

� � -� 맨홀 뚜껑의 개폐 여부 감지

� � -� LoRa�무선통신으로 상태 정보 전송

� � -� LoRa� to� LTE�통신 중계기를 통해 수집한 맨홀 상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

특징 및 장점

◾ 맨홀 내부 무선 통신 방법(특허 보유)

� � -� 무선 통신으로 맨홀 내부(지하)의 상태 정보를 맨홀 외부에 전송하기 위한 맨홀 통신 방법.�

� � -� 지중/지하 매설물들의 상태 데이터를 무선통신으로 지상으로 전송하는 기법

◾ 무선 통신과 배터리 적용으로 공사비 및 유지 관리 비용 절감

� � -� 기존 맨홀을 가공/교체하여 무선통신 방법 적용 가능(전기공사,� 통신공사 불필요)�

� � -� 맨홀 내부 단말기에 저전력 기술 적용하여 배터리 운용기간 늘림(3년 보증)

� � -� 통신 중계기에 태양광 충전 기술 적용하여 전기공사 불필요

제품 규격

구 분 사양 전원 비고

맨홀 수위 측정
전송 장치

측정 :� 맨홀상태(수위,가스,뚜껑)�
UL� :� LoRa�

DC� 3.7V�
1차 리튬전지

통신 중계기
DL� :� LoRa�
UL� :� LTE

DC� 12V�
연축전지

태양광충전,
AC22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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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 �

활용 분야

◾ 하절기 태풍,� 폭우 시 맨홀 내부 유량변화 조기 감지 및 대응

◾ 하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플랫폼(하수 유량 패턴 분석 및 예측,� 상수 수요 연계)

◾ 하수관거 유지관리(하수관 누수,� 침입수 현황)� 및 싱크홀 예측

◾ 상하수도 지하 매설물 관리 시스템 및 악취,� 수질,� 토질,� 유량 등 모니터링/알람 서비스

주요 실적

◾ 중소기업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 판정

◾ 울산광역시 시범 설치 및 데이터 수집

◾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 활용하여 AI� 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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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대용 무선 복합 가스 감지기

기업명 � � (주)한컴유비마이크로

주요 기능

◾ 밀폐공간 작업장 환경 정보 측정 및 전송
� � -� 복합가스(O₂,� H₂S,� CO,� CH₄(LEL)� CO₂)� 감지(센서 변경 가능)

� � -� 위험 상황 발생 시 경보 알림 및 수집 데이터를 LoRa� 통신으로 전송

� � -� 감지기 리피터 :� LoRa� 통신 수신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로 재전송(통신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리피터 기능)

특징 및 장점

◾ 밀폐공간 내/외부 무선 통신 방법(특허 보유)�
� � -� 밀폐공간 내부의 환경 정보를 무선통신으로 외부에 전송하기 위한 통신 방법

� � -� LoRa� 무선통신으로 비교적 소비 전력이 적고 10km까지 통신 가능(개활지 기준)

�

◾ 공사비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

� � -� 무선통신 모듈이 탑재된 가스 감지기를 휴대/거치하여 별도의 전기/통신 공사 불필요

� � -� 가스 감지기에 저전력 기술을 적용하여 배터리 운용기간 늘림

� � -� 현장 환경 정기 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없이 중앙 관제실에서 모니터링 가능

제품 규격

구 분 사양 전원 비고

휴대용 무선

복합 가스 감지기

측정가스 :� O₂,H₂S,CO,LEL,CO₂

UL� :� LoRa� 920MHz�
리튬배터리 3.7V

센서 교체 및

변경 가능

감지기 리피터
DL� :� LoRa� 920MHz

UL� :� LoRa� 920MHz
리튬배터리 3.7V

음영지역

통신거리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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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 � [� 제품 사진 및 전체 구성도 ]

활용 분야

◾ 휘발 및 폭발성 가스를 취급하는 조선해양플랜트,�석유화학,�반도체 산업분야
◾ 독성 가스를 취급하거나 발생하는 석유화학공정,� 반도체공정,� 축사,�하수 처리 분야
◾ 이 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분야(소방본부 등)�
◾ 밀폐 공간 질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선소,�지하공동구,�맨홀작업 등

주요 실적

◾ 조선해양 산업분야 :�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등)�운용 중 (2020년~)
◾ 석유화학 산업분야 :�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종합화학 운용 중 (2021년~)
◾ 발전소 분야 :�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운용 중 (2020년)
◾ 관공서 분야 :�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운용 예정 (2022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제26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안전인증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 “밀폐공간 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 개선 우수사례 전파”
◾ KC�인증 및 본질안전방폭 인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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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ㆍ시설

1 IoT-X� LoRa

기업명 � � (주)엔시드

주요 기능

◾ SKT� LoRa� Network,� LoRaWAN� Network� 접속을 위한 통신 단말

◾ 영상감시장치(CCTV)� 녹화를 위한 DVR/NVR� 제품과 결합하여 장비 상태정보 감시

◾ CCTV� 동작,� PoE� 소모전력,� 영상 녹화,� HDD� 저장용량 감시

◾ DVR/NVR� 이상 동작(HDD� 포맷,� 영상 삭제,� 로그인 기록 등)� 이벤트 전송 기록

◾ 타 장비(센서,� 제어 컨트롤러 등)와 연동하여 상태 전송 및 제어 가능

◾ 장애 발생 시 현장점검 작업지시 자동 발송과 원격 결과보고 업무지원

특징 및 장점

◾ SKT전국망 LoRa� IoT� 네트워크에 편리하게 접속,� 저렴한 통신 비용

◾ 내장 축전지를 통하여 전원 고장시 장애 이벤트 전송 후 동작 종료

◾ 3축 가속도 센서를 활용한 충격 및 기울기 감지 진단

◾ 온ㆍ습도 센서를 통하여 환경 감시 및 임계 온ㆍ습도 이벤트 전송

◾ 지원 Interface� :� USB� to� UART,� UART,� RS-232,� RS-485

제품 규격

� � � �

구분

MCU
32-bit� RISC� processor,� Frequency� up� to� 80� MHz

Up� to� 256KB� single� bank� Flash

Frequency
LoRaTM� Modulation� Technology

917� MHz� ISM� and� the� 868MHz� ETSI

Sensors

Humidity� :� 0~100%RH� ±3%RH�

Temperature� :� -40~125℃� ±0.3℃

3-Axial� Accelerator� :� ±2g,� Sensitivity� 1%

I/O UART/RS-232/RS-485� 3Pin� Connector

Operation -20℃� ~� +60℃

Power DC� 5V

Size 30mm(W)� *� 65mm(D)� *� 16m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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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IoT-X� LoRa� 동글

활용 분야

◾ 미세먼지 센서와 연결하여 IoT� 기반으로 대기질 모니터링 서비스

◾ 함체보안 장치와 연결하여 원격 개폐 제어와 감시 서비스

◾ 산업용 RS-232/RS-485� 장치들과 연결하여 원격 모니터링과 제어 서비스

◾ 스마트 가로등/보안등 원격 On/Off� 제어 및 지능형 디밍 제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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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 이동형 불법쓰레기투기 CCTV�시스템 장애 관리 서비스 납품 (2020.� 01� ㈜비전정보통신)

◾ NVR� 제품의 모니터링 서비스 단말 납품 (2020.� 02� 이노뎁㈜)

◾ IoT� 기반 1등급 미세먼지센서 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 납품 (2020.� 02� ㈜비전정보통신)

◾ 마을방범 CCTV� 장애 관제 시스템 구축 위한 단말 납품 (2020.� 03� 태원텍)

◾ NVR� 제품의 모니터링 서비스 단말 납품 (2020.� 10� 이노뎁㈜)

◾ NVR� 제품의 장애 관제 시스템 납품 (2020.� 11� ㈜시큐인포)

◾ NVR� 제품의 모니터링 서비스 단말 납품 (2021.� 01� 이노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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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LoRa� Sensor

기업명 � � 하이테크

주요 기능

◾ 변위 정보 실시간 측정

� � -� 건축물,� 구조물,� 시설물,� 문화재 등 측정 원하는 부위 직접 부착하여 모니터링

� � -� 온습도,� 진동/지진,� 균열/이격,� 기울기 등의 변위 정보 측정

� � -� 표준 LoRaWAN� 기반 무선통신

◾ 초소형,� 초경량으로 SoC� 시설물,� 문화재,� 공공안전/방재 등 분야 모니터링

� � -� 도난(GPS� 추적),� 침입감시(열림/움직임 등),� 화재(연기 등)� 등 감시

� � -� 배터리 Type의 소형 무선센서로 최소 1년~10년 사용(별도의 전원 연결 불필요)

� � -� 다양한 변위정보 및 상태 정보 원격 감시

특징 및 장점

◾ LoRaWAN� 기반으로 장거리 무선통신과 긴 배터리 수명

� � -� LOS(Line� of� sight)� 기준 최대 약 15km의 무선전파 도달거리

� � -� 최대 10년 이상의 배터리 수명 (운용환경 및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형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측정부위에 직접 부착

� � -� 소형 크기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측정부위에 단독형으로 직접 설치

� � -� 설치 환경에 따른 다양한 Color� 지원

◾ 다양한 검증 레퍼런스 보유

� � -� 강원도 전역 문화재 변위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18개 시/군,� LoRa� 자가망)

� � -� 충남,� 경남,� 기타 등 문화재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 -� 대전,� 강원 등 각종 구조물/시설물 안전괄니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 -� 기타 전국 건축물/구조물/시설물/문화재 등에 시스템 구축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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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 � � �

구분 균열센서 기울기센서 진동/지진센서

통신방식 LoRaWAN� KR920(ISM)� 지원

측정범위
0~100mm
0.2mm�분해능

+30~0~30°
0.025°/LSB

단위:� mm/s2

MAX,� AVG� data�
per� 5min.

전원공급방식
3.6V� Li-ion� 배터리:
AA� 또는 D-Type

3.6V� Li-ion� 배터리:
D-Type

3.6V� Li-ion� 배터리:
D-Type� 또는
DC� 5V� 어댑터

제품크기 70W*60H*47D 70W*60H*47D 70W*70H*55D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건축물/구조물/시설물/문화재 변위 안전관리 분야

� � -� 붕괴 및 균열 등이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노후 건축물/구조물/시설물 대상

� � -� 기상상태에 따른 붕괴,� 기울기,� 균열 등이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문화재

� � -� 화재,� 침입,� 범죄,� 청소년 탈선 등이 예상되는 빈집 상태 모니터링

주요 실적

◾ 문화재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 � -� 강원도 46개 국소 문화재 변위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적용(2018년 9월)

� � -� 강원도 25개 국소 문화재 변위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적용(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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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도 13개 국소 문화재 변위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적용(2020년 11월)

� � -� 국보/보물 IoT기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원주/강릉/홍천(2020년 5~9월)

� � -� 국보/보물 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경남 사천(2021년 1월)

◾ 시설물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 � -� 대전 초고층건물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적용(2019년 7월)

� � -� 강원도 32개 구조물 고장예지 및 건전성 관리시스템(2020년 2월)

� � -� 경남 마산/창원/진해 시설물 5G�디지털 트윈 안전관리(2020년 9월 ~12월)

� � -� 태백산국립공원 낙석모니터링(2020년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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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알람

1 IoT� 가로등 비상벨 시스템

기업명 � � (주)디앤샤인

주요 기능

◾ 비상 경보 및 구조 요청 기능

� � -� 범죄 발생 등의 비상 상황 시 비상벨 직접 푸시(Push)를 통한 시스템 작동

� � -� 비상벨 작동시 경보 발생(장비 자체 경보멘트 및 경광등 작동),� 비상상황 자동 접수

� � -� 비상벨을 통한 비상통화(신고자와 관제센터 /� 담당자 간의 통화)� 자동 연결 기능

◾ 관제솔루션과의 연동을 통한 시스템/상황 모니터링 및 제어 기능

� � -� 비상 상황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및 지원(신고,� 출동 /� 상황 원격 해제 등)

� � -� 시스템 상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특징 및 장점

◾ 첨단 IoT� 기술 /� 무선 통신 적용

� � -� IoT�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비상벨(양방향 통신 방식 활용)

� � -� 관제솔루션 연동을 통한 비상벨 및 관련 장치의 원격 제어 가능

� � -� 무선 통신을 통한 비상통화 가능(비상벨 작동시 비상통화 가능)

� � -� 통신선(유선)� 접근불가 구역 등에 적용 가능

◾ 자가진단 기능(시스템 신뢰성을 위한 기능)

� � -� 시스템의 상시 구동 상태 유지를 위한 기능(시스템 이상 상태 정보를 관제에 자동 전달)

� � -� IoT�비상벨 장비 스스로 시스템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전원선 단선 등의 이벤트 발생 시�

관제에서 즉시 확인 및 제어 등의 조치 가능

◾ 대형 푸시(Push)� 스위치 적용 /� 비상벨 안내용 LED� 패널 및 LED� 라이트 적용

� � -� 버튼(스위치)� 면적이 넓어 작동에 유리

� � -� 버튼에 LED� 라이트 적용 /� 버튼 유도 LED� 라이트 적용(야간에도 접근 및 사용 용이)

� � -� 비상벨 안내용 LED� 패널 및 LED� 라이트 적용으로 비상벨 인지성 및 가시성 증대

◾ 무전원 동작 /� 방수 방진 기능

� � -� 무전원상태에서 72시간(대기시간)� 동작 가능(내장배터리 적용)

� � -� 방수 방진 설계로 침수 및 먼지 등에 의한 고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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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 � �

구 분 무선 IoT� 비상벨 보조 무선 비상벨

통신방식 WCDMA/LTE� (주파수 1.9~2.2GHz) RF(IoT� 비상벨과 통신)

전원공급 DC� 12V 내장배터리(3.6V)

제품크기 (370� ×� 1,140� ×� 380)mm (100� ×� 130� ×� 35)mm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치안 방범 분야 /� 범죄예방설계(CPTED)� 분야 (강력 범죄 예방 솔루션)

� � -� 우범 지역 및 범죄 사각지대,� 각종 공공 구역 등에서의 치안 및 범죄 대응력 강화 효과

� � -� 범죄예방설계(CPTED,� 셉테드)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

� � � � ·� 주요 적용장소 :� 산책로(둘레길),� 수목원,� 수변공원,� 휴양지,� 캠핑장,� 놀이공원,� 놀이터,�

물놀이시설,� 공동주택단지,� 마을 골목길,� 야외주차장,� 버스정류장,� 학교시설,� 번화가 등

주요 실적

◾ IoT� 가로등비상벨 시스템 납품 실적

� � -� 76세트 제품 납품 완료(2022년 10월 현재)

� � � � ·� 8개 지자체 및 기관의 76개소 현장(산책로,� 학교,� 수변공원,� 마을 골목길 등)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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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oT� 스마트 비상벨 시스템

기업명 � � (주)디앤샤인

주요 기능

◾ 비상 경보 및 구조 요청 기능

� � -� 범죄 발생 등의 비상 상황시 비상벨 직접 터치 또는 이상음원 감지를 통한 시스템 작동

� � -� 시스템 작동시 경보 발생(장비 자체 경보멘트 및 경광등 작동),� 비상상황 자동 접수

� � -� 비상벨을 통한 비상통화(신고자와 관제센터 /� 담당자 간의 통화)� 자동 연결 기능

◾ 관제솔루션과의 연동을 통한 시스템/상황 모니터링 및 제어 기능

� � -� 비상 상황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및 지원(신고,� 출동 /� 상황 원격 해제 등)

� � -� 시스템 상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특징 및 장점

◾ 첨단 IoT� 기술 /� 무선 통신 적용

� � -� IoT�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비상벨(양방향 통신 방식 활용)

� � -� 관제솔루션 연동을 통한 비상벨 및 이상음원감지장치 등 관련 장치의 원격 제어 가능

� � -� 무선 통신을 통한 비상통화 가능(비상벨 작동시 비상통화 가능)

� � -� 통신선(유선)� 접근불가 구역,� CCTV� 등의 설치가 불가한 범죄취약지역 등에 적용 가능

◾ 이상음원 감지 기능

� � -� 직접 터치에 의한 비상벨 작동 외에 이상음원 감지를 통한 비상벨 자동 작동 가능

◾ 자가진단 기능(시스템 신뢰성을 위한 기능)

� � -� 시스템의 상시 구동 상태 유지를 위한 기능(시스템 이상 상태 정보를 관제에 자동 전달)

� � -� IoT� 비상벨 장비 스스로 시스템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전원선 단선 등의 이벤트

발생시 관제에서 즉시 확인 및 제어 등의 조치 가능

◾ 정전용량 방식 터치 스위치 적용

� � -� 정전용량 방식의 터치패널형 스위치 사용으로 작동성 향상 및 고장 발생 최소화

� � -� 스위치에 LED� 라이트를 적용함으로써 암전 시에도 접근 및 사용이 용이

◾ 무전원 동작 /� 방수 방진 기능

� � -� 무전원상태에서 10시간(대기시간)� 동작 가능(내장배터리 적용)

� � -� 방수 방진 설계로 침수 및 먼지 등에 의한 고장 예방(IP66등급 확보)



▍2023년도 AIoT� 서비스·제품 및 기업 편람

- 292 -

제품 규격

� � �

구 분 IoT� 비상벨 (주) 무선 비상벨 (보조) 이상음원감지장치

통신방식
WCDMA/LTE

(주파수 1.9~2.2GHz)

RF

(IoT� 비상벨과 통신)
RS232

전원공급 DC� 14V 내장배터리(3.6V) DC� 5V

제품크기 (160� ×� 210� ×� 46)mm (100� ×� 130� ×� 35)mm (145� ×� 105� ×� 55)mm

� � ※ 기타 제품 구성 :� 경광등,� 전원케이블(방수커넥터 포함),� 아답터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치안 방범 분야 /� 범죄예방설계(CPTED)� 분야 (강력 범죄 예방 솔루션)

� � -� 우범 지역 및 범죄 사각지대,� 각종 공공/대인 서비스 구역 등에서의 치안 및 범죄 대응력�

강화 효과

� � -� 범죄예방설계(CPTED,� 셉테드)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

� � � � ·� 주요 적용장소 :� 공중화장실,� 공원,� 병원응급실,� 민원센터,� 상담센터,� 유치원/어린이집,�

학교시설,� 지하철역사,� 터미널,� 쇼핑몰,� 번화가 등의 공공장소 및 대중이용시설

주요 실적

◾ IoT� 스마트 비상벨 시스템 납품 실적

� � -� 약 5,700세트 제품 납품 완료(2022년 10월 현재)

� � � � ·� 약 500여개 지자체 및 기관의 약 5,700개소 현장(공중화장실,� 병원응급실,� 민원센터,�

상담실,� 금융기관,� 학교 등)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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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mart-IDS� (레이더 기반 돌발상황 검지 시스템)

기업명 � � 메타빌드(주)

주요 기능

◾ 교통 소통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 � -� 레이더를 이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실시간 Digital� Twin� 표출 및 모니터링

� � -� 실시간 소통현황 및 속도 정보 확인

◾ 실시간 돌발상황 관리

� � -� 정지차,� 사고,� 보행자 등 도로 돌발상황을 검지(AI)하여 운영자에게 실시간 알림

� � -� 돌발상황 발생 시 자동 추적 및 돌발 전후 영상 자동 저장

◾ 교통 통계 및 돌발상황 이력 관리

� � -� 돌발상황 발생 이력 기간별,� 지점별 조회 및 리포팅

� � -� 방향별,� 지점별,� 시간대별 속도 평균 및 돌발 통계

특징 및 장점

◾ 다양한 돌발 검지 유형

� � -� Smart-IDS는 레이더 센서를 기반으로 실시간 돌발상황(사고,� 정지차,� 보행자 등)을 검지

할 수 있는 차세대 AID(Automatic� Incident� Detection)� 시스템

◾ 우수한 돌발 검지 성능

� � -� 34GHz�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활용하여 검지영역 1km,� 주야간/전천후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속도로,� 터널,� 장대교량 등 다양한 환경 적용 가능

� � -� 우수조달제품,� 교통신기술,� EPC인증,� KC인증,� 유럽 CE인증 및 다수의 관련 분야 특허

취득,� 국내 최초로 도로 돌발상황 검지용 인증을 받은 제품

� � -� 신경망 영상 객체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돌발 검지정보의 세분화 및 검지 정확도 고도화

◾ 높은 활용성

� � -� 교통운영센터 내 Smart-IDS� 전용 SW� 설치를 통해 도로교통상황 및 돌발상황 정보를

실시간 확인 및 즉각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

� � -� C-ITS� 사업 및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 인프라로 활용 및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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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구 분 규 격 구 분 규 격

검지영역 1,000m 주파수 Ka-band(34~35GHz)

거리/속도정확도 ±2m� /� ±2kph 크기/무게 350×350×350mm� /� 10kg

정보갱신시간 100ms� 이내 작동온도 -40°C� ~� 60°C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실시간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도로환경의 실시간 검지 수행

� � -� 고속도로,� 교량,� 터널 등 사고위험 구간 내 설치를 통해 실시간 사고검지 수행

◾ C-ITS(Cooperative-ITS)� 구축을 통한 차세대 인프라 센서 구축

� � -� 돌발,� 사고정보 등 실시간 도로교통 상황정보를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운전자 제공

◾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개발 내 도로인프라 센서부문 기술 접목

� � -� 수집정보의 연계를 통해 LDM(Local� Dynamic�Map)� DB� 구성 및 자율협력주행 기술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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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 강남순환도로 봉천터널 구축 (터널,� 2016년 5월)

◾ C-ITS� 시범사업/실증사업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2016년 6월,� 2019년 6월)

◾ 신공항하이웨이 영종대교 (교량,� 2017년 11월)

◾ 국도 ITS� 신규 안전서비스(6종)� (국도,� 2021년 12월)

◾ 대구 C-ITS� 및 5G� 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 모니터링 환경 및 노변장치 구축 (국도,�

2022년 10월)

◾ 경부 직선화 (터널,� 2022년 12월)

◾ 아산-천안 고속도로 (터널,� 2022년 12월)

◾ 농의터널-중국 태백시(터널,� 2019년 10월)� 외 국내·외 납품 실적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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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원격제어

1 IoT비콘점멸기 -� 스마트보안등 점멸기

기업명 � � (주)가보테크

주요 기능

◾ 각�지역의 여성안심귀갓길 사회안전 서비스의 증강 조성

� � -� 골목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을 활용하여 스마트한 안전환경 조성

� � � ·� 여성과 어린이등 범죄취약자,� 사회적 약자 보호

◾ 정확한 위치 정보서비스 제공

� � -� 여성/노약자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신호 및 위치정보 안심서비스 제공

◾ 빛공해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디밍(조광제어)서비스

� � -� 실외 조명 제어 서비스

◾ 누구나 보호받는 안전망 구축 확립

� � -�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약자 보호 안전망 서비스 구축

� � � � ·� 다양한 위치 기반의 안전서비스 제공

◾ 스마트서비스로서의 확장이 가능한 유연한 서비스 인프라

� � -�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CCTV를 활용한 사회안전 서비스 조성

� � -� 민간 상용 안전서비스 수용가능

� � -� 기존의 안심스카우트,� 데이트폭력예방시스템,� 가정폭력 등에 대한 통합 연동 앱개발 가능

◾ 긴급호출에 대한 사업활용(개선)

� � -� 기존 유사 안전서비스(스마트폰 앱 방식)의 긴급호출 시스템 문제점 개선

� � -� 신고 시 현장영상,� 사진,� CCTV등의 자료를 영상화하여 현장상황 인지 가능

특징 및 장점

◾ 보편화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회안전 플랫폼 실현

� � -�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시민안전서비스 제공

◾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사고장소 제공

� � -� 사회적 약자가 위급할 시 보다 정확한 위치 신호를 파악

◾ 위급상황에 즉각적인 SOS안전 서비스 구축

� � -� IoT비콘을 통한 세밀한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

◾ 생활안전 종합대책의 해결책



- 297 -

� � -� 성폭력 범죄,� 여성 및 노약자 폭력 피해자 증가로 인한 안전사회플랫폼에 대한 서비스

� � -� 위험신호 인지 및 위치정보 송신,� 위치추적 가능

제품 규격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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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주요 실적

◾ 서울시 광진구 안심Zero마을 IoT서비스 사업 외

◾ 서울시 안심이앱연동 스마트보안등 비콘점멸기 사업 (2020년~현재)

� � �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외

다수 지자체

◾ 수원시 안심이앱연동 스마트보안등 비콘점멸기 사업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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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원입력 통신 사양 (Max.) 기능 및 지원 사양 (I/O)

EtherFOS-RCS AC100~240V

이더넷2포트,시리얼2포트

(RS-232/422/485),모듈

착탈형지원

최대256점디지털 입출력/

32채널아날로그입출력지원

EtherFOS-EZi-W DC� 24V
USB/이더넷1포트,� 시리얼

2포트(RS-232/422/485)

DI� :� 12,� DO(TR)� :� 4,� AI(전

압전류)� :� 2,� AO(전류)� :� 1

RCS-4G-122PK/PS DC� 24V
이더넷1포트,� 시리얼2포트

(RS-232/422/485)

DI� :� 12,� DO(TR)� :� 4,� AI(전

압전류)� :� 2,� AO(전류)� :� 1

2 산업용IIoT� 솔루션(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Solution)

기업명 � � (주)에이씨앤티시스템

주요 기능

◾ 최적의 유/무선 통합 시스템 제공

� � -� 산업현장의 Ethernet/Serial기반의 다양한 제어기기,� 센서 등의 데이터를 통합표준화제공

◾ 원격 감시/제어 통합 구축에 최상의 솔루션

� � -� 고신뢰/고성능의 산업용 무선모뎀 및 RTU를 제공/시스템 구축 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

특징 및 장점

◾ 산업현장의 최적의 장비

� � -� 국내자체생산제품으로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LS산전,� 삼성전자 등에 주납품

� � -� 고신뢰,� 고성능의 산업용 네트워크 디바이스 서버 및 최적의 산업용 무선 모뎀을 제공하여�

다양한 현장장비의 프로토콜을 국제 표준으로 통합

� � -� H/W분리 이중화 설계를 통해 내/외부 네트워크를 분리함으로써 보안강화 및 외부침입 보호

�

◾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통한 데이터 표준화

� � -� OPC� UA,� HSMS,� BACnet,� SQL,� Modbus-TCP,� DB� Server� &� Client,� XML,� FEP� 기능�

등 다양한 개방형 인터페이스제공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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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 무선솔루션 구성 예시

◾ 클라우드시스템�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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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수처리/환경 분야

� �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스마트 상수관리 시스템,� 수질 TMS,�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원격

감시가 필요한 현장

� � -� 굴뚝 TMS,� 방지 시설 관리사업,� 기상/기후 감시등 원격 감시가 필요한 현장

� � -� 다양한 프로토콜로 인해 분산해서 장비관리를 하고 있는 현장의 시스템 통합을 필요로

하는 현장

◾ 다양한 공장자동화 분야

◾ 엣지 컴퓨팅 활용 분야

� � -�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연결 지원(MS� Azure,� AWS,� KT� Cloud,� Naver� Cloud� 등)

� � -� WEB-HMI� 기능 내장

� � -� MQTT� /� OPC-UA� 지원

� � -� Edge� Computing� 기능 지원 (Internal� DB� 로깅,� 데이터 전처리 기능,� 대시보드 등)

주요 실적

◾ 2019년~2023년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유지관리시스템(전국 지자체 시,� 군)

◾ 2019년 :�철도공사 낙석감시 시범사업 구축,�댐수위국 무선구축,�관제 시설물 통신이중화 구축
◾ 2018년 :�수자원공사 드론 활용 녹조감시/한국환경공단 맨홀펌프장,�마을하수 외 무선구축

◾ 2015년~2017년 :�수자원공사 전국 광역상수도 유무선 통합시스템 구축(1차,� 2차,� 3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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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 조명 Saver� Lux� &� Saver� Way

기업명 � � (주)엘이디세이버

주요 기능

◾ 지능형 LED� 조명,� 80%�에너지 절감

� � -� 조명에 내장된 동작 감지 센서가 사람이나 자동차의 이동을 실시간 감지

� � -� 레이스웨이 일체형으로 내부 공간이 상ㆍ하부로 구분.� 상부는 CCTV,� 스피커,� 랜선 등

약전(DC),� 하부는 조명에 전원을 연결하는 강전(AC)으로 분류하여 포설할 수 있어

자기장으로 인한 잡음이나 통신 오류 방지

� � -� 이동이 감지된 경우,� 절전을 위한 대기조도 상태에서 최고 조도로 자동 전환하여 사람과

자동차의 안전한 동선을 확보하고 80%�이상의 에너지 절감

■ 상호 간 무선 통신

� � -� 각� 조명마다 상호 간 무선통신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장비의 설치나 배선 작업이 필요 없어�

유선으로 연결되는 타사 제품 대비 시공 비용을 최대 50%까지 절약

� � -� 사람이나 자동차의 이동에 따라 센서에 감지된 신호를 주면 조명과 여러 차례 송수신하여�

오차율이 낮고 원활한 작동 가능

특징 및 장점

◾ Energy� Saving
� � -� 주차 시 절전을 위한 대기조도(4W)를 유지하여 80%�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

◾ Customize
� � -� 대기조도/최고조도 차등설정 기능 :� 1W�단위

� � -� 조명 ON� 시간 차등 설정 기능 :� 1초 ~� 10분

� � -� 조명 설치 시 현장상황에 적합한 센서 감지 범위 설정 가능

◾ Safety
� � -�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조명 먼저 점등

� � -� 주차 시 차량감지 후 점등 (18W� ~� 40W)

� � -� 청소 및 공사 등 특정 작업 시 리모컨으로 일괄 점등

■ Grouping

� � -� 수량 제한 없이 광범위한 연동 기능

� � -� 교차 연동 기능 :� 1개의 조명과 2개의 ID와 그룹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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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표 모델 (40W� LED� 디밍등)� 사양

입력 전압 AC� 220V~,� 60Hz

소비 전력 40W

광 효율 137.4� lm/W

총 광속 5425.0� lm

색 온도 5700� K

색 재현성 82.9� Ra

지향각 130°

수명 30,000� ~� 50,000� 시간

사용온도 -20℃� ~� 50℃

절전기능 가능

동작감지센서 센서 2개

크기 1200� mm� *� 65� mm� *� 67� mm� (H)

조달식별번호 24131347

제품 규격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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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주차장 내부 및 진출입로,�비상계단,�보안 조명,� CCTV�호환,�터널 등 사용 환경에 따라 적용
◾ Option� 1.� 전방위 영상 유도 시스템

� � -� 주차면에 설치되어있는 카메라 한대로 주차장의 6면을 동시에 영상 분석 및 연동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층별,� 구역별 주차현황정보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이동

통로를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을 모니터링하여 360°� 사각지대 없는 완벽한 보안

감시로 주차 안내 및 위치확인 서비스 제공

◾ Option� 2.� 화재발신기
� �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화재 발생시 경종의 소음을 인식하여 비상 신호 송출

� � � � 1)� 화재수신반의 경종이 울리면 그 신호를 모듈에서 센싱하여 점등 신호를 각�조명으로 송출

� � � � 2)� 경보 신호를 수신한 조명은 일괄 점등되며 인접한 타 조명으로 경보 신호 송출

� � � � 3)� 화재수신반의 경종이 멈추면,� 자동으로 경보 신호가 멈추게 되므로,� 일괄 최고조도

점등 상태 유지모드에서 디밍 모드로 자동 전환

주요 실적

◾ 2022년 1월 :� 부산 반여센텀 KCC� 스위첸,� KCC� 오시리아 스위첸,� 부천문화예술회관

◾ 2022년 2월 :� 인천 상상플랫폼,� 마곡 이랜드 사옥

◾ 2022년 3월 :� 인천 계양구 보건소,� 양재 청년주택,� 대구 두류파크 KCC� 스위첸

◾ 2022년 4월 :� 삼송 리슈빌센트럴파크,� 부평 삼산동 브라운스톤

◾ 2022년 5월 :� 월곶 4차 풍림아이원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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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 유도 시스템

기업명 � � (주)엘이디세이버

주요 기능

◾ 쾌적한 주차 환경 제공,� 주차 유도 시스템

� � -� 빈 주차 공간으로 차량을 신속하게 유도하여 쾌적한 주차 환경 제공

� � -� 전기 및 장애인 차량을 구분하여 여유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무선통신으로 시스템 구조를�

간소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

� � -� 주차 정보 수집기 1대 당 총 한 층 사용이 가능하며 주차 센서등 1대 당 최대 8칸까지

확인 가능

특징 및 장점

◾ Energy� Saving
� � -�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표시하는 절전시스템.�녹색으로 표시하는 시스템의 에너지 절감

◾ Convenience
� � -� 주차유도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

� � -� 리모콘으로 설정 변경 및 고장 점검이 매우 편리

� � -� 주차 가능한 대수의 정보를 알려주는 클라우드 기능

� � -� 전기차 및 장애인차를 구분하여 여유 공간 정보 제공

◾ Safety
� � -� 전기 안전을 고려하고 기존 Raceway를 이용하는 설치 용이성

◾ Economic
� � -� 무선통신으로 시스템 구조 간소화로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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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양

입력전압 DC� 24� V,� 69� mA

소비전력 1.6�W

감지거리 /� 감지각도 6�m� /� 12°

사용온도 -20℃� ~� 50℃

사이즈 116� mm� *� 85� mm� *� 48� mm

무게 100� g

구 분 사 양

입력전압 DC� 24� V,� 75� mA

소비전력 1.8�W

인식거리 50� m

무선거리 50� m

사용온도 -20℃� ~� 50℃

사이즈 173� mm� *� 184� mm� *� 30� mm

무게 385� g

제품 규격

◾ 초음파 센서

◾ P판넬

활용 분야

◾ ICT� 융합 기술로 주차장의 주차 가능 공간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편리한 저비용 시스템

� � -� 밀집도 높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 � -� 넓은 부지의 대형 건물 주차장

주요 실적

◾ 2018.03� :� 진주 가람재 LH숙소

◾ 2019.03� :� 인천 구월동 링크 126� 빌딩

◾ 2020.06� :� 고양 향동 DMC�두산위브 더 퍼스트 아파트

◾ 2021.05� :� 평촌 하이필드 지식산업센터

◾ 2021.06� :� LH� 동탄 호수 하우스디 아파트

◾ 2021.06� :� LH� 위례 포엘리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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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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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LTE� Cat� M1� 단말기 -� MTC와 MTC�M2

기업명 � � 멀티텍시스템즈

주요 기능

◾ 4G� (LTE� Cat� M1)� 모델
◾ SSL� /� TLS� 지원
◾ USB� 또는 RS-232� 직렬 인터페이스

◾ KC,� FCC,� PTCRB,� 캐나다 및 RED� 인증

◾ 견고 및 군용사용 가능하며 SAE� 테스트완료

◾ 2년 보증,� 5� 년으로 업그레이드 가능

특징 및 장점

◾ 완제품으로 출시 기간 단축을 위한 빠른 설치 및 운용

◾ 길고 안정적인 수명주기

◾ 인증 및 사업자 승인(예정),� 글로벌 로밍 심카드 사용으로 즉시 운용 가능

제품 규격

구 분 제품명 주파수 인터페이스

LTE� Cat� M1� 단말기 MTC�및 MTC�M2 한국 및 글로벌 UART� &� USB

활용 분야

◾ MultiConnect� Cell� 100� Series� 제품군은 응급 서비스,� 자동 판매기,� 원격 환자 모니터링,�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 ETM� 시스템 관리 및 프로세스 자동화 등의 분야에 성공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 � MultiConnectmicroCell에는 전원에도 사용되는 USB� 통신포트1개와 셀룰러 연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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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안테나 2개를 수용하는 외부 SMA�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 독립형 USB-셀룰러 장치는�

LTE� Cat� 4�기술을 지원하며 SSL/TLS1.2�이상과 같은 기본 셀룰러 통신 및 보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설 터널링,� MAC필터링,� SNMP� 등과 같은 고급 방화벽 및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산관리에 특히 유용합니다.

제품 사진

MTC MT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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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울을 보며 다양한 운동을 하는 스마트미러 미트니스

기업명 � � (주)삼마아이씨티

주요 기능

◾ 거울을 보면서 동시에 거울속 영상을 보며 다양한 운동을 하는 기능

� � -� 필라테스,� 요가,� 웨이트트레이닝,� 명상,� 시니어운동,� 줄넘기,� 발레,� kPOP댄스,� 태권도 등

21개의 컨텐츠,� 500개 이상의 영상제공

� � -� 미러 키오스크인 미트니스를 통해 컨텐츠 제공

특징 및 장점

◾ 실시간 화상기능

� � -� 실시간 화상기능으로 1:1� 또는 1:N으로 비대면 수업이 가능.� � � �

◾ 광고 가능

� � -� 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시간 동안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홍보 가능

◾ 지속적인 영상 업로드

� � -� 매주 2편 이상의 영상 업로드 및 꾸준한 컨텐츠 개발

◾� 다국어 기능

� � -� 외국인도 사용 가능하도록 더빙과 자막으로 외국어 기능 지원

� � -� 사용자에 맞는 UI지원

◾ 날씨 정보 제공

� � � -� 해당 지역의 날씨,� 미세먼지 농도 및 일자 정보 제공

제품 규격

구 분 통신방식 전원공급방식 규격

미트니스 32인치 유,무선 220V 1,400*455*30

미트니스 43인치 유,무선 220V 1,730*650*72

미트니스 55인치 유,무선 220V 2,000*1,0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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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운동관련 다중이용시설

� � -� 헬스장,� 필라테스장,� 학교,� 복지관,� 기업의 휴게실

주요 실적

◾ 인천YMCA� 납품(2022년 5월)

◾ 에소르휘트니스 의왕점 납품 (2022년 6월)

◾ 더온필라테스 오전점 납품 (2022년 6월)

◾ 대한어머니회 남구 납품 (2022년 6월)

◾ 나눔회 납품 (2022년 6월)

◾ 모란필라테스 납품 (2022년 7월)

◾ 고하드짐 납품 (2022년 7월)�

◾ 더메뉴얼필라테스 납품 (2022년 8월)

◾ 부천근로자건강센터 납품 (2022년 9월)

◾ 비타민휘트니스 납품 (2022년 8월)

◾ 에그짐 납품 (2022년 8월)

◾ 부천산업진흥원 납품 (2022년 9월)

◾ 판교종합사회복지관 납품 (2022년 9월)

◾ 에스핏 평택점 납품 (2022년 9월)

◾ 에소르휘트니스 신중동역점 (2022년 9월)

◾ 수도여자고등학교 납품 (2022년 10월)

◾ SK하이닉스 납품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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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정보

제품명 MXR-5GLax-T6

제조사 주식회사 멕서스

주요기능

■특화망 5G� NR� Sub6� 지원 :� Qualcomm� SDX62� Chipset� 탑재,� N79� Rel16.� 지원

■WiFi� 802.11ax� 4x4� 지원 :� 2.4GHz� 4x4� 최대 1.2Gbps� 속도 지원 지원,� 5GHz� 4x4� 최대

2.4Gbps� 속도 지원 지원,�WPA3-Enterprise� 최신 보안 규격 지원

■Qualcomm� Networking� Platform� 적용 :� 퀄컴 최신 IPQ8072A� chipset� 적용,� 2.2GHz� Quad-core�

CPU� +� Dual� Network� Accelerator� 탑재

특징 및

장점

■검증된 Qualcomm� Solution� 기반 단말 :� SDX62� 기반 5G� NR� +� WiFi6� 4x4� 지원

■우수한 보안성 :� Q-VPN을 탑재하여 무선 구간의 암호화 통신 제공

■WiFi6� 지원으로 탁월한 이동 및 연결 효율성 제공 :� WiFi6� 2.4� +� 5GHz� 4x4� 최대 대역폭

120MHz� 지원

제품규격

■Modem� :� SDX62� 5G� Modem� Based

■Wi-Fi� :� Wi-Fi6� 4x4� 2.4� &� 5GHz

■Size(mm)� :� 230� X� 158� X� 40(L*W*H)

■Operating� Temp.� :-20� ~� +60� °C

■Power� :� (Input)� AC100~240� VAC,� 50/60Hz,� (Output)� DC� 12V/3A

■Interface� :� WAN,� LAN,� UART(USB� Type� C)

■USIM� :� Micro-USIM

제품사진

활용분야
■자율주행 /� CCTV� 카메라 등 차량통신 서비스

■스마트팩토리 Wi-Fi� 서비스

주요실적 ■5G�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적용(항공)� :� 해군본부 납품예정 (2022년12월)

게이트웨이

1 5G� 특화망 전용 단말

기업명 � � (주)케이티

주요 기능

◾ 5G� 특화망에 사용 가능한 주요 5G� IoT단말

� � -� 특화망 구축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고객,� 사업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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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정보

제품명 WD-H810P,� WD-H850P

제조사 (주)우리넷

특징 및

장점
■5G� 3GPP� Rel.16을 지원하는 Qualcomm� SDX6x� 계열의 5G�모뎀

제품규격

■Main� Chipset� :� SDX62

■Size(mm) : 100 x 62 x 20(L*W*H)
■Power� :� 5~� 24V

■Interface� :� LAN,� USB� Type� C

제품사진

활용분야 ■5G� IOT전용 활용 가능 한 모뎀2� TYPE� :� 인테나,� 안테나 방식 2가지 모델

주요실적 ■고성능 특화망 모뎀형 단말 :� 2022년 8월 출시 판매 중

제품정보

제품명 WD-H880P

제조사 (주)우리넷

특징 및

장점
■5G� 3GPP� Rel.16을 지원하는 Qualcomm� SDX6x� 계열의 5G� USB동글

제품규격

■Main� Chipset� :� SDX62

■Size(mm) : 74 x 41 x 12(L*W*H)
■Interface� :� USB� Type� C

제품사진

활용분야 ■5G� IOT전용 활용 가능 한 동글 방식 모뎀

주요실적 ■휴대용 특화망 에그형 단말 :� 2022년 11월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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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정보

제품명 ARC1-110E

제조사 올래디오㈜

주요 기능

■ 3GPP� Rel.15� 지원 :� 5G/LTE,� Sub� 6GHz� support·

■성능 및 용량 :� About� 20� dBm� transmit� power� per� chain,� Min.� -90� dBm� RX� sensitivity,�

Up� to� 100MHz� processing� bandwidth,� Download�MIMO� 4� x� 4� 5G� NR� Up� to� 3Gbps,�

Upload� 5G� NR� Up� to� 900Mbps

■운용지원 기능 :� FOTA,� WebUI,� Firewall,� 5G� 모듈 관리

특징 및

장점

■Compact형 size� :� 108*79*29� (W*H*D),� 100g� 이하 Compact한 사이즈로 드론 등

소형기동장치에 탑재 용이

■ 저전력 소모 :� 소비전력 10W�이하 (우수한 전력 절감 효과)

제품규격

■Size(mm) : 108 x 79 x 29(L*W*H)
■Interface� :� LAN

■Power� :� 12V� DC/2A

제품사진

활용분야
■드론 활용 영상전송에 적합 :� 드론에 탑재하여 카메라 영상을 서버로 실시간 및 고화질

전송 가능 (산악지대 감시,� 해안지대 감시,� 군 작전 수행 등)

주요실적
■기동영상 정비 사업 :� 드론/기동보병/감시차량 용도 납품(2022년7월)

■원주 드론 실증 사업 :�드론을 활용한 산악지대,� 유원지 위험장애 감시 등(2022년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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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T20

기업명 � � (주)에이아이텔레콤

주요 기능

◾ 라우터 및 DHCP� 설정

� � -� 내부 TCP/IP� 설정 /� 유선 WAN�설정 /� DHCP� 서버 /� 주소 할당 /� 시작 주소 설정

◾  유무선 설정

� � -� LTE� +� WAN� 설정 /�WAN� +� LTE� 설정 /� LTE� Only� /� WAN� only

◾  시스템 설정

� � -� 공장 초기화 /� 설정 복구 /� 펌웨어 업그레이드 /� 재시작 /� 재시작 설정

◾  관리 명령어 설정

� � -� Ping� Server� 및 활성화 /� 모뎀 Reset� /� 모뎀 On/Off� /� LTE� Band� 변경 /� SSH� 활성화

◾  모뎀 정보

� � -� 제작사,� 이름,� 버전,� IMEI,� USIM,� 개통번호,� 통신망 등록 상태

� � -� LTE� 정보 :� PLMN,� Band,� EARFCN,� Bandwidth,� PCI,� Cell-ID,� RSRP,� RSRQ� 등

◾  APN� 및 USIM� 설정

� � -� APN� Name� /� LTE� Band� /� 현재 PIN� Code� /� 신규 PIN� Code� /� 신규 PIN� Code� 확신

◾  보안 설정

� � -� 포트 포워딩 /� DMZ� 설정 /� DDNS� 설정

특징 및 장점

◾ LTE� Cat.4� 고속통신 지원 (DL� 150Mbps� /� UL� 50Mbps)

� � -� 국내 이동통신사 3개사 모두 인증 (‘22년 12월)

◾ 내장형 LTE� 안테나 및 외장 LTE� 안테나 지원 (옵션)

� � -� MIMO� 2x2� 내장 안테나 (700~4GHz)� /� UART� 4� Ping� 외장 안테나 (2m)

◾ 전원 분리 방지를 위한 Locking� type� adaptor

◾ Linux� (4.14)� /� OpenWrt� 운영체제
� � -� 국가정보원 “낮은 버전의 커널(Linux� 2.x)� 기반한 공공조달 기준”� 상향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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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 �

구 분 사양 구 분 사양

AP MT7628,� 580MHz Modem Qualcomm�MDM9207(MC)

Memory DDR3� 128MB/Flash� 32MB F/W� OS(Ver) Linux� (4.14)� /� OpenWrt

Wireless LTE� B1,3,5,8� /� CAT.4 Speed DL� 150Mbps,� UL� 50Mbps

Wi-Fi 802.11� b/g/n� 2.4GHz Antenna Internal� MIMO� 2x2

Interface 10/100M� 1WAN� /� 1LAN Power DC� 6V/2.5A� /� Locking� Type

Size 110� x� 84� x� 22� mm I/O(UART) Power,� Tx/Rx,� GPIO,� GPS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버스 운행정보 시스템

� � -� 버스 운행정보 및 정류장 도착 정보 연결을 위한 LTE� 통신장비

◾ 원격지 시스템 정보 연계 및 모니터링 시스템

� � -� 태양광,� 배수지 및 원격지 시설물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주요 실적

◾ 인천시 버스정보시스템 2,500대 납품 예정 (2022년 12월)



- 317 -

3 AIT550

기업명 � � (주)에이아이텔레콤

주요 기능

◾ 라우터 및 DHCP� 설정

� � -� 내부 TCP/IP� 설정 /� 유선 WAN�설정 /� DHCP� 서버 /� 주소 할당 /� 시작 주소 설정

◾  유무선 설정

� � -� 5G+LTE+WAN� 설정 /�WAN+5G+LTE� 설정 /� 5G� Only� /� LTE� only� /� WAN� Only

◾  시스템 설정

� � -� 공장 초기화 /� 설정 복구 /� 펌웨어 업그레이드 /� 재시작 /� 재시작 설정

◾  관리 명령어 설정

� � -� Ping� Server� 및 활성화 /� 모뎀 Reset� /� 모뎀 On/Off� /� LTE� Band� 변경 /� SSH� 활성화

◾  모뎀 정보

� � -� 제작사,� 이름,� 버전,� IMEI,� USIM,� 개통번호,� 통신망 등록 상태

� � -� 5G/LTE� 정보 :� PLMN,� Band,� EARFCN,� Bandwidth,� PCI,� Cell-ID,� RSRP,� RSRQ� 등

◾  APN� 및 USIM� 설정

� � -� APN� Name� /� LTE� Band� /� 현재 PIN� Code� /� 신규 PIN� Code� /� 신규 PIN� Code� 확신

◾  보안 설정

� � -� 포트 포워딩 /� DMZ� 설정 /� DDNS� 설정

특징 및 장점

◾ 5G� BSA/SA(n78,� 79)� Cat.16� 고속통신 지원 (DL� 2.5Gbps� /� UL� 600Mbps)

◾ 전원 분리 방지를 위한 Locking� type� adaptor

◾ Linux� (4.4)� /� OpenWrt� 운영체제
� � -� 국가정보원 “낮은 버전의 커널(Linux� 2.x)� 기반한 공공조달 기준”� 상향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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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 �

구 분 사양 구 분 사양

AP IPQ6010� Quad-A53� 1.2GHz Modem Qualcomm� SDX55

Memory DDR3� 256MB� /� Flash� 64MB F/W� OS(Ver) Linux� (4.4)� /� OpenWrt

Wireless 5G� NSA/SA(n78,� n79)/CAT.16 Speed 5G(2.5G/650M),LTE(1G/200M)

Wi-Fi
802.11� b/g/n/ac/ax(6)

(2.4/5GHz)
Antenna 4� External� (5G/LTE)

Interface 10/100/1000M� 1WAN� /� 4LAN Power DC� 12V/3.5A� /� Locking� Type

Size 160*125*27� mm I/O(UART) Power,� Tx/Rx,� GPIO,� GPS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버스 및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

� � -� 버스 및 지하철 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위한 통신장비

◾ 고속열차 및 고속버스 와이파이 시스템

� � -� 고속열차 및 고속버스 승객을 위한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용 통신장비

주요 실적

◾ NIA�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 납품 예정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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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oT제품 설치를 위한 원거리 다중포트 송신기(MPoE)

기업명 � � (주)나르크테크놀로지

주요 기능

◾ 확장성 및 편리성

� � -� LAN선 하나로 다양한 통신제품 및 IoT제품 적용하여 쉽게 설치

� � -� 기존 설치된 선로를 활용하여 IoT제품을 추가 설치

◾ 비용절감
� � -� LAN선 하나로 여러대의 IoT제품을 설치할 수 있어 공사비용 절감(20~50%)

◾ 환경관련
� � -� 기존 PoE시스템 대비 MPoE시스템이 적용되면 어댑터를 줄일 수 있어 환경처리비용을 줄임

� � -� 전선 및 케이블 갯수가 많이 줄어듬에 따라 화재예방 및 깔끔한 통신환경을 구축 할 수 있음

특징 및 장점

◾ NRK-P6405
� � -� 1포트 제품으로 통신속도는 10/100Mbps를 지원하고 최대 32W전송

� � -� 1회선에 다수의 IoT제품 설치하고,� 통신 에러 없이 전원과 통신을 전송

◾ NRK-GP6494�
� � -� 1포트 제품으로 통신속도 10/100/1000Mbps를 지원하고 최대 60W전송

� � -� 1회선에 다수의 IoT제품 설치하고,� 통신 에러 없이 전원과 통신을 전송

◾ NRK-MR100,� NRK-FR500,� NRK-FR501
� � -� 100m이상 통신신호를 전송할 때 100m마다 통신신호를 증폭하여 먼거리를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NRK-MR100은 직 병렬방법으로 설치 NRK-FR501은 각�지점에서 최대�

4대 IoT제품설치하고 NRK-FR500은 각�지점에서 최대 3대 IoT제품 설치 후 다음 지점에서�

IoT제품 3대 설치

� � -� NRK-P6405� 또는 NRK-GP6494서 받은 전원을 바탕으로 별도의 전원공사 없이 전원공급�

및 통신신호 전송 가능

◾ NRK-GE301
� � -� 기존 PoE장비를 호환하고 전원과 통신을 분리시켜 기존에 사용 하던 PoE장비 동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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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NRK-P6405 NRK-GP6494 NRK-MR100 NRK-FR500 NRK-FR501 NRK-GE301

통신속도 10/100Mbps 100/1000Mbps 10/100Mbps 10/100Mbps 10/100Mbps 10/100Mbps

전 원 32W 60W
허용전력

60W

허용전력

60W

허용전력

60W

허용전력

60W

포트 수 2 2 3 5 5 2

전송거리 100m 100m 100m 100m 100m 100m

크기 181x50x36 130x61x27 65x70x31 135x70x29 135x70x29 65x29x25

제품 규격

제품 사진

NRK-P6405 NRK-GP6494 NRK-MR100
NRK-FR500

NRK-FR501
NRK-GE301

활용 분야

◾ 디지털 뉴딜 분야(CCTV,� Wi-Fi,� IoT센서)

� � -�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공와이파이 사업 또는 CCTV설치관련분야

� � -� 교육인프라 및 디지털 사업 –� CCTV� 및 와이파이 설치 또는 IoT제품 설치비용 줄일 수

있는 시스템

◾ 비대면 분야 및 IoT센서 분야

� � -� LAN선 한 회선으로 여러대의 비대면 출입통제시스템 및 IoT센서 설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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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 ADT캡스 20년 6월 제품납품

◾ 조달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선정(혁신장터)�

◾ 조달청 벤처혁신제품 지정(벤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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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pecs

Frequency All� global� bands,� including� KR� 920-923� MHz

Tx� Power 27� dBm� (max)

Rx� Power -142� dBm� (SF12,� 293� bits/sec)

Power 48V� DC� or� PoE

DCPower� Consumption <� 20� W

Operational� Temperature -40°C� to� +60°C

Operational� Humidity 10%� to� 100%� Condensing

Ingress� Protection IP67

5 LoRa� Gateway

기업명 � � (주)윌콘테크놀로지

주요 기능

◾ LoRaWAN� Gateway(KONA� MACRO� GW)
◾ LoRa기반 사설 이동통신 기지국으로서 IoT� 기기의 정보를 수집하여 서버와 연동하는 무선�

게이트웨이.

◾ LoRa� 통신 단말의 제어,� 설정 및 접속 상태 모니터링.

◾ 실외용 IP67� 방수 등급

특징 및 장점

◾ NA915,� EU868,� AS923,� CN470,� KR923등 전세계 ISM� Band� 지원

� � -� 국내 KC인증 완료됨

◾ POE지원
� � -� 48V� 아답터 또는 POE� (802.3af)� 전원 공급

◾ 16� 채널 수신과 2� 채널 송신

◾ Cavity� filter채용으로 주위의 다른 기지국 간섭 최소화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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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144� x� 282� x� 92� mm

Weight 2.6kg

Volume 3.7L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IP67� 규격의 실외 LoRaWAN� Network� 연결

◾ 스마트시티
� � -� 주차 관리,� 각종 미터링,� 방범등/보안등,� 공기질 측정,� 홍수/산사태 모니터링,� 공항 항만

네트워크,� 교량 상태 모니터링,� 시내 청소 관리 등.

◾ 스마트 농업

� � -� 물류 관리,� 토양 상태 모니터링,� 스마트 배수 관리,� 양식장 관리 등.

주요 실적

◾ 교량 상태 관리,� 수위 모니터링,� 미세먼지 (온/습도)측정,� 건설현장 센서 모니터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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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양 전원 기타

LoRa� 게이트웨이

DL� :� LoRa� 920MHz

UL� :� LTE� /� Ethernet

무게 :� 796g

DC12V� 2A
옥외용 함체 별도 제공

옥외용 안테나 별도 제공

이동형 모니터링 장치

DL� :� LoRa� 920MHz

UL� :� LTE

무게 :� 15Kg

리튬배터리 12V

DC� 12V� /� 3A

AC� 220V

가방형 캐리어

LCD�디스플레이

AC/DC� 충전 단자 제공

감지기 충전 포트 제공

6 LoRa� 게이트웨이

기업명 � � (주)한컴유비마이크로

주요 기능

◾ 밀폐공간 작업장 환경 정보 수신 및 서버 전송

� � -� 감지기 및 감지기 리피터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네트워크 서버로 전송

� � -� 이동형 모니터링 장치는 게이트웨이 기능과 네트워크 서버 기능을 모두 가짐

특징 및 장점

◾ 밀폐공간 내/외부 무선 통신 방법(특허 보유)�

� � -� 밀폐공간 내부의 환경 정보를 LoRa� 통신으로 수신하여 서버로 전송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된 산업용 프로토콜(Class� X)� 사용

� � -� LoRa� 무선통신으로 비교적 소비 전력이 적고 10km까지 통신 가능(개활지 기준)

�

◾ 사용 편리성

� � -� 이동형 모니터링 장치는 게이트웨이 기능 및 모니터링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소규모

단위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유용(캐리어 형태)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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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 �

� �

[� 전체 구성도 ]

[� LoRa� 게이트웨이 ]

� � � � � � �

� � � � � � <셋탑박스>� � � � <옥외용 함체>� �

[� 이동형 모니터링 장치 ]

활용 분야

◾ 휘발 및 폭발성 가스를 취급하는 조선해양플랜트,� 석유화학,� 반도체 산업분야

◾ 독성 가스를 취급하거나 발생하는 석유화학공정,� 반도체공정,� 축사,� 하수 처리 분야

◾ 이 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분야(소방본부 등)�

◾ 밀폐 공간 질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선소,� 지하 공동구,� 맨홀작업 등

주요 실적

◾ 조선해양 산업분야 :�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등)� 운용 중 (2020년~)

◾ 석유화학 산업분야 :�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종합화학 운용 중 (2021년~)

◾ 발전소 분야 :�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운용 중 (2020년)

◾ 관공서 분야 :�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운용 예정 (2022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제26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안전인증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 “밀폐공간 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 개선 우수사례 전파”

◾ KC� 인증 및 본질안전방폭 인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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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oryRelay-1020TR

기업명 � � 시스템베이스(주)

주요 기능

◾ LoRa� 무선 원격 릴레이 제어 컨버터

◾ LoRa� 저전력 중장거리 무선통신 지원

◾ AC/DC겸용 릴레이 250VAC/30VDC� [NO시:5,NC:3A]� 2포트 제공

◾ Modbus� Protocol� 사용 가능

◾ ±� 15kV� ESD� 보호 기능 내장

◾ 산업용 동작 온도 -40� ~� 85℃� 지원

◾ 설정용 유틸리티 LoRaConfig,� AT� Command,� Android� App� 제공

◾ USB-C� Type� Serial� Port� 제공(설정용)
◾ LoRaConfig,� Android� App� 릴레이 테스트 유틸리티 제공

◾ LoryNet� 시리즈와 연동하여 독립 네트워크 구축

특징 및 장점

◾ LoryRelay-1020T은 LoRa�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거리에 있는 다양한 환경의 장비들의

전원을 Relay� 포트에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는 Relay� to� LoRa� 컨버터 장비입니다.� 병원,�

공장의 전원 관리,� 빌딩 등의 입/출입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내부 기반 시설과 주차장과

같은 외부 시설의 제어,� 자동화에 활용됩니다.

활용 분야

◾ 병원,� 공장의 전원 관리

◾ 빌딩의 입/출입 시스템제어

◾ 주차장의 차량 출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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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양

무선

프로토콜 LoRa

주파수 대역 917� ~� 923MHz

최대 무선출력 25mW

통달 거리 개활지 Max.� 20km

보안 AES128

릴레이

포트 수 2� Port� Relay

AC/DC NO:� 250VAC� 5A� /30VDC� 5A
NC:� 250VAC� 3A� /30VDC� 3A

소프트웨어
설정 LoRaConfig2

O/S� 지원 Windows� 7� 이상,Windows� Server� 2008� 이상

하드웨어

LED RDY,� RF,� DATA,� IO1,� IO2,� IO3,� IO4(릴레이 NC/NO)

전원 DC� 12V� 1A,� Power� Consumption� 2.5W

크기 83.55� x� 118.9� x33.2� mm

동작온도 -40� ~� 85℃

제품 규격

◾ LoryRelay-1020TR:� Relay� to� LoRa� Converter

제품 사진

� �

주요 실적

◾ 국내 유수의 기업에 다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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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ulti-1/USB� all-ISO

기업명 � � 시스템베이스(주)

주요 기능

◾ USB� 2.0� to� 1포트 RS232/RS422/RS485� 디지털 아이솔레이터 컨버터

◾ 최고 921.6Kbps� 통신 속도 지원

◾ 전원,� Tx,� Rx� 상태 표시 LED

◾ USB� 2.0� (Full� Speed� 12Mbps)� 지원
◾ ±3KV� 디지털 아이솔레이션 내장

◾ EMI� 전자파 방지의 슬루레이트 제한 기능으로 통신 보장

◾ 산업용 동작 온도 -40� ~� 85℃� 지원

◾ Locking� USB� Cable� 적용

특징 및 장점

◾ Multi-1/USB� all-ISO는 USB� 버스를 통해 시리얼 통신 포트를 시스템에 손쉽고 빠르게

장착할 수 있게 해주는 시리얼통신 어댑터입니다.� 또한 USB� Full-Speed와 시리얼 통신

속도 921.6Kbps� 지원 및 ±30KV� 서지 프로텍터,� ±3KV� 아이솔레이션 기능이 장착되어

뛰어난 호환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RS232,� RS422� 또는 RS485� 통신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All� 모델로서 뒷면에 설치된 스위치를 통해 통신 인터페이스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으며,� 통신 선로 상황에 맞게 터미널 저항 ON/OFF� 및 슬루레이트를 설정 할 수

있기에 연구개발,� 사무 자동화,� 공장 자동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됩니다.�

활용 분야

◾ 연구개발,� 사무 자동화,� 공장 자동화 등 안정된 시리얼통신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

주요 실적

◾ 국내 유수의 기업에 다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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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양

USB 사양 USB� Specification� Rev� 2.0,� High-Speed

시리얼

통신 포트 수 1

인터페이스 RS232/� RS422/� RS485

최고 통신 속도 921.6� Kbps

신호선
RS232:� TXD,� RXD,� RTS,� CTS
RS422:� TXD+,� TXD-,� RXD+,� RXD-
RS485:� TRXD+,� TRXD-

보호 기능 ±30KV� 충격 전기신호로부터 자체 보호

흐름 제어 RTS/CTS,� XON/XOFF

통신 신호 충돌 방지 Auto� Toggling

소프트웨어 O/S� 지원
Windows� 7� 이상
Windows� Server� 2008� 이상
리눅스

하드웨어

LED TXD,� RXD,� PWR

크기 34.9� x� 74.04� x� 16.5� mm

동작온도 -40� ~� 85℃

제품 규격

◾ Multi-1/USB� all-ISO:� USB� to� 1port� RS232/RS422/RS485� Digital� Isolation� Converter

제품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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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O-LoRa� Gateway

기업명 � � 하이테크

주요 기능

◾ LoRaWAN� 표준 지원 무선통신

� � -� 10Km� 이상의 장거리 통신 지원

� � -� 900MHz� 대역의 비면허 주파수 대역 사용

◾ 표준 LoRa� 센서기기 연결

� � -� 표준기반의 LoRa� 센서기기 연결

� � -� 10Kbps� 미만의 데이터 통신 환경

◾ 유무선 인터페이스 제공

� � -� WiFi� 및 Ethernet� 연결 인터페이스

특징 및 장점

◾ LoRaWAN� 표준 지원

� � -� LoRaWAN� 표준 지원

� � -� 표준 지원 LoRa� 센서기기 연결 지원

◾ IoT� 무선통신 자가망 구축

� � -� 전용 LoRa� 통신망 구성으로 운용비용 절감

◾ 대규모 확장성 및 안정성 검증

� � -� 강원도 전지역 IoT� 무선통신망 구성

� � -� 1,200여개 LoRa� 센서기기 연결 검증

� � -� 대당 100개 이상의 IoT� 센서기기 통신

◾ 장거리 통신환경 제공

� � -� 10~15Km� 이상의 통신 거리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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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 � � �

구 분 규격 구 분 규격

통신방식
917MHz� ~�

923.5MHz
입력전압 AC� 220V

통신속도 0.3kbps� ~� 50kbps 동작온도 -40°C� ~� 85°C

안테나 Pole� Type 외형크기 206x92x270mm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자가 IoT� 무선통신망 구축

� � -� 건축물/구조물/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무선통신망

� � -� 독거노인 및 상수도검침 분야 무선통신망

� � -� 문화재(석조/목조)� 안전관리 분야 무선통신망

주요 실적

◾ 문화재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 � -� 강원도 46개 국소 문화재 변위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적용(2018년 9월)

� � -� 강원도 25개 국소 문화재 변위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적용(2019년 11월)

� � -� 강원도 13개 국소 문화재 변위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적용(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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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보/보물 IoT기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원주/강릉/홍천(2020년 5~9월)

� � -� 국보/보물 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경남 사천(2021년 1월)

◾ 시설물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 � -� 대전 초고층건물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적용(2019년 7월)

� � -� 강원도 32개 구조물 고장예지 및 건전성 관리시스템(2020년 2월)

� � -� 경남 마산/창원/진해 시설물 5G�디지털 트윈 안전관리(2020년 9월 ~12월)

� � -� 태백산국립공원 낙석모니터링(2020년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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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위 공간 환경 제어기 –� 시스투( )

기업명 � � (주)시스터스

주요 기능

◾ 단위 공간의 환경에 대한 종합적 제어 감시

� � -� 실내 및 외부 환경 센서값 표시,� 실내 환경 목표 설정 제어

� � -� 온도,� 습도,� 미세먼지,� CO,� CO2,� NOX,� SOX,� 조도,� 소음,� 진동 등 환경 감시

◾ 현재 조건에 맞는 최적 제어 방법을 찾아 제어

� � -� 실내 환경의 설정 목표 도달을 위한 자동 제어

� � -� 실외 환경과 에너지 소모량을 판단한 제어 추천

◾ 사용자와 소통하는 입출력 및 IoT� 기능 지원

� � -� 터치 UI에 의한 환경 값 확인 및 제어

� � -� IoT� 단말기 앱으로 제어,� 감시,� 권고 확인

◾ 타시스템과 쉬운 통합 관리 기능

� � -� 건물 자동 제어 표준 BACnet� 지원으로 통합시스템에서 연동 가능

� � -� 외부 시스템 및 다양한 센서,� 장비와 연동을 통한 효율적 단위 공간 환경 관리

특징 및 장점

◾ 에너지 관리를 위한 단위 공간별 제어 시스템 적용 가능

◾ 건물 자동제어 시스템 통합이 용이 (ISO16484-5,� ANSI/ASHRAE135표준 BACnet� 지원)

◾ 건물자동제어 연결 없이 IoT� 기능을 내장하여 실내거주자와 소통

◾ 내장된 지능 제어 기능에 의해 최적 환경 제어

◾ 단위 공간의 종합적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가능

◾ 편리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활용 분야

◾ 빌딩,� 오피스텔,� 학교,� 병원 등 빌딩제어시스템이 있는 상업용 건물

◾ 저비용의 IoT�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기존 건물 실내 환경 제어 대체

◾ 단독형 실내 환경 제어 시스템이 필요한 건물 내 공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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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기능 및 미세먼지 등 실내 공기질 외 조명,� 소음 등 종합적 환경 제어와 에너지

절감이 요구되는 단위 공간 제어

제품 규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무선통신 WiFi,� BLE,� IR 통합 프로토콜 BACnet

유선통신 USB,� RS485,� RS232C IoT� 프로토콜 oneM2M� IN-CSE

사용자 입출력 touch� LCD 입력센서

온도,� 습도,� 미세먼지,� CO,�

CO2,� NOX,� SOX,� 조도,�
소음,� 진동,

입출력방식 GPIO,� 유무선통신 출력제어 ON/OFF,� 릴레이,� 팬속도

크기
W� ×� H� ×� T

(mm)

전체

전면부

후면부

126� ×� 144� ×� 64

126� ×� 144� ×� 23.5

92� ×� 72� ×� 40.5

제품 사진

주요 실적

◾ 출시예정 (2023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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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로라 모듈 -� xDot/mDot

기업명 � � 멀티텍시스템즈

주요 기능

◾ xDot®는 CE� /� FCC� /� RCM� /� GITEKI� 인증을 통하여 안전성 및 성능을 인정 받은 제품

으로 Arm®Mbed™�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며,� 저전력 RF� 모듈로 센서,� 산업 장비 및 원격�

기기에 장거리,� 낮은 비트 전송률의 데이터 전송을 제공합니다.xDot는 LoRaWAN®�

1.0.2와 호환되며 북미에서 서브 GHz� ISM� 대역을 사용하여 최대 10� 마일 /� 15km의

통신거리 및 1� ~� 3� 마일 /� 2km의 건물까지 양방향 데이터 통신을 제공합니다.� 유럽,�

호주 (AU915),� 아시아 태평양 (AS923),� 인도 (IN865)� 및 한국 (KR920)채널 프랜을

지원합니다.� xDots는 인텔리전스,� 복잡성 감소,� 전체 재료 비용 절감을 네트워크 첨단에

제공하는 동시에 배터리 전원으로 몇 년 동안 거의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다양한 전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특징 및 장점

◾ 넓은 커버리지 :� 마일범위

� � -� 건물내 깊은 침투-1� ~� 3� 마일 /� 2km

� � -� 자산을 통합하고 신속하게 설치,� 운용할 수 있는 개발자 친화적

� � -� 저전력,� 배터리 전원으로 수년간 실행 가능

� � -� LoRaWAN인증

� � -� 유니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메시지 지원

� � -� 거의 모든 "사물"을 연결하기 위한 다중 I� /� O� 인터페이스

� � -� 데이터속도 293bps-20Kbps� +� LoRa®

제품 규격

구 분 제품명 주파수 인터페이스

로라모듈 xDot/mDot 868(유럽)/915(한국,아시아,미국) UART,� I2C�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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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 �

� �

활용 분야

◾ 온도,� 습도,� 조도,� 진동,� 압력 등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원거리 기지국(10Km이상)에�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여 저비용으로 서버와의 연동 네트워크 구축

주요 실적

◾ 공장 집진기 센서 데이타 수집 및 환경,�상태 모니터링 적용되어 현재 다수의 업체에 납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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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로라 게이트웨이 -� MTCDT,� IP67

기업명 � � 멀티텍시스템즈

주요 기능

◾ MultiConnect®� Conduit®� IP67과 컨두이트:� 옥외형 LoRa� 기지국 (MTCDTIP� 시리즈)와�

실내형 LoRa� 기지국(MTCDT)� 시리즈는 확장성이 뛰어나고 견고한 IoT� 인증 게이트웨이

솔루션으로 실내외 LoRa®Public� 또는 Private� 네트워크 설치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확장성이 뛰어나고 인증된 Conduit와 IP67� 게이트웨이는 습기,� 먼지,� 바람,� 비,� 눈

및 극심한 열을 포함한 가장 가혹한 환경 요인에 견딜 수 있습니다.

특징 및 장점

◾ 외부 고이득 안테나로 원격 자산에 대한 LoRa� 연결성확보

� � -� LoRa� 네트워크 범위를 대폭 확장합니다.

� � -� 야외 IoT�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고품질의 저비용 솔루션

� � -� 글로벌표준 LoRaWAN� 채널 플랜지원 및 Private� 네트웍 지원.

제품 규격

구 분 제품명 주파수 인터페이스

로라실외형게이트웨이 MTCDTIP 868(유럽)/915(한국,아시아,미국) Ethernet,� USB

로라실내형게이트웨이 MTCDT 868(유럽)/915(한국,아시아,미국) Ethernet,� USB,� 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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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 �

� �

실내형 LoRa� 게이트웨이 MTCDT 실외형 LoRa� 기지국 IP67

활용 분야

◾ 온도,� 습도,� 조도,� 진동,� 압력 등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원거리 기지국(10Km

이상)에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여 저비용으로 서버와의 연동 네트워크 구축

� � -� IP67� 지원하여 옥외에 설치가능하며 눈,� 비로부터 보호

주요 실적

◾ 공장 집진기 센서 데이타 수집 및 환경,� 하천 상태 모니터링 등에 적용되어 현재 다수의

업체에 납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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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모넷 무선 센서,� 게이트웨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iMonnit�

기업명 � � 모넷코리아

주요 기능

◾ 모넷 무선 센서

� � -� 모넷의 무선센서는 압력,� 위치,� 온도,� 진동,� 습도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모넷 솔루션을 통해 장비,� 인프라 및 환경을 모니터링하여 현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사고 예지보전을 지원하며 작업 현장의 인재 사고,�

자산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모넷 게이트웨이 (이더넷,� 셀룰러,� 모드버스)

� � -� 모넷 게이트웨이는 무선센서들이 PC를 사용하지 않고 iMonnit™�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게이트웨이에 전원을 공급하고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개방형 이더넷

네트워크 포트에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온라인 서버와 연결되어 현장에 완벽한�

솔루션 제공이 가능합니다.

◾ iMonnit� 소프트웨어 플랫폼

� � -� iMonnet�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상의 센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해당 센서로부터 알람을 수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iMonnet은

모든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Turnkey� 클라우드 기반�

접근 방식 부터 air� gap� 및 기타 강력한 보안 요구사항을 필요로 하는 on-prem� 옵션에�

이르기까지 iMonnit� IoT�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전 세계 기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및 장점

◾ 상업용 AA�배터리 타입 센서

� � -� 모넷 센서는 배터리 수명 10~12년,� 신호 범위 300m로 전세계의 기존 저전력 장거리

센서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납니다.� 센서 자체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여 게이트웨이와의

통신이 중단될 경우,� 센서 데이터 유실 걱정이 없습니다.

◾ 산업용 타입 센서

� � -� 산업용 센서는 모넷 센서 중 가장 튼튼하고 강력한 유형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외부 환경 요소를 견딜 수 있습니다.� 산업용 센서는 IP65,� NEMA� 4X,� CE� 등급의 방수

방진 케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교체 가능한 3.6V(1800mAH)� AA건전지로 구동됩니다.�

산업용 센서는 하트비트 10분 설정 시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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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통신범위 신호 주파수 배터리 수명

80여종 무선센서 300m� /� 10개의 벽 투과 940,� 900,� 868,� 433�MHz
8-10년

(AA� 배터리 2개)

제품 규격

제품 사진 � �

� �

활용 분야

◾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빌딩,� 스마트 팜,� 스마트 물류,� 건설현장,� 등등

주요 실적

◾ 2019~2022� :� ADT캡스,� SK가스,� 이마트,� 3M,� Veolia,� 삼성
� � � � � � � � � � � � � � � �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유럽 수출

◾ 2022~2023� :� 런던 올림픽 공원 P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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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마트시티 서비스용 초대규모(Massive)� IoT� 네트워크

기업명 � � (주)이엠웨이브

주요 기능

◾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최적화된 대규모 센서 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통신 네트워크 제공

� � -� 서비스 도메인별 우선순위(QoS)� 관리 기능 지원

◾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위한 초대규모(Massive)� IoT� 네트워크 공통 컴포넌트

� � -� 센서단 연동을 위한 Massive� IoT� 모듈/디바이스

� � -� 센서 정보를 서비스 서버로 전달하기 위한 Massive� IoT� RF� 게이트웨이

� � -� 디바이스/RF� 게이트웨이 제어 및 서비스 서버 연동을 위한 네트워크 컨트롤러(제어기)

특징 및 장점

◾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초대규모(Massive)� IoT� 네트워크 표준 준수

◾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Edge� 게이트웨이 연동 지원

◾ LoRaWAN� 1.0.3� 규격 호환

◾ 자가망 기반 우선순위(QOS)� 관리 저전력광역통신 네트워크 솔루션 제공

◾ 소규모 센서 환경에서 제어 기능 내장 RF� 게이트웨이 제공 가능

제품 규격

구 분 디바이스 RF� 게이트웨이 제어기

적용칩셋 STM32L162 STM32F407

Intel� Xeon� Processor�

SILVER� 4214(12core,�

2.2GHz)

- 우선순위 관리

- 자원할당 관리

- Edge� 게이트웨이 연동

RF� 칩셋 Semtech� SX1276 Semtech� SX1276

주파수 920.9� ~� 923.3MHz 920.9� ~� 923.3MHz

입력전원 +5VDC� ~� +12VDC +5VDC� ~� +12VDC

크기 93⨉58⨉17mm 132⨉96⨉2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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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 대응 서비스

◾ 미세먼지 감시 등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 가로등·보안등 디밍 등 스마트가로등 서비스

◾ 전력·상수도·가스 원격 검침 서비스

◾ 작물 생육환경 관리 등 스마트팜 서비스

주요 실적

◾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변 미세먼지 감시 및 보안등 디밍 제어 서비스를

위한 초대규모(Massive)� 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2020.10)

◾ 대구시 인동촌 폭염저감 및 수재해 예방 서비스를 위한 초대규모(Massive)� 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2021.11)

◾ 국토교통부 기술사업화지원사업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비면허대역 초대규모(Massive)�

IoT�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 과제 수주(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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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케어비전

기업명 � � (주)하이디어솔루션즈

주요 기능

◾ 센서 데이터 수집 기능

� � � � -� ZigBee,� Wi-Fi,� Bluetooth� 등 센서로부터 데이터 수집 기능

� � � � -� 센서간 게이트웨이간 형상 정보 설정 기능

◾ 데이터 전송 기능

� � � � -�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버로 전송

� � � � -� 전송 데이터 재전송 및 일괄 전송 기능 /� 데이터 보관 기능 및 복구 기능

◾ 콘텐츠 제공 기능

� � � � -� 대상자를 위한 음악,� 동영상 등 콘텐츠 제공

� � � � -� 인지재활,� 생활유용정보 등 대상자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제공

특징 및 장점

◾ 안정성 있는 운용 및 성능 보장

� � � � -� 다수의 활동량 감지기를 통한 사용자의 활동 상태 분석 등 3세대 텔레케어 서비스 제공의 확장성

� � � � -� 초고속 원격 업데이트를 위한 기능 개선 및 변경에 대한 신속 대응

◾ 서비스 확장성 보장

� � � � -� 태블릿 기반의 폼펙터를 활용하여 헬스케어,� 재택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로의 확장성

보장

� � � �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레이더 센서를 활용한 대상자의 활동,� 호흡,� 심박 모니터링 및 대

상자별 멀티 트랙킹을 통한 댁내 상황 인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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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 �

구 분 내용

구성 Base,� Tablet,� 어댑터

Tablet 8.0inch

설치 탁상 거치

크기 및 무게 260mm� x� 195mm� x� 165mm� /� 2Kg

사용 전원 DC� 5V(낙뢰방지 기능 포함 ),� 3,150mAh

사용 환경 온도 :� -10� ℃� ~� 50� ℃,� 습도 :� 0%� ~� 80%

센서 온습도 ,� 조도 ,� 레이더(내장 또는 외장 )

WAN
Single� –Band� 210MHz� UMTS(수신 2110~2170MHz,� 송신

1920~1980MHz)

Network IEEE� 802.15.4� ZigBee� 2.4GHz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활용분야
� � � �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케어 서비스용 게이트웨이

주요 실적

◾ 주요실적
� � � � -�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납품(2020년~2021년)(100,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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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프린터

1 ANYTRON� BT-100

기업명 � �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요 기능

◾ RFID(UHF)� 태그 인코딩

� � -� UHF대역의 고속 RFID� 태그 인코딩

� � -� 에러태그 에러표시 기능

� � -� LCD를 통한 태그 데이터 읽기 기능

◾ 라벨 인쇄

� � -� 300DPI� 고해상도 라벨 인쇄

� � -� 열전사 인쇄 /� 감열 인쇄 지원

특징 및 장점

◾ 최고의 사용자 편의성

� � -� 3.2인치 컬러 터치스크린 LCD� 적용

� � -� 원터치 Easy� Calibration� 기능 적용

◾ 강력한 태그발급 성능

� � -� 초당 최대 2매까지 고속의 연속 태그발행

� � -� 300dpi� 고해상도 고품질 라벨 인쇄

� � -� 새로운 RFID� 인코딩 알고리즘 적용으로 안정성과 성능 극대화

◾ RFID� 표준 및 공공부문 태그발행기 표준 준수

� � -� ISO/IEC� 18000-6C� /� EPC� Class� 1� Gen-2� 지원

� � -� 국가기관 물품관리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 K-에듀파인 물품관리 표준발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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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구 분

주파수 대역 UHF� (917.3~920.3� MHz)

RFID� 프로토콜 ISO/IEC� 18000-63� /� EPC� Class� 1� Gen-2

태그 발행 속도 100매/분 이상

인쇄 해상도 300� dpi

인쇄 너비 최대 104mm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자산관리
� � -�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한 유형자산에 RFID� 프린터에 의해 발급된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유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 상품 입출고관리 및 재고관리

� � -� 개별 제품 또는 상품의 입출고 관리에 필요한 RFID라벨태그 발급용으로 활용

� � � � ·� 라벨 표면에 필요에 따라 바코드 일련번호 등의 가변데이터 함께 인쇄

� � � � ·� 태그Chip에 고유한 태그번호를 기록하여 상품 고유코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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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환자관리 및 수진자관리

� � -� 손목밴드 형태의 RFID태그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인쇄하여 환자 및 보호자,� 수진자의

출입 및 검진,� 환자관리 업무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

주요 실적

◾ 국가기관 RFID� 물품관리시스템 활용기관 다수 납품

� �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 � -� 국립대학 및 국립학교

◾ 지방자치단체 RFID� 행정자산관리시스템 활용기관 다수 납품

� � -� 전국 지역별 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 교육청 산하 K-에듀파인 활용기관 및 국공립학교

◾ 대기업 /� 대형병원 /� 물류창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폭 넓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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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YTRON� BT-100

기업명 � �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요 기능

◾ RFID(UHF)� 태그 인코딩

� � -� UHF대역의 고속 RFID� 태그 인코딩

� � -� 에러태그 에러표시 기능

� � -� LCD를 통한 태그 데이터 읽기 기능

◾ 라벨 인쇄

� � -� 300DPI� 고해상도 라벨 인쇄

� � -� 열전사 인쇄 /� 감열 인쇄 지원

특징 및 장점

◾ 최고의 사용자 편의성

� � -� 컬러 TFT� LCD� 적용으로 직관적으로 편리한 장비 설정

� � -� 원터치 Easy� Calibration� 기능으로 간편한 라벨 세팅

◾ 강력한 태그발급 성능

� � -� 분당 최대 100매의 태그발급 속도

� � -� 300dpi� 고해상도 고품질 라벨 인쇄

� � -� 라벨태그 및 특수태그 발행 지원

◾ RFID� 표준 및 공공부문 태그발행기 표준 준수

� � -� ISO/IEC� 18000-6C� /� EPC� Class� 1� Gen-2� 지원

� � -� 국가기관 물품관리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 K-에듀파인 물품관리 표준발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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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구 분

주파수 대역 UHF� (917.3~920.3� MHz)

RFID� 프로토콜 ISO/IEC� 18000-63� /� EPC� Class� 1� Gen-2

태그 발행 속도 최대 100매/분

인쇄 해상도 300� dpi

인쇄 너비 최대 104mm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자산관리
� � -�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한 유형자산에 RFID� 프린터에 의해 발급된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유형을 체계적으로 관리

◾ 상품 입출고관리 /� 재고관리

� � -� 개별 제품 또는 상품의 입출고 관리에 필요한 RFID라벨태그 발급용으로 활용

� � � � ·� 라벨 표면에 필요에 따라 바코드 일련번호 등의 가변데이터 함께 인쇄

� � � � ·� 태그Chip에 고유한 태그번호를 자동으로 기록하여 제품코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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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기록물관리

� � -� 기록물 철 및 보존상자에 부착할 라벨형 기록물 태그의 발급

주요 실적

◾ 지방자치단체 RFID� 행정자산관리시스템 활용기관

� � -� 전국 지역별 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 교육청 산하 K-에듀파인 활용기관 및 국공립학교

◾ 각급 기관의 RFID� 기록물관리시스템 :� 대검찰청 및 전국 지방검찰청

◾ 대기업 및 병원 등의 RFID자산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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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1 ACR1252U�WalletMate

기업명 � � (주)에스씨포인트

주요 기능

◾ ACR1252U WalletMate 제품은 Apple VAS와 Google SmartTap 인증을 받아 iOS 및 

      Android 플랫폼 모두 지원합니다.

   ◾ 아이폰/애플워치 혹은 구글의 스마트 지갑을 이용하여 앱카드, 맴버십, 증명서 등 

      다양한 NFC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및 장점

◾ 스마트폰 Pay 결제 및 응용 개발 가능

 - Apple Pay, Google SmartTap, 기타 Smart Wallet APP

 - 응용개발 : 무인 키오스크, 결제 단말기

◾ 지원 가능한 카드

   - Mifare® card (Classics, DESFire, UltraLight, UltraLight C, Plus SL1, Plus SL3)

   - ISO14443 A&B 타입 카드

   - ISO/IEC 18092(NFC)카드 등

   - Felica 카드

활용 분야

◾ Apple� Pay,� Google� Pay� 활용 가능한 모든 솔루션

� -� Smart� Wallet� Pay� 결제 시스템

� -� NFC� 스마트폰 또는 장비와의 P2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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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인터페이스 USB� Full� Speed(12Mbps,� Plug&Play)

주파수대역 13.56MHz

동작범위 70mm�이내(태그 안테나 사이즈 및 성능에 비례)

RF카드 읽기/쓰기 속도 212kbps,� 424kbps

지원 프로토콜 T=CL� 프로토콜,� Mifare� 프로토콜,� � Felica� 프로토콜

호환 규격

Certifications:AppleVAS,GoogleSmartTap,NFCForumCertificationMark,
IEC/EN62368,CE,FCC,UKCA,J-LIS,VCCI,TELEC,KC,BIS,RoHS,REACH,
WEEE
Compliances:USBCCID,PC/SC

지원 O/S Windows,� Linux,� MACOS,� Android

SAM슬롯 PCB내에 1개 SAM슬롯 기본 탑재
(ISO� 7816,� T=0/t=1� 프로토콜 지원)

전원 공급 DC� 5V� (USB)

제품 사이즈 및 중량 65mm� x� 98mm� x� 12.8mm,� 79g

제품보증기간 2년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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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D.ROBOT

기업명 � � (주)유타렉스

주요 기능

◾ 바코드 /� 900Mhz� RFID� 태그 인식 지원

� � -� 오픈 필드 내 바코드 와 900Mhz� RFID� 태그 동시 지원 가능 (통합형)

� � � �

◾ USB� (유선)� /� Bluetooth� (무선)� 통신 가능

� � -� 유 /� 무선 통합으로 사용자 선택에 의한 설치 가능

� � � �

◾ 고정 /� 이동형 디자인 체택

� � -� 다양한 설치 용이성을 위한 고정형 /� 이동형 변동이 가능한 기구 디자인

특징 및 장점

◾ 바코드 와 RFID� 통합 일체형 리더기

� � -� 바코드와 RFID� 일체형 리더로 다양한 정보전달 및 제품 사용 가능

◾ 설치환경에 맞는 유/무선 통합 시스템 가능

� � -� 유/무선 통합 통신이 가능하며,� HID� 및 SPP� 설정 변경으로 시스템 구성 가능

� � � �

◾ 다양한 설치 용이성으로 인한 솔루션 구축 가능

� � -� 고정 및 이동형 설치가 가능하여 다양한 솔루션 구현 가능

� � � �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규격 확인

� � -� 마약취급보고용 적정 리더기 진행 및 규격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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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Barcode

Windows� 35� x� 15mm

1D,� 2D,� QR

Viewing� Angle� :� 좌우 ±� 72°,� 상하 ±� 82°

Operation� Frequency 917� ~� 923Mhz� (*Available� World� Wide*)

RF� AIr� Protocol EPC� Class1� Gen2� /� ISO� 18000-6C

Tag� Reading� Distance 1.5� ~� 2M� (Based� on� Alien� G-Tag)

통신 인터페이스
USB� :� HID� or� USB� Serial

Bluetooth� :� HID� ot� SPP� profile� Suppor

전원 공급 USB� Charge� (Micro� USB� Connector)

배터리 사양 3.7V� 3,500mAh,� 18650� Li-ion� Battery

제품 규격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물류관리 및 이력 관리 스템

� � -� 유통 /� 운수 /� 수송 /� 제조 및 이력 내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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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생산 및 공정 관리 시스템

� � -� 제품 생산에 따른 공정 관리 및 재고 이력,� 생산 이력 관리

◾ 자산 관리 및 태그 관리 시스템

� � -� 생산 공정 자동화로 자산 관리 및 태그로 인한 물건 관리

주요 실적

◾ K제약社 공정 관리 휴대용 리더기 장비 납품

◾ D제약社 공정 관리 휴대용 리더기 장비 납품

◾ K대학병원 마약 관리 리더기 장비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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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용

프로토콜 ISO� 18000-6� Type-C,� EPC� Class� 1� Gen.2

주파수

KC(917.3MHz~920.3MHz)

FCC(902.75MHz� ~� 927.25MHz)

SRRC(921.375MHz� � � ~924.375MHz)

CE(865.7MHz� ~� 867.5MHz)

RF� Output� Power MAX� 30dBm

통신 RS232� Ethernet� Interface

안테나포트 4PORT

3 NL-RF2200� UHF� Fixed� RFID� Reader

기업명 � � (주)네스랩

주요 기능

� � � �◾ RFID� UHF(900MHz)� TAG� 인식 후 태그 정보 전달 장비

� � � �◾ 향상된 멀티 리딩 성능

� � � �◾ 다중 리더 모니터링 기능

� � � �◾ 리더검색 및 DHCP� 지원 기능

� � � �◾ Server� 모드,� Client� 모드 운영방식 지원

� � � �◾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고성능/고수명 전용아답터 제공� �

특징 및 장점

◾ 뛰어난 멀티 리딩 성능의 Impinj사의 R2000

◾ 안티 콜리전 알고리즘 적용을 통한 충돌 방지 기능

◾ 4개의 안테나포트 및 4개의 I/O포트 제공

◾ 한국(KC),� 미국(FCC),� 중국(SRRC),� 유럽(CE)� 인증 획득

◾ 고객사의 특성에 맞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및 다양한 운영모드 제공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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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크기 및 무게 107� mm� x� 98mm� x� 35,5mm� /� 440� g

기본 구성품 리더기,� 아답터,� 랜케이블

옵션 구성품 안테나,� 안테나케이블,� NL-GP400� GPIO� 컨트롤러

소비전력 MAX� 5V� DC� /� 2A� 이하

제품 사진

� �

활용 분야

◾ 물류 관리 및 자재 관리

◾ 제품 생산 및 공정관리

◾ 자동화 공정 및 무인점포

◾ 입,� 출입 관리

주요 실적

◾ 금호타이어 타이어 생산공정 및 물류 관리 국내 및 해외공장.� (2012년 8월 ~� 현재 한국

및 해외 공장)

◾ S디스플레이 LCD� 특수용기 관리 적용(201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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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안심 등.하원 관리 시범사업(2014년 1월)

◾ S디스플레이 중국 공장 공정관리 (2015년 8월)

◾ L에너지솔루션 전지공장 물류 국내 (2016년 1월 ~� 2020년 3월)

◾ L전자 물류관리 (2016년 12월)

◾ S� 보안업체 입,출입 관리 (2017년7월~현재)

◾ H자동차 연구소 자동차검사 게이트 (2018년 9월)

◾ 더블스타 중국 신규공장 생산공정관리 (2019년 9월)

◾ S전자 러시아 공장 공정관리 적용 (2020년 4월)

◾ L에너지솔루션 해외 전지공장 물류 유럽 및 중국 공장 (2020년 1월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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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용

프로토콜 ISO� 18000-6� Type-C,� EPC� Class� 1� Gen.2

주파수 KC(920.9MHz~923.3MHz)

인식거리 50cm이하

통신 USB

제품크기 및 무게 53mm� x� 85mm� x� 19mm� /� 121g

입력전압 500mA� /� DC� 5V� (USB)

4 NL-RF300� USB� Type� RFID� Reader

기업명 � � (주)네스랩

주요 기능

◾ UHF(900MHz)� USB� 포트연결용 리더

◾ USB타입으로 근거리 인식 및 간편한 TAG� Read/Write� 기능

◾ AUTO�WRITING� 기능

특징 및 장점

◾ USB� 타입으로 간편한 설치가능

◾ 소량 다품종 제품 관리를 위한 근거리 인식 및 TAG� 정보입력용

◾ 안테나 일체형

◾ USB� 전원으로 동작하는 저전력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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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 �

활용 분야

◾ 소량 다품종 자재 관리

◾ 초근거리 인식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

◾ 입,� 출입 관리

주요 실적

◾ 금호타이어 생산공정 및 물류 관리 국내 및 해외공장 (2012년8월~현재)

◾ L전자 물류관리 (2016년 12월)

◾ S보안업체 입,� 출입 관리 (2017년7월~현재)

◾ 인천공항공사 수화물 태그 관리 (2019년 9월 ~� 현재)

◾ S산업 태그 관리 용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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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용

프로토콜 ISO� 18000-6� Type-C,� EPC� Class� 1� Gen.2

주파수 KC� :� 917MHz~920MHz� (FCC,� CE,� SRRC,� TELEC� 등 지원)

RF� Output� Power RF� Output� Power� :� 30dBm

통신 UART/� USB

안테나포트 1PORT� (IPX� TYPE)

제품크기 및 무게 42mm� x� 42mm� x� 7.6mm� /� 23� g

소비전력 Average� active� Current� <� 1.3A� @� 4.0V

5 NL-RM2000� UHF� Module� Type� RFID� Reader

기업명 � � (주)네스랩

주요 기능

� � � �◾ RFID� UHF(900MHz)� TAG� 인식 후 태그 정보 전달

특징 및 장점

◾ 뛰어난 멀티 리딩 성능의 Impinj사의 R2000� 탑재

◾ 모듈 단위 :� 한국(KC)� 인증

◾ 단말기탑재 단위 :� 유럽(CE),� 중국(SRRC),� 일본(TELEC)인증 완료

◾ 고객의 특성에 맞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및 다양한 운영모드 제공

� � � (최대 3개의 I/O포트 제공)

◾ 안티 콜리전 알고리즘 적용을 통한 충돌 방지 기능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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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 �

활용 분야

◾ RFID� UHF� 단말기 개발 및 제작

� � -� Handheld� Type,� Dongle� Type,� Fixed_� Reader,� 기타.� � �

주요 실적

◾ 하나마이크론 브라질 소 이력 관리용 단말기적용 (2010년)

◾ 보나뱅크 주류관리용 단말기적용 (2010년 ~� 2015년)

◾ M사 RFID� 건 단말기 적용 (2013년 ~� 현재)

◾ N사 의류관리 단말기 적용 (2016년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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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FID� Reader

기업명 � � ㈜엔이아이디

주요 기능

◾ 900MHz� RFID
� � -� WIN� CE기반 PDA내장

� � -� 지향성 Ceramic� Antenna

� � -� Distance� :� 2.5M

� � -� Output� Power� :� 30dBm

� � -� Supply� Voltage� :� 3.7V� Li-Poly� Battery� 내장

� � -� Dimension� :� 250mm� x� 80mm� x� 100mm

� � -� Interface� :� WLAN

◾ 13.56MHz� RFID
� � -� 지원 Protocol� :� ISO� 15693� /� 14443� Type� A

� � -� Power� :� DC� 12V

� � -� Data� Memory� :� 사용자 카드 4,608건,�변경카드 1,024건,� 거래 4,096건

� � -� Display(LED)� :� 전원(blue),� 정상(white),� 에러(red)

� � -� Baud� Rate� :� 9,600� to� 115,200� bps

� � -� Interface� :� RS-232,� RS-485,� TCP/IP

� � -� Operating� /Envi� :� -10℃� ~� 50℃� /� 15%� ~� 90%

� � -� Dimensions� :� 128� x� 194� x� 30� mm(Reader),� 71� x� 57(Ant.)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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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물류 유통관리

◾ 자재관리
◾ 공정관리
◾ 생산공정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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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S100

기업명 � � (주)에스씨포인트

주요 기능

◾ TS100� 리더기는 900MHz� 기반 등록용 리더기입니다.�

� � �이 제품은 USB� 인터페이스 외에 Wi-Fi� 및 블루투스 무선통신이 지원 됩니다.

◾ 일반적인 Read/Write� 외 태그 칩(Chip)분석이 가능하며 키보드에뮬레이션 모드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바코드 리더기와 직접 연결하여 바코드 데이터를 EPC� 데이터로 변환 인코딩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폰과 연동 가능하며 다양한 환경과 솔루션에서 운용 가능합니다.

특징 및 장점

◾ 지원 가능 카드

� � -� ISO� 18000-6C� EPC� Global� Class1� Gen2,� 900MHz

◾ 다양한 인터페이스 및 연결 지원

� � -� USB,� Wi-Fi,� Bluetooth

� � -� Android� apk

� � -� 바코드 스캐너 연결

활용 분야

◾ 기록물 추적 관리 시스템

 - 재고관리 시스템

 - RFID 프로그래밍 시스템

 - 장서(도서)관리 시스템

 - 태그 검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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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동작주파수 대역 860~960MHz�

프로토콜 EPC� global� Class1� Gen2� (ISO18000-6C)

통신 인터페이스
Wire� :� USB� HID� keyboard� emulation

Wireless� :� 1)2.4GHzWIFI,802.11b/g/n� � � 2)BLE� (Optional)

인식거리 최대 30cm� (태그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상이)
2m� (optional)

동작확인 LED,� 부저

RF� Power 최대 20dBm

사이즈 /� 중량 180� x� 155� x� 9.5mm� /� 396g�

운용 온도 -10℃� ~� 60℃

전원 공급 방식 � USB� 5V� DC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삼성전자 UHF태그 검수용

◾ ○○제강 안티메탈태그 등록&발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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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파수 사이즈 주요규격

안테나

700/800/900/18

00/1900/2700/3

600� MHz

225x23
Gain� 3� dbi,� N� Male�

connector

기타

1 게이트웨이 통신용 안테나

기업명 � � (주)위니젠

주요 기능

◾ LTE,� 5G,� LTE� Cat.M1,� NB� IoT,� LoRa,� 재난망 등 다중 주파수 대역 지원

� � � -� 700/800/900/1800/1900/2700/3600� MHz

� � � -� SKT,� LGU+,� KT� 지원

◾ Gain� 3dBi
◾ VSWR� 1.9:1
◾ N� type� Male� 커넥터

특징 및 장점

◾ 소형 사이즈 대비 우수한 성능

� � � -� 225x23� mm

� � � -� Gain� 3� dbi� (Max)

◾ 가혹한 해양 환경과 자외선에 강한 내구성

◾ 높은 방수 등급 및 내식성(IP68)

◾ 국내 개발,� 국내 생산으로 신뢰성 확보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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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IoT� 기기의 통신용

� � � -� 수도 검침,� 가스 검침,� 태양광 제어,� 원격 모니터링,� 온습도 관리 등

◾ 게이트웨이 등의 통신용

� � � -� 높은 신뢰성 및 넓은 커버리지 제공

◾ 선박,� 자동차,� 열차 등의 통신용

주요 실적

◾ 선박 재난망 통신용 공급 (해수부)� (2021)

◾ LoRA� Gateway용 공급 (2018� ~� 2022� 현재)

◾ 열차,� 차량 등 LTE� 및 IoT� 통신용 공급 (2017~202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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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이트웨이 통신용 안테나

기업명 � � (주)위니젠

주요 기능

◾ LTE,� 5G,� LTE� Cat.M1,� NB� IoT,� LoRa,� 재난망 등 다중 주파수 대역 지원

� � � -� 700/800/900/1800/1900/2700/3600� MHz

� � � -� SKT,� LGU+,� KT� 지원

◾ Gain� 5dBi
◾ VSWR� 1.5:1
◾ N� type� Male� 커넥터

특징 및 장점

◾ 경량 사이즈와 슬림한 디자인

� � � -� 520x20� mm

◾ 우수한 성능

� � � -� Gain� 5dbi� (Max)

◾ 설치가 용이

� � � -� 장비에 직접 연결 가능

� � � -� 파이프 및 벽면 설치도 가능

◾ 가혹한 환경과 자외선에 강한 내구성

◾ 높은 방수 등급 및 내식성(IP68)

◾ 국내 개발,� 국내 생산으로 높은 신뢰성

활용 분야

◾ 게이트웨이 등의 통신용

� � � -� 높은 신뢰성 및 사설망에서도 넓은 커버리지 제공

◾ 가혹한 환경의 해양 선박,� 산악 등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의 통신용

◾ 각종 IoT� 기기의 통신용

� � � -� 각종 검침,� 에너지 모니터링,� 원격 제어,위치 관제 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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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파수 사이즈 주요규격

안테나

700/800/900/18

00/1900/2700/3

600� MHz

520x20
Gain� 5dbi,� N� Male�

connector

제품 규격

제품 사진

주요 실적

◾ 대양 선박의 Gateway용 공급 (2017~2022� 현재)

◾ 사설망LoRA� Gateway용 공급 (2018� ~� 2022� 현재)

◾ 기타 IoT� 기기의 통신용 공급 (2017~202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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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격제어 단말기용 안테나

기업명 � � (주)텔레스타

주요 기능

◾ LTE,� 5G,� LTE� Cat.M1,� NB� IoT,� LoRa� 등 다중 주파수 대역 지원

� � -� 700/800/900/1800/1900/2700/3600� MHz

� � � � ·� SKT,� LGU+,� KT� 지원

◾ Gain� 2~3dBi� � � �

◾ VSWR� 2.5:1

◾ SMA�Male� 커넥터

특징 및 장점

◾ 슬림한 사이즈 및 우수한 성능

� � -� 160x11� mm

� � -� Gain� 3dbi� (Max)

◾ 표준 커넥터 적용으로 우수한 호환성

� � -� SMA� Male

◾ 관절 구조로 설치 환경에 따라 조절 가능

◾ 단말 세트와 연동 시험 지원

활용 분야

◾ IoT� 단말 및 게이트웨이

� � -� 수도 검침,� 가스 검침,� 태양광 제어,� 원격 모니터링,� 온습도 관리 등

� � -� 높은 신뢰성 및 넓은 커버리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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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파수 사이즈 주요규격

안테나
LTE� CAT� M1,�

NB� IoT
160x11

Gain� 3dbi,� SMA� 커넥터,�

관절형

안테나 LoRa 160x11
Gain� 3� dbi,� SMA� 커넥터,�

관절형

제품 규격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태양광 발전 제어용 공급 (2017~2022현재)

◾ 가스 검침용 기기에 공급 (2018,� 2019)

◾ SK� LoRa� 단말 기기에 공급 (2017~2022� 현재)

◾ 각종 원격 모니터링 단말,� 게이트웨이 기기 등에 공급 중 (2017~202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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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격검침 단말기용 안테나

기업명 � � (주)텔레스타

주요 기능

◾ LTE,� 5G,� LTE� Cat.M1,� NB� IoT,� LoRa� 등 다중 주파수 대역 지원

� � -� 700/800/900/1800/1900/2700/3600� MHz

� � � � ·� SKT,� LGU+,� KT� 지원

◾ Gain� 2~3dBi� � �
◾ VSWR� 2.0:1
◾ SMA�Male� 커넥터

특징 및 장점

◾ 미려하고 간결한 디자인

� � -� 105x11mm

� � -� 색상 선택 가능

◾ 안정된 성능

� � -� Gain� 3dbi� (Max)

◾ 설치가 용이하고 우수한 호환성

� � -� SMA� Male

◾ 관절 구조로 각도 조절 가능

활용 분야

◾ IoT� 단말 기기

� � -� 각종 검침,� 모니터링,� 매니지먼트 등

� � -� 소형의 제품 사이즈가 요구되는 환경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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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파수 사이즈 주요규격

안테나
LTE� CAT� M1,� NB� IoT,�

LoRA,� 5G
105x11

Gain� 3� dbi,� SMA�

커넥터,� 관절형

제품 규격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스마트팜 등 원격 제어 단말용 공급 (2019~2021)

◾ 온습도관리용 기기에 공급 (2018,� 2019)

◾ 각종 원격 모니터링 단말,� 게이트웨이 기기 등에 공급 중 (2017~2022현재)



AI� 소프트웨어





- 377 -

시스템 S/W

1 AI� IP� &� SW

기업명 � � (주)네오와인

주요 기능

◾ 인공지능 반도체를 위한 AI� IP�

� � -� 고속 병렬 연산 처리를 위한 NPU� IP�

� � � � ·� MAC� Array� 구조의 병렬 동시 연산 처리 가능

� � � � ·� Activation,� Pooling,� Transpose,� Normalization� 기능 제공

◾ 인공지능 반도체 운용을 위한 SW�

� � -� ONNX� 기반으로 SW�개발

� � � � ·� 파이토치,� 텐서플로,� 카페 등 다양한 프레임 워크 지원

� � � � ·� AI� 모델 양자화 등을 통한 최적화

특징 및 장점

◾ IoT용으로 최적화된 AI� 반도체 IP�

� � -� AI� 반도체를 처음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구현 용이

� � � � ·� NPU� (1024� Core)� 동시 연산 처리 가능

� � � � ·� Activation,� Pooling,� Transpose,� Normalization� 기능 제공

◾ 인공지능 응용 개발 용이

� � -� ONNX� 기반 SW� 개발로 파이토치,� 텐서플로,� 카페 등 다양한 프레임 워크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의 적용이 가능함

◾ FPGA� 형태로 IoT� 엣지용 서버에 적용 가능

� � -� IoT� 영상기반 서비스의 객체 인식 (YOLO,� 모바일넷 등)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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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양 비고

HW
IP

NPU,� Transpose,� Pooling,� Activation,� QLinearAdd,�

Normalization� IP� 제공

FPGA Versal� 보드에 모듈 설계 IP� 탑재

SW ONNX� 기반 SW
AI� 반도체 또는 FPGA(versal)� 탑재된 모듈 구동 및 활용을�

위한 SW�제공

제품 규격

� � � �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IoT용 AI� 반도체 개발 분야

� � -� IoT용 AI� 반도체를 처음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IP� &� SW�제공으로 AI�반도체 구현에 활용

◾ IoT� 엣지용 서버에 활용

� � -� CCTV� 환경감시(산불감시,� 객체 인식 등)� AI� 응용 활용분야 FPGA� 형태로 서버에 활용

주요 실적

◾ AI� IP� &� SW� :� 2023년 1분기 출시 예정/FPGA� 형태의 서비스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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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antPro®� Suite

기업명 � � (주)인텔리코드

주요 기능

◾ Log2Vec
� � -� 다양한 원천시스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싱하는 ETL� 솔루션

� � � � ·� 초경량 Agent� 및 Agentless� 방식 지원

� � � � ·�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 지원(Plug-In� 방식)

◾ QuantPro� ADS
� � -� 시나리오 및 머신러닝기반의 이상징후 탐지 솔루션

� � � � ·� 비즈니스 환경,� 시스템 로그,� 업무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네트워크/컨텐츠 등의�

이상 징후 탐지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적용성을 검토하여 서비스에 적용

◾ QuantProDataLab
� � -�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각화 도구 및GUI� 기반의 ML/DL� 워크플로우 솔루션

� � � � ·� 수집 데이터에 대한 조회 및 기초 통계분석 시각화 제공

� � � � ·� GUI를 통한 데이터 지정 및 알고리즘 선택,� 모델 학습 및 평가를 지원

◾ QuantPro� VM
� � -�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반의 다양한 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

� � � � ·� Jupyter-Notebook,� R-Studio� 등 Docker� Container� 기반의 분석 환경 제공

� � � � ·� H/W� 리소스(CPU,� GPU,� Memory,� Disk)� 모니터링 및 공유

� � � � ·� 기업 내부 데이터 연계를 통해 분석가의 데이터 분석 환경에 데이터,� 라이브러리,

알고리즘 등 제공

특징 및 장점

◾ Log2Vec
� � -� 고객사 시스템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 -� TCP,� UDP,� SYSLOG,� (S)FTP,� JDBC� 등 다양한 통신방법 지원

� � -� File,� RDBMS,� NoSQL,� 기타 사용자 지정 포맷 등 정형/비정형 데이터 수집 가능

� � -� Agent는 다양한 운영체제(윈도우/리눅스/유닉스)� 지원

� � -� 고객사 업무 환경을 고려한 수집 주기 및 시간대 설정 기능 제공

� � -� 람다 아키텍처를 위한 kafka�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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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데이터 유실 방지

� � -� 다양한 Input/Filter/Output� Plugin을 제공하는 경량 모듈 활용

◾ QuantPro� ADS
� � -� 4W1H(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기반으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

� � -� 이상행위로 탐지된 결과는 대응 프로세스에 따라 소명처리(자동),� 소명처리(수동),� 일반

대응,� 모니터링으로 구분되어 대응하도록 업무 시스템과 연계

◾ QuantProDataLab
� � -� 수집된 원천로그에 대한 검색 및 통계정보를 확인

� � -� 상세 분석 연계,� 결과 내 재검색을 통한 Drill-down�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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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용자가 자유롭게 쿼리(APL)를 입력하여 데이터를 조회

� � -� 다양한 시각화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

� � -� 데이터 분석을 위한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및 각�알고리즘의 결과 분석 GUI� 제공

◾ QuantPro� VM
� � -� 구축된 데이터 저장소의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가에 제공

� � -� Jupyter-Notebook,� R-Studio� 등 다양한 분석환경을 제공

� � -� 데이터 분석 결과의 서비스 배포(시각화,� AI� 모델 등)를 지원

� � -� 사용자/관리자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 시스템 관리를 처리

� � -� 데이터 분석가를 위한 학습 Worker는 CPU/GPU/Memory/Disk� 관리 기능을 제공

� � -� 운영 Worker는 분석된 결과(AI� 모델 등)를 레거시 시스템에 제공하는 기능

� � -� 사용자 편의성 및 시스템 관리 효율성을 지원하는 관리 및 모니터링 지원

� � -� 소스 형상관리(Git)� 및 Docker� Image�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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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폐쇄망을 고려한 Library� Repository� 지원

제품 규격

� � � �

구 분

QuantPro®� Log2Vec License 기본3대 구성
수집 시스템 종류 및 수량에 따라 고객

사 커스터마이징 필요

QuantPro®�ADS License 기본4대 구성
업무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나리오� 구성�

및 업무 시스템 연계 컨설팅�필요

QuantPro®DataLab License 기본4대 구성

QuantPro®� VM License 기본4대 구성
고객사 빅데이터 및 배포 모델의 업무

시스템 연계 커스터마이징

활용 분야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 -� 기업 및 조직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On-Premise� &�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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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 � -� 빅데이터 플랫폼 확장 및 데이터 분석 플랫폼 연계

◾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 � -� 인공지능 및 통계 등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및 빅데이터 연계

◾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이상 징후 플랫폼 구축

� � -� 기업의 업무 및 설비 등의 이상 징후 탐지 플랫폼 구축

주요 실적

◾ L사 “공조설비 실험 데이터 분석 솔루션 구축”� 납품(2020년 12월)

◾ NIPA� “200년도 AI� 바우처 지원 사업”� 수주(2020년 9월)

◾ SKT�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분석 기술 개발 구축”� 납품(2020년 9월)

◾ TIPA� “인공지능 기반 엔티티의 이상행위 탐지 및 예측 시스템”� 수주(2020년 7월)

◾ KISA�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2020년 5월)

◾ L사 “통합 음성Agent와 개발 툴킷을 위한 플랫폼 개발”� 납품(2020년 12월)

◾ H사 “보안위험 측정관리 시스템 고도화”� 납품(2020년 3월)

◾ W사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솔루션 구축”� 납품(2019년 10월)

◾ 국립환경과학원 “인공지능 기반 지중 환경오염 예측관리 시스템 개발”�납품(2018년 12월)

◾ SKT� “지능형 보안 모니터링 체계 구측”� 납품(2018년 10월)

◾ H사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납품(2018년 3월)

◾ L사 “클라우드 기반 공산품 인식 DB개발”� 납품(2018년 7월)

◾ SKT� “내부정보 유출 이상 징후 시스템 구축”� 납품(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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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therFOS� Platform

기업명 � (주)에이씨앤티시스템

주요 기능

◾ Edge� Computing
� � -� 산업용 환경에 적합한 하드웨어 설계 (FAN� Less� Type)

� � -� WEB-HMI� 기능 내장 (작화 기능 및 Low-Code� 제공)

� � -�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연결 지원 (Azure,� AWS,� KT� Cloud,� Naver� Cloud등)

� � -� 다양한 통신 드라이버 지원 (약 200여개)

◾ CLOUD� SERVICE
� � -� 클리우드 가상 서버 환경에서 EtherFOS� Platform� 제공

� � -� EtherFOS� Edge� Computing�모니터링 및 제어,�쉬운 데이터 가공 및 DB�인터페이스 제공

특징 및 장점

◾ 20년 업력의 통신 전문제품으로 통신의 안정성,� 편의성,� 확장성을 제공

◾ 산업현장의 모든 디바이스와 통신은 제공된 드라이버를 통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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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DS2 2000 1000 500 150 EZ/EZI

Shelf� 이중화 O O - - - -

CPU� 이중화 - - O O - -

Net.� 이중화 O O O O O -

전원 이중화 O O O O - -

이더넷
Max.� 1G�

/2Ports

Max.� 1G

/Max.4Ports

Max.� 1G/�

/Max.4Ports

Max.� 1G�

/Max.4Ports

Max.� 1G� � �

/2Ports

Max.� 100M

/1� Port

시리얼 -
Max� 72�

Ports

Max� 96�

Ports

Max� 20�

Ports

Max� 4�

Ports

저장장치 500G/Raid1 128G� SSD 128G� SSD 64GB� SD 64GB� SD 32GB� SD

DB
Client/Server� �

지원

Client/Server� �

지원

Client/Server� �

지원
Client� 지원 Client� 지원 Client� 지원

WEB O O O O O O

프로토콜 TCP,� UDP,� MQTT,� OPC-UA,� DNP3.0,� BACNET/IP..� 200여종 산업용 프로토콜

� � -� 다양한 센서 및 장비 프로토콜을 제공하여 간단히 데이터 취득 가능

� � -� Plug-in� 방식으로 통신 개통,� 산업현장의 모든 디바이스의 드라이버화

◾ 해당 SW시스템이 원하는 데이터를 필터링,� 처리,� 연산하여 맞춤형 제공

� � -� 편의성이 강력한 스크립트 기반 명령어로 데이터 필터링/연산 및 DB� I/F� 가능

� � -� 디바이스 및 데이터 정보화 DB� :� 시스템,� 디바이스 유지보수 운영 데이터 서비스 제공

◾ 연결된 디바이스의 상세 정보와 데이터를 WEB으로 감시 및 검색

� � -� 내장된 WEB� HMI를 활용하여 내부 수집 엔진의 데이터 모니터링 및 검색 가능

◾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의사용자 맞춤형 검색 및 시각화 기능 제공

� � -� WEB� HMI를 통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재생산 가능

제품 규격

EtherFOS�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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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다양한 센서 및 장비 프로토콜 통신,� 클라우드 I/F� 및 DBI/F� 등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

◾ 공장 자동화

� � -� ERP� 연계,� 설비 모니터링,� 품질 정보 분석 (Xbar-R� 관리도,� Cpk� 등),� LOT/재고 관리 등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서비스 재생산

� � -� 하부 장비 I/F,� MQTT,� OPC-UA� 태그화 및 통신 구성

� � -� DBI/F� 및 데이터 로깅 서비스로 DB� 장애 시 데이터 복구 정책 활용

� � -� 다양한 내장 함수를 이용한 데이터 통계 분석

� � -� 내장된 WEB� HMI를 통한 대시보드 구성,� 제어 및 통계 모니터링 화면 구성 활용

주요 실적

◾ 스마트 팩토리 사업 46개소 (2019년 ~� 현재)

◾ L사 TLB� 클러스터사업 7개사 MES� 시스템 납품(2022년 ~� 2023년)

◾ H사 선박 실시간 데이터 클라우드 연동납품 예정 (2023년)

◾ HACCP온습도 모니터링 시스템 예정(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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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eak� Master

기업명 � (주)에스씨솔루션글로벌

주요 기능

◾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실시간 누수 판단

� �

◾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누수 예측

◾ 시간동기화 방법을 이용한 누수위치 계산

특징 및 장점

◾ 세계최초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누수탐사 및 예측

�

◾ ICT� 융복합 국산 기술로 50%이상 도입비용 절감

�

◾ 특허대상수상 인공지능 특허 포함 13개의 특허기술 등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SW상품대상 장관상 수상

제품 규격

구 분 제품타입 통신방식 설치장소

L2.1 이동식/고정식 BT,� 유선/LTE-M,� NB-IoT 제수변,� 소화전,� 지표면

L2.2 고정식 LTE-M,� NB-IoT 제수변,� 소화전,� 급수전

S1.0 고정식 LTE-M,� NB-IoT 급수전

S1.1 고정식 LTE-M,� NB-IoT 급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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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Leak� Master� S1.0 Leak� Master� L2.2

활용 분야

◾ ICT융복합 기술 기반 제수변과 급수전 통합 누수 판단 솔루션,� 제수변과 급수전에 설치

하여 신호를 수집하는 IoT� 센서

주요 실적

◾ 전국 20개 지자체,� 30개 지역 시범적용 및 제품 공급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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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연결 인공지능 플랫폼,� in2wiseR� 더올아이(MLOps)

기업명 � � (주)인투와이즈

주요 기능

◾ in2wiseR� :� 초연결 인공지능 플랫폼 SW

� � -� A� to� Z인공지능 개발 및 배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 � -� AI� 서비스 개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직관적인 UI/UX제공

� � -� UI/UX를 통한 복잡한 개발 과정의 간소화로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

◾ in2wiseR� 더올아이(MLOps)� :� 초연결 인공지능 플랫폼

� � -� Machine� Learning� /� Deep� Learning� 개발용 H/W,� S/W� 통합 Appliance

� � -� AI� 개발의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진입장벽을 낮추는 All� in� One� 서비스

� � -� 복잡한 AI개발 인프라 구축을 최소한의 인력과 시간으로 구축 가능

� � -� IoT디바이스와 연계로 실습환경을 제공,� AI학습 플랫폼 활용 가능

특징 및 장점

◾ 경제성 :� 구축 환경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 형태로 구축 가능

◾ 편의성 :� 태블릿,� 노트북 등 다양한 환경 접근 가능한 웹툴킷 제공

◾ 확장성 :� 다양한 컴포넌트와 예제 지원 및 추가 확장 가능

◾ 지속성 :�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한 주기적인 S/W�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 재사용성 :� 기존 Project를 활용하여 쉽게 사용 및 변경 가능

제품 규격

◾ in2wiseR� :� 초연결 인공지능 플랫폼 SW

� � -� 다양한 저장소(Hadoop,� MongDB등)/연동 인터페이스(Kafka,� RESTful� 등)� 제공

� � -� Drag&Drop,� 변수 입력으로 손쉽게 다양한 구조의 AI� 모델 적용 가능

� � -� 데이터 수집/전처리,�모델 학습/검증,�추론 서비스 배포 등의 전주기적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 초연결 인공지능 플랫폼 어플라이언스

� � -� 웹UI를 통한 IoT,� 보안,� 영상,� 챗봇 등 다양한 분야의 손쉬운 AI�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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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I� 개발에 최적화되어 쉬운 접근성으로 연구 및 개발 가능

� � -� 발열과 소음 최소화 및 GPU에 최적화된 High-End� 개인 개발자용 어플라이언스

제품 사진

�

활용 분야

◾ 헬스케어/의료/복지
◾ 에너지,� 교육,� 국방
◾ 제조 :� 자동차,� 조선,� 선박

◾ 교통,� 물류,� 유통
◾ 건설·시설물관리/안전/환경
◾ 스마트 홈,� 스마트 오피스 등

주요 실적

◾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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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S/W

1 AI� 블랙박스(N2Lab� Vision� AI@Edge)

기업명 � � (주)넥스리얼

주요 기능

◾ Object� Detection
� � -� 사람(Person),� 차량(Vehicle),� 선박(Ship)� 등

� � � � ·� 객체탐지 AI� 알람

◾ Object� Tracking
� � -� 사람(Person),� 차량(Vehicle),� 선박(Ship)� 등

� � � � ·� 이상상황 AI� 알람

◾ Object� Counting
� � -� 사람(Person),� 차량(Vehicle),� 선박(Ship)� 등

� � � � ·� 객체통계 정보생산

특징 및 장점

◾ 기존 IP카메라 또는 HDMI카메라와 1:1로 연결하여 AI� 카메라로 활용

� � -� AI@Edge� 컨셉 구현으로 비디오 스트림을 서버/클라우드로 전송하지 않음

� � -� 이벤트/메타 데이터만을 추출해 저대역 IoT망을 통해 클라우드로 전송함

◾ 저전력/저발열 장점을 활용한 소형화 제작 가능

� � -� NVIDIA� Jetson� 계열의 임베디드 플랫폼은 발열 이슈가 존재함

� � -� 가격/성능/속도 밸런스 설계가 용이함

◾ 수요맞춤형(On-Demand)� 응용개발 지원

� � -� 고객 도메인별 학습 네트워크 및 추론 엔진 커스텀 개발 지원

◾ PTZ� 카메라와 연동을 통한 관심객체 추적 지원 가능

� � -� AI� 블랙박스를 객체탐지기로 PTZ� 카메라를 객체추적기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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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구 분 항목 내용

H/W

Processor
CPU� :� Dual-Core� ARM� Cortex-A35� 1.6Ghz

NPU� :� 3.0� TOPS,� @800Mhz,� @INT8

Memory 1GB� LPDDR/8Gb� EMMC

Video� Input/Output
In� :� RTSP(Max.� 1920*1080@60FPS)� or� HDMI

Out� :� RTSP(Max.� 1920*1080@30FPS)� or� HDMI

Interface Gigabit� Ethernet� Port*2,� USB2.0� Port*3

Power DC� 12.0V,� 1.0A,� 12W,� PoE� 전원 지원

S/W

OS Embedded� Linux� 4.4

추론엔진 N2Lab� AIVA� Engine� 1.0(자체 탐지추적 추론엔진)

처리성능 10FPS� ~� 30FPS,� @INT8,� @320*240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모빌리티(예:드론)� 플랫폼 기반 실시간 영상객체 탐지추적 어플리케이션

� � -� Video� Detecting,� Video� Counting,� Video� Alarming

주요 실적

◾ 경찰청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CCTV� 사업(2022년 9월)

◾ 선박객체 자동인식 및 접근알람 솔루션(2022년 10월)

◾ 불꽃/화재감지 솔루션 납품예정(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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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카메라(N2Lab� Vision� AI@Camera)

기업명 � � (주)넥스리얼

주요 기능

◾ Person� Detection
� � -� 보행자 탐지 AI� 알람

◾ Person� Tracking
� � -� 이상행동 AI� 알람

◾ Person� Counting
� � -� 보행자 통행량 통계 생산

◾ Anti-Tailgating� Alarming
� � -� 1인1통과 출입보안 위반상황 감지

특징 및 장점

◾ 스탠드얼론(Stand-alone)� 동작
� � -� 별도의 AI� 영성분석 PC나 서버가 불필요

� � -� 이벤트 및 메타 데이터 수집 서버와 다이렉트 연동 지원

◾ Anti-Tailgating� 관련 검증된 레퍼런스 보유

� � -� 공항 차세대 자동출입국심사대용 2인 감지 카메라로 활용

� � -� 고객 검수 시나리오 통과한 실적 보유

◾ 수요맞춤형(On-Demand)� 응용개발 지원

� � -� Full� Body/Head/Face� 기준 사람객체 탐지추적 지원 가능

� � -� Top� View/Perspective� View/Eye� Level� View� 등 다양한 View� 모드 지원 가능

◾ 출입통제장비와 연동을 통한 영상출입통제 부가기능 지원

� � -� AI� 카메라를 사람객체탐지 및 거리추정에 사용하여 출입통제장치와 연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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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구 분 항목 내용

H/W

Processor
CPU� :� Dual-Core� ARM� Cortex-A35� 1.6Ghz

NPU:� 3.0� TOPS,� @800Mhz,� @INT8

Memory 1GB� LPDDR/8Gb� EMMC

Image� Sensor RGB� :� 1/2.8“,� 1920*1080

Video� Output Out� :� RTSP(Max.� 1920*1080@30FPS)

Interface 100Mbps� Ethernet,� USB2.0� Port*1

Power DC� 12.0V,� 0.5A,� 6W,� PoE� 전원 지원

S/W

OS Embedded� Linux� 4.4

추론엔진 N2Lab� AIVA� Engine� 1.0(자체 탐지추적 추론엔진)

처리성능 10FPS� ~� 30FPS,� @INT8,� @320*240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사람객체 탐지추적 기반 출입통제,� 안전예방,� 접근감지,� 침입감지 어플리케이션

� � -� Person� Detecting,� Person� Tracking,� Person� Counting,� Safety� Alarming

주요 실적

◾ 공항 차세대 자동출입국심사대용 2인 감지 카메라 추가 납품(2022년 8월)

◾ 출입게이트용 AI� 카메라 납품(2022년 10월)

◾ 일본향 AI� 피플카운터 납품(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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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raiStick(상표 등록 :� 40-2021-0022812,� 특허청)

기업명 � � (주)이지지오

주요 기능

◾ 이미지를 기반으로 반복학습(딥러닝)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인공지능검사 솔루션입니다.

◾ 고속 스캐너 및 비젼 카메라를 활용하여 수집 된 이미지는 마스킹을 거쳐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며,� 반복적인 수작업검사로 인한 휴먼에러방지 및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징 및 장점

◾ 검사 오류의 최소화

� � -�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여 검사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

� � -� 검사자 별 합/부 판정 편차의 Human� Error� 최소화

◾ 제조 현장 맞춤형 솔루션 지원

� � -� 설치 용이성 및 경제성을 확보한 오픈 아키텍처 기반의 Board와 카메라 활용 가능

� � -� 현장 규모에 따른 맞춤형 AI� 시스템 지원

� � -� 프로그램 수정 없이 누구든 운용 가능한 솔루션 구축

◾ 스마트팩토리 솔루션(WorkStudio)과 데이터 연계 관리

� � -� 자사 ERP,� MES� 솔루션인 WorkStudio와 연계하여 데이터 통합 관리

� � -�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 확립

◾ 이미지 인식 기술 활용

� � -� 얼굴인식과 같이 학습을 통해 동일 이미지를 추출해 내는 기능에 특화

� � -� 이미지 인식을 통한 반복적인 구분 작업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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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분석 PROCESS

활용 분야

주요 실적

◾ AR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롤투롤 셀타입 제품 자동검사 및 시각화 기술개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2021.04.01.~2022.03.31.)

◾ 컴퓨터 비젼과 기계 학습을 이용한 신발 부품 관리용 직물패턴 인공지능 검사 솔루션 도입,�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20.09.01.~2020.12.31.)

◾ 얼굴인식모듈을 활용한 출입인증 시스템 개발,� 부산테크노파크(2019.05.01.~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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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doorPlus+

기업명 � � (주)피플앤드테크놀러지

주요 기능

◾ IndoorPlus+
� � -� BLE� 신호 수집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된 위치 측위 및 생체 데이터를 포함한 센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 및 사람(환자,� 임직원,� 방문자)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운용,� 관리하는

통합 IoT� 플랫폼

◾ IndoorPlus+� SmartCare
� � -� IndoorPlus+� 기본 플랫폼에 의료용 기기 연동을 더한 헬스케어 전문 IoMT� 플랫폼 위치

/센서 데이터에 의료기기 및 환자 생태정보를 실시간 수집,� 연동

◾ IndoorPlus+� VESTIGO
� � -� 위치기반 동선 추적을 통한 감염병 환자 역학조사 시스템

� � -� 감염자의 동선과 체류 구역 정보로 접촉자 파악

특징 및 장점

◾ 네트워크 장비(WiFi� AP� 장비 등)와의 파트너 연동으로 추가 설비 비용 최소화

◾ 위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지침(Actionable)� 제공

◾ OPEN� API를 통한 외부 기기와의 용이한 연동

◾ 전용 게이트웨이 하드웨어를 통한 안정적인 신호 수집 및 게이트웨이 관리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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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공장,� 기업,� 병원 등 산업 전반

� � -� 작업자 안전

� � � � ·� 출입자 인원 파악 및 동선 모니터링,� 작업자 생체모니터링

� � -� 자산 관리

� � � � ·� 도난 방지 및 자산 운용률 분석 데이터

� � -� 센서 모니터링

� � � � ·� 환경 모니터링 (온도,� 습도,� 유해가스 등)

� � � � ·� 병원 환자 생체모니터링 (심박,� 체온,� 혈압 등)

주요 실적

◾ 2022.01� 피플앤드테크놀러지 ‘2021� 대한민국 기업대상’에서 ‘ICT대상’� 수상

◾ 2022.01� 피플앤드테크놀러지,� 용인병원유지재단·더존비즈온과 업무 협약 체결

◾ 2022.01� ㈜피플앤드테크놀러지 글로벌 CCTV� 제조사인 한화테크윈과 Car� Mobility� AI�

소프트웨어 납품 계약 체결

◾ 2022.02� 아주대학교병원 스마트 자산관리 시스템 계약 체결

◾ 2022.02� 질병관리청 감염병 데이터관리 및 정보개방 사업 계약 체결

◾ 2022.03� 피플앤드테크놀러지,� 세이프웨어와 전략적 제휴(MOU)� 체결

◾ 2022.03� 피플앤드테크놀러지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2022년도 AI�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 2022.04� 고령자 생활패턴 기반 개인맞춤 스마트 지능형 돌봄 서비스 개발 및 실증

◾ 2022.04� 인천공항 IoT기반 스마트 자산관리 시스템 확장 계약 체결

◾ 2022.04� KT(계열사)� 사업화 연계 프로그램 「K-Champ� Collaboration」선정

◾ 2022.05� 피플앤드테크놀러지,� 위뉴와 전략적 제휴(MOU)체결

◾ 2022.05� 피플앤드테크놀러지,� 주성엔지니어링 IoT� 기반 위험물질 관리 솔루션 및 위치

관제 시스템 공급

◾ 2022.05� 피플앤드테크놀러지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에 공동연구기관

으로 참여

◾ 2022.06� 피플앤드테크놀러지 광개토-III� Batch-II,� 울산급 Batch-III� 신조함에 IoT� 자산관리�

솔루션 공급

◾ 2022.06� 피플앤드테크놀러지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자산트래킹 솔루션 제공 계약 체결

◾ 2022.06� 피플앤드테크놀러지 감염병 의료안전 강화기술 개발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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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 피플앤드테크놀러지 STI� JAPAN을 통해 일본 ISI에 RTLS,� LBS� 솔루션 공급

◾ 2022.06� 피플앤드테크놀러지 현대제철에 출입 관제 시스템 솔루션 제공

◾ 2022.06� 피플앤드테크놀러지,� 투비디티엑스와 업무협약 체결

◾ 2022.07� 피플앤드테크놀러지 공공조달 상생 협력 지원 제도에 선정

◾ 2022.08� 피플앤드테크놀러지 구매연계형 과제에 선정

◾ 2022.08� 이상 징후 재활치료 정신질환자 대상 조기 개입 어플리케이션 개발

◾ 2022.09� 피플앤드테크놀러지 스마트 병원 실적 호조 지속

◾ 2022.10� 고대 안암병원에 자산 위치 추적 솔루션 IndoorPlus+� SmartCare� 공급

◾ 2022.10�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스마트 병원 자산관리 플랫폼 IndoorPlus+� SmartCare�공급
◾ 2022.10� 피플앤드테크놀러지 현대제철과 RTLS기반 안전 환경 시스템 구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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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psCow

기업명 � � 인프라닉스 주식회사

주요 기능

OpsCow는 SaaS� 모니터링 및 AI� 기반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관리하는 AIOPS� 솔루션

◾ URL� 등 클라우드 SaaS,� VM� 인프라 관련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 관리하는 RTI� 솔루션

(RTI：Real-Time� Infrastructure)�

◾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AI� 기반 조치방법 안내

◾ 대시보드를 통하여 직관적인 Cloud� SaaS� 관리 서비스 제공

◾ 이벤트 발생 시 사용자에게 자동 통보

특징 및 장점

◾ Slack� 연동으로 OpsCow� 이벤트 메세지 실시간 소통

◾ CowBot,� 전문지식 없이도 쉽게 SaaS� 서비스 현황 파악

◾ Mobile� App� 지원,� 사용자 이동성 및 편리성 보장

◾ AWS� Marketplace� 등록 (‘22.2Q)�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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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 �

활용 분야

◾ SaaS,� URL� 서비스 현황 모니터링,� Cloud� 인프라 운영관리

주요 실적

◾ 인프라닉스 운영센터 (M-Center)　SaaS�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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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OS 통신규격 기타

SACS� 모바일앱 Android,� iOS 블루투스
자동/수동 출입문 개방

설정 가능

SACS� AP Linux “
서버 및 운영자 터미널

내장으로 관리서버 대체

6 SACS(Smart� Access� Control� System)

기업명 � � (주)한스크리에이티브

주요 기능

◾ 출입보안 기능

� � -� 사용자가 출입문에 얼마나 가까이 근접했느냐를 판단

� � -� 설정한 근접도판단과 사용자 모바일인증에 기반하여 출입문을 개방

◾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기능

� � -� SACS� AP� 또는 서버가 엘리베이터 서버와 연동

� � -� 사용자가 출입한 후 엘리베이터 서버와 통신하여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호출

특징 및 장점

◾ 근접도 정밀판단

� � -� 실내 전파전파모델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미터(Meter)� 단위 근접도 판단

� � -� 기존 출입보안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인체감지센서를 제거하여 비용절감과 시스템 단순화

◾ 비접촉 출입보안시스템

� � -� 모바일 기반의 시스템으로서 비접촉 시스템이므로 코로나 등 접촉성 전염병 예방

� � -� 비번입력,� 태그접촉 등 별도의 사용자 행위 없이 출입문을 개방하므로 사용자 편의성 향상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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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 �

활용 분야

◾ 비번노출 등의 우려로부터 보안의 강화 및 접촉성 전염병 예방

◾ 출입보안의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하고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기능제공(장애인 시설 등)

주요 실적

◾ 금성백조주택 스마트아파트 1,000세대 납품,� 2019년 9월

◾ 한국전력 모바일 출입보안 기술개발사업 수주,�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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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DT� Cloud

기업명 � SDT� 주식회사

주요 기능

◾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속적인

머신 러닝을 수행

� � -� SDT� Cloud는 하드웨어의 연결,� 데이터의 전송ㆍ수집ㆍ저장ㆍ시각화,� 그리고 그에 따른

머신 러닝 학습과 모델 생성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머신 러닝 모델은 원래의

하드웨어에 배포되어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인 MLOps가� 가능해집니다.

특징 및 장점

◾ 연속적인 MLOps� 구현 가능

� � -� 이렇게 생성된 새로운 기계 학습 모델을 다시 Edge� Computing� Node로 전달하면,�

또다시 새로운 인사이트 도출

◾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

� � -� SDT� Cloud의 각� 기능들은 독립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개발 완료

◾ 호환성
� � -� SDT� Cloud는 Modbus,� OPC,� Siemens� S7� 등의 산업용 프로토콜과 MQTT,� AMQP와

같은 범용 프로토콜을 지원해 SDT의 모든 에지 컴퓨팅 하드웨어 및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사 하드웨어와 연결 가능.� SDT� Cloud의 모든 컴포넌트는 AWS,� Microsoft�

Azure� 등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작동하며 API를 통해 MES,� PLM,� SCM,� ERP� 등 이미

사용 중인 기업용 소프트웨어와 연동 가능

제품 규격

◾ 별도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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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제조업
� � -� 스마트 팩토리

주요 실적

◾ N/A



▍2023년도 AIoT� 서비스·제품 및 기업 편람

- 406 -

8 교육봉사 및 재능기부 사업 및 영상제작 지원 MCN� 서비스

기업명 �MN만능아카데미

주요 기능

◾ 다양한 연령,� 성별,� 분야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교육생들이 자신들이 수강하고자 하는 강의를�
선정 및 제안 (교육생)

◾ 현재 변화하려는 교육 프로세스를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프로세스로의 변화가 가능 (교육생)
◾ 교육봉사 및 재능기부활동이 하나의 교육문화로 자리를 잡음 (정부)

◾ 세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전 분야 무료 교육화 및 의무화 정책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 (정부)
◾ 노인,� 퇴직인 일자리 창출 (라벨링/강사 등)

◾ 수화통역사 등 사회복지 인재 육성 (라벨링/강사 등)

◾ 미래세대 및 수강생들을 위한 무료교육 지원

◾ 사회취약계층 교육지원

◾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교육 및 제작 지원

◾ 전문학원화를 통한 이익 창출 가능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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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성도

활용 분야

◾ 농인을 위한 원스톱 통역서비스

주요 실적

◾ 2018년
수상

1.�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문제 출제 공모전 입상 (안전표지)

2.� 충북ICT� 입선 (의료관련)

◾ 2019년
수상

1.� 코차이나 입선

2.� 청년의날 스타트업 감사장

3.�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장려상

◾ 2020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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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공로상

◾ 2021년
수상

1.�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동상

2.� 경북 어플리케이션 기획 창업캠프 '야!� 너두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어!'� 최우수상

3.� 2021� 제2회 에코뱅크 기능 및 생물·생태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동상

4.� 교내 이력서 경진대회 장려상

5.� 광주 2030� 청년동아리 장려상

6.� 2021� 융합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7.� 2021� 경기지역경제플랫폼 데이터기반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8.� Untact� Start-up� Auditon� 데모데이 장려상

9.� 메타버스 기반 핀테크 해커톤 장려상

10.� 광운대학교 창업경진대회 특별상

◾ 2022년
수상

1.� 인트인4차산업 공모전 우수상

◾ 지원사업
1.� 2021년도 소셜벤처 대학 동아리 지원사업

2.� 전남 광주 팀빌딩 2기

3.� 2021� 광주 2030� 청년동아리 1단계

4.� 전남 광주 팀빌딩3기

5.� 2022� 광주 2030� 청년동아리 활동형

6.� 2022�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

7.�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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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OS 통신규격 기타

모바일앱 Android,� iOS 블루투스 GS� 1등급인증

PC� 앱 Windows “ “

9 그린 락(Green� Lock)

기업명 � � (주)한스크리에이티브

주요 기능

◾ PC� 보안기능
� � -� 사용자 이석 시 실시간 PC� 잠금기능

� � -� 사용자 이석 시 실시간 PC� 도난탐지 기능

◾ PC� 에너지절감 기능

� � -� 사용자 이석 시 실시간 PC� 소모전력절감 기능

� � -� 절감전력 표시 및 변환기능(절감전력,� 절감전력금액,� 탄소배출량 절감량)

특징 및 장점

◾ 소프트웨어로만 구성

� � -� 모바일앱과 PC� 앱의 소프트웨어만으로 구성

� � -� 설치가 간단하며 설치 후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동작하므로 사용이 편리

◾ 실체적이며 효율적인 효과발생

� � -� 보안기능과 에너지절감 기능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동작

� � -� 윈도우즈 절전모드 대비 최대 40%�소모전력 절감이 가능하므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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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 �

활용 분야

◾ 내부보안위협과 사고로부터 예방 및 보안의식 고취

◾ PC� 소모전력 절감으로 에너지효율화를 추구하여 탄소중립실현에 기여

주요 실적

◾ 정부시범구매제품 선정,� 2020년 4월

◾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소기업정보보호지원사업 공급제품 등록,�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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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나르고(자율주행 로봇)

기업명 � � (주)트위니

주요 기능

◾ 최대 60~500㎏�중량의 물품 운송이 가능

◾ 넓고 복잡하며 변화가 잦은 환경에서도 목적지까지 유연한 주행을 구현

◾ 행인이나 적치물과 같은 장애물을 감지하고 회피가 가능

◾ 나르고500FT는 지게차와 유사한 로딩/언로딩 방식으로 운용

특징 및 장점

◾ 인프라 설치가 불필요

� � -� QR코드,� 비컨,� UWB와 같은 인프라가 필요치 않으며,� 그에 따른 초기 설치 비용도 불필요�

◾ 자동 충전스테이션 사용 가능

� � -� 임무 종료 시 자동 충전스테이션으로 복귀,� 배터리 소모에 따른 로봇 작동 불능 사태를

미연에 방지

◾ 앨리베이터 탑승 가능

� � -� 일반 앨리베이터에 탑승이 가능한 크기이며,� 앨리베이터 서버와 연동 시 로봇이 직접

앨리베이터를 호출

*� 나르고60� 국한

◾ 레이저 거리 측정 센서,� 초음파 센서를 적용해 안전성 확보

◾ 적재함을 고객의 요청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한 형태로 제공 가능

◾ 웹 및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중앙제어시스템과 태블릿

애플리케이션 기반 현장 제어시스템으로 제어 및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

◾ 나르고 500FT의 경우,� 여러 팔레트 종류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 기존 리프트 타입보다

작은 사이즈로 설계돼 더 좋은 공간에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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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 �

나르고60 나르고500FT

활용 분야

◾ 고층 빌딩,� 스마트 오피스

� � -�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시 앨리베이터,� 자동문과 연동해 물건,� 식음료를 고객의�

위치로 배달

◾ 물류창고
� � -� 필요 물품이 있는 장소로 운반하고 물품 적재 후 포장 장소로 운반

◾ 공장
� � -� 생산된 제품을 완제품 창고로 운반하고,� 팔레트 단위로 적재물을 이송

주요 실적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2021년 7월)�

◾ 한국경제·AI� 원팀 선정 코리아 AI스타트업 100(2021·2022년,� 2년 연속)

◾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인증 획득(2021년 1월)

◾ KES� 이노베이션 어워즈 테크솔루션 부문 수상(2022년 10월)

◾ 한국로봇산업협회 로보월드2022� 어워드 전문서비스로봇 분야 수상(2022년 10월)

◾ 대전시,� 부산시교육청,� 고려대학교,� KEA,� 경덕산업 등 50여곳에 제품 공급,� 활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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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뉴로티(Neuro-T)� &� 뉴로엑스(Neuro-X)� &� 뉴로알(Neuro-R)

기업명 � � (주)뉴로클

주요 기능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

◾ 뉴로티(Neuro-T)
� � -� 산업 전문가를 위한 딥러닝 비전 모델 학습 및 생성용 소프트웨어

◾ 뉴로엑스(Neuro-X)
� � -� 전문가를 위한 딥러닝 비전 모델 학습 및 생성용 소프트웨어

◾ 뉴로알(Neuro-R)
� � -� 생성된 딥러닝 모델을 다양한 환경 및 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Runtime� API

특징 및 장점

◾ 직관적인 사용법
� � -� 직관적인 UX/UI� 통해 누구나 빠르게 제품 사용법 체득 가능

� � -� 딥러닝 프로젝트 관리 용이

◾ 안전한 데이터 관리
� � -� JPG(JPEG),� PNG,� BMP,� TIF(TIFF),� DCM�등 다양한 이미지 형식 지원

� � -� 데이터는 사내 망에 보관되어 안전하게 관리 가능

◾ 손쉬운 데이터 전처리
� � -�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없이 이미지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자르고 회전시키며 변환 가능

◾ 효율적인 Labeling
� � -� 오토 레이블링(Auto-Labeling)� :� 자동으로 원하는 영역을 찾아주는 기능

� � -� 매직완드(Magic� wand)� :�간편하게 특정 영역 찾아주는 기능

� � -� 사용자 편의성 높이는 다양한 labeling�도구 제공으로 labeling�리소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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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한번으로 모델 학습 자동최적화
� � -� 오토 딥러닝(Auto� Deep� Learning)� :�딥러닝 모델 구조와 학습 parameter를 자동으로 최적화

� � -� 딥러닝 배경지식 및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누구나 고성능 모델 생성 가능

◾ 편리한 모델 설계
� � -� 복잡한 프로젝트 수행시 플로우차트(Flowchart)�활용해 프로젝트 설계 및 관리 가능

◾ 리포트를 통한 깔끔한 결과 확인
� � -� 학습된 결과를 다양한 도표로 표현하여 보고서 자동 생성

� � -� 학습 결과 확인 및 관리 용이

◾ 학습된 모델을 원하는 플랫폼에 최적화 적용
� � -� 낮은 사양의 embedded� board부터 CPU,� GPU까지 다양한 연산장치 및 OS에 최적화된

형태로 적용하여 현장 활용 가능

� � -� 원하는 개발 언어와 시스템에 맞는 integration�가능

� � � �

◾ 빠른 모델 유지보수
� � -� 학습 데이터 추가 및 변경 등으로 모델 재생성 필요시,� 빠른 재학습 기능(Fast� Retraining)�

통해 학습 소요 시간 단축 및 기존 모델 성능 확보

활용 분야

◾ 제조 |�딥러닝 활용한 비전 검사 모델 생성하여 품질검사 진행
� � -� 2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부품,� PCB,� 식음료 등

◾ 의료 |�딥러닝 기반 의료 이미지 분석 연구
� � -� X-Ray,� CT,�MRI,� PET-CT,�초음파,�내시경,�전자현미경 등

◾ 교육 |�인공지능 활용 실무 교육 및 학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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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 �

제품 사진

� �

주요 실적

◾ 유수의 대기업,�대학병원,�국가기관 납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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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람의 눈을 대신해 주는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서비스

기업명 � (주)테크노니아

주요 기능

◾ Edge� AI� Camera� 기반 객체 인식 시스템

� � -� 실시간 영상분석 Edge� AI� 기술을 활용하여 상황판단 및 조건에 따른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인공지능이 상황에 대한 변수와 패턴을 학습하여 분석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결과의 예측이 가능

� � -� 자율주행 자동차의 딥 러닝 인공지능(AI)� 카메라와 접목하여 실시간 도로 및 주변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 AI� 기반 대시 보드 시스템

� � -� 객체별 탐지 결과에 대한 다양한 검색 및 리포트 기능 제공

� � -� 기간별 이벤트 현황,�증감률/시간대별 통계 데이터 등을 다양한 그래프/차트로 시각화 표현

◾ 고정/이동형 등 다양한 외부 카메라 연동 시스템

� � -� 고정/이동형,� 주/야간,� 설치 각도,� 채널 수 등 하드웨어 설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

접목 가능하며,� 기존의 CMS와 연동

특징 및 장점

◾ Edge� 기반 영상분석

◾ 고정형,� 차량 설치형,� 이동형 등 다양한 적용 환경 지원

◾ 객체 타입별 분류하여 학습 및 인식 대응

◾ 딥러닝 사용으로 높은 객체 인식율 및 낮은 오인식율

◾ 현장 별 커스터마이징으로 최적화 된 영상 분석

활용 분야

◾ 지정된 사물 인식,� 학습 감지

� � -� 포크레인,� 중장비 인식

� � -� 사람,� 유모차,� 휠체어,� 승용차,� 오토바이 등

◾ 행동 인식을 통한 이상 행동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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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회,� 침입,� 싸움,� 쓰러짐,� 유기,� 방치 등의 조건 감지

� � -� 위험 구역 침입 탐지,� 위험 상황 탐지

◾ 안전을 위한 특정 상황 인지 및 판단 대응

� � -� 안전모,� 안전고리 미착용,� 위험장비 접근 탐지

� � -� 화재 발생,� 연기 탐지

서비스 구성도

<구성도>

<구현 사례>

주요 실적

◾ K공사 차량용 객체인식 시스템 구축(2022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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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상 탐지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명 � � (주)인투와이즈

주요 기능

◾ 기계,�건물 등 이상 탐지 인공지능 솔루션
� � -� 측정된 음향신호,�진동신호 분석 및 학습모델 적용에 적합한 특징 도출

� � -� 학습모델 기반 설비,�장비,�건물 등 상태 및 이상 발생 여부 판별 자동화

� � -� 음향신호,�진동신호 실시간 모니터링,�재학습 및 운용

◾ 상수도 검침 기반 이상 감지 인공지능 솔루션
� � -� 다양한 저장소/연동 인터페이스를 통한 상수도 검침 데이터 수집 및 적재

� � -� 검침 데이터 및 기상 데이터 기반 옥내 누수,�독거자 진단,�사용량 예측 기능

� � -� UI/UX를 통한 검침 데이터 및 진단 정보 가시화

◾ 화재 감지 인공지능 솔루션
� � -� IoT복합센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여 화재발생을 조기 감지하면서 화재 오인식을 최소화

하는 인공지능 솔루션

특징 및 장점

◾ 기계,�건물 등 이상 탐지 인공지능 솔루션
� � -� MCU�기반 디바이스,� Jetson� Nano�기반의 게이트웨이 또는 서버에 탑재 활용 가능

� � -� 설비,�장비,�건물의 동작 상태를 고려한 학습모델 기반의 이상진단 수행

� � -� 로딩되는 학습모델 변경 설정 및 신호의 특징 추출 맞춤 설정 가능

◾ 상수도 검침 기반 이상감지 인공지능 솔루션
� � -� 경제성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지역/가구별 맞춤 서비스 개발 지원

� � -� 편의성 :�웹 툴킷및 웹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서비스 관리 및 모니터링

� � -� 지속성 :�주기적 재학습/검증을 통한 모델 최적화 등 기술지원

◾ 화재 감지 인공지능 솔루션
� � -� 다중화원(불꽃,�열,�연기 등)�측정값 연동 및 시계열데이터 특징 변환

� � -� 실화재 탐지 및 위급성 판단에 대한 AI학습모델 실시간 추론

� � -� SVM,� RandomForest,� LSTM,� Transformer,� Stacking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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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 기계,�건물 등 이상 탐지 인공지능 솔루션
� � -� MCU�기반 디바이스,� Jetson� Nano�기반의 게이트웨이 또는 서버에 탑재 활용 가능

◾ 상수도 검침 기반 이상감지 인공지능 솔루션
� � -� 상수도 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옥내 이상감지 정보 제공 솔루션

� � -� 권역 및 대단지 단위 옥내 누수,�독거자 진단,�사용량 예측

◾ 화재 감지 인공지능 솔루션
� � -� 기존 화재감지 시스템에서의 실화재 발생 탐지 정확도를 개선하고 화재 오인식을 최소화하여

화재 안전 대응체계 전반의 신뢰도를 향상

제품 사진

1.�기계,�건물 등 이상 탐지 인공지능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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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수도 검침 기반 이상감지 인공지능 솔루션

3.�화재 감지 인공지능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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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제조 :�자동차,�조선,�선박
◾ 건설·시설물관리/안전/환경 등

주요 실적

◾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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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공지능 영상 인식 플랫폼 ‘araView’

기업명 �롯데정보통신(주)

주요 기능

◾ 택배상자인식
� � -� AI� 기반 택배 화물 분류 및 화물 체적 계산

� � -� 대용량 실시간 처리 제공

◾ 차번인식
� � -� 하이패스/전기차 충전기 과금 징수를 위한 AI� 기반 차번 인식기능 제공

� � -� 국내 모든 종류의 차량 번호를 99%� 이상 실시간으로 인식

� � -� Vision� AI기반 친환경 차량 식별 기능

◾ 매대결품 인식

� � -� 오프라인 매장 매대에 진열한 상품의 품절여부 인식 및 알람 제공

� � -� 다양한 모양의 상품 결품상황 인식

� � -� 결품/상품 이미지 생성을 통한 라벨링 비용/시간 최소화

◾ 상황인식(수영장)
� � -� 수영장 익사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알람을 제공해 사고를 예방

� � -�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등 사용자 친화적 기능 제공

특징 및 장점

◾ 택배상자인식
� � -� Top� view� 단일 이미지 활용,� 대용량 이미지처리

� � -� AI기반 화물 이미지 체적 계산 +� 화물 분류

� � -� 투명 화물 및 비정형 화물(트레이 위 화물 등)처리 특화

◾ 차번인식
� � -� 고속 고성능 번호 탐지 및 인식



- 423 -

� � -� 한국도로교통공사 하이패스 사업에 적용

� � -� 실시간 동영상 기반 차량 번호 인식 (트리거 센서 미사용)가능

◾ 매대결품 인식

� � -� 신제품을 추가로 학습하지 않아도 결품을 검출

� � -� 가격표 등 결품으로 감지하지 않아야 하는 객체 처리

� � -� 사람이 들어간 이미지는 저장하지 않도록 처리

� � -� 이미지 생성 AI� 모델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 구현/학습 가능

◾ 상황인식(수영장)
� � -� AI� 기반 이상상황 탐지 및 위치 정보 제공

� � -� 고해상도 영상 실시간 처리

� � -� 다양한 상황 환경에 맞는 상황 탐지 시스템

서비스 상세

◾ 차량번호 인식 솔루션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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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대결품 인식 솔루션 시스템 구성도

◾ 상황인식(수영장)솔루션 시스템 구성도

활용 분야

◾ 택배 이미지 분석/분류

� � -� 국내외 택배사 물류 자동화 적용

� � -� 실시간 물류 분배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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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번인식
� � -� 고속도로 단/다차로 하이패스 사업에 활용

� � -� 실내/외 전기차 충전기 차량 번호 인식 사업에 활용

◾ 매대결품 인식

� � -�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매대관리 솔루션에 AI� 모듈/서비스 제공

� � -� 수요예측 및 안전재고량 산출 기능을 연계해 자동발주를 구현하는 기반기술 제공

◾ 상황인식(수영장)
� � -� 실내 수영장 위험 상황 인식 사업 적용

� � -� 실내외 다양한 상황 인식 서비스에 적용 가능

주요 실적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톨게이트 적용(14개 톨게이트)(‘20년 7월~)

◾ 롯데글로벌로지스,�택배 분류 및 체적 계산 AI�구축 및 적용(14개 터미널)�확대(‘20년 8월~)
◾ 롯데마트,� 롯데슈퍼 실증사업 진행 중 (‘22년 1월~)

◾ 인천지역 수영장안전관리 시스템에 수영장 위험상황 인식 AI� 모듈 납품(‘20년 9월)

◾ 중앙제어 전기차 충전인프라 차량번호 코드변환기 납품 (‘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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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1 딥러너 AI셋톱박스

기업명 � � (주)뉴로컴즈

주요 기능

◾ 딥러닝 기술로 카메라에서 사물을 고해상도로 인식하여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쉽게 구현

◾ 객체 카운팅,� 객체 개별인식,� 객체 트래킹,� 제스처 인식,� 사람의 성별/연령/표정 동시

인식,� 상품 자동계산 등 다양한 딥러닝 모델을 고속실행

◾ 기존 GPU보드와 달리 클라우드 또는 서버의 후처리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AI기능

처리를 실시간으로 로컬에서 수행하며,� 별도의 AI� 개발이 필요 없이 간단한 연결만으로

AI� 핵심 부속으로 사용

◾ 웹기반 인터페이스를 통해 별도의 물리적 모니터 없이 원격 모니터 및 제어 가능

◾ 그래픽 기반 딥러닝 학습도구(S/W)를 제공

특징 및 장점

◾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을 위한 고가의 대형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음

� � -� 별도의 서버 없이 독립적인 컴퓨터 환경을 제공하여 기기 내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넣어�

인식결과를 처리할 수 있고,� 또한 제공되는 소스코드를 이용하면 외부 컴퓨터에서 실

시간으로 인식 결과를 수신할 수 있음

◾ 계산 정확도가 높은16비트 부동소숫점 계산으로 고해상도 이미지 및 영상에서 다양한

객체를 인식률 저하 없이 정확하게 도출

� � -� 기존 딥러닝 기술의 대부분 8비트 정수형을 사용하며,� 인식률이 저하됨

� � -� 16비트 부동소수점 계산 결과는 64비트(참값)부동소수점 결과와 유사한 결과 도출

◾ JSON기반 전송 프로토콜을 구현한 C� 또는 파이썬 원격API� 소스코드를 제공하여,� 다양한�

인공지능서비스 구현 가능

◾ 자체 AI� 솔루션으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며 향후 단기간에 고차원의 서비스로

확대하기에 용이함

◾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 -� 객체인식이 필요한 다양하고 복잡한 인공지능 구축 시나리오를 딥러너만의 사용자 그래픽



- 427 -

구분 딥러너 Z1 딥러너 Z4

지원카메라 USB,� IP� (CCTV) USB,� IP� (CCTV)

인식결과 출력 TCP/IP,� GPIO TCP/IP,� GPIO

인식결과 영상 출력 Web-based Web-based

AI� 엔진 Zynq� 7020� FPGA� Based ZynqMP� FPGA� Based

계산 정밀도 16-bit� floating-point 16-bit� floating-point

운영체제 Linux� (Ubuntu� 18.04) Linux� (Ubuntu� 18.04)

제품크기 85� x� 80� x� 25� (mm) 90� x� 75� x� 40� (mm)

총 소비전력 5W 9W

지원 딥러닝 분류모델
(이미지넷 인식률)

MobileNet� V2� 1.4x� (74.7%) MobileNet� V2� 1.4x� (74.7%)
EfficientNetB2(79.8%)

지원 딥러닝
물체인식모델
(COCOmAP)

SSD300/MobileNet� (19%)
SSD480,SSD600,
SSD900,SSD1080

SSD,
EfficientDetD0(34.6%)

인터페이스인 제어패널에서 딥러닝 모델 설정,� 변환 등 몇 번의 클릭으로 쉽게 구현 가능

◾ 재설정(reconfigure)이 가능한 FPGA기반 솔루션으로 지속적인 기능 업그레이드 가능

제품 규격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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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AIKiosk
� � -� 키오스크 앞의 고객의 연령/성별/표정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고객 최적화 서비스 제공

� � -� 최소 비용과 최단 시간에 고객과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키오스크�

응용서비스 구축 가능

◾ AIRetailstore
� � -� 매장에 설치된 다수의 CCTV카메라를 통해 고객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시간대별 입,

퇴장 출입객 현황을 분석하여 고객 트래픽 마케팅 솔루션으로 활용

� � -� 매장 내 관심지역 (Hot-zone)분석을 통해 고객이 어느 상품에 관심도가 높은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효율이 높고 낮은 매장공간을 파악하여 동선 개선 등 효율적인 매장관리�

방향성제시

◾ AIFactory
� � -� 고해상도 이미지 인식으로 제품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하여 불량품 자동 검출

� � -� 인공지능 계산에 오차가 수반되는 정수형 계산 대신 부동소숫점 계산을 사용하여 정밀한�

계산을 수행하므로 계산과정에서 인식률이 저하 없음

◾ AIAuto� Checkout
� � -� 상점에서 구매 상품의 가격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자동 계산하는 AI� 카운터 솔루션

� � -�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매대의 상품의 종류와 개수를 정확하게 인식하며,�

POS기기 및 서버와의 통신기능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동

◾ AIInventory
� � -� 창고 내 다수의 카메라에 연동되며,� 최신의 고인식률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창고 내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 및 분석

� � -� 다양한 위치의 CCTV� 영상을 통해 입고 및 출고되는 물품의 위치와 수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IT� 시스템에 보고

� � -� 웹프로토콜을 내장하므로 원격 서버와 쉽게 연동하여 인식 결과를 리포트하고 원격에서�

설정을 관리

◾ 건설 방재 관리

� � -� CCTV� 및 드론에 탑재되어 건물 외,내벽의 균열 및 이상 징후를 고해상도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IT시스템에 보고

� � -� 고해상도 이미지를 조각으로 분할 분석하여,다양한 형태의 불량패턴을 동시 인식

◾ 스마트 가로등

� � -� 도시의 가로등 및 신호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행인의 도움요청 제스처 및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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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를 분석하여 재난 방지

� � -� 웹인터페이스 내 특정구역 Zone설정을 통해 실시간 보행자 수 카운팅 및 안전구역 경고�

알림 등 스마트시티 맞춤 솔루션 제공

주요 실적

◾ 매장 방문자 행동 분석 리테일 시스템 납품 (2021.� 06월)

◾ 공장 자동화 (자동차 부품)� 불량 선별 시스템 납품 –� 해외수출 (2021.10월~현재 진행)

◾ 한국전자기술연구소 딥러닝 연구용 기기 납품 (2021.� 12월)

◾ 국내 대학교 딥러닝 연구용기기 납품 (2022.� 1월)

◾ 드론 탑재 건설 방재 관리 시스템 개발 (2022.� 3월~현재 진행)

◾ 극장 티켓판매 키오스크 자동응대시스템 개발 (2022년 5월~현재 진행)

◾ Tracking기술을 적용한 AI� 고객 출입 관리시스템 개발(2022년 7월~현재 진행)

◾ 무인판매대자동체크아웃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2022년 7월~현재 진행)

◾ 횡단보도적색등 무단통행 감지 경보시스템 상용화(2022년 10월~현재 진행)

◾ 광고디스플레이 영상 노출 및 도달률 측정을 위한 AI� 시스템 개발 예정 (2022년 11월

개발 착수 예정)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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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플랫폼

1 3D� Modeling,� IoT�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트윈 솔루션,� RapidTWIN

기업명 � � (주)MDS인텔리전스

주요 기능

◾ 3D�모델링 (Mirroring)� � �
� � -� 자체 개발한 실사기반 3D�솔루션을 통한 빠르고 정확한 3D�모델링

� � -� 웹 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저용량 최적화

◾ IoT기반 실시간 데이터 수집⋅표현 (Monitoring)
� � -� 모델링 객체에 실시간 IoT�정보를 통합

� � -� 다양한 종류의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다량의 데이터의 안정적인 취합과 운영

◾ 예측/분석/시뮬레이션 (빅데이터,� AI)
� � -� IoT�기반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 � -� 빅데이터 AI�분석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황 파악

� � -� 누적된 데이터들을 통해 미래 예측 및 시뮬레이션

특징 및 장점

◾ 디지털 트윈 가상 공간 구축을 위한 전주기 기술 노하우 보유
� � -� 데이터 생성,�저작,�수집 및 분석 등 디지털 트윈 가상 공간 구축을 위한 전자주기 기술 노하우를�

통해 실제 현장의 환경과 시스템을 가상 공간에 동일하게 구현

� � � � ·� 3D�자동생성 및 저작 기술,� IoT�데이터 수집 기술,�디지털 트윈 통합 시각화 기술,�빅데이터�

AI�분석 기술

◾ 빠르고 가벼운 3D�모델 생성도구_Auto-i3D
� � -� AI� 분석을 기반으로 특징점을 추출하고 실감형 3D� 객체를 자동 생성하여 경량화 저작 지원

및 현실감 있는 Texture�제공

� � -� 작은 사물부터 큰 건물까지 2D�사진이나 동영상 입력만으로 고품질 3D�객체 생성을 지원

◾ 국제표준기반 IoT�플랫폼_NeoIDM
� � -� 사물인터넷 기기의 데이터 수집,�제어,�펌웨어 업데이트,�모니터링을 위한 IoT�디바이스 관리 플랫폼

� � -� 사물인터넷을 위한 국제 표준 프로토콜 LwM2M� (OMA),� CoAP을 기반으로 개발



▍2023년도 AIoT� 서비스·제품 및 기업 편람

- 434 -

구 분 적용기술 적용

3D� 공간구축 Photogrammetry
사진기반 텍스처 표현

및 3D모델기술 LOD� 4

3D� 엔진 Unity,� Unreal 디지털 트윈 가시화 엔진

IoT� 데이터 LWM2M IoT� 국제표준 기반

� � -� 고객사의 사업모델에 따라 필요한 Toolkit�부터 기술지원 서비스까지 지원

◾ 디지털 트윈 통합 데이터 시뮬레이션_AWAS-DT
� � -� 현실 세계를 3D� 디지털 트윈 환경으로 구축하고 복잡한 데이터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돕는

시각화 제공

� � -� 센서 값 및 3D�공간정보 등 현장 데이터를 유형별로 맞춤 시각화 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지원

◾ AI�기반 영상 데이터 분석 솔루션_� AWAS-Insight
� � -� 현장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알림 제공

� � -�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환경에서 다양한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통찰력을 지원

◾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AR/VR/MR�저작도구_� AWAS-XR
� � -� 콘텐츠 및 시나리오에 대한 사용자 임의의 저작 기능 제공

� � -� 기성품과는 차별화된 AR/VR/MR�콘텐츠 및 현장에 특화된 교육훈련 시나리오 구현 지원

제품 규격

활용 분야

◾ 스마트 팩토리
� � -� 생산설비 관리,�제조 프로세스 운영,�작업자 관리 등 공장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지원

� � � � ·� 공정수행 XR�교육훈련 콘텐츠,� QC�검사,�실시간 재고현황 ERP�연동,�MES�솔루션 연동

� � � � ·� 공정별 생산량 분석 및 시각화,�실내 환경 분석 및 시각화

� � � � ·� 설비 고장 예측,�작업자 안전관리,�에너지 관리

◾ Smart� City/Station
� �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으로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 조성

� � � � ·� 가로등 관리,�도로공사 관리,�집회관리

� � � � ·� 교통량 분석,�수자원 분석 및 시각화,�지역별 전력량 분석 및 시각화

� � � � ·� 화재/재난 시뮬레이션,�댐 유역수위 및 안개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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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Retail
� � -� 편의점,�의류,�가전 등 유통매장과 요식업까지 효율적인 매장관리를 위한 부가기능 지원

� � � � ·� 냉/온장고 온습도 관리 모니터링,�재고관리

� � � � ·� 고객 유입량 및 동선 분석,�매장 레이아웃별 구매전환율 분석

� � � � ·� 매장 레이아웃 배치 및 시뮬레이션,�발주예측 및 자동화

제품 사진

주요 실적

◾ 디지털 트윈 대청댐 1단계 시범 구축
� � -� 대청댐 현장을 3D� 모델로 생성 및 특화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 댐 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분석,�예측,�시뮬레이션 등 지원

◾ 화학공장 작업환경 통합관제
� � -� 화학공장의 작업자 안전관리 시스템 :�가스감지기,�누수감지기,�공기질센서 통합모니터링 기반의�

작업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8호선 노후 모니터링 시스템 개량 사업 �

� � -� 사용자 편의 설정을 도입한 지능형 영상분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쓰러짐,�부정승차,� 교통약자�

인식 등 역사 내 자동 상황 분석 및 분석 환경 설정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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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수도 원격 검침 �

� � -� 디지털 이미지 방식의 비대면 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 :� 계량 지침의 이미지 정보 수신,�

통신 음영 지역 해소,�AI�딥러닝을 통한 이미지 데이터 분석 지원,�요금서버 연동을 위한 API�제공

◾ 전주천 수질 모니터링 �

� � -� 전주천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모니터링 2개소 구축 :� 다항목 수질센서를 통해 실시간 수질의

변화 모니터링,�오염원의 유입경로파악,�하천 범람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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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BLab� AI� Platform

기업명 � � (주)아이브랩

주요 기능

◾ 데이터 처리 기능

� � -� IoE�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처리,� 스트림 처리,� 분산병렬 기반 대용량 처리

◾ Analytics� (DevAI)� 기능
� � -� 데이터 비식별화/전처리,� 기계학습/딥러닝,� 자동기계학습(AutoML)

◾ AI� Serving� 기능
� � -� 기계학습/딥러닝 모델 스트림 서빙,� 딥러닝 모델 On-Demand� 서빙

� � -� 온톨로지 기반 지식베이스 연동 서빙

◾ AI� 서비스 배포 및 모니터링(DevOps)� 기능

� � -� 워크플로우 파이프라인 기능,� 워크플로우/엔진 단위 모니터링 및 제어 기능,� 워크플로우/

엔진 스케쥴링 기능,� 서비스 등록 기능,� 런타임 실행 프레임워크 버전 동기화

◾ AI/SW� Assets� 기능
� � -� 데이터 및 모델 저장소 기능,� 모델 자동 버전관리,� 배포용 모델의 주기적 빌드,� SW�컴퍼넌트�

신규 등록/갱신/버전관리,� UI� 컴퍼넌트 버전관리/갱신 기능

◾ WebToolkit� 기능
� � -� 웹 기반 저작도구/시각화산

특징 및 장점

◾ 지속성 :� SW/Data/Analytics/경험 등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력 내재화

◾ 다양성 :� SW� 컴포넌트들의 조합으로 다양한 응용 서비스 시스템 구성

◾ 재활용성 :� 워크플로우 재활용 및 공유 기능 제공

◾ 확장성 :� 개발자 API를 이용한 3rd� Party� 컴퍼넌트 개발 및 등록 인터페이스 제공

◾ 편의성 :� 웹 기반 DIY� 워크플로우 저작도구 및 모니터링/실행/제어 인터페이스 제공

� � -� Stand-alone� 실행환경과 웹툴킷 저작 환경을 포함한 컨테이너 기반 툴박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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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구 분 구성 비고

프레임워크 코어
§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션(실행/종료)� 및 스케쥴링 기능
§ AI/SW� Assets� 기능

수집/적재/처리
§ 다양한 사물인터넷(IoE)�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적재
§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 추출/정제/변환/축소 등 전처리

데이터 비식별화(16종)

학습/분석/예측
§ 기계학습/딥러닝 모델 탑재 및 분석
§ AutoML을 통한 최적의 기계학습모델 자동 생성

서빙/지식연동
§ 딥러닝 모델 On-Demand� 및 스트림 서빙
§ 센서스트림을 입력으로 기계학습 모델에 의한 실시간 예측

다중모델 융합
서빙/지식연동

제품 사진

� � � � � �

활용 분야

◾ AI� 정보 수집/분석/처리

� � -� 다양한 IoT� 디바이스 연동를 연동하여 엣지서버를 통한 정보 수집

� � -� 수집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준화/정규화

◾ 모니터링/진단/예측/관리
� � -� 각종 모니터링 응용 서비스/진단 예측 서비스/AI기술을 활용한 관리서비스

주요 실적

◾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AI� 플랫폼 납품

◾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 대전시 지능형 물관리 구축사업 AI� 플랫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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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BLab� Logistics

기업명 � � (주)아이브랩

주요 기능

◾ 대시보드
-� 배송 제품의 상태 정보를 대시보드에 표시하여 제품의 온도 유지가 적절한 상태를

� � � � � 유지하는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

-� 배송현황 모니터링(배송 중/정상/이상/배터리부족)

◾ 배송 리스트 관리

-� 제품 정보를 관리하여 배송 시작부터 완료까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디바이스 별 상세 정보

-� 디바이스 별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맵 기반 배송 루트 모니터링

◾ 단위시간 별 위치/온도/습도/충격/조도/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 프로젝트 관리

-� 배송 제품 생산자의 정보를 관리

◾ 상품 관리

� � � -� 생산자 상품 정보 등록 관리

◾ 디바이스 관리

-� 배송 상품과 BLE� 온도 측정기의 연결 관리

◾ 사용자 관리

-� 배송 담당자 관리

특징 및 장점

◾ 차량에 설치된 GPS� 수신기를 기반으로 차량의 위치,� 각� 차량의 배송박스 온도정보를 실

시간으로 추적관리

◾ 배송박스별 일정한 간격으로 온도 측정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배송제품의 신선도 및 신뢰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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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구 분 구성 비고

플랫폼 서비스 § Cloud� 서비스 활용

BLE� 게이트웨이 § GPS,� BLE,� MQTT� 서비스 지원 제품 BLE(Bluetooth� Low� Energy)

BLE� 온도측정기 § 온도 센서,� BLE� 송신 지원 제품

서비스 구성도

� � � � � �

활용 분야

� �◾ 온도에 민감한 의약품 및 신선식품의 배송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 관리

주요 실적

◾ 물류산업과 유통,� 식품,� 제조 등 여러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 및

구축 진행 중

◾ AIoT� 국제전시회(AIoT� Korea� Exhibition� 2021)�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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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LOOH� (엣지 컴퓨팅 기반 데이터 수집/분석 IoT� 플랫폼)

기업명 � � � (주)크레스프리

주요 기능

◾ 엣지컴퓨팅 디바이스

� � -� 실시간 고속·대용량 데이터 수집·분석·제어 제공

� � -� 다양한 통신 지원 및 지속적인 연결을 위한 IoT� Gateway� 기능

� � -� 고속·고해상도 멀티 채널 센서 데이터 수집

� � -� 온디바이스 AI� 지원을 위한 하드웨어 가속기 탑재

◾ 엣지 컴퓨팅 엔진

� � -� 엣지 컴퓨팅 엔진 :� 수집 데이터 관리,� 센서 데이터 전처리 분석,� 고급 분석 알고리즘

� � -� 엣지 뷰 :�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히스토리 트렌드 데이터 모니터링 제공

� � -� EDGE� AI� VISION� :� 엣지 컴퓨팅 기반의 고속/대용량 영상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

온디바이스 AI� 기반 객체 탐지,� 객체 추적,� 다중 객체 추적 등의 소프트웨어

� � -� EDGE� AI� DATA� :� 엣지 컴퓨팅 기반의 고속/대용량 센서 및 설비 데이터 수집 소프트

웨어,� 온디바이스 AI� 기반 품질예측,� 설비고장감지,� 설비고장예지 등의 소프트웨어

◾ 통합 데이터 수집 분석 IoT� 서버

� � -� 시계열 데이터,� 히스토리 분석/알림 및 알람 기능

� � -� 엣지 컴퓨팅 프로그램 배포 및 관리를 위한 Edge� Builder� 제공

� � -� 데이터 모니터링 및 리포팅을 위한 Data� Visualization

특징 및 장점

◾ 엣지 컴퓨팅 기반 실시간 분석 수행

� � -� 데이터 발생 현장에서 즉각적인 데이터 분석 수행

� � -� 실시간 분석 수행을 통한 실시간 서비스 제공 가능

◾ 고속·대용량 데이터 수집·분석

� � -� 현장에서 수집되는 아날로그 센서 및 영상 데이터 등 고속·대용량 데이터 수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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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트래픽 감소

� � -� 현장의 대용량 데이터를 엣지컴퓨팅 디바이스에서 분석하여 이벤트 및 결과 데이터만

서버로 전송

� � -� 기존 서버 분석 방식 대비 데이터 트래픽을 크게 감소시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가능

제품 규격

구 분 내용

통신 지원 WiFi,� BLE,� LAN,� LoRa,� Zigbee

전원 방식 DC� 24V� (DC� Jack,� Wire� Terminal� Type)

입출력 지원
입력채널 :� 4CH� 아날로그 /� 4CH� 디지털 /� 1CH� USB센서

출력채널 :� Relay� 4CH

프로그램 언어지원 C/C++,� Java� Script,� Python

제품 크기 가로 17cm,� 세로 19cm,� 높이 6cm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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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스마트 시티

� � -� 현장 CCTV� 기반 무단횡단 보행자 알림 서비스

� � -� 실종자·범죄자 등 사람 찾기 서비스

� � -� 실시간 유동 인구 모니터링 서비스

◾ 스마트 팩토리

� � -� 스마트 공장 설비·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 � -� 스마트 공장 설비 고장 예지 시스템

� � -� 스마트 공장 품질 예측 시스템

� � -� 스마트 공장 작업자 동선 모니터링 시스템

� � -� 스마트 공장 작업자 안전 지역 출입 모니터링 시스템

주요 실적

◾ S사 가전 제조 라인 설비 상태 모니터링 (2016-2018년)

◾ K사 자동차 부품 원재료 투입 상태 모니터링 (2017년)

◾ N사 주조 가공 제조 라인 (2018년)

◾ E사 MLCC� 제조 라인 설비 상태 모니터링 (2019년)

◾ S사 영상 기반 사람 추적 알고리즘 납품 (2020년)

◾ H사 영상 인식 기술 기반 확진자와 접촉자 간 거리 예측 알고리즘 납품 (2020년)

◾ H사 엣지 컴퓨팅 기반 제조데이터 수집/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20년)

◾ ‘NIA’� 교통 AI� 데이터 셋 구축 사업수행 (2020/2021년)

◾ K사 자동차 부품 사출제조라인 품질예측 및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2021년)

◾ B� 지자체 현장 CCTV� 기반 무단횡단 보행자 알림 서비스 수행 (2020/2022년 수행 중)

◾ B� 지자체 실종자 찾기 서비스 수행 (2020/2022년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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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KPush� with� IoT� –� IoT� 서비스 개발 솔루션

기업명 � � � 씨케이스택(주)

주요 기능

◾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연결 후 상태 관리 및 제어 처리 기능

� � -� 디바이스를 IoT화 하기 위한 WiFi� /� BLE� 모듈의 연결에 대한 기술 제공

� � -� IoT디바이스의 상태 모니터링,� 리모트 콘트롤을 위한 실시간 서버 제공

◾ 사용자와 운영자를 위한 앱 /� 웹 기능�

� � -�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App� 개발 (안드로이드,� iOS)

� � -�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WEB� 기반 어드민 제공

◾ 다양한 외부 시스템 연계 기능

� � -� Open된 Rest� API를 지원하여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 연동 가능

� � -� 외부 Server를 포함한 Custom� Android,� Smart� Watch,� Web� Application과 같은

다양한 장비들과도 연계 가능

특징 및 장점

◾ 기 검증된 상용화 솔루션

� � -� 여러 업체에서 도입하여 상용화 시킨 검증된 소프트웨어 솔루션 입니다.

◾ 다양한 디바이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결

� � -� 해당 업체의 다양한 디바이스를 하나의 IoT�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대량 접속,� 저비용 트래픽 처리 기술

� � -� 디바이스의 대량 접속처리가 가능하고,� 이러한 접속을 합리적인 저비용 트래픽/서버

관리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OTA� 기능 제공 (Firmware� Update)

� � -� 디바이스를 포함한 Firmware� 를 IoT� 시스템을 이용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 Security� 향상
� � -� API� 및 실시간 통신의 SSL� 지원

� � -� 디바이스 접속 및 사용자 접속에 ACL� 지원

� � -� 디바이스 인증서를 통한 상호인증 및 암호화 레벨 지원도 가능

◾ Device� /� Firmware� 개발 지원 및 자체 테스트 도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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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류 용도

실시간 통신서버 서버S/W 디바이스 통신

서비스 API 서버S/W 서비스 지원 API

IoT� 앱 안드로이드/iOS 사용자 용

관리자 어드민 WEB�기반 운용자 관리

실시간 대시보드 WEB�기반 실시간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시스템 관리

디바이스 통신 규격
MQTT 소형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통신 프로토콜

HTTP 일반적 API�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를 위한 프로토콜

� � -� 디바이스의 IoT화 개발을 위해 자체 개발한 테스트 도구를 지원합니다.�

� � -� IoT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 컨설팅을 병행 합니다.

제품 규격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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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전반적 영역에서의 시스템 개발에 활용

� � -� 디바이스의 IoT� 서비스화를 기반하기 때문에 각종 실시간 서비스 개발에 용이합니다.

� � -� 디바이스 데이터 수집,� 상태 관리,� 제어,� 데이터 수집을 활용한 대시보드 개발

� � -� 커스텀 안드로이드 보드를 활용한 제품 개발,� 스마트 와치 연결 서비스 개발

주요 실적

◾ Paseco� 설치형 에어컨 IoT� 플랫폼 (2022년 4월 상용화 완료)

� � -� 대량 접속 &�분산처리 기술

� � -� OTA� 기능 탑재 (MCU,� WiFi� Module� update)

◾ XPLORA� Smart� Watch� IoT� 시스템 (2020년 상용화 완료 이후 후속 기기 개발 지원 중)

� � -�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EU상장기업으로 영국,� 독일 등 유럽 기반의 서비스 업체

� � -� XPLORA사의 다양한 Kids� Watch� 용 서비스 서버 및 연동 시스템 구축

◾ I&C� 테크놀로지 아크차단 IoT� 플랫폼 (2021년 상용화 완료,� 2022년 운용 지원 중)

� � -� I&C� Technology� WiFi� Chip� 기반의 IoT� 시스템

◾ IL� Science� LED조명제어 IoT� 플랫폼 (상용화 대기 중)

� � -� API� 스피컨 연동 개발 (네이버 클로바,� 구글홈)

◾ 린나이 스마트 링크 (2018~2019� 개발,� 현재 린나이 기술팀에 의해 운용 중)

� � -� 대용량,� 고성능 IoT� 서버 구축

� � -� 다양한 제품의 IoT� 기능을 포함한 통합 앱 제공

◾ 다양한 IoT� 플랫폼 개발 (2016년~� 현재까지)

� � -� 인터텍 스마트 온수매트

� � -� 대영파워펌프

� � -� 조이포라이프

� � -� 하니웰 등의 플랫폼 개발사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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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lomon

기업명 � � (주)인포지아

주요 기능

◾ 서비스 개요

� � -� 기업에 있는 다양한 장치와 외부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 -� 브라우저 기반의 Flow� Engine을 통해 복잡한 IT/IoT� 환경에 대한 적용을 빠르게 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한 유연한 적응이 가능

◾ 주요 기능

� � -� Flow� Diagram을 통한 다양한 프로토콜 연계 및 가공

� � � � ·� OPC-UA,� MQTT,� REST,� Modbus,� Serial,� TCP/UDP� 등 다양한 프로토콜 지원

� � -� 내장된 빅데이터 엔진

� � � � ·� 빅데이터 엔진을 내장하여 센서에서 올라오는 초당 수백개의 데이터도 처리가 가능

� � -� 위젯 대시보드

� � � � ·�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자별로 자유롭게 대시보드 구성 기능 제공

� � -� 관리 기능

� � � � ·� 사용자별 접근 권한 체계 기능 제공

� � � � ·� 룰셋 적용을 통해 알람 발생 및 SMS/이메일 등으로 통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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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장점

◾ 쉽고 자유로운 데이터 연결성

� � -� 센서 및 설비들을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개발 없이 데이터 수집/저장/가공이 가능

◾ 대용량 데이터 처리

� � -� 진동 센서와 같이 초당 1~100Hz로 수집되는 데이터 처리가 가능

◾ 내장된 Built-in� 노드

� � -� 수십개의 내장된 Flow� 노드를 통해 다양한 로직 처리가 가능

◾ No-Coding� 데이터 연결

� � -� 개발 없이도 다양한 센서와의 연계가 가능하고 시각적으로 즉시 데이터 확인 및 데이터

보정 작업이 가능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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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스마트 제조

� � -� 제조 현장의 MES� 및 각종 센서,� 설비 정보를 수집하여 통합 관제 및 분석

◾ 스마트 팜

� � -� 수집된 영상,�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농작물 시설에 대한 상태 분석 및 최적 방역

◾ 통합 관제

� � -� 기업에서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제시스템으로 구성

주요 실적

◾ 공장 스팀트랩 예지정비 플랫폼 구축(2022년)

� � -� 롯*� 안성공장,� 노*� 영주공장 스팀트랩 온도를 통해 이상감지 시스템 구축

◾ 건물 에너지 통합 관제 대시보드 구축(2021년)

� � -� Y*대 건물별 에너지 종합 대시보드 구축

◾ 골프장 잔디 관리 플랫폼 구축(2021년)

� � -� K*� 골프장 잔디 상태 관리 및 진단 플랫폼 구축

◾ 광선로 종합분석 시스템(2021년)

� � -� OTDR� 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광케이블의 이상 지점을 추적하고 파형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 변압기 종합 진단 시스템(2020년)

� � -� DGA,� OLTC,� GIS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변압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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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oTOps

기업명 � � � 베스핀글로벌 주식회사

주요 기능

◾ BI� Dashboard
� � -� 수집된 IoT� Data� 를 시각화하여 유용한 Insight� 도출

� � -� 사용자 정의 가능한 위젯으로 다양한 통계,� 차트,� 그래프를 가시화

� � -� 내외부 데이터와 Data� Federation�

◾ Device� Management
� � -� 디바이스의 종합 관리가 가능하며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제품목록,� 디바이스,�

OTA를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 � � ·� Product� 관리

� � � � ·� Protocol� 관리

� � � � ·� Device� 관리

� � � � ·� OTA(Over-the-air)� 관리

◾ Rules
� � -� IoT� Data� 에 특정 임계치 값을 설정한후 Event� Trigger� 를 관리

� � � � ·� Message� Topic� 매핑

� � � � ·� ANSI-SQL� 기반 Rule� 정의

� � � � ·� Payload� 관리

� � � � ·� OTA(Over-the-air)� 관리

� � � � ·� Notification� :� Telegram,� Slack,� Email,� 기타 Incident� 관리 Tool� 연동

◾ Open� API
� � -� 사전 개발된 Restful� API� 뿐만 아니라 고객 보유 중인 특정 디바이스에 맞는 커스텀

API� 개발 제공

� � -� 실시간 Stream� API� 제공

� � -� 수집 데이터 API� 서비스

◾ Monitoring
� � -� 디바이스의 상태와 데이터 수집에 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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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서비스 제공형태 지원 프로토콜

IoTOps SaaS(Software� as� a� Service) MQTT,� WebScoket,� CoAP,� ModBus� 등

특징 및 장점

◾ All-in-One� 서비스
� � -� IoT,� Edge� 디바이스 관리 뿐 아니라 빅데이터 수집/저장/� 분석 가능한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무한한 디바이스 확장성

� � -� Cloud� 기반 고가용성/� 고확장성 서비스 통해 데이터 수집과 관리가 필요한 디바이스를

지속적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하고 안정적인 Edge� 서비스

� � -� Industry별 표준 규약에 맞춘 미리 개발된 Edge� 플랫폼으로 즉시 서비스 구축 가능합니다.� �

(MQTT,� ModBus� 기반)

◾ 최신 Analytics� &� AI/ML� 서비스

� � -� 최신 AI/ML� 기술에 기반한 고객별 맞춤형 분석과 셀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 AI/ML� Pipeline� 제공

� � -� AI/ML� 개발 환경 Notebook� 제공

� � -� AI/ML� 모델의 지속적인 고도화 및 통합 제공

◾ 비용 절감 및 구축 기간 단축

� � -� AIoT� 인프라 구축 및 oneM2M� Connectivity� 개발 없이 즉시 Device� 연결.

� � -� IoT� Data� Lakehouse� 제공

◾ 운영 부담 Zero

� � -� SaaS� 상품 사용으로 고객의 운영 부담 Zero

� � -� 고객의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 가능

� � -� Customized� RestFul� API� 제공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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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활용 분야

◾ IoT� Sensor�
� � -� IoT� Product� 관리

� � -� Protocol�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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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irmware� 관리

� � -� Device� Profile� 관리

◾ Smart� City
� � -� Smart� CIty� 전력,� 조명,� 공기질 관리

� � -� 원격 제어 관리

� � -� AI/ML� 활용한 최적 운영 환경 세팅

◾ Cold� chain
� � -� 온도/습도/진동 센서를 통한 보관,� 유통 시 온습도,� 진동 정보 수집

� � -� 실시간 모니터링

� � -� 위치 기반 물류 추적 관리

◾ Battery� Monitoring� System
� � -� Modbus� 기반 태양광 발전 관리

� � -� Battery� 전압,� 전류,� 온도 실시간 모니터링

� � -� 실시간 이상 감지 및 제어

주요 실적

◾ (주)� 빛컨
� � -� 온도,� 습도 모니터링 디바이스 에서 발생하는 IoT� 데이터 관리 플랫폼(2021년8월)

� � -� V-OLA� 웹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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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oT� 디바이스 관리 플랫폼,� NeoIDM

기업명 � � (주)MDS인텔리전스

주요 기능

◾ IoT� 기기의 상태 모니터링,� 장애 감지,� 데이터 일괄 전송 기능

� � -�국제표준 OMA� LwM2M�프로토콜 기반의 IoT� Device� 관리 솔루션

� � -�사용자 조직별 권한 관리 및 디바이스 그룹 관리,

� � -�외부 시스템 연동을 위한 Rest� API� 제공

◾ 센서,� 게이트웨이,� 서버 각�영역별 SDK� 제공으로 End� To� End� 지원

� � -�Windows� 및 Linux와 같은 상용 OS� 환경부터 Firmware까지 다양한 고객 시나리오를

지원하는 Client� SDK� 지원

◾ IoT� 디바이스의 보안 강화

� � -� CoAP� 기반의 DTLS� 암호화 통신을 통하여 IoT� 기기의 보안성 강화

특징 및 장점

◾ 500만 대 이상의 IoT�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검증된 IoT� 플랫폼

� � -�국내/외 대규모 상용서비스에 적용된 검증된 IoT� 플랫폼

� � -� 국제표준 OMA� LwM2M� 표준을 준수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종류의 디바이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중앙 집중 관리 가능

◾ 저 사양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표준 프로토콜

� � -� IoT기기 관리를 위한 DM(Device� Management)� 표준 규격인 LwM2M(Lightweight�

M2M)� 기반의 플랫폼

� � -�연산 능력과 배터리에 제약이 많은 IoT� 환경에 맞게 CoAP� 프로토콜 채택

◾ 기기 간 유연한 연동과 관리 가능

� � -� IoT� 표준 프로토콜 LwM2M을 기반으로 상용 IoT� 플랫폼들과 연동하여 다양한 장비 관리�

가능.� (Monitoring,� FOTA+� 등)

◾ FOTA� (Firmware� Over� The� Air)
� � -�캠페인 기반의 대규모 업데이트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

� � -� Delta� update를 위한 Diff� gen/Update� Agent� 지원 저 사양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표준�

프로토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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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 칭 적 용

프로토콜

LwM2M 국제표준 IoT� 디바이스 관리 정책 수용

CoAP 경량화된 메세징 프로토콜 적용

MQTT
모바일 기기/낮은 대역폭의 소형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메세징 프로토콜 적용

◾ 자유로운 사용 환경 및 호환성

� � -�다양한 운영체제와 통신 방식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RESTful� API를 통해 어떤 기기에서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기존의 기기 관리 솔루션에 비해 사용상의 제약이 적음

◾ 서비스 확장 용이

� � -� 설치형 서버 또는 Naver� Cloud� Platform,� MS� Azure,� AWS� 등 클라우드와 연동하여

글로벌 서비스로 원활한 확장이 가능

� � -�음성인식,� AI� 서비스 통합 등 다양한 비즈니스 시나리오와 결합한 서비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음

◾ 자사 NeoKeyManager와의 연동으로 IoT� 데이터의 위/변조 및 해킹방지

� � -�데이터 암호화,� IoT� 디바이스 인증,� 양방향 보안 통신 적용 (3중 보안 적용)

� � -� CC� 인증을 획득한 HSM(Hardware� Security� Module)으로 암호 키의 별도 보관

� � -�다양한 암호화 알고리즘 기반 보안 강화 및 PUF(Physical� Unclonable� Function)� 칩을

통한 IoT� 단말 인증

제품 규격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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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IoT� 전 영역에 활용 가능

� � -�데이터의 수집뿐 아니라,� 모니터링,� 제어,� 원격업데이트 등 다양한 양방향 통신의 디바이스�

관리가 필요한 IoT� 영역 활용 가능

주요 실적

◾ GS인증 1등급 획득 (2018년)

� � -�인증번호:� 18-0117� /� 제품명:� NeoIDM� v1.0

◾ 2018년 신소프트웨어 상품 대상 수상

◾ IoT� 규격 국제 표준화 단체인 OMA�주최 상호운용성 테스트(TestFest)� 최우수 평가

� � -�최우수 /클라이언트 부문 (2016년)

� � -�최우수 /서버 부문 (2017년)

◾ 2021년 'IoT� Award'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 다수의 구축사례 보유

� � -�공유형 전기자전거 관리 시스템

� � -�무인 세탁방 관리 시스템

� � -�일본 BGM�셋톱박스 및 LTE� 모듈 관리 시스템

� � -�일본 멘션 관리를 위한 smart� hub� 및 도어락 관리시스템

� � -�플랜트공장 작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 � -�스마트 공기청정기 개발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 -�화학공장 대기오염방지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 � -�이동통신사 Delta� 업데이트를 위한 Diff� Gen/UA� 구축

� � -�전기차 충전기 관리시스템 구축

� � -� IoT� 기반의 수도계량기 원격 검침 플랫폼 ‘HY.Check’� 개발

� � -�안면인 식기반의 실내 발열자 출입 관리 및 실내공기질 관리 서비스 ‘Hi.DAL’� 런칭

� � -�O호선 지하철 공기청정기 중앙제어 시스템 구축

� � -�OO과학관 미세먼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 -�하천 수질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Hi.Aqua’� 서비스 개발

� � -�미국 수출용 POS의 렌탈 서비스를 위한 IoT� 플랫폼 구축

� � -� IoT� 센서 기반 ESH� 모니터링 시스템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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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oT�플랫폼 NeoIDM기반의 원격 수도검침 시스템,� HY-CHECK

기업명 � � (주)MDS인텔리전스

주요 기능

◾ 검침 단말기의 원격관리 및 전체 검침 현황 모니터링

� � -�전용 대시보드를 통하여 검침 단말기 상태 및 전체 사용량,� 유수율 모니터링

� � -�지도에 검침기의 위치를 표시하여 직관적인 검침 상태 확인 가능

� � -�상수도 사업소 전체 사용량 및 유수율 관리를 위한 실시간 그래프 제공

� � -�단말기의 상태,� 배터리 현황,� 통신 상태 등을 모니터링 가능

◾ 수용가별 검침 이미지 데이터 조회 및 요금서비스 연동

� � -�수용가별로 특정 기간에 사용한 내역 조회 가능

� � -�수용가별 검침 된 이미지 색인 가능 및 AI� 분석데이터 조회

� � -�수용가별 월별 사용량 조회 및 그래프를 활용한 추이 산정

� � -�요금정보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API� 제공

◾ 생체활동 지수를 통한 사회안전망 연동

� � -�수도사용량에 따른 독거노인,� 취약계층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 � -�수도사용 조건에 따른 알람 발송 기능 설정(옵션)

특징 및 장점

◾ 국제 IoT� 표준이 적용된 IoT� 플랫폼

� � -� IoT� 국제표준인 LwM2M� 기반의 IoT� 플랫폼으로 확장성 및 이기종 연동이 뛰어난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 모든 검침 데이터 촬영 이미지 AI� 분석 및 이력 관리 DB화

� � -�실제 촬영된 검침 이미지의 이력 관리를 통해 요금증빙자료 활용

� � -�검침 된 실제 이미지를 요금명세서에 포함하여 요금 민원 해결(옵션)

◾ 기존 아날로그 계량기의 교체 없이 설치 가능

� � -�설치 및 교체 시 지역 단수 없이 설치할 수 있고 유지보수가 쉬움

� � -�구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동일 모델로 모든 구경 적용이 가능하여 비용 상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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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 칭 적 용

프로토콜

LwM2M 국제표준 IoT� 디바이스 관리 정책 수용

CoAP 경량화된 메세징 프로토콜 적용

LTE 전국의 모든 수용가에 적용가능한 모바일 통신 적용

제품 규격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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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공공복지 서비스와 연계 및 사회 안전망 구성

� � -�수도사용량을 기반으로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

◾ 정부의 뉴딜정책의 일환인 스마트 미터링 사업

� � -�기존의 아날로그식의 열악한 수도 검침환경과 그로 인한 검침 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허위 검침,� 오검침,� 검침원 관련사고 등을 예방하며 투명한 정보공개로 요금 민원 업무를�

해결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

주요 실적

◾ NeoIDM�실적
▷� GS인증 1등급 획득 (2018년)

-� 인증번호:� 18-0117� � /� 제품명:� NeoIDM� v1.0

▷� 2018년 신소프트웨어 상품 대상 수상

▷� IoT� 규격 국제 표준화 단체인 OMA�주최 상호운용성 테스트(TestFest)� 최우수 평가

-� 최우수 /클라이언트 부문 (2016년)

-� 최우수 /서버 부문 (2017년)

▷� 2021년 'IoT� Award'에서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공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수상

◾ 2021� WITSA(세계정보서비스산업기구)� Global� ICT� Awards� 스마트시티(공공부문)에서
Merit� Award� Winner� 수상

◾ CES� 2022� Innovation� Awards의 Smart� Cities� 카테고리에서 Honoree� 선정 (CES� 2022

혁신상 수상)

◾ 다수의 구축사례 보유

� � -�양산시,� 구리시,� 대전광역시,� 순천시,� 계룡시,� 부여군,� 청주시,� 예천군,� 인천광역시,� 파주시,�

화순군,�음성군,�용인시,�목포시,�괴산군,�의왕시,�울릉도,�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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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oT서비스 플랫폼

기업명 � � 코오롱베니트(주)

주요 기능

◾ 표준 IoT프레임워크 적용

� � -� 장비 연동 및 기본 관리 (상태 조회,� 변경 요청,� 변경 실행)

� � -� 사용자 관리 (인증,� 권한)� 및 장비 배치

� � -� 장비 자동화 관리 (자동화 규칙/실행/관리)

� � -� 시스템 관리 (사용자 관리,� 장비 관리)

� � -� Open-API� 제공

◾ 고객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 � -� 3rd� Party� 서비스 연동

� � -� 고객사 전용 모바일App.� 개발 (Android,� iOS)

� � -� 운영관리 도구 제공 (통계,� 분석 및 보고서 생성,� 시스템 운영 알람)

◾ 데이터 분석,� 이관

◾ 운영 및 관리

특징 및 장점

◾ 고객사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시스템 구성

◾ 장비와 플랫폼간의 일관성 있는 연계

◾ Micro� Service� Architecture� 적용으로 유연하며 높은 확장성 제공

◾ 비동기 장치 제어로 높은 응답성

◾ 자동화 구축 (Trigger� –� Condition� –� Action)

◾ 모바일 /� 음성인식 인터페이스 지원

◾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지원

◾ 실시간 모니터링 (대시보드,� 알림)� 및 데이터 수집,� 관제,� 분석,� 시각화



- 461 -

구현 방안

활용 분야

◾ 스마트홈 /� 스마트가전 /� 생활가전 /� 시설물 관리 모니터링 등

주요 실적

◾ 코오롱글로벌 하늘채 홈IoT서비스 입주현장 적용 (2021년 8월 ~� )

◾ 한화건설 포레나 홈IoT플랫폼 구축 및 입주현장 적용 (2022년 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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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ESIM� IoT� Platform

기업명 � � 메타빌드(주)

주요 기능

◾ oneM2M� 표준기술이 적용된 IoT� 허브,� IoT� 게이트웨이,� IoT� 에이전트,� 개발 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성

� � -� 스마트시티⦁교통⦁빌딩⦁드론⦁국방 등 다양한 서비스 센서나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사물인터넷 데이터를 수집

� � -� 수집된 데이터를 데이터 허브에 저장⦁통합하고,� 플랫폼에서 관리⦁분석⦁공유⦁유통할
수 있는 IoT� 서비스의 전 프로세스에 대한 개발⦁운영환경 제공

� � -� 계층별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자원,� 디바이스 상태,� 디바이스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의 위젯을 제공하며,� 위젯을 이용한 맞춤형 대시보드 제공

� � -� 서비스 개발⦁공유⦁실행을 위한 서비스 관리 도구를 제공하며,� 다양한 서비스 컴포넌트

및 서비스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

� � -� IoT� 메시징 인프라(CoAP,� MQTT,� TCP/IP,� SOAP-over-UDP,� RS232,� CAN,� BLE,�

Z-Wave,� ZigBee� 등)� 지원

� � -� 표준 서비스 프로토콜(SOAP,� RESTful,� Socket,� HTTP/S,� JMS,� FTP,� SMTP/Pop3�등)을 지원

특징 및 장점

◾ 사물인터넷 환경과 엔터프라이즈 통합 환경에 걸쳐 운용되는 IoT� 서비스를 손쉽게 개발

� � -� 다양한 형태의 위젯을 통해 사용자 별 맞춤형 대시보드 환경을 제공

� � -� 서비스 개발⦁공유⦁실행을 위한 서비스 관리 도구를 제공하며,� 다양한 서비스 컴포넌트

및 서비스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

◾ GS인증,� MESIM� IoT� Platform� v1.5,� 2017년 8월

◾ oneM2M인증,� MESIM� IoT� Platform,� 2020년 2월

◾ 제7차 oneM2M�국제 상호운용성 시험 검증,�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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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구 분 내용

제품명 MESIM� IoT� Platform

구성요소 IoT�허브,� IoT�게이트웨이,� IoT�에이전트,� IoT�서비스 개발 툴,�모니터링 시스템

IoT� 메시징 인프라 CoAP,�MQTT,� TCP/IP,� SOAP-ove-UDP,� RS232,� CAN,� BLE,� Z-Wave,� ZigBee

서비스 프로토콜 SOAP,� RESTful,� Socket,� HTTP/S,� JMS,� FTP,� SMTP/POP3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 스마트 교통,� 스마트 건설,� 스마트 국방,� 스마트 팩토리 등

주요 실적

◾ 스마트시티 :� 송도(2018),� 경북도청신도시,� 영동군(2017),� 청주시,� 경산시,� 포항시(2018),�



▍2023년도 AIoT� 서비스·제품 및 기업 편람

- 464 -

고창군,� 서산시,� 파주시,� 구미시,� 안산시,� 김천시(2019),� 충청북도,� 여수시,� 대구(수성구,�

달서구),� 의정부시,� 경상북도(2020),� 서산시 스마트타운 챌린지 구축사업(2022),� 스마트

시티 혁신 성장동력 프로젝트 R&D(2019~2022)

◾ 스마트교통 :� 한국도로공사 IoT� 교량 변위 예측시스템 시범구축(2018),� 강남순환도로,�

봉평터널,� K-City� 자율주행실험도시,� C-V2X� 관제 플랫폼 포트홀 인지 및 알람 서비스

PoC(2020),� 대구시 5G� V2X기반 서비스 실증 인프라 구축(2차),� 새만금-상용차 고속

자율주행 종합평가 시설 구축 용역(2021~2022)

◾ 스마트건설 :�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사업 R&D� (20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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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nTOMIoT

기업명 � � (주)엔투엠

주요 기능

◾ 디바이스 관리 기능

� � -� 서비스 및 디바이스 단위의 기기 등록 관리

◾ 데이터 저장 및 공유 기능

� � -�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아 적재하고 기기 및 Application� 으로 데이터를 공유

◾ 정보 변경에 대한 구독/통지(Subscription� /� Notification)� 기능

� � -� 디바이스 데이터 저장소에 구독 설정을 하여 정보 변경 시 마다 통지하는 기능

◾ 디바이스 위치 정보 제공 및 관리 기능

� � -� 디바이스 위치 추적을 위한 위치 기반 정책 및 위치 데이터 저장소 관리 기능

특징 및 장점

◾ IoT� 국제 표준 규격인 oneM2M�기반의 개방형 플랫폼

� � -� HTTP(s),� MQTT(s),� CoAP(s)� 등 다양한 메시지 프로토콜 연동 기능 제공

� � -� Open� API를 통해 디바이스 제조사와 서비스 제공자(통신사 등)에 상관없이 모든 기기간의�

정보를 생성·수집·공유·활용 가능

◾ 자체 대시보드 시각화 솔루션 “nTOMview”와 연계

� � -� IoT� 디바이스 및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의 시각화 지원

◾ 디바이스 관리를 할 수 있는 Web� 화면 제공

� � -� 다량의 디바이스를 엑셀파일로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 -� 디바이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이력 정보 제공 (디바이스 트래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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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 � � �

구분 상세정보

제품명 nTOMIoT

표준 규격 oneM2M� Release� 2.0

지원 프로토콜 HTTP(s),� MQTT(s),� CoAP(s)

데이터 규격 XML,� JSON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Smart� City,� Smart� Grid,� Smart� Factory,� Smart� Mobility,� Smart� Home,�
Smart� Health� 등

� � -� 교통,� 안전,� 환경,� 생활,� 건강,� 전기,� 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IoT� 디바이스들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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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 고양시 IoT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2017년 9월)

� � :� 스마트호수공원,� 스마트가로등,� 스마트 쓰레기통,� 스마트모기측정,� 스마트 안전주차,� 스마트�

악취 측정,� 안심 어린이집 서비스 등

◾ 용인시 스마트 모기측정 서비스 구축(2018년 6월)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데이터 허브 과제 활용(2019년 1월~2020년 12월)

◾ 고양시 IoT서비스추가연계구축(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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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nTOMview

기업명 � � (주)엔투엠

주요 기능

◾ 웹표준규격(HTML5)를 지원하는 웹빌더를 통한 맞춤형 Dashboard제작기능

� � -� 레이블,� 이미지,� 표,� 차트,� 맵 등 다양한 아이템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구성

� � -� 배경 이미지 선택 및 이미지 아이템을 통해 원하는 이미지 배치

◾ Data� Polling� Server� 제공
� � -� 쿼리 등록 및 주기 설정을 통해 주기적인 데이터 조회 기능

� � -� Data� Polling� 시작 /� 중지 및 주기 설정 기능

◾ 실시간 웹(Real� Time� Web)� 지원

� � -� 실시간 웹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실시간 웹 통신환경 제공

� � -� 서비스 및 디바이스의 실시간 데이터 및 상태 모니터링 기능

◾ 지리공간(geospatial)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지원

� � -� 상용지도(구글,� 카카오,� 네이버)� 및 오픈소스맵 지원

◾ 수집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기능

� � -� 디바이스 및 연관 데이터 수집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통한 사용자 의사결정 지원

특징 및 장점

◾ 드래그 앤 드롭(Drag� &� Drop)� 방식의 손쉽고 빠른 화면 구성 가능

◾ Push� 기반(WebSocket)� /� Comet� 기반(Ajax� Polling)� 전송 기술 제공

◾ 운영 중 동적 쿼리 입력 후 즉시 적용

제품 규격

� � � �

구분 상세정보

제품명 nTOMview

개발 언어 HTML� 5,� Javascript,� Java,� R

Database Oracle,� My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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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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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IoT� 디바이스 모니터링

� � -� Smart� City,� Smart� Grid,� Smart� Factory,� Smart� Mobility� 등 IoT�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의�

센서 및 디바이스의 측정 데이터 및 상태를 모니터링

◾ 종합 상황판 대시보드

� � -� 서비스를 운영하는 상황실이나 센터 내 서비스 및 구성 장비들의 상태와 측정 데이터들의�

값 추이를 모니터링

주요 실적

◾ SG� 통합운영센터(IMC)� 위탁운영 사업 납품 (2017년 12월)

◾ 2017년 고양시 IoT�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 확산 납품 (2017년 9월)

◾ SG�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종합연동 시험도구 개발 용역 납품 (2017년 5월)

◾ 하나투어 ITSM구축 (2018년3월)

◾ 용인시 스마트 모기측정 서비스 구축(2018년 6월)

◾ 대구광역시 빅데이터기반의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디지털 현황판 구축사업(2019년 5월)

◾ 국가전략 프로젝트 데이터 허브 과제 PoC(2019년 12월)

◾ 도로공사 고속도로 IoT통신망 및 장비 원격감시 시범서비스구축(2020년 12월)

◾ 공군 IoT기반 장비시설물 원격감시 체계 구축(2020년 12월)

◾ SK하이닉스 시스템 관제 대시보드 구축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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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mart� AED� (IoT기반 자동심장충격기 통합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기업명 � � 루씨엠(주)

주요 기능

◾ 자동심장충격기(AED)에 IoT� 기술을 적용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AED의 정상작동을 확보하기�

위해 AED의 상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통합 모니터링 장치 및 플랫폼 서비스

� � � *�자동심장충격기(AED)� :�심장마비 등 응급시 심장 박동을 되살리는 응급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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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AED� 구성품

�

구성품 기능 제조

자동심장충격기(AED) 심장마비 등 응급 시 심장 박동을 되살리는 응급장비 AED�제조사

Smart� AED� 보관함 문열림,�AED�탈착,�SOS�응급호출버튼 센서부착하여 신호전달 자사 개발

L.SEND(IoT단말기) AED�및 보관함 각종 정보를 IoT를 통해 서버(LAEP)�전송 자사 개발

LAEP� 플랫폼 AED를 관리자별 권한으로 통합 모니터링 하는 플랫폼 자사 개발

◾ 작동원리
� � ① 보관함에 부착된 센서가 AED의 상태정보를 체크함

� � ② IoMT� 단말기(센서 통신 내장)가�정보를 수신하여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함

� � ③ 관리자는 LAEP� 플랫폼을 통해 AED를 통합모니터링 할 수 있음

◾ AED의 자가진단 상태 값을 통합모니터링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AED의 정상작동을

보장하여 생명구조 성공률 제고

� � -� 정상작동 여부,� 배터리 정상 여부,� 관리효율 등 AED� 작동 및 관리에 요구되는 7가지

기능을 자동점검하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체계마련

특징 및 장점

◾ (호환성)� Smart� AED의 구성품 “IoMT단말기,� 스마트 보관함,� LAEP� 플랫폼은 당사가 최초�

생산한 제품서비스로 국내 AED� 제조사 중 3개사의 제품에 적용할 수 있음

◾ (차별성)� 루씨엠(주)의 Smart� AED는 AED의 배터리 용량,� 패드 탈착 상태,� 온도,� 습도,�

등을 홈페이지(서버)에서 실시간 파악이 가능함

� � -� 매일 1회 기기 작동검사를 해 관리자에게 이상 유무를 문자·이메일로 전송하는 Smart�

AED� 관리시스템을 서비스 중

� � -� 현재 루씨엠(주)의 Smart� AED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국내기업은 없음

◾ AED의 배터리 용량,�패드 탈착 상태,�온도,�습도 등을 홈페이지(서버)에서 실시간 파악 가능
◾ 매일 1회 기기 작동검사를 해 관리자에게 이상 유무를 문자·이메일로 전송하는 Smart�

AED�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 중

◾ AED� 관리:� (현재)� 월 1회 직접점검*� → (개발)� IoMT� 상시점검(Smart� AED)

� � *�관리자가 월 1회 정기점검 후 수기로 작성의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그림]� 스마트 AED�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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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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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 2항의 AED�의무설치 및 매월 1회 점검 의무화
◾ 예상구매처
� � � 관공서,� 아파트,� 학교,� 군부대,� 다중이용시설,� 항만,� 공항,� 공장,�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체,�

체육시설,�카지노,� 경마장,�서울시교육청,�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SRT,� 서울시,�안양시,� 수원시,�

경찰청,� 스마트 시티,�스마트팩토리 등

주요 실적

◾ ’20년 필리핀 약1.2억원의 수출을 달성하였으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조달청 혁신조달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 ”혁신장터”� 등록 완료

� � -� 조달법 개정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을 상용화 전 혁신제품은 공공시장 진입을 적극

� � � � 지원 (3조원 이상 구매할 계획)

� � -�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별 물품 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 � � � � 활용하는 제도가 의무화 (의무화 구매 예산 규모는 연간 약 4000억 원)

� � -� 제1회 혁신조달 경진대회에서 루씨엠(주)� 은상 수상.� 혁신기업 지정

� � � �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혁신장터”로 검색

◾ 2021년 제 1회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선정되어 광주동구보건소 50곳/� 대전서구보건소 26곳
기관들에 Smart� AED� 벽걸이보관함&스탠드보관함 및 S/W�설치 완료

◾ 2021년 안양시 버스정류장 5곳,�공원(공공시설)� 3곳에 Smart� AED�옥외형 스탠드보관함 설치 완료
� � � (버스정류장 :� 평촌학원가 먹자골목 사거리,� 박달사거리,� 범계역,� 인덕원역,� 안양1번가)

� � � (공원&공공시설 :� 안양천 쌍개울 문화광장,� 비산체육공원,� 평촌로데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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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tarthing� (통합 IoT� 플랫폼)

기업명 � � (주)네오넥스소프트

주요 기능

� � � �◾ 편리한 디바이스 연결

� � -� oneM2M�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으로 HTTP(s),� MQTT,� CoAP� 등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

하여 다양한 디바이스 연결을 지원

� � -� 통신 환경에 따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자체 프로토콜 연동 가이드를 제공하여 다양한

디바이스를 편리하게 연결하도록 지원

◾ 실시간 모니터링

� � -� 위젯을 활용한 대시보드 개인화 설정 기능 제공

� � -� 사용자 권한에 따른 모니터링 화면 제공

◾ 장애 예방 및 전파

� � -� 장애 발생 시 메시징 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간 상황 전파 기능 제공

� � -� 각종 방식의 알람(SMS,� 메일)을 통한 이벤트 및 장애 전파

� � -� 장애 발생의 원인까지 알람 메시지 전송

� � -� 알람 수신 여부 및 알람 조건에 대한 설정 기능 제공

◾ 원격 제어

� � -� 각종 원격 제어 방식 제공

� � -� 간편한 원격 리셋/잠금 및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 제공

� � -� 리셋,� 장비 설정,� 공장 초기화 등에 대한 파라메터 입력을 통한 원격 제어 명령 지원

◾ 통계 보고서

� � -� 장애 현황 및 장비 운영 현황 보고서(일별,� 월별,� 시간대별)

� � -� 통계 자료에 대한 차트 및 그래프를 통한 시각화 서비스 제공

◾ 암호화 기술을 통한 보안 강화

� � -� 통신 메시지의 암호화,� SSL� 등 보안 기술을 통한 데이터 유출 차단

특징 및 장점

◾ 전송 데이터 패킷 초 경량화(자체 프로토콜로 사용 시)

� � -� 일반적인 JSON�방식의 전송 데이터 패킷 대비 60%�이상 패킷량을 감소시켜 통신 요금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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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용

oneM2M�서버
Ÿ oneM2M�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Ÿ IN-CSE� 역할 수행

COAP� Broker Ÿ oneM2M서버와 CoAP�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서버

� � -� 경량화된 패킷으로 트래픽을 감소시켜 대규모 무선 통신 단말 운영 지원

◾ 대량의 디바이스 연결

� � -� 분산 처리를 이용한 동시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 최대화

◾ 다양한 플랫폼과의 연계 지원

� � -� JSON� 기반 오브젝트 모델링 언어로 정의된 오브젝트 모델을 이용하여 수집된 장비의

정보와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이나 서비스에서 공유 가능

◾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능한 Open� API� 제공

� � -� 3rd� 파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수집된 데이터의 공유,� 통계 정보,� 원격

제어 등 다양한 정보를 Open� API로 제공

◾ 워크 플로우 기반의 편집 기능 제공

� � -� 수집 데이터 분석,� 가공,� 제어 등의 동작을 위한 시나리오 기반의 편집 기능 제공

<시나리오 편집기>

◾ 저렴한 클라우드 서비스

� � -� 초기 구축 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 사업자를 위한 클라우드 임대 서비스 제공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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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QTT� Broker Ÿ oneM2M서버와 MQTT�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서버

Starthing� Proxy Ÿ Starthing� 자체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위한 서버

API� 서버 Ÿ Open� API� 형태로 단순한 형태의 oneM2M을 지원하는 서버

Application� 서버 Ÿ oneM2M,� Starthing� Proxy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재해 및 환경

� � -� 하천수위,� 댐,� 저수지 수위 감시

� � -� 굴뚝매연,� 공장폐수,� 지하수 오염 감시

� � -� 유향/유속,� 수온,� 기압,� 파고 등의 해양 환경 관리 및 기상 관측

◾ 원격 관리 제어

� � -� 고압전력 사용량 원격 검침

� � -� 전기 계량기,� 가스 계량기,� 수도 계량기,� 난방 계량기 실시간 과금

◾ 물류/유통/금융
� � -� 신선 식품 유통 품질 관리

� � -� 이동 중인 상품의 자산 추적 관리 및 택배 서비스,� 배달 서비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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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안/방제
� � -� 화재,� 가스유출,� 도난 방지 관리

� � -� 건물 출입 통제 관리

� � -� 자연 재해 모니터링

◾ 농산/수산/축산
� � -� 영돈/영계 등의 축사 관리

� � -� 하우스 상태 관리 및 양식장 저장 창고 관리

� � -� 가축의 건강 및 질병 관리

� � -� 온도,� 습도 등의 생장 환경 관리

◾ 건물·시설물·설비 관리

� � -� 교량,� 터널,� 도로절개지 감시

� � -� 승강기,� 고용 화장실,� 주차장,� 객실 관리

◾ 차량·사람 위치 추적

� � -� 사물 및 사람 추적,� 주문관리,� 물류 추적,� 친구 찾기 등

� � -� 택시/버스/렌터카/법인차량/화물차/고속버스 등의 위치 및 도난 관리

� � -� 차량 제어,� 자동비상 콜,� 운임 지불

◾ 건강/의료/복지
� � -� 혈압,� 당뇨 등 개인 건강 체크

� � -� 생체신호 모니터링 및 원격 진료

� � -� 개인 운동량 관리 및 피트니스 센터 케어 서비스

주요 실적

◾ NIA� 버스공공와이파이 AP� 구축 1,� 2차 사업 (2018,� 한국정보화진흥원)� �

◾ 롯데 렌터카 IoT� 시스템 구축 (2019년 4월,� 롯데렌탈)

◾ LG� IoT� 오피스 플랫폼 구축 (2019년 12월,� LG전자)

◾ 공유형 모빌리리티 플랫폼 구축 (2020년 07월,� 한국자동차연구원)

◾ 홈 IoT� 서비스 운영 및 개발 (2020년 12월,� LG전자)

◾ NIA� 디지털뉴딜 공공와이파이 단말 납품 및 관제 (2020년 12월,� 한국정보화진흥원)

◾ SK� D&D� 에피소드 IoT� 서비스 구축 (2020년 1월,� SK디앤디)

◾ 서울시 버스정류장 와이파이 구축 사업 (2021년 6월,� 서울시)

◾ IoT� 플랫폼 구축 및 시범서비스 추진 용역 (2021년 9월,� 한국서부발전)

◾ 22년 전국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_1차 (2022년 6월,�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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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T2X� IoT+Data+API� Platform

기업명 � � (주)유엔젤

주요 기능

� � � �◾ IoT� Connectivity
� � -� 산업현장의 범용 표준 프로토콜 지원

� � -� 지원 프로토콜 :� OPC-UA/DA,� Modbus,� NMEA,� OCF,� oneM2M�등

� � � �◾ 데이터 수집

� � -� 표준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및 설치형Agent� 지원

� � -� 지원 프로토콜 :� MQTT,� sFTP,� HTTP� 등 /� DB� 연동 Agent� :� 범용 DB� 시스템 지원

� � � �◾ 데이터 저장

� � -� 데이터 특성에 맞는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 동시 제공

� � -� API� 문서 및 테스트 도구 제공

� � -� 지원도구 :� RDBMS,� NoSQL,� Hadoop,� Hive,� Druid,� TSDB� 등

� � � �◾ 데이터 관리

� � -� 데이터 ETL(추출,� 변환,� 적재)� 기능 제공

� � -� 고객맞춤형 메타데이터 Dictionary� 제공

� � � �◾ 분석 환경

� � -� 데이터 적합성 검사와 분석 모델 검증 환경 제공

� � � � ㆍ쿼리 기반 분석,� 고급분석(R,� 파이썬),� 시각화(지도,� 차트)

� � � �◾ API� Set
� � -� 저장 데이터를 기반한 3rd� party� 개발용 API� set� 지원

� � � � ㆍ인증,� 로그인,� 권한 관리,� 데이터 조회/Push/Pull� 등

특징 및 장점

◾ End-to-End� Solution
� � -� IoT� +� Data� +� API� 통합 플랫폼으로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를 위한 토털 솔루션 제공

◾ Platform-based� Managed� IoT� Service
� � -� T2X�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축 시 24/7/365� 유엔젤 전문 SE� 인력의 무중단 고품질 서비스�

운영 대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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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지원 프로토콜
MQTTS,� HTTPS,� CoAP,� OPC-UA,�

oneM2M,� OCF
 

 운영 시스템 (OS) Red� Hat� Enterprise� Linux� 6� 이상  

 
하드웨어

On-premise 범용 x86� 지원 하드웨어 사용 (HP� DL380� 등)  

 Cloud AWS,� MS� Azure  

◾ Flexible� &� Scalable� Platform
� � -� 다양한 산업군 고객들의 요구사항 수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고 확장이 용이한 Layer�

구조로 설계된 고성능 대용량 분산 처리 플랫폼

◾ 다양한 형태의 분석 결과 시각화 환경 제공

� � -� 사업에 대한 Insight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시각화된 분석 결과 기능 제공

� � -� 다양한 차트 형식 제공 및 이에 대한 색상 변경,� 레이블 표기 등 디자인 변경 가능

� � -� drag� &� drop으로 화면 레이어 구성,� 리포팅 및 공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기능 제공

제품 규격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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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스마트 조선해양,�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수질관리 서비스

주요 실적

◾ T2X� AIoT플랫폼 기반 서비스 구축 실적

� � -� 대용량 개방형 IoT플랫폼 개발 및 운영(15만개 이상 장비 연동)� (2017.04)

� � -� 5G� 기반의 스마트생산물류분야 과제 (IoT� 플랫폼 개발)� (2018.06� ~� 2020.12)

� � -� 에너지데이터 활용 신에너지 사업 실증 사업(에너지데이터 플랫폼 개발)(2018.06� ~)

� � -� 스마트전력기(AMI)와 연동하여 Edge단에서 데이터 수집/원격제어 (2018.11)

� � -�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 플랫폼 및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술 개발

(IoT/데이터 플랫폼+�데이터 분석 환경)(2019.02� ~� )

� � -� 스마트홈IoT�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OCF� 표준기술 상용화)� (2019.07)

� � -� 스마트십IoT� 플랫폼 개발 (1차,� 고도화 개발)� (2019.06� ~� )

� � -� 자율운항 통합 플랫폼 S/W�기술 개발 (2020.04� ~� )

� � -� Onshore� 통합 데이터 플랫폼 개발 (데이터 플랫폼 +�분석 환경)� (202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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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Whale� Shark� 통합 플랫폼 서비스

기업명 � � (주)데이터센트릭

주요 기능

� � � �◾ 대규모 데이터를 엣지 환경에서 자동으로 분석,� 정제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누구나 쉽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플랫폼 서비스

특징 및 장점

◾ WhaleShark-LiteAI
� � -�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분석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분석 지원 도구

� � -� 활용도가 높은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분석 기능 적용

� � -� 각� 분석 알고리즘에 맞는 파라미터 입력창 자동생성(최적화 파라미터 자동제공)

� � -� 직관적인 분석 결과 레포팅 기능 제공

� � -� 분석 결과(모델)에 따른 예측 실행 기능

� � -� 예측한 결과를 웹 기반으로 레포팅 및 서비스 활용 기능을 클릭하여 분석을 실행하는 도구

◾ WhaleShark-IIoT
� � -� 데이터 수집 시스템,� 모니터링 자동화 기능 제공

� �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 임베디드 환경 (선택사항)� Open� API� 제공

◾ WhaleShark-MES
� � -� 공정 자동화와 연계하여 MES의 주요 기능인 자재관리,� 공정관리,� 납품관리 등의 기능을

Cloud� 또는 구축형으로 제공하여 관리자,� 실무자 업무 효율성 및 원격 업구 가능

◾ WhaleShark-AIoT
� � -� (서버리스)� 서버가 아닌 저전력을 요구하는 IoT� 시스템에 적합한 엣지컴퓨팅 기술로

구성하여 클라우드 기술을 엣지 컴퓨팅에 응용하여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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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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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디지털 트윈 구현 IoT� 센서 모니터링 서비스

기업명 � � (주)테크노니아

주요 기능

◾ IoT� 환경센서,� 감지센서 접목 시스템 구현

� � -� 다양한 주변 환경의 측정이 가능한 환경 센서를 활용하여 IoT�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연동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 창출을 지원

◾ 시설물 관리,� 데이터 시각화,� 결함 알림 제공

� � -� 진동,� 전류,� 조도,� 침수 등의 감시 센서를 활용하여 다양한 IoT� 관리 시스템의 구축,� 건물,�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 및 기기,설비의 정상 동작 등을 감시

특징 및 장점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에 필요한 다양한 환경 및 감지 센서 접목 지원

◾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구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 분석,� 시각화 지원

◾ 실시간 환경 센서 데이터 전송으로 빠르고 안정적인정보 분석 및 활용 지원

◾ 사용자 편의적인 통합 관리 및 운용 인터페이스 제공

활용 분야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의 시뮬레이션의 핵심 기반 데이터 제공

◾ 스마트 센서 관리 서비스 (Smart� Energy� management,� EMS)� 접목

◾ 원격 관리,� IoT� 센서 모니터링 서비스 (Remote� Control� Service,� RCS)� �

◾ 연결 가능한 다양한 센서 디바이스 제품의 개발

주요 실적

◾ 무선 방사능,� 자외선 측정기 제품 런칭 (2020년)

◾ 이마트 EBMS� 솔루션 적용 (2021년)

◾ 스마트팜 자동급수 시스템 적용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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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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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씽플러스(Thingplus)� -� AIoT�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명 � � 달리웍스(주)

주요 기능

◾ 다양한 종류의 IoT� 디바이스와 시스템 및 장비들의 연결을 지원하며,� 데이터 수집,� 통합,�

분석을 통해 실시간 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 기능을 제공

� � -� 손쉬운 디바이스 연결 :� 디바이스,시스템 및 장비들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와 연결

� � -� 다양한 네트워크 지원 :� 서버와 하드웨어 통신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지원

� � -� 정보 보안 및 데이터 복구 :� TLS� 데이터 전송 보안 시스템으로 정보 보안,� 오프라인 싱

크 기능을 통한 데이터 자동 저장 및 복구 가능

◾안정성과 확정성을 지원하는 서버

� � -� HAProxy� 기반 부하 균등으로 신뢰성을 보장하며,� 마이크로서비스 기반의 수평적 확장

이 가능한 시스템 구조이며,� 다중 메시지 큐방식을 적용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

� � -� IoT� 디바이스의 데이터 전송 및 사용자 웹접속 등의 대용량 트래픽 분산을 위한 로드밸

런스를 적용하여 높은 시스템 신뢰성을 제공

◾ AI� 분석을 통한 이상징후 탐지 및 예측을 제공

� � -� 머신러닝을 통해 이상징후를 탐지하고,� LSTM기법으로 예측모델을 제공

� � -� 운영지속 시 AI� 학습데이터 및 분석케이스를 축적해 AI�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

◾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IoT� 서비스 제공

� � -� 시스템 자동운영 :� 스케줄에 따른 자동운영,� 원격 디바이스 설정 및 제어

� � -� 맞춤형 대시보드 :� 고객 서비스 내용에 최적화된 형태로 맞춤 제공

� � -� 알람 및 보고서 제공 :� 문제 발생 시 실시간 알람 발송 및 리포트 자동 생성 기능 제공

� � -� 화이트레이블링 :� 특화 맞춤형 테마 및 로고 적용 가능,� 별도의 도메인 제공

특징 및 장점

◾ 데이터를 생성,� 수집,� 통합,� 분석,� 활용하는 AIoT� 플랫폼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즈니스별�

맞춤형 AIoT� 서비스를 제공함

◾ 안정적인 SaaS(Software� as� a� Service)� 방식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별도의�

설치 및 구축 없이 웹으로 쉽고 빠르게 사용이 가능함

◾ Asset(자산),� Device(디바이스),� User(사용자)� 관리를 통해 IoT�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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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에 따라 다른 대시보드 화면을 제공하여 사용성을 높임

◾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대시보드를 통해 데이터 가시화를 실현함

� � -� 고객 및 비즈니스 별 특화 맞춤형 인터페이스 및 UI·UX� 디자인

� � -� 반응형웹으로 제작하여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고 고객

서비스 내용에 최적화된 형태로 맞춤 제작된 대시보드는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함

◾ 규칙엔진을 통한 원격 제어 및 알람 발송 기능을 제공함

� � -� 시스템 원격 제어 및 스케줄에 따른 자동 제어를 지원함

� � -� 체인구조를 통해 복잡한 형태의 규칙 설정이 가능하며,� 다양한 채널로 알람이 전송됨

◾ 기업의 요구사항과 비즈니스 특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실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상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 � -� 서비스 가입형 모델 :� 씽플러스 플랫폼 기반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 � � ㅇ월·분기·연 단위 서비스 이용료

� � � � ㅇ초기 구축 및 인프라 관리 부담 없이 필요한 기능만 위젯에서 선택해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원하는 소규모 고객사

� � -� 제품 라이선스 모델 :� 구축형,� Private� Cloud� 및 On-Premise� 방식 서비스 제공

� � � � ㅇ솔루션 라이선스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

� � � � ㅇ기업 내 물리적 환경 또는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 및 사내 보안 정책을 지키기 원하는

큰 규모의 고객사

제품 사진



▍2023년도 AIoT� 서비스·제품 및 기업 편람

- 488 -

활용 분야

◾ 다양한 IoT� 서비스 영역에 적용된 레퍼런스를 보유 중이며,� 고객의 필요에 맞게 2가지

이상의 영역을 결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주요 실적

◾ Industry
� � -� 2020.09� ㈜엔텍시스템AI� 모터진단 서비스 구축·운영

� � -� 2019.05� ㈜그린몰드 스마트 팩토리 실시간 모니터링·분석 서비스

� � -� 2018.04� ㈜볼보중공업 제조 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 Environment
� � -� 2021.06� ㈜동우유니온 건물 현황 및 상세 모니터링을 통한 화장실 사용 분석 서비스

� � -� 2020.10� ㈜엔텍시스템 스마트 에너지 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및 예측관리 서비스

� � -� 2019.03� 네오피스㈜ 태양광발전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제·원격관리 서비스

◾ Safety
� � -� 2021.01� ㈜남성 스마트 패치 적용,� 고객 대상자 체온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알람 서비스

� � -� 2019.05� 포항시 지진 피해지역 건축물 실시간 안전진단 모니터링 서비스

◾ Farming
� � -� 2020.03� 경기도 새우양식장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시스템 제공

� � -� 2018.10� 일본 구마모토 수박농장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재배환경 분석·제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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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t
� � -� 2022.01� ㈜뉴로메카 협동로봇 원격 관리 및 모니터링 서비스

� � -� 2021.05� ㈜파이어킴 스마트 소화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화재 감지·소화 관제 서비스

� � -� 2020.09� ㈜보탬 (삼성전자)� 전국 판매소 방문객·�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 � -� 2019.10� ㈜랜드로드 전국 도로망 실시간 배수 모니터링 및 알람 서비스

� � -� 2018.12� ㈜세아엔지니어링 압축기/블로어 장비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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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위치기반 IoT� 단말 및 관제 솔루션

기업명 � � 솔루션메이커(주)

주요 기능

이동체(차량,� 자산,� 대인,� 동물)의 이동경로 및 시설물에 대한 위치와 함께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Web,� APP� 및 API로 제공해 주는 솔루션

◾ 주요사업분야 :� 자산이동관리 /� 산업안전관리 /� 개인(반려동물)위치관리/� 차량운행관리 /�

배송추적관리 /� 위치기반 IoT서비스

◾ 실시간 위치파악:� 차량,� 이동자산,� 대인,� 시설물 등 실시간 위치 파악

� � -� 이동체 실시간 위치정보

� � -� 이동경로 및 속도 조회

� � -� 긴급상황 발생 시 호출 (SOS기능)�

◾ 지정 위치 진입/이탈 확인 :� 안심존 및 지오펜싱 존 설정

� � -� 위험지역 진입 여부

� � -� 특정 지역 진입/이탈(도착/출발)� 여부

� � -� 지속적 시설물 관리가 필요한 지역 방문여부 확인

◾ 차량 운행 자동 기록 :� 차량 운행 기록계 자동 작성

� � -� 과속/운행거리 등 차량 운행 및 법인차량 운행기록계 자동 작성

� � -� 차량 위치 모니터링

◾ 다양한 IoT� 센서 디바이스와 연동및 상태 모니터링 및 수집 데이터 통계/분석

◾ 위치기반 IoT� 관제 시스템 :� 센서 등 데이터 연동/제어 IoT� 무선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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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품 사양

XPER

LTE� Cat.M1� 모뎀(Telit� ME910C1-K1)� 적용 >� LTE� B3/B5/B8/B26� 지원

USIM� Type� -� eUSIM

BLE� 2.4GHz� BT5� -� Beacon� scanning(옵션)

Wi-Fi� 2.4GHz� >� WPS� 지원(옵션)

GPS(GPS� /� QZSS� /� GLONASS� /� GALILEO� /� BEIDOU�지원)

3-axis� accelerometer

APER LTE� Cat.M1� 모뎀(MDM9206� Processor)� 적용 >� LTE� B3/B5/B26� 지원

특징 및 장점

LTE� Cat.� M1� 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전력으로 대인/대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단말이며 GPS,�WLAN,� BLE,� 3-Axis� accelerometer,� 내장 배터리를 제공하여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 할 수 있음.

◾ Web� /� App을 통한 위치(운행)관제 및 실시간위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특징에 맞는 자유로운 주기 보고 설정 (최소 1초 주기 보고 가능)

◾ LTE� Cat.M1� 통신 프로토콜 채택으로 저렴한 요금제 사용

◾ 배터리 채용으로 외부 전원 없이 바로 사용

◾ 움직임을 감지,� 자동 sleep� 모드 동작으로 운영 시간 연장

◾ GPS� 음영지역에서 WPS� (Wi-Fi-based� positioning� system)� 사용하여 위치 수집 기능

◾ 주변 Beacon� scanning� 기능으로 부가 서비스 연동

◾ OTA를 통한 단말기 업데이트 지원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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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M� Type� -� Micro� USIM

BLE� 2.4GHz� BT4.1� -� Beacon� scanning(옵션)

Wi-Fi� 2.4GHz� >� WPS� 지원(옵션)

GPS(GPS� /� GLONASS� /� GALILEO� /� BEIDOU�지원)

FINDER

LTE� Cat.M1� 모뎀 적용 >� B5� 지원

USIM� Type� -� Nano� USIM

Wi-Fi� 2.4GHz� >� WPS� 지원(옵션)

GPS� (GPS� /� GLONASS� /� GALILEO� /� BEIDOU�지원)

고객사 수행
년도 사업개념 수량

(대) 사업내용

도OO피자
2019-

2021

오토바이위치관제/API연동

(계속 진행중)
2500 피자 배달 위치 확인 및 ERP� � � 연동

기O 2019- 레미콘차량관제/API� 연동 1107 자체 플래폼 이용 레미콘 차량 위치관제

제품 사진

XPER APER FINDER

활용 분야

◾ 차량이동관리:� 자동차,� 특수차량,� 자전거,� 스쿠터,� 전동휠 등

◾ 배송추적관리 :� 물류,� 배송 등

◾ 자산이동관리 :� 금융자산,� 담보자산,� 기계/장비 등

◾ 산업안전관리 :� 시설물관리,� 안심존 관리,� 위험물관리

◾ 개인위치관리 :� 일상생활,� 노약자,� 미아방지,� 반려동물 등

◾ 위치기반 IoT� :� 장비등의 위치,상태 및 소모품 관리,� 센서 데이터 수집 및 제어 등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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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계속 진행중)

충O초등학교 2018 학교버스 위치관제

123

(비콘

포함)

학생 등하교 버스 위치 확인

명O초등학교 2018 학교버스 위치관제 학생 등하교 버스 위치 확인

상OOO부속

유치원

나OO장애인

학교

2019 유치원차량위치관제
학생 등학교 버스 위치 확인 및 비콘을 통한�

승하차 확인

부O시청 2018 사회적약자배회관제 700 치매노인,� 장애인 배회감지기로 사용

과O시청 2019 사회적약자배회관제 200 치매노인,� 장애인 배회감지기로 사용

국O은행/

농O은행

대O은행

2019

-

2021

이동자산위치관제 46
이동용 은행업무를 위한 포터블장비의 위치

추적 및 자산관리

다O트럭 2019 이동광고물위치관제 70 이동차량 광고노출 위치현황 파악

홈O서비스
2017-

2020

업무용차량위치관제

(계속 진행중)
1871 업무를 위한 운행지 관리 및 업무 서버 연동

서OOO공단

2020

-

2021

시설물관리용 차량 위치관

제

(계속 진행중)

79 공공자전거 수거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차량 관제

SKOOO 2021
건설기계 차량 위치관제

(계속 진행중)
88 굴삭기 등 특수목적 건설기계 차량 위치 확인

국립OO관리

공단
2021 야생동물 위치관제 180 야생동물 생태계 활동 영역 위치 확인

기타

2017

-202

1

기업 업무용차량위치관제

(계속 진행중)
2000 업무용 차량 위치관제 및 자동운행기록계 작성

아OOO
2020� �

� ~

의료장비 상태 모니터링

(사업 협의중)

3000

~

혈액분석기 상태 모니터링 및 카트리지 상

태 알림과 이동자산관리

하OOOO
2020� �

� ~

센서 데이타 모니터링

(사업 논의중)

5000

~

온도.유량.압력.무게 센서 데이터 모니터링

및 이동자산관리

한강OOOO 2018
주차장 요금정산 LTE� 네트

워크 구축
60

한강주차장입출차요금정산을 위한 LTE� 네트

워크 시스템(요금정산)

서OOO공단 2019 CCTV� LTE네트워크 구축 48
동부간선도로 침수대비상황감시 CCTV(재난

망)� LTE� 구축

서울OOO
2018-

2019

전동차량RTD� 데이터 수집

LTE� 네트워크 구축
30

지하철 전동 차량 차상 RTD� LTE-VPN� 시스

템구축(열차운행모니터링)

서울OOO
2018-

2021

도로교통량 전광판 LTE� 네

트워크 구축(계속 진행중)
100

도로교통량표시 전광판 데이터 전송을 위한

LTE�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원진OOO

2019

-

2020

무인경비 LTE� 네트워크 구축 600
2G� 무선회선을 LTE� 무선회선으로 네트워크

전환 구축

영OO청 2021
드론 배송 LTE� 네트워크 구

축(시범사업)(계속 진행중)
6

드론 배송을 위한 LTE-VPN� 관제시스템

구축

메탈OOOO

2020

-

2022

다기능 그늘막LTE� 네트워크

구축(계속 진행중)
320

다기능 스마트 그늘막LTE�제어 및 관제시스템�

구축

국립OO공단 2022
전자계수기 연동 LTE� 네트

워크 구축(계속 진행중)
140 전자계수기 연동 LTE-VPN� � �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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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장비(H/W)

1 스마트 전위측정기(전기방식 전위측정 디바이스)

기업명 � �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주요 기능

◾ 배관의 방식 전위 및 외부 AC유입(타시설 간섭)� 측정

� � -�방식 전위 :� DC� 전압 측정

� � -� 외부 AC유입 전위(타시설 간섭)� :� AC전압(주파수 및 실효값(Vrms))� 측정

◾ 모든 스마트 디바이스 지원

� � -� 전용 모바일 APP(Smart� SCG� App)을 통해 전기방식관련 정보 제공

◾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

� � -� 지하시설물(매설 배관 등)의 전기방식관련 정보 관리 업무의 정확도 향상과 자동화

◾ 편의 기능

� � -� 지하시설물(도시가스,� 상수도 배관 등)의 방식 전위,� 외부 AC유입 전위 등 측정값 출력

� � -� 별도의 배터리 없이 모바일에 연결하여 사용

특징 및 장점

◾ 휴대성 극대화

� � -� 소형 경량화 제작

� � -� 모바일기기에 탈부착 하여(유선 연결)� 별도의 전원 불필요

◾ 시설물 안전관리(전기방식)분야 최적화(정확도 향상,� 업무프로세스 간소화)

� � -� 방식전위(DC)� 및 외부유입전위(AC)� 동시 측정

� � -� 현장에서 측정한 전기방식 정보(방식전위,� 외부AC유입)를 전용모바일 APP

� � � � (Smart� SCG� App)를 통해 신속·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저비용 디바이스

� � -� 시중에 공급되는 측정 디바이스 대비 저비용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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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구 분 내용 비고

측정 전압 -20V� ~� +20V

단말기 전원 외부 스마트기기 전원(+5� DCV)

주파수 범위 60� ~240� Hz

부착방식 스마트폰 후면 자석플레이트 부착

제품 크기 70mm� x� 52mm� x� 50mm

운영 app
서울도시가스 전용 안전관리 플랫폼 앱

(Smart� SCG� App)�

제품 사진

활용 분야

◾ 지하 시설물(도시가스,� 상 하수도 등)� 안전관리 분야

� � -� 매설배관의 전기방식 데이터 수집 및 분석(모니터링)

주요 실적

◾ 2020년 시제품 제작 완료

◾ 2021년 KC인증,� 성능인증 획득

◾ 2020년 ~� 2021년 시범운영 데이터수집 진행

◾ 2021년 ~� 현재 서울도시가스 전 지사에서 활용 중





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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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1 SecuAnyIoT

기업명 � � 한국정보인증(주)

주요 기능

◾ 사용자 인증

� � -�생체 FIDO로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자 2차 인증 기능 및 OTP로 업무/시스템 로그인

� � � � ·� 개인 모바일 앱 사용자

� � � � ·� 관리자 업무/시스템 사용자

◾ 기기 인증

� � -�기기마다 고유한 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일회성 기기 인증번호를 통한 기기간 상호인증

� � � � ·� IoT� 기기(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등)

◾ OTP� 기반데이터 암∙복호화
� � -�일회성 비밀키를 이용한 데이터 암∙복호화로 데이터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

� � � � ·� 클라우드,� 서버,� 앱,� IoT기기

특징 및 장점

◾ 보안성
� � -�다이내믹(변화하는 소스 기반)보안 기술 기반의 일회용 비밀번호는 인증 때마다 무작위로�

생성되는 번호로 인해 해커는 비밀번호를 찾기 어려움

� � -� 표준해시알고리즘(SHA-256)을 이용한 일회용 암호키는 산술적으로도 수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기 때문에 현재까지 해커가 암호키 푸는 것이 어려운 강력한 보안성을 가짐

� � -� 세대별로 인증서 및 OTP를 다르게 발행함으로써 망분리와 같은 역할로 더욱 강력한

스마트홈 보안 제공이 가능함

◾ 적용성
� � -� C,� JAVA� 등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여 비즈니스 및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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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성 주요기능

디바이스

AnyIoT� H/W모듈

-� Embedded� Memory(휘발성/비휘발성 대칭키 및 암·복호화

알고리즘 저장을 통해 안전하게 동작

-� HIGHT(IoT� 경량 알고리즘사용)

AnyIoT� S/W모듈

-� 모든 기기 적용 가능한 S/W�모듈형 API� 제공

-� 중요 보안 비밀키 외부 노출 차단 기술 적용

-� KISA� 홈가전 IoT� 보안 가이드에서 권고한 안전성이 검증된

암호알고리즘 사용

서버 AnyIoT� Platform -� AnyIoT� H/W�모듈및S/W�모듈 통합한 플랫폼 형태

앱 AnyFIDOS/W모듈

-� X.509� 인증서CA

-� UAF프로토콜,� Authenticator/ASM�표준적용

-� 생체인증과 OTP� 결합으로 보안강화

사용법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즈 가능함

� � -� 저사양 홈 IoT기기 제품에도 적용하기 위한 경량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연결

포인트에 따른 IoT보안 취약점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음

◾ 편리성
� � -� 기기 고유정보 기반으로 생성된 OTP와 인증서는 인가된 기기간 연결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기 관리에 용이함

� � -� 사용자는 FIDO생체인증 기반 로그인을 통해 편리하면서도 손쉽게 본인인증을 함으로써

강화된 E2E� 보안을 경험할 수 있음

제품 규격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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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스마트 홈 보안 시스템

� � -�월패드,� 사용자앱,� 스마트홈클라우드,� 스마트홈 중앙 관리 시스템,� IoT� 기기 등에 적용함

으로써 스마트홈 세대간 보안성 강화에 활용

� � -�이상 접근 탐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하여 스마트 홈(아파트)� 통합 관제 플랫폼

으로 활용

� � -� IoT기기 기반 헬스케어,�생활 서비스 등 스마트 홈 서비스의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운영이 가능

◾ 커넥티드카 보안 시스템

� � -� OTP� 기반 커넥티드카HSM(Hardware� Security� Module)� 적용으로 고속 데이터 통신

및 짧은 레이턴시가 필요한 ECU(전장부품장치)� 보안에 활용

� � -� 일회성 비밀번호 기반 키 공유 시스템으로 차량 내 기기 통신,� 외부와의 기기 통신,�

스마트 키 등에 적용하여 운전자 주행 및 사용 편리성에 안전성도 가미

주요 실적

◾ 한화건설 포레나 스마트홈 적용

� � -� 수원장안 적용 예정 (2023년 9월)

� � � � ·� 단지서버와 월패드 구간에서의 서버/관리자 2차인증,데이터 암∙복호화의 E2E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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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1� � �DALPU-4

기업명 � � (주)네오와인

주요 기능

◾ IoT� 데이터 보안

� � -� IoT� 엣지단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한 암·복호화 처리

� � � � ·� ECDH,� AES-256,� ARIA-256

◾ IoT� 데이터 위·변조 방지

� � -�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위·변조 방지

� � � � ·� ECDSA,� SHA,� PUF

◾ TLS/SSL� 지원
� � -� 서버와 단말간 암호화 통신 지원

� � � � ·� 공개키 기반 키 교환,� 인증 및 암호화 지원

특징 및 장점

◾ KCMVP� 인증 모듈 탑재

� � -� 정부,� 군,�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보안 제품에 적용 가능

� � � � ·� 블록함호,� 해시함수,� MAC,� 공개키 암호,� 전자서명 등

◾ IoT� 전용
� � -� IoT� 디바이스를 고려 초소형으로 개발

� � � � ·� Package:� TQFN� 4*4mm�

� � � � ·� 공개키 기반 키 교환,� 인증 및 암호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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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격 비고

Core 32-bits� ARM� Cortex-M3

Memory
-� 128� KB� EEPROM

-32KBSRAM

Security

ECC� P256

-Asymmetriccipher

*ECCP256(ECDSA,ECDH)

*RSA4096(FIPS186-3,186-4)

-Symmetriccipher

*AES128/256(FIPS140-2)

-ECB,CBC,CFB,OFB,CTR

-HashAlgorithm

*SHA256(FIPS180-2)

Peripheral� Features

-� UART� 1� port

-SPI3port

*SPI0,SPI2-Symmetricciphercorecontrol

-Slaveonly

-Mode0

-Upto40MbpsSCK

*SPI1

-Master:Upto10MbpsSCK

-Slave:Upto1.5MbpsSCK

-4GPIOs

-SWD(SerialWireDebug)

Special� Features

-� PKCS#11� -� Symmetric� En/Decryption

-� Two� power� mode�

*� Actie� Mode:� 10mA�

*� Sleep� Mode:� 50uA

제품 규격

�

제품 사진

� �
DALPU-4� (Chip) DALPU-D4M� (Modu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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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 IoT� 디바이스
-� � 전력미터기,� 헬스케어 단말기,� 스마트워치,�

-� � 도어락,� 게이트웨이,� 드론의 텔레메트리 및 제어 신호 암호화

-� � 기업의 주요 환경 데이터,� 온 습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IoT� 센서 제품

주요 실적

◾ A사 환경 감시용 데이터의 IoT� 보안 적용 진행 (납품:� 2022년 12월)

◾ B사 블루투스 통신 구간 보안 적용 예정 (납품예정 :� 202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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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IoT� Care� V2

기업명 � � (주)노르마

주요 기능

◾ IoT� 자산 관리

� � -� 네트워크에 연결된 신규 IoT� 기기 탐지/식별/등록

� � -� IT� 기기 유형 정보 수집

� � -� 탐지된 자산의 인가/비인가 관리

� � -� IoT� 자산 DB� 정보 제공

◾ 위협 탐지 및 대응

� � -� 보안 이벤트 알람

� � -� DDoS,� Spoofing,� Zombie,� Backdoor� 등 실시간 공격 위협 탐지

� � -� IoT� 자산 이벤트 탐지,� 대응,� 분석

� � -� 식별된 보안 위협 차단

� � -� 탐지된 보안 위협 정도 및 내용 보고

◾ 취약점 진단

� � -� IoT� 기기의 CVE취약점 진단/분석/대응

� � -� 발견된 취약점의 위협 정보 및 내용 보고

� � -� 취약점별 조치 보안 가이드 제공

� � -� 취약점 탐지 결과 보고서 제공

◾ 이벤트 알람

� � -� 센서 현황 및 IoT� 자산 식별 및 위협 관리 대시보드 제공 (사용자 정의 가능)

� � -� 신규 IoT� 자산 식별 및 보안 위협 탐지 시 대시보드 팝업,� 이메일 등으로 알람 제공

� � -� 24시간 보안 위협 감시를 위한 세션 유지 기능 제공

특징 및 장점

◾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통합 이상위협 감시

� � -� 모든 IoT� 기기를 별도의 물리적 연결이 필요 없는 클라우드 서버를 통한

� � � � 통합 이상위협 감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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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하드웨어 사양

서버

CPU Intel� Xeon� CPU� 8� Core� 이상

RAM 16G� 이상

Storage 2TB� HDD� 이상

OS
Ubuntu� 20.04� (64bit)�

(최소사양기준)

센서

CPU Intel� Quad� Core� 2.0GHz

RAM DDR4L� Sodium� 4GB

Storage 64GB�MSATA� SSD

OS Ubuntu� 20.04(64bit)

Network 4x� Intel I225AT� 2.5G� Ethernet� 또는 Intel� I225V

◾ 취약점(Zero-day)� 및 위협 탐지/진단,� 24시간 감시

� � -�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인 ‘Zero-day’� 포함 One-day,� CVE� 등 악성 취약점 자동 점검,�

분석 대응 서비스 제공

◾ 효율적인 IoT� 관리 지원

� � -� Agent-less� 방식의 솔루션과 IoT� Care� V2� Web� UI를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자산 관리 지원

◾ AI� 머신 러닝 기술

� � -� 신규 취약점 및 외부의 공격탐지 패턴을 학습하고 머신러닝 기술로 분류하여

� � � � 해킹 시나리오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

◾ 접속 네트워크의 안전성 검사 지원

◾ IoT� 보안센서 원격제어 및 결과 리포트 지원

◾ 외부 무선 AP� 안정성 점검 및 방문자 확인 서비스 제공

◾ IoT� 보안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

제품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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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 �
IoT� Care� V2� Server IoT� Care� V2� Sensor

� �

� �

활용 분야

◾ 스마트 홈

� � -� 단지 내 IoT� 보안 /� 월패드 및 주차관리 시스템 보안

◾ 스마트 빌딩

� � -� OT� 제어시스템 사이버 위협 대비 보안

◾ 스마트 국방

� � -� IoT� 사이버 방호체계 자산 식별 관리 /� 비인가 장비 및 해킹 위협 대비 보안

◾ 스마트팩토리(OT� 네트워크)
� � -� 공정제어 네트워크를 통한 위협 대비 보안 /� 물리적인 접근,� 포트,� 지원 설비를 통한

위협 대비 보안

◾ 스마트 시티

� � -� IoT� 기기 네트워크 사이버 위협 대비 보안

◾ 스마트 카

� � -� 취약점 점검 /� 퍼징테스트 /� 엔지니어링

주요 실적

◾ 사이버국방,� IoT사이버방호체계 솔루션 구축 (2022년 10월)

◾ HDC랩스,� 스마트홈 보안 공급계약 (2021년 12월)

◾ 스마트홈 보안솔루션 개발 (2021년 1월)

◾ SKT,� 버스 공공와이파이 보안 OEM공급계약 (2020년 7월)

◾ 스페인 WNC社,� 제휴를 통한 스페인&포르투갈 시장 독점공급계약 (2020년 7월)

◾ 오스트리아 TrustedC.S.SGmbh社,� 리셀러계약 (2020년 4월)

◾ 중국 버그뱅크社,� IoT� Care� 공급계약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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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Q� Care� Connect

기업명 � � (주)노르마

주요 기능

◾ PQC�알고리즘으로 강력한 보안 가능

� � -� NIST가� 발표한 Selected� Algorithms� 2022� 사용 가능

� � � � (CRYSTALS-KYBER,� � CRYSTALS� -DILITHIUM,� FALCON,� SPHINCS+)

� � -� NTRU�기반의 강력한 노르마 자체 PQC�알고리즘인 Q� Care� Suites� 사용 가능

◾ 일반 보안 가능

� � -� 방화벽 기능 내장

� � -� 그룹/서버/사용자별 애플리케이션 접속 제어

� � -� 캐시 삭제,� 유휴 시간,� 사용자별 접속 IP� 인증

◾ 관리/감사 기능

� � -� 서버/그룹/사용자 로그 유형별 표시

� � -� 로그 백업 기능 및 로그별 텍스트 저장

� � -� 사용자 정보 일괄등록,� 사용자별 IP� 할당

� � -� 로그수집 서버로의 Sys� Log�전송

� � -� 실시간 모니터링

� � -� 다양한 통계 보고서 지원

◾ 인증 기능

� � -� IP/Password� 기반 인증

� � -� 사설/공인 인증

� � -� Radius� 지원 → One� Time� Password� 지원

� � -� 자체 CA�기능

� � -� Active� Directory/LDAP� 인증 지원

◾ 애플리케이션 기능
� � -� IP/Password� 기반 인증

� � -� TCP/UDP,� Non-web� (FTP,� Telnet,� NetBIOS)� 지원

� � -� 내부 LDAP/Active� Directory� 환경 연동

� � -� 내부 SSO�환경 연동

� � -� Client� Page� Redirect� 지원

� � -� DNS� Query,� Hosts� file� 매핑,� Favorite�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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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장점

◾ 국내 최초 PQC�적용 SSL� VPN으로 쉽고 편한 도입,� 빠른 속도

� � -�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비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인 양자내성암호(PQC)� 적용

� � -� 기존 SSL� VPN과 100%�호환 가능

� � -� 빠른 속도 유지 가능

◾ 강력한 PQC�알고리즘 보안

� � -� NIST가�발표한 Selected� Algorithms� 2022

� � � � (CRYSTALS-KYBER,� CRYSTALS-DILITHIUM,� FALCON,� SPHINCS+)

� � -� NTRU�기반의 강력한 노르마 자체 PQC�알고리즘인 Q� Care� Suites

◾ 넓은 확장성

� � -� 다양한 산업 분야 및 구간 적용 가능

◾ 다양한 IoT� 기기 지원
� � -� Windows,� MAC,� Linux� 등 OS�호환

제품 규격

� �

구분 하드웨어 사양

제품

Q� Care�

Connect

N300

Q� Care�

Connect�

N1000

Q� Care�

Connect�

N3000

Q� Care�

Connect�

N5000

Q� Care�

Connect�

Cloud

CPU

Intel� Core�

i3-4330�

(Dual� core,�

4M� Cache,�

3.50� GHz)

Intel� Core�

E3-1275v2�

(Quad� core,�

8M� Cache,�

3.50� GHz)

Intel� Xeon�

E3-1275� v2�

(Quad� core,�

8M� Cache,�

3.50� GHz)

Intel� Xeon�

E5-2609� v2�

(Quad� core,�

10M� Cache,�

2.50� GHz,�

Dual� CPU)

가상화

RAM 4GB 8GB 16GB 16GB

SSD 2GB 2GB 2GB 2GB

HDD
1TB 1TB 1TB� x� 2�

(RAID)

1TB� x� 2�

(RAID)

네트워크
10/100/1000� �

� Base-TX� x� 6

10/100/1000� �

� Base-TX� x� 8�

10/100/1000

Base-SXx4

10/100/1000� �

� Base-TX� x� 8�

10/100/1000

Base-SXx4

10/100/1000� �

� Base-TX� x� 10

10/100/1000

Base-SXx8

전원 100W 300W(R) 300W(R) 400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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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 �
Q� Care� Connect

� �

� �

활용 분야

◾ 스마트 홈 시스템

� � -� 단지 서버 보안

� � -� 월패드 및 주차관리 시스템

◾ 5G�융합 고부가 스마트 서비스
� � -� 고도화된 모빌리티

� � -� 스마트 공장 /�스마트 병원

� � -� 다양한 5G�고부가 장치

◾ 비대면 업무 시스템

� � -� 재택근무 /�원거리 영상회의 /�모빌리티 원격근무

◾ IoT� 기반 시스템

� � -� 교통감응신호 /�수자원 및 환경관리 시스템

주요 실적

◾ SK브로드밴드,� 주문형 보안 서비스 SODA에 PQC� VPN�적용 (2023년 3월 서비스 예정)

◾ HDC랩스,� 건설현장 CCTV�실시간 암호화 전송 구축 (2022년 12월 예정)

◾ NIA,� SASE� 보안 플랫폼에 PQC� VPN�적용 (2022년 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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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트러스트키G310H/G320H� (FIDO2� 지문인증보안키)

기업명 � � (주)이더블유비엠

주요 기능

◾ 패스워드 없이 안전하고 간편한 로그인 경험 제공

� � -� eWBM� 트러스트키 G310H/G320H� 보안키는 FIDOTM� 인증을 위한 USB� 토큰입니다.�

H는 세계 최초로 FIDO� Level2� 보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최고의 지문 인식 알고리즘과

강력한�보안 기능을 적용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인 MS500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 � -� MS� AD� 로그인 및 웹브라우저를 통해,� 다양한 SSO,� Google,� Facebook,� AWS� 등에

비밀번호를 대체하여 2단계 인증 또는 본인인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Windows� Hell(지문)기능이 추가로 구현되어,� 터치한번으로 Windows� PC�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특징 및 장점

◾ 패스워드가 필요 없는 빠른 로그인

� � -� G310H/G320H를 사용하면 비밀번호 없이 쉽고,� 안전하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지원

� � -� G310H/G320H는 PC,� 태블릿 등 다양한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로그인 인증할 때,� 하나의�

보안키를 사용해 여러 디바이스에 인증할 수 있습니다.

◾ 다중 프로토콜 지원 사용자 보호

� � -� G310H/G320H는 FIDO2,� U2F,� HOTP(HMAC� 기반 일회용 암호)와 TOTP(시간 기반

일회용 암호)및 Windows� Hello를 포함하여 다중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 지문 데이터 유출 걱정 없는 강력한 보안

� � -� G310H/G320H는 스캔하나 지문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보안키 내의 보안 저장 영역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PKI� 공개키 암호 방식으로 사용자 등록,� 인증 과정 중에 절대로 보안키�

밖으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 FIDO2� Level2� 보안 인증 획득

� � -� G310H/G320H는 FIDO� Alliance의 보안 운영환경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세계 최초로

현재가장 등급이 높은 FIDO2� Level2� 보안 인증을 획득한 인증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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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Type Type� A(G310H)� /� Type� C(G320H)

Device� Type FIDO2� HID� device

FIDO� Standard FIDO2,� U2F

FIOD2� Certified� Level Level2

HOTP,� TOTP Support

Supporting� Resident� Key 150� Max.

Fingerprint� Algorithm Precise� BiometricsTM(160x160pixel)

� Dimension 17.8� x� 41.6� x� 4.4�mm� (G310H)� /� 17.8� x� 41.9� x� 4.4�mm� (G320H)

Weight 3.1� g

Status� Indicator 3� colorLED� (Red,� Green,� Blue)

Compliance� Certification KC,� CE,� � FCC,� RoHS

Exterior� Material Polycarbonate

Windows� Hello Support(certified� device)

Supported� Platform Windows,� macOS,� Linux,� iPadOS,� Android,� Chrome� OS,� etc.

Supported�Web� Browser Chrome,� Edge,� Firefox,� Safari,� Whale,� Brave

◾ Microsoft� Azure� AD� 지원
� � -� G310H/G320H는 Microsoft� Azure� AD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드에�

관계없이 AD가� 적용된 Windows� PC에 비밀번호 없이 터치한번으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제품 규격

�

제품 사진

� �

G310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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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320H

활용 분야

◾ Microsoft� AD� 적용된 Windows� PC의 패스워드리스 로그인 인증

◾ 다양한 SSO,� Google,� Facebook,� Dropbox,� Citrix� 등의 2단계 인증 또는 본인인증

◾ Windows� Hello� 기능 사용 패스워드리스 로그인 인증

주요 실적

◾ 한국수력원자력 2차인증용(2020년)

◾ 부산항만공사 2차인증용(2021년)

◾ 외교부 로그인 보안 인증용 (2021년)

◾ AWS(미국),� American� Bank� of� Texas(미국)사용자 인증용 (2021년)

◾ G-Research(영국),� Greenrocket(미국)� 임직원 사용자 인증용 (2022년)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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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보테크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김 종 만 설립일자 2004.� 01.� 01

대표전화 031-752-0272 홈페이지 www.gabotech.com

본사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33� 가보빌딩

종업원수 55명 자본금 3.5억원

매출액(`21년) -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조명제어장치 및 IoT솔루션 기반 조명 통합관제시스템 서비스

2 회사 개요

㈜가보테크는 가로등,� 보안등 점멸기,� 양방향 감시제어시스템 외 무선응용분야의 제품개발,� 생산�및�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IoT사업분야의 기간통신망과 무선 및 유선통신을�
활용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외 실외 조명에 대한 IoT솔루션을 통해 제어 및 감시를� 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IoT산업을 통한 스마트 조명제어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영상검지센서
도로에 인접하여 접근하는 물체 및 사람의 이동상환,� 거리,�

속도,� 수량 등을 분석하여 능동적으로 동작하는 센서시스템

IoT비콘 점멸기
중앙관제시스템에서 점멸기에 내장된 IoT통신 모뎀과 비콘을 통해

직접 제어되는 스마트 무선 조명점멸기

스마트폴(가로등)

신호들과 가로등 등 도로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공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도시인프라

구조물로 전기차충전 및 드론스테이션 결합형 기술 도입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송규진(과장) 기획본부 070-8850-8646 giujin@hanmail.net



▍2023년도 AIoT� 서비스·제품 및 기업 편람

- 518 -

구루멘토링(주)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최 동 양 설립일자 2014년 12월 9일

대표전화 02-2224-7321 홈페이지 www.gurumt.com

본사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43,� 705호 (구로동,� 지하이시티)

종업원수 13명 자본금 4.5억원

매출액(`22년) 25억원 당기순익(`22년) 1.5억원

사업분야 �정보통신보안기술,� 통신공사업,� SW개발 및 유지보수,� 전산설비 유지보수

2 회사 개요

구루멘토링㈜은 IoT/M2M�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간 융·복합 솔루션 제공 및 컨설팅�

전문회사로 LPWAN,� LTE,� WCDMA� 모듈 및 ZigBee� 모듈을 이용하여 스마트 디바이스의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제품과 IoT� 플랫폼과 지능형 CCTV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 정보보호,� 국민생활안전,� 건강지키미 등 다양한 서비스 및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원격정비지원체계
함정의 기관,�정보통신 등 고장 진단 및 관리를 위성을 통해서 원격으로�

정비하기 위한 종합 시스템

국민교통안전 지킴이
교통 사각지역에서의 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형 CCTV

기술 및 IoT기술을 활용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 보호하는 시스템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최동양 융복합기업연구소 02-2224-7321 sales@gurum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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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전자정보기술원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김 장 호 설립일자 2003.� 3.

대표전화
구미 :� 054-479-2002

서울 :� 02-866-2255
홈페이지

� http://www.geri.re.kr

� http://www.mctc.re.kr

본사주소
�구미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

� 서울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206호

종업원수 144명 자본금 -

매출액(`21년) -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2G~5G�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ICT융합 제품(HW/SW)� 시험 인프라 지원

2 회사 개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ICT융합연구단은 2G~5G� 시험용 이동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북 구미와�

서울 금천에 5G�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ICT융합�

제품(HW/SW)� 개발·시험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이동통신 시험 인프라
2G~5G� 이동통신 코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발제품과 이동통신 네트

워크 간의 연동 시험환경 및 테스트를 지원

시험인증 컨설팅 및

성능평가 확인서 발급

중소·창업기업의 개발제품에 대한 시험인증 정보제공 및 성능평가 확인서�

발급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권재억 선임
미래이동통신

연구센터
02-866-2255 kwonjuk@ge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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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그린타임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방 찬 기 설립일자 2016.� 06.� 01

대표전화 032-751-6609 홈페이지 � http://teeingtime.com

본사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경제과학진흥원 B2

종업원수 2명 자본금 0.5억

매출액(`21년) 0억 당기순익(`21년) 0억

사업분야 � AIoT� 통합운영관리 솔루션 개발

2 회사 개요

특허 등록된 AIoT� 티마커를 개발 완료하고 이를 사용하여 골프경기의 큰 문제점인 병목현상과�

늦은 경기진행을 실시간 파악하여 조정하는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향후 수집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골프산업을 디지털 트윈하여 야외 골프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계횝입니다.� �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AIoT� 티마커
AIoT� 티마커를 사용하여 골프경기의 병목현상과 늦은 경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조정하고 골프경기의 디지털 트윈 제공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방찬기/대표 영업 010-3369-2738 gichan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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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르크테크놀로지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한 병 진 설립일자 2012.� 11.� 13

대표전화 070-8107-1052 홈페이지 � http://n-ark.com

본사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6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POST� BI� 105호

종업원수 3명 자본금 1.8억원

매출액(`21년) 3.8억원 당기순익(`21년) 0.7억원

사업분야 � IoT용 제품설치를 위한 유선통신 전송시스템 제품 개발 및 컨설팅(MPoE)

2 회사 개요

㈜나르크테크놀로지는 유선통신 전송 제품 제조 및 컨설팅 전문 회사로써 기존 PoE시스템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PoE시스템인 MPoE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MPoE제품은 ADT캡스,� SK브로드밴드에 납품 중이며,� 조달청 우수 연구개발제품

선정되어 납품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관련한 다양한 IoT� 제품

설치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MPoE시스템 한 회선에(UTP)� 다수의 IoT제품을 설치 할 수 있는 시스템 제품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임준철 과장 연구전담부서
070-8107-1052

010-8718-6616
ljc1202@n-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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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플랫폼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구 형 서 설립일자 2013.� 02.� 13

대표전화 010-8533-0321 홈페이지 www.nineplatform.com

본사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48,� 1층

종업원수 3� 명 자본금 � 0.6� 억원

매출액(`21년) 5� 억원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Trusted� IoT� Device,� 스케쥴 제어 미들웨어,� Blockchain

2 회사 개요

나인플랫폼은 IoT/M2M� 관련 통신장비 및 미들웨어 전문회사로,� 현장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

수집/제어/전송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Blockchain,� AI,� 분산DB� 등의 기술을 접목한�

Trusted� IoT� Device를 개발하여 데이터의 신뢰성과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하수 맨홀 수위 측정

전송 장치

하수맨홀의 내부 상태정보(수위/수압/가스/뚜껑개폐 등)를 무선통신

으로 전송

데이터 수집 장치
현장의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수집/전송하거나,� 스케쥴(조건)에 따라�

현장 디바이스 자동 제어

작업자 안전지원

플랫폼

작업장데이터,� 작업자데이터 및 작업자와 관리자 간의 의사소통

절차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관리하는 API� 제공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구형서 대표 010-8533-0321 mask03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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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성인프라넷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윤 남 철 설립일자 1970.� 04.� 09

대표전화 02-3140-1675 홈페이지 � http://namsung.com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21� 동성빌딩 6층 ㈜남성인프라넷

종업원수 8명 자본금 9.7억원

매출액(`21년) 83.4억원 당기순익(`21년) 16.3억원

사업분야 � Industy� AIoT� 디바이스 및 서비스 솔루션

2 회사 개요

㈜남성인프라넷은 1970년 설립되어 대한민국 전자산업 최전선에서 50년을 영위한 회사입니다.

2018년 Industry� IoT� 신사업팀을 설립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으로부터 IoT� 관련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AIoT� 기반 현장 근로자 및 요양병원 환자 안전관리 서비스 ‘ONE� LIFE’를

출시하였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AIoT� 기반 작업자 안전관리

디바이스 및 서비스

AIoT� 디바이스 ONE� LIFE는 손목 피부 체온 데이타를 학습하여

중심체온으로 변환해주는 알고리즘과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낙상을 3단계로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내장한 제품입니다.

작업자는 손목에 편리하게 착용하고,� 현장 관리자는 웹서비스로

작업현장의 체온/낙상 사고 발생 유무와 현장의 위치를 클라우드

웹 기반 서비스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AIoT� 기반 요양병원 환자

안전관리 디바이스 및 서비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이동기 /� 이사 Industy� IoT
02-3140-1675

010-8775-7412
dklee@nsinfr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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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스랩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이 재 호 설립일자 2002.� 05.� 08

대표전화 042-867-1081 홈페이지 � http://www.nesslab.com

본사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94

종업원수 명 자본금 1.5억원

매출액(`21년) -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RFID� 리더,� IoT� 모듈,� 국방용 과학화훈련장비

2 회사 개요

㈜네스랩은 RFID� 리더,� IoT� 모듈,� 국방용 과학화훈련장비 개발 전문업체입니다.� 특히

900MHz� 대역의 수동형 RFID� 리더기의 기술은 국내 초기 도입부터 RF� 및 프로토콜을 연구

하여 국내 최소형,� 고성능의 RFID� 리더를 만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국내,외 기업의

물류,� 생산 및 공정관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NL-RF2200 UHF� 900MHz� 고정형 리더

NL-RF300 UHF� 900MHz� USB타입 리더

NL-RM2000 UHF� 900MHz� 모듈형 리더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박준철 /� 부장 RFID영업팀
031-8016-1782

010-3748-0574
jcpark@nes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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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오넥스소프트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최 병 수 설립일자 2004.� 03.� 11

대표전화 02-851-5001 홈페이지 � http://neonexsoft.com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808호(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1차)

종업원수 72명 자본금 2.35억원

매출액(`21년) 137.61억원 당기순익(`21년) 0.84억원

사업분야
�통합 IoT(M2M)�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컨택센터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S/W� 개발 및 공급 사업

2 회사 개요

(주)네오넥스소프트는 2004년 컨택센터 전문회사로 출범하여 Smart� IVR,� IP-IVR,� 녹취 등

다양한 컨택센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 IoT� 분야에 진출하여 IoT(M2M)� 통합

플랫폼,� 유·무선 통합관제,� 위치관제,� 무인경비 관제,� 헬스케어 솔루션 등을 개발하였으며,� � �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 민간,�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IT� 전문기업입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Starthing 국제 표준 규격인 oneM2M�기반의 개방형 IoT� 통합 플랫폼

NEXPector� Air 유·무선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 모니터링 솔루션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김성화 부장 기획디자인팀
02-851-5001

010-4321-9224
shking19@neonex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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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오와인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이 효 승 설립일자 2002.� 06.� 04

대표전화 031-706-8484 홈페이지 https://neowine.com/

본사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97� (수내동 22-3)� 1206호

종업원수 24명 자본금 5억원

매출액(`21년) 15억원 당기순익(`21년) 5억원

사업분야
� IoT� 보안 반도체 &�복제방지 반도체 개발 공급

� AI� 반도체 IP�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2 회사 개요

2002년 설립되어 20년간 보안 반도체 ASIC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KCMVP� 인증

모듈이 탑재된 IoT� 보안 반도체,� 다양한 IT� 기기의 시스템소프웨어의 불법복제를 방지해주는

복제방지반도체(AEC-Q100),� 인공지능 반도체를 위한 IP�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대만,� 일본에 16개의 대리점과,� 국내 7개의 대리점을 통해 누적으로

1억2천만개의 제품을 2,000개 이상의 기업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DALPU-4
IoT� 기기,� 데이터의 인증 및 암/복호화 처리를 위해 PKI� 기반 암·복호화�

알고리즘이 탑재된 제품 (KCMVP� 인증 모듈 탑재)

AI� IP� &� SW

IoT� 엣지용으로 실시간,�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를 위한 NPU�설계 IP와�

이를 운용하기 위한 ONNX� 기반의 SW� (FPGA� 기반 AI� IP� 및 SW�

탑재로 IoT� AI� 기반 환경감시용 엣지 서버에 적용 가능)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김현도 상무 신사업개발본부
031-620-1261

010-7339-3269
dexter@neow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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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넥스리얼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전 석 호 설립일자 2002.� 04.� 01

대표전화 02-874-7133 홈페이지 � http://www.nexreal.com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33동 M01호(서울대학교)

종업원수 25명 자본금 2억원

매출액(`21년) 20억원 당기순익(`21년) 2억원

사업분야 �실시간 임베디드 Vision� AI� S/W� 개발 및 시스템 개발

2 회사 개요

㈜넥스리얼은 전통적인 지능형 영상분석과 딥러닝 기반의 AI� 영상분석 기술을 융합하여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3-Tier� Vision� AI�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실시간 임베디드

AI� 영상분석의 강점을 토대로 고객 맞춤형 임베디드 Vision� AI� 솔루션을 고객의 운영

아키텍처 설계 방향에 따라 @Camera,� @Edge,� @Server� 각각의 레이어에서 Vision� AI�

추론엔진을 제공합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N2Lab

Vision� AI@Camera

사람/차량 등 특정 객체를 탐지/추적할 수 있는 AI� 추론엔진과

특수목적 어플리케이션이 내장된 NPU�기반 AI� 카메라입니다.

N2Lab

Vision� AI@Edge

기존 HDMI� 카메라 또는 IP카메라를 AI� 카메라처럼 사용할 수 있는�

1:1�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AI� 블랙박스입니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소진욱 이사 영업마케팅팀
02-874-7133

010-5132-0419
jwsoh@nexre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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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넥스모어시스템즈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김 용 걸 설립일자 2002.10.21

대표전화 02-556-3379 홈페이지 http://www.nexmore.co.kr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03� 영동테크노타워 708,709호

종업원수 31명 자본금 501백만원

매출액(`21년) 32억원 당기순익(`21년) 1.4억원

사업분야 � IoT� 기반 기술(LBS,� RFID,� BLE&CCTV)�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공사업

2 회사 개요

㈜넥스모어시스템즈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공급,� 스마트팩토리 설계 및 구축 등 IoT기반

기술을 융합하여 디바이스,�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IoT

서비스� 전문회사”� 입니다.�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팩토리에 다양한 IoT기반 솔루션 및 BigData,�

AI등이 결합한 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SmartCity� 안전플랫폼 재해재난 데이터 수집/분석 플랫폼

Smart� City� Service
112연계 /� 공공-민간보안업체 연계,� 디지털물류서비스 시스템

연계 등

RFID시스템
생산공정관리 RAW� DATA� 추출을 위한 RFID시스템 공급 및

미들웨어 적용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이영주 차장 스마트시티사업
본부

02-556-3379
010-5345-4219 dudwn@nexm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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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넥스트비즈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박 영 욱 설립일자 2011.� 07.� 11

대표전화 02-3452-9588 홈페이지 https://nextbiz.co.kr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20,� 3층

종업원수 10명 자본금 2억원

매출액(`21년) 10억원 당기순익(`21년) 8천만원

사업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 셜계 및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2 회사 개요

넥스트비즈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최적의 컨설팅과 디자인 및 관련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환경의 복잡성과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기업은 자사에 맞는 솔루션을 찾고 디자인하고� 적용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넥스트비즈는 2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왔으며,�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솔루션을 보유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R&D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넥스트비즈의 올리사이트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IoT� 서비스를 위한 강력한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올리뷰(올리사이트) 올리사이트 기반 멀티 디지털 사이니지 송출 제어 시스템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신진숙 이사 사업부 02-3452-9588
010-2594-2006 biz@next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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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르마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정 현 철 설립일자 2011.� 10.� 12

대표전화 02-923-1988 홈페이지 http://norma.co.kr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5길 52� (삼환디지털벤처타워 202호)

종업원수 55명 자본금 35.95억원

매출액(`21년) 68.72억원 당기순익(`21년) -35.11억원

사업분야
� IoT� 보안,� 스마트홈/스마트빌딩 보안,� 무선 취약점 보안,� 블루투스 보안,�

� 양자 보안,� ISMS-P/OT/ICS/IoT� 보안 컨설팅

2 회사 개요

‘모두가 네트워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념 아래 2011년 설립된

양자 보안 기술 기반 IoT� 보안 전문 기업 ㈜노르마는 무선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솔루션

‘AtEar’,� IoT� 보안 ‘IoT� Care’� 등을 제공하고,� 국방부,� 한국수력원자력,� 경찰청 등 기업과 공공기

관 중심의�공신력 있는 실례를 통해 기술력을 검증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보안 영역에 양자내성암호(PQC)� 기술을 적용,� 양자내성암호(PQC)� 기반의 IoT�

보안과 자동차 보안,� 스마트홈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대표 제품으로 양자내성암호

(PQC)� 기술을 적용한 ‘Q� Care’가�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IoT� Care� v2.0

(보안 센서)

스마트홈 네트워크 인프라 및 IoT�디바이스 이상행위 모니터링 솔루션으로써�실시간�

보안 위협 및 자산변동 내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리스크 최소화

Q� Care� Connect
PQC�양자 보안 기능이 적용된 차세대 SSL� VPN�솔루션으로,� IoT�기기와 네트워크

사이 암호화 연결을 하는 터널을 생성하여 데이터를 제3자에 관한 노출 및 해킹을 방지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김종훈 상무 사업운영총괄 010-3758-2813 jhkim@norm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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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누리플렉스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김 영 덕 설립일자 1992.� 03.� 16

대표전화 02-781-0700 홈페이지 www.nuriflex.co.kr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6� 누리빌딩

종업원수 160명 자본금 60억원

매출액(`21년) 323억원 당기순익(`21년) 41억원

사업분야 �에너지 IoT� 통합운영관리 솔루션,� 에너지 IoT� 인프라

2 회사 개요

누리플렉스는 에너지 IoT�전문기업으로 지능형검침인프라(AMI� :�Advanced�Metering� Infrastructure)사업을 주력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에너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빅데이터와 AI기술을 이용한�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누리플렉스가 제공하고 있는 에너지 IoT� 인프라 기술은 전세계 49개 전력사에서 채택

하여 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등 국내 스마트그리드 및 IoT� 분야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선

기술력과 다양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남미지역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AIoT� 기술을 통한 플랫폼 다양화를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Smart� Metering
에너지 IoT� 데이터의 수집,� 관리,� 분석까지 지원하는 AMI� 기반 토털
솔루션 개발 및 공급

Energy� Efficiency
에너지 관리 및 효율화를 지원하는 EMS,� 소규모 지역 기반 마이크로
그리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분산 전원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발전소
(VPP� :� Virtual� Power� Plant)� 서비스 제공

Smart� Energy� City�
에너지 IoT� 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시티 에너지 플랫폼 서비스 제공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김범주 부장 전략기획실
02-781-0763

010-9031-8670
bjkim@nurifl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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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명 내 용

딥러너 AI� 셋톱박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카메라에서 물체를 인식하여 검출하거나 분류하는

역할을 하며,� 별도의 서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단독으로 작동하는 엣지형

AI� 디바이스입니다.

다양한 지능형 시스템 내에서 AI를 처리하는 핵심 부속으로 클라우드 또는�

서버의 후처리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AI기능처리를 실시간으로 로컬에서

수행하며,� 고해상도의 이미지에서 미세한 작은 객체부터 다양한 사물을

최고의 인식률과 높은 계산효율로 사용자가 원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 칩디자인 솔루션
자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칩 디자인은 수년간 딥러너 AI셋톱박스 기기에

탑재하여 상용화함으로써 설계의 안정성이 검증된 되었습니다.�

(주)뉴로컴즈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안 병 익 설립일자 2015.� 01.� 26

대표전화 02-424-0126 홈페이지 http://ko.neurocoms.com/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마스터즈타워빌딩 1705호

종업원수 4명 자본금 -

매출액(`21년) -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AI� 셋톱박스(H/W)개발 및 공급 사업,� 딥러닝 학습 S/W�개발

2 회사 개요

㈜뉴로컴즈는 방대한 연산이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을 당사가 자체 개발한 고효율 신경망 Single-Chip을

활용하여 소형 저전력 AI�셋톱박스를 개발 및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AI� 시스템을 엣지 컴퓨팅 설계를 통해 단순한 운용과 고효율화를 추구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다양한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분야 산업군에서 딥러닝 영상처리 기술을 널리 도입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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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인공지능 칩이 필요한 경우 고객사 용도에 최적화된 형상의 AI�

보드에 고속 저전력의 AI� 설계를 탑재할 수 있으며,� 무한히 많은 수량에

추가비용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이재원 과장 기획팀 02-424-0126
010-3952-8759 jack@neuroco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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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로클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이 홍 석 설립일자 2019.� 05.� 31

대표전화 02-6952-6897 홈페이지 � https://www.neuro-cle.com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16길 32,� 301호

종업원수 - 자본금 -

매출액(`21년) -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AI�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

2 회사 개요

㈜뉴로클은 딥러닝 기술을 컴퓨터 비전 분야에 접목하여,� 이미지 및 영상을 해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자체 딥러닝 모델 최적화 알고리즘과 인

퍼런스 엔진을 통해 사용자에게 최고의 성능을 보유한 딥러닝 모델 생성 기회를 제공합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뉴로티(Neuro-T) 산업 전문가를 위한 딥러닝 비전 모델 학습 및 생성용 소프트웨어

뉴로엑스(Neuro-X) 전문가를 위한 딥러닝 비전 모델 학습 및 생성용 소프트웨어

뉴로알(Neuro-R)
생성된 딥러닝 모델을 다양한 환경 및 장치에 적용할 수 있는

Runtime� API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오용철 팀장 사업개발 02-6952-6897 info@neuro-c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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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웍스(주)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이 순 호 설립일자 2013.� 03.� 04

대표전화 02-2274-3254 홈페이지 http://www.daliworks.net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12,� 영한빌딩 6층602호

종업원수 17명 자본금 3.54억원

매출액(`21년) 10억원 당기순익(`21년) 1억원

사업분야 � AIoT� 클라우드 플랫폼 및 관련 서비스

2 회사 개요

대한민국 대표 AIoT� 플랫폼 기업,� 『달리웍스』

달리웍스는 디지털 전환의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토털 IoT� 솔루션 기업입니다.�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IoT�클라우드 플랫폼,� 씽플러스를 통해 고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차별화된 IoT�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스마트팩토리·에너지·빌딩 등 다양한 영역에서�적용 가능하며,� 현재 모터 예지

/보전,�로봇 원격 관리 및 모니터링,�방문객 분석,�소화기 관제�등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Thingplus� Platform
-� IoT� 디바이스,시스템,장비 연결을 지원하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 기능을 제공하는 AIoT� 클라
우드 플랫폼

AI� 모터진단 -� 모터가 사용하는 전기 신호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판단하는
사전적 설비 진단 서비스

제조 설비 통합 관제 -� 설비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 효율화 /� 실시간 스트리밍 및
제어를 통한 원격 CS� 지원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박주훈 이사 사업본부 02-2274-3254 contact@daliwork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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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임 엔지니어링(주)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박 상 진 설립일자 2012.� 08.� 01

대표전화 02-425-2520 홈페이지 http://www.climacheck.com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471,� 309

종업원수 4명 자본금 5,000만원

매출액(`21년) 0.9억원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냉동 공조 설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및 클라우드 서비스

�냉동 공조 설비 성능 분석 계측 설비

2 회사 개요

더하임 엔지니어링㈜는 냉동 공조 설비의 성능 분석 계측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 주자인 스웨덴의�

ClimaCheck� 업체와 협력하여 운전 중인 냉동 공조 설비의 성능 및 효율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ClimaCheck� 성능 분석 계측 설비 및 성능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Online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여 설비의 최적화 운전과 예측 정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에너지 절감과 탄소(Co2)�방출을 저감하여 자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제품 냉동 공조 설비 성능 분석 계측기

시스템 냉동 공조 설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서비스 냉동 공조 설비 원격 모니터링 클라우드 서비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박재광 과장 영업기술 02-425-2520
010-6838-3568 thehaim@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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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데이터센트릭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장 동 훈 설립일자 2020.� 04.� 24

대표전화 070-4300-2470 홈페이지 � http://datacentric.kr

본사주소 �경기 안양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16� (관양동,� 디지털엠파이어)� 315호

종업원수 12명 자본금 1.12억원

매출액(`21년) 3.5억원 당기순익(`21년) 1억원

사업분야 � AIoT� 응용SW개발 및 공급,� AI&Bigdata� 응용 S/W�개발 및 공급 사업

2 회사 개요

데이터센트릭은 데이터 중심에서 관련 SW를 개발하는 회사로 데이터 댐이 아닌 데이터 바다에서

순항하는 WhaleShark(고래상어)라는 상표를 가지고 관련 공개SW를 개발 및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향

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WhaleShark-LiteAI(데이터분석지원도구),� WhaleShark-AIoT(Edge� AIoT),� WhaleShark-IIoT(Edge� IIoT),�

WhaleShark-MES(생산관리시스템),� WhaleShark-C/S(컨텍센터 상담원 지원도구)로 구성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WhaleShark-AIoT
Edge� AI&BigData� Platform�

Edge� AI&BigData� MicroPlatform

WhaleShark-IIoT IIoT� Device� Paltform� (Iot� Device� Data� Gettering� System)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김태균 차장 DT사업본부 070-4300-2470
010-1234-5678 dc@datacentr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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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연에스엔티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김 문 섭 설립일자 2006.02.14

대표전화 051-550-5060 홈페이지 www.dysnt.co.kr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107번길 10(온천동)혜원빌딩

종업원수 78명 자본금 55억원원

매출액(`21년) 65억원 당기순익(`21년) 4.6억원

사업분야 � IoT통합운영관리 솔루션 개발 및 S/W�개발 및 공급 사업,� AI� 빅데이터 분석

2 회사 개요

㈜동연에스엔티는 스마트공장 구축 솔루션 전문회사로 N∙Core� 라는 브랜드 명으로 ERP,� MES,�

CMMS(설비관리보전시스템),� HSE(환경안전경영시스템),� IoT-Platform(스마트공장 구축 플랫폼)� 등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장 실시간 모니터링 및 설비 자동 제어 기술서비스,환경/안전 활동,� 설비 예지 보전

활동,� 전력 절감 활동 등 스마트 전산화 구축 서비스로 산업현장의 Digital� Transformation�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 전반의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N∙Core� IMS 산업용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제조 현장 설비 제어 관제 및 AI� 분석

N∙Core� ERP 다양한 사업분야의 전사적자원관리 통합 시스템

N∙Core� MES 제조생산실행 시스템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이종일 사업부장 IoT사업부 051-550-5076
010-5555-9863 leeji@dk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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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두남세미트로닉스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조 은 영 설립일자 2021.� 02.� 17

대표전화 02-2027-3225 홈페이지 � http://www.doonamsemi.com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716호(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종업원수 5명 자본금 1억원

매출액(`21년) 18억원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8bit� 8051,� 32bit� ARM-M0� MCU�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 RF� IC� Sub� 1Ghz,� 2.4/5.8Ghz,� Bluetooth� IC�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2 회사 개요

(주)두남세미트로닉스는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10∼20년 이상의 R&D� 엔지니어들이 주축이�
되어,� 국내 고객사들에게 8/32bit� MCU� 및 공급 및 응용기술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2004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Megawin� 8/32bit� MCU의 국내 런칭 성공을 계기로,� 향후 AMICCOM� RF� IC공급과 IoT�

응용기술 및 솔루션들을 끊임없이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8/32bit� MCU Megawin� 8bit� 8051,� 32bit� ARM-M0�MCU�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RF� IC
AMICCOM� Sub� 1Ghz,� 2.4/5.8Ghz,� Bluetooth� IC�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김태용 팀장 영업팀
02-2027-3225

010-9384-7752
dngr@doonamsem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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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앤샤인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오 희 재 설립일자 2010.� 06.� 07

대표전화 02-3159-8872 홈페이지 � � http://www.dnshine.co.kr

본사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B동 B134호 (동산동,� 삼송테크노밸리)

종업원수 21명 자본금 1.5억원

매출액(`21년) 13.6억원 당기순익(`21년) 5억원

사업분야 � IoT� 통합운영관리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모듈/모뎀

2 회사 개요

㈜디앤샤인은 IoT� 관련 솔루션 개발 전문회사로서 LTE/WCDMA� 모듈,� 각종 센싱 모듈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능형 센서 및 디바이스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치안,� 방범,� 물리적�

보안,� 안전,� 환경 분야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범죄 예방 솔루션
-� IoT�기술을 활용한 범죄 구조 요청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토탈 솔루션

-�실시간 범죄 감시 통합 관제솔루션

IoT� 스마트 비상벨 시스템

IoT�가로등비상벨 시스템

-� IoT�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지능형 비상벨 시스템

-� 지능형 비상상황 감지 /� 비상 경보 및 구조 요청 /� 시스템 자가

진단·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CCTV용 IoT� 비상벨

시스템

-� CCTV�네트워크 연동 기능 탑재한 IoT�비상벨 시스템

-�비상 경보 및 구조 요청 /�시스템 자가진단·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최동수 이사 총괄 02-3159-8872 cds@dnsh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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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닉스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최 승 욱 설립일자 2003.� 10.� 01

대표전화 02-584-5516 홈페이지 http://www.ranix.com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5길 25,� 라닉스빌딩

종업원수 76명 자본금 49억원

매출액(`21년) -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자동차용 통신 솔루션 및 보안/인증 솔루션

� IoT� 디바이스 및 통합운영관리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2 회사 개요

라닉스는 국가 미래를 선도할 국가전략 프로젝트인 자율주행자동차와 사물인터넷(IoT)의 핵심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IoT� 분야에서는 Bluetooth� 모듈을 개발하고,� LPWAN,� LTE

모듈 및 센서를 이용하여 스마트 디바이스의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헬스케어 등의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IoT)� 환경에서 보안을 위해 필요한 국가 인증인 KCMVP� 1등급,� 2등급 인증을�

취득한 보안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mPERS� Platform 시니어를 위한 응급구조 서비스 플랫폼

RPM100� Series 응급구조 서비스용 단말기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최동일/Manager 영업본부 02-584-5516 dichoi@rani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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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랜드로드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이 주 환 설립일자 2017.� 04.� 26

대표전화 063-261-2314 홈페이지 http://www.landroad.co.kr

본사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B동 107호

종업원수 3명 자본금 100,000천원

매출액(`21년) 13.5억원 당기순익(`21년) 3.9억원

사업분야 � IoT멀티센서노드 융합 환경제품 생산

2 회사 개요

주식회사 랜드로드는 ICT융합 환경제품을 생산하는 벤처기업으로 IoT기반으로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비점오염저감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LoRa,� NB-IoT,� LTE� CaT�

M1� 으로 작동되며 각각의 빗물 배수구(도수로,� 빗물받이,� 교량)에 설치하여 오염물질 포집량

및 기기상태 정보들을 취합하여 유지보수 알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용 환경솔루션�

입니다.� 통신모듈은 80여종 센서교체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배수 모니터링 서
비스

IoT와 클라우드 네트워크로 관리하는 신개념 비점오염저감장치 제작 및 납품

-�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 시스템 알람을 통한 이상 감지

-� 삽입형으로 간단한 설치

-�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원종협 CTO 기술팀 063-261-2314
010-8210-2314 Roadrainte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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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랩피스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한 신 동 설립일자 2014.� 9.� 25

대표전화 070-4062-6890 홈페이지 � http://www.labfis.co.kr

본사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1동 5층,� 인큐베이터2,� 에이치실

종업원수 9명 자본금 3억원

매출액(`21년) 12.16억원 당기순익(`21년) 1.73억원

사업분야
�무선신호 데이터 수집용 IoT� 센서를 활용한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및 재난안전솔루션 공급

2 회사 개요

주식회사 랩피스는 IoT,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유동인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 및 동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안전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실시간 유동인구 분
석 솔루션

� -� 사람들이 휴대한 스마트폰에서 발신되는 와이파이 무선신호 데이터를 IoT�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계,� 분석

�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장래 유동인구 규모에 대한 예측 데이터를 제공

스마트 예경보
솔루션

� -� 사람들이 휴대한 스마트폰에서 발신되는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를 실시간으로 수집
� -�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위험지역으로 실시간 접근,� 체류 감지
� -� 재난안전 사고 발생 위험시 위험 지역내 실시간 체류 인원 계수
� -� AIoT� 센서에 부착(옵션)된 스피커,� 스크린을 통한 대피 유도
� -� 대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이정민 이사 제품기획팀 070-4062-6890
010-6512-6890 hufsk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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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정보통신(주)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노 준 형 설립일자 1996.12.28.

대표전화 02-2626-4000 홈페이지 http://www.ldcc.co.kr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9(가산동,롯데센터)

종업원수 2,832명 자본금 770억원

매출액(`21년) 약9,300억원(연결) 당기순익(`21년) 약347억원(연결)

사업분야
� SM,� SI,� 메타버스,� NFT,� 모빌리티,� 보안,� Data� Center,� IT/DT� 컨설팅,�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Big� Data,� AI� 등

2 회사 개요

롯데정보통신은 Metaverse,� Mobility,� AI,� IoT,� Big� Data,� 등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 제조,� 물류 등 전 산업 분야에서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Business�

Transformation)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우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베트남,� 인도네

시아 등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CSR,� 동반성장,� 환경경영 등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경영(ESG� 준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자율주행셔틀 SAE� Level� 4� 수준의 자율주행셔틀

araView AI� 기반 영상인식 플랫폼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섭 선임 스마트시티부문 02-2626-6115 yongseob.shin@lott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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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씨엠(주)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남 승 민 설립일자 2014.� 05.� 18

대표전화 02-3454-1540 홈페이지 � www.SmartAED.org

본사주소 � (우)1405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B동 2022호

종업원수 7명 자본금 55� 백만원

매출액(`21년) 1,233� 백만원 당기순익(`21년) -264� 백만원

사업분야 � Smart� AED� (IoMT�기반 자동심장충격기 통합관리 모니터링 장치 및 플랫폼)

2 회사 개요

루씨엠(주)은 의료기기,� ICT,�마케팅 등 각�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Smart� AED를 개발·

생산하는 전문회사입니다.� 당사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응급상황 시 AED의 정상작

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Smart� AED를 개발하였습니다.� Smart� AED의 국내·외 보급을 목표로 Smart� AED�사업

을 집중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루씨엠은 숙련된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의적 미래혁신 기술을 융합한 제품을 제공,�고객의 기대를 뛰어넘어 New� Paradigm을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자동심장충격기 심장마비 등 응급 시 심장박동을 되살리는 응급 장비

스마트 보관함
보관함 문열림,� AED� 탈착,� 응급호출(SOS)버튼 센서가 부착되어

실내용,옥외용으로 설치 환경에 맞춰 AED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L.SEND(자사개발) AED�및 보관함 이벤트 발생 등 각종 정보를 IoT를 통해 서버(LAEP)에 전송해주는� IoT�단말기

LAEP(자사개발) 관리자가 AED� 정상작동 여부와 보관상태를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플랫폼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황지원 과장 마켓팅기획팀
031-337-5387

010-2846-8116
jiwon@luc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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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틀캣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김 대 용 설립일자 2018.� 09.� 06

대표전화 070-4250-2916 홈페이지 https://www.thelittlecat.kr/

본사주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복지후생동 4층 (더존 BI센터)� (24465)

종업원수 9명 자본금 2억원

매출액(`21년) 7.5억원 당기순익(`21년) 2.8억원

사업분야 �반려동물 IoT� 가전제품 제조 및 AI�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2 회사 개요

㈜리틀캣은 IoT� 반려동물 헬스케어 제품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회사로 자사 반려동물 헬스케어�

제품의 데이터를 활용해 반려인에게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최종적으로는 통합된 AI� 반려동물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는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세심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INPET
고양이 체성분 측정기로서,� 측정데이터 기반 AI� 알고리즘을 통해 반려

동물에게 보다 나은 솔루션을 제공(타 자사 기기와 연동예정)

b612� Cat� Wheel
고양이용 운동기구(캣휠)로서,� 측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에게

솔루션을 제공(타 자사 기기와 연동예정)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임상헌 이사 연구개발 010-3917-8001 thelittlecat@thelittleca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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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미엘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안 상 준 설립일자 1999.� 07.� 19

대표전화 02-2065-6607 홈페이지 http://www.mamiel.com

본사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406-408호

종업원수 21명 자본금 15억원

매출액(`21년) 420억원 당기순익(`21년) 21억원

사업분야 � S/W,� H/W개발 및 공급,� IoT� 종합 커머스 플랫폼 서비스

2 회사 개요

㈜마미엘은 Consumer,� IoT,� Industrial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견고한 성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반도체 대리점입니다.� STMircoelectronics,� Winbond,� InnoPhase,� Thales� 등 다양한�

MCU,� Power,� 메모리,� 통신 모듈 및 센서 제품 등 관련 Full� product� line-up을 갖추고 있으며,�

Customized된 기술력과 차별화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제품과 기술을 최적의 Solution의

형태로 안정된 공급망과 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사에 적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Ultra-LowPower
Wireless� SoC&� Module 초저전력 WiFiSoC� 및 Module� (� BLE� 5.0� 내장 )

맨홀 관제솔루션
LoRa망을 이용한 맨홀 내 개폐 모니터링,� 가스,� 온습도 및 수위를�

모니터링,� 관제소 송신 솔루션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유솔 대리 반도체사업부 02-2065-6607 sales@mami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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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스팜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이 현 설립일자 2018.� 05.� 28

대표전화 010-5201-2257 홈페이지 http://www.maasfarm.com

본사주소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1,� 311호(팔복동2가,�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코창업보육센터)

종업원수 1명 자본금 1.5억원

매출액(`21년) 0억원 당기순익(`21년) 0억원

사업분야
� AI-SaaS플랫폼기반 최적생산량 규격화 및 병충해진단 서비스의 무인자동재배

AIoT솔루션의 융복합 3세대 스마트팜시스템

2 회사 개요

마스팜은 클라우드 AI플랫폼을 통해서 생산량예측,� 병충해진단,� 자율재배가 가능한 스마트팜 기술을�

연구 개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마토 스마트팜 솔루션을 개발하여 전남-광양토마토 농장에서 실증�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트라 지사화 사업을 통해 덴마크,� 네덜란드 등으로 솔루션 수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1-2세대 ICT재배 스마트팜 대비 2-4배 높은 생산량

2.� 병충해진단 서비스

3.� 생산량예측-당도예측 등 작물 재배의 규격 서비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AIoT융복합 원스톱 솔루션 3세대

스마트팜 시스템 작물재배규격 서비스

� -� 높은 생산량(고도화된 인공지능)�

� -� 작물재배 규격화

� -� 병충해진단 서비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이현 대표 기획연구마케팅 010-5201-2257
hlee0212@gmail.com/�

hlee@maasf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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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웰일렉트릭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최 윤 석 설립일자 2015.� 7.� 1

대표전화 031-966-9866 홈페이지 http://www.mxw.co.kr

본사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식사동)� 동국대학교 산학협력관 332호

종업원수 - 자본금 -

매출액(`21년) -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무선통신기술을 적용한 IoT단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 회사 개요

맥스웰일렉트릭은 전자통신 분야에서 20년간 쌓은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된 개발전문�

회사입니다.� 통신 알고리즘 개발,전자회로 설계,� 펌웨어 개발등의 용역을 수행하며,특히 무선

통신기술을 사물인터넷에 활용하여 원격 감시 및 제어 하는 제품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Cat.� M1� /� NB-IoT� /�

LoRa적용 IoT기기

센서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Cat.�M1/� NB-IoT� /� LoRa통신을�

통해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의 제어를 받는 HW�및 SW�제품 개발.

Wi-Fi� /� Bluetooth� 적용

IoT기기

Wi-Fi� /� Bluetooth�통신을 통해 사물 간 대용량 데이터를 전달하고�

측정 및 제어 하는 HW�및 SW�제품 개발.

그 외 RF� 대역 적용

무선통신 기기

그 외 RF� 대역을 사용해 사물 간 데이터를 전달하고 측정 및

제어 하는 HW�및 SW�제품 개발.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최윤석 대표 본부
031-966-9866

010-8025-7385
yschoi@mx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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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명 내 용

GiGA지니 미니
KT기가지니 플랫폼을 기반으로 컴팩트한 디자인과 사이즈로 이동 편의를 제공하며,�

고품질의 음향을 즐길 수 있는AI스피커 제품

IRHM-01(IR허브) LG유플러스 홈IoT� 서비스와 연동되어 고객이 음성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R디바이

(주)머큐리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황 하 영 설립일자 2000.� 08.� 21

대표전화 032-580-3114 홈페이지 http://www.mercury.co.kr

본사주소 �인천 서구 가재울로90(가좌동)

종업원수 187명 자본금 74억원

매출액(`21년) 1,216억원 당기순익(`21년) 57억원

사업분야
� AI스피커,� IR허브,IoT� G/W,� Beacon� G/W,�WiFi모듈,� 5G모듈,� 스마트IoT객실관리시스템,�
WiFi� AP,� 인터넷전화모뎀,� FTTH� ONT,� LTE라우터,� 5G라우터,�광케이블

2 회사 개요

(주)머큐리는 지난 1983년 대우그룹의 계열사인 대우통신 주식회사로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통신장비

및 광케이블 전문업체로서,� 30년 이상 대한민국의 통신 역사와 함께 하였으며,� TDX-1을 최초 개통하고,�

ADSL� 장비를 공급하는 등 통신망 및 인터넷 초고속망 구축의 선도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급변하는 통신�

환경의 흐름에 맞추어 이미 10여년전부터 시스템 위주의 사업에서 단말사업으로 확장하였고,�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WIFI� 홈 단말은 이미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 받아 국내 통신3사의 주요 협력 파트너사가�

되었습니다.�

(주)머큐리는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으로 다양한 신규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WiFi� AP장비를 비롯하여�

AI스피커를 포함한 다양한 IOT관련 제품,� 5G� 제품,� 스마트IoT객실관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해외시장

개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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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TV,� 셋톱박스,�에어컨,� 공기청청기 등)�및 Z-wave단말을 제어할 수 있는 허브 제품

GiGAIoT홈매니저
KT� IoT� 서비스와 연동되어 가정내 Z-wave단말을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IoTZ-wave� 허브 제품

WiFi모듈
WiFi모듈은 무선네트웍 연결을 통한 IoT서비스를 지원하며,� 3MP� 및 OneM2M� 과 같은�

IoT플랫폼을 지원하는 제품(적용 :� LG유플러스,� KT,� 코웨이 등)

스마트IoT

객실관리 시스템

객실관리 소들을 IoT화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약관리 시스템의 근간을 구축하며,� 에너지

절감,� Keyless,� 객실자동화 등의 효과를 제공하는 시스템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한성호 수석매니저 DX영업1팀
032-580-3342

010-7710-9105
shhan@mercu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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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텍 시스템즈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Stefan� Lindvall 설립일자 1970.06

대표전화 +1� (763)� 785-3500
010-3305-0805 홈페이지 www.multitech.com

본사주소 � 2205 Woodale Drive Mounds View, MN 55112 United States

종업원수 350명 자본금 Private� Company

매출액(`22년) 1,300억원(예상) 당기순익(`21년) TBD

사업분야

�아날로그, 이더넷, 셀룰러, PAN, WAN 및 LPWA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 간의 
연결을 처리하는 모뎀, 게이트웨이 및 라우터는 물론 다양한 임베디드 
장치를 개발, 생산 및 판매

2 회사 개요

MultiTech은 물리적인 자산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연결하여 향상된 가치를 제공하는 산업용 

IoT(Industrial Internet of Things)를 위한 통신 장비(LoRa와 셀룰라)를 설계, 개발 및 제조

합니다. 특히 2020년에는 LTE cat.M1 제품 및 5G 제품도 도입할 예정이며, 품질과 서비스 

우수성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MultiTech 제품과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로라게이트웨이(Conduit/IP67) 로라 실내/외형 게이트웨이

LTE� 단말기(MTC) 국내 및 글로벌 LTE� cat.� M1� 단말기

LTE� 단말기(MTE/MTR) 국내 및 글로벌 LTE� 이더넷 단말기와 라우터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이경준 지사장 지사장 010-3305-0805 KyungJun.Lee@Multite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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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빌드(주)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조 풍 연 설립일자 1998.� 11.� 23

대표전화 02-598-3327 홈페이지 � http://www.metabuild.co.kr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08� 메타빌드빌딩

종업원수 325명 자본금 19.7억원

매출액(`21년) 281.7억원 당기순익(`21년) 48.4억원

사업분야 � IoT�통합운영관리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및 S/W�개발 및 공급 사업,�소프트웨어 개발업

2 회사 개요

메타빌드는 AI플랫폼,� 연계통합미들웨어(ESB,� IoT,� API� Gateway,� 망간자료전송 등),� 빅데이터·마이

데이터,�스마트시티·교통플랫폼 등 SW전문기업으로,�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고객만족을 통해 미들웨어SW�

시장점유율 1위의 국산 상용SW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AI기반 스마트시티·교통·드론·빌딩 운영

관제플랫폼,� 교통 돌발상황 레이더검지(센서+SW),� 의료·교통 마이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뉴딜·전환,�

4차산업혁명의 융합기술·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MESIM� IoT� Platform
- oneM2M�표준기술이 적용된 사물인터넷 플랫폼으로,� 스마트시티,�

교통,� 건설,� 드론,� 국방 등 다양한 서비스 구축 지원

Smart-IDS
- 레이더를 이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실시간 Digital� Twin� 표출 및�

모니터링,�실시간 돌발상황 관리,�교통통계 및 돌발상황 이력관리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이광호 실장 총무홍보실
02-6901-3882

010-8348-8254
designho@metabui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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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명 내 용

무선센서

-� 건설현장,� 농장,� 빌딩 설비 예지보전,� 공장,� 물류,� 콜드 체인 등등 다양한 사업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 배선공사가 필요없는 완전한 무선센서로 배터리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설치와�사용이 간편합니다.

-� 저전력설계로 (8-10년)� 자주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터리 잔량은

플랫폼 상에서 실시간 체크가 가능합니다.

-� 넓은 무선 통신 범위 (최대 300m)

-� 자체 메모리 칩 내장 (인터넷이 끊겼을 경우에도 데이터의 유실이 없습니다.)

-� 은행 등급 보안 (256-bit� exchange� and� AES-128� CTR� on� all� messages)

모넷코리아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염 정 훈 설립일자 2018.08.07

대표전화 02-2088-1454 홈페이지 http://monnit.co.kr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0길 13� 2층

종업원수 10명 자본금 2억원

매출액(`21년) 20억원 당기순익(`21년) 8억원

사업분야 � IoT,�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빌딩,�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2 회사 개요

모넷코리아는 무선 IoT� 센서 솔루션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있는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80여종이

넘는 다양한 무선 센서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산업설비,� 현장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유연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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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iMONNET은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입니다.� 오직 iMONNET에서만 모넷코리아의 모든

센서,� 게이트웨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iMONNET에서 네트워크,� 유저

설정이 가능합니다.� iMONNET� 관리자는 각각의 센서 별로 임계값을 설정할 수 있고.�

임계값을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알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이메일으로도 수신이 가능합니다.� iMONNET은 인터넷 기반 플랫폼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디바이스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김알리나 마케팅 02-3413-9384 alinakim@monn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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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이텍테크놀로지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현진우 설립일자 1998.� 02.� 03

대표전화 1566-5321 홈페이지 � http://www.bitekps.com

본사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100번길 22(송도동)

종업원수 30명 자본금 1.5억

매출액(`21년) 100억 당기순익(`21년) 13억

사업분야 � RFID� 프린터 제조 및 공급,� 전자태그 공급

2 회사 개요

(주)바이텍테크놀로지는 RFID프린터 및 컬러 라벨프린터 제조 전문기업으로 2006년 국내

최초로 RFID프린터를 개발한 이래,� 다양한 RFID프린터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컬러라벨 프린터 분야에서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컬러라벨프린터와 레이저 후가공 제품을�

개발,� 제조하여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RFID� 프린터 UHF� 대역 및 HF대역의 RFID프린터

RFID� 태그 UHF,� HF,� NFC� 각종 태그 제작/공급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안무영 /� 이사 RFID사업부
032-834-4860

010-9422-0019
james@bitek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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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핀글로벌 주식회사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이 해 민 설립일자 2015.� 10.� 19

대표전화 1668-1280 홈페이지 https://www.bespinglobal.com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7� (서초동,� 대륭서초타워)

종업원수 806명 자본금 474억원

매출액(`21년) 2,276억원 당기순익(`21년) -423억원

사업분야 � S/W� 개발 및 공급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2 회사 개요

베스핀글로벌은 클라우드에 특화된 매니저드 서비스 기업(MSP)입니다.

2017년부터 가트너 MQ에 동아시아 최초로 6년 연속 등재되었으며,�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모든 기업들이 클라우드 IT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설계/구축/관리/관제/

대응 등 클라우드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End-to-End로 제공하며,� 자동화된 클라우드 운영/관리를

위한 OpsNow� 솔루션,� 클라우드 AIoT� 플랫폼인 IoTOps� 등 다양한 SaaS� 솔루션을 개발하여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IoTOps

IoTOps는 다양한 IoT와 엣지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대용량 고가용성 기반�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을 자동화하며,� 이를 손쉽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BI와 AI/ML� 서비스를 All-in-one� 형태로 제공합니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조용석 팀장 DevOps� 개발팀 1668-1280 yongseok.cho@bespin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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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코리아아이씨(주)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구 자 민 설립일자 2005.� 12.� 23

대표전화 02-6220-6233 홈페이지 � http://www.basekr.com

본사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5,� 1301호(구로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차)

종업원수 - 자본금 -

매출액(`21년) -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컴퓨팅,� 네트워크,� 컨성팅 및 시스템 통합

2 회사 개요

BASE� Korea� IC는 여러 첨단 정보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컴퓨팅,� 네트워크,� 컨성팅 및 시스템

통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IoT�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IT를 위한 End-To-End� 솔루션과 각� 분야별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쎈톡(SSHen-Tok) 복합센서 및 통합통신모듈을 활용한 환경모니터링 기기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강중욱 이사 ICT융합기술
02-6220-6233

010-3355-3230
joongwukkang@base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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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나캠프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강 기 성 설립일자 2000.� 08.� 03

대표전화 1644-7676 홈페이지 http://www.bona-camp.com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130,� 14층(디지털엠파이어빌딩)

종업원수 46명 자본금 11.7억

매출액(`21년) 57억 당기순익(`21년) 7억

사업분야
�도장공정,� 시설물,� 안전,� 물류,� 스포츠,� 섬유세탁 관련 분야 솔루션

� RF무선통신 관제 시스템,� 양방향 조명 관제 시스템

2 회사 개요

보나캠프는 IoT/RFID� 디바이스 및 솔루션 전문회사로,� 다양한 특수산업분야에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수 “자체 개발”이라는 신념과 차별화로 사업 단기간에 여러

분야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성공적인 도입을 이루어냄으로써 대외적으로 제품의 품질과�

우수성을 입증 받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RFID� 특수태그와 무선 통신 기반의 RTLS�

솔루션 및 디바이스 신제품을 개발하여 고객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초장거리 메탈태그
야드트럭의 위치추적을 위해 인식거리25M이상 성능의 초장거리

메탈태그

초고온 메탈태그
230~250℃고온 건조 공정에서 30~40분간 사용 가능한 초고온

메탈태그

세탁태그 타올,� 린넨,� 의류 등에 봉제/부착하여 사용 가능한 세탁태그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김영수 수석

이대연 선임

전략영업팀

고객지원팀

070-8675-1101

070-8675-1110

yskim@bonabank.com

leedae0828@bona-ca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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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마아이씨티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최 병 곤 설립일자 2017.� 08.� 24

대표전화 1670-1277 홈페이지 http://www.sammaict.co.kr/

본사주소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405호

종업원수 14명 자본금 3억원

매출액(`21년) 21억원 당기순익(`21년) 1억원

사업분야 �헬스케어

2 회사 개요

2017년 정보통신공사업으로 경기도 부천시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외 CCTV설치�

및 기술개발을 하였고,� 카메라 기술을 토대로 미트니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운동이 가능한

스마트미러 미트니스는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고 운동관련 컨텐츠도 전문

강사님을 초빙하여 직접 촬영 및 제작하여 미트니스를 통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삼마아이시티는 본사인 부천 외에도 인천과 서울에 지사를 두어 활동영역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미트니스 거울을 보며,� 스마트미러 속 영상을 보며 다양한 운동을 하는 서비스 제공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유정현 이사 마케팅팀 010-7235-5227 koabcd1@sammai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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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가스(주)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박 근 원,� 김 진 철 설립일자 1983.� 11.� 28

대표전화 1588-5788 홈페이지 � http://www.seoulgas.co.kr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07(염창동)

종업원수 513명 자본금 350억원

매출액(`21년) 1.2조원 당기순익(`21년) 115억원

사업분야 �도시가스 공급,� 가스기기 제작 및 판매,� 신재생에너지 사업,� 홈 케어 서비스

2 회사 개요

1983년 서울시로부터 도시가스 사업을 인수하여 설립된 서울도시가스는 서울시,� 경기도 고객 약 250만�

세대에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T산업과 대비되는 굴뚝 산업으로 인식되어온 도시가스 업계에서 AI와 IoT를 접목한 가스앱,� 가스락,�

Smart� SCG� App,� 스마트데이터콜렉터,� 스마트거리측정기,� 스마트전위측정기,� 정•배류기 원격감시 시스템�

등을 자체 개발하여 선제적 안전관리와 현장 업무의 편리성 및 고객접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는 지속적으로 홈 포탈 케어 등 미래형 고객서비스와 안전관리 솔루션을 통합한 ‘패스

(PATH)’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고도화하여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미래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고 있으며,� 혁신적인 서비스와 전문성을 갖춘 도시가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에너지 기업으로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스마트 데이터콜렉터 -� 압력 모니터링 단말기

스마트 전위측정기 -� 매설배관 방식전위 및 외부AC유입 수집 플랫폼 디바이스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정용희 사원 안전진단팀
02-3660-8394
010-4161-4037

yhjung@seoulg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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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메이커(주)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홍 광 일 설립일자 2013.� 12.� 02

대표전화 010-5058-8508 홈페이지 https://solutionmaker.business.site/

본사주소 � (우.16954)�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콤플렉스동 B1414호 (영덕동,흥덕IT밸리)

종업원수 3명 자본금 5천만원

매출액(`21년) 5억원 당기순익(`21년) 1억원

사업분야 �위치기반 IoT�솔루션(단말/네트워크/플랫폼/서비스)�공급 및 무선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2 회사 개요

당사는 SKT/SKB의 IoT� 분야 사업 파트너로써 IoT�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SKT에서 제공되는 LTE/LTE� Cat.M1/LoRa� 등 무선회선 및 사물인터넷 분야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사업성 검토를 통해 상품을 만들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영업지원(컨설팅/설계

/구축/운영/유지보수)과 함께 ICT관련 디바이스 및 솔루션을 아웃소싱 또는� 개발 공급 및� 위치기반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 제공과 IoT�무선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LBS� 솔루션
LTE� Cat.M1�기반 GPS� 트래커를 이용한 대인/대물/차량 위치기반�

솔루션

FMS� 솔루션 LoRa/LTE� Cat.M1기반 위치트래킹 및 차량진단을 위한 FMS솔루션

IoT솔루션
LTE(VPN포함)기반 회선 및 (센서)데이터 연동 네트워크 구성 설계�

및 구축 서비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홍광일(대표이사) 010-5058-8508 solutionmaker.inc@gmail.com
pickle.m2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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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어소프트테크(주)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배 현 섭 설립일자 2002.� 03.� 05

대표전화 02-6472-2800 홈페이지 � https://suresofttech.com

본사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6길 13� 대경타워 슈어소프트테크 서울사무소

종업원수 368명 자본금 49.1억원

매출액(`21년) 332억원 당기순익(`21년) 68.75억원

사업분야 � S/W� 개발 및 공급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2 회사 개요

슈어소프트는 S/W� 테스팅 자동화 분야에서 국내 유일하게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자동차,� 국방/항공,� 철도,� 의료,� 조선·해양 등 Mission-Critical� 산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검증 자동화 도구 및 검증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율 주행,� AI,�

로보틱스 등 4차 산업 기술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KOLAS� 시험성적서

KOLAS에서 인정받은 시험 규격으로 SW�시험 관련 국제 표준/규격을�

적용한 정적/동적 시험을 통한 성적서 발급 및 정부 R&D� 과제 및

고객 요구에 맞춘 시험 가능

ONE-STOP� 솔루션

SW의 정적/동적 검증 과정을 자동화 도구를 통해 손쉽게 검증할 수

있으며 자체 개발 자동화 툴을 서로 연동하여 검증과 품질관리가

가능한 솔루션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최우혁 대리 사업개발실 010-2020-8483 whchoi@suresoftte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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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스터스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유 병 훈 설립일자 2021.� 08.� 19

대표전화 070-8800-4153 홈페이지 � http://www.sys2us.com

본사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41,� 안양창업지원센터 977호

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21년) 억원 당기순익(`21년) 억원

사업분야 � IoT� 자동제어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2 회사 개요

㈜시스터스는 자동제어 시스템 통합 자문,� 설계,� 구축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위 공간 제어시스템을 IoT� 솔루션을 활용하여 스마트

센서와 제어기 디바이스의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통합되도록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와 환경 및 재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구에 맞춘

시스템을 구축하는 서비스를�제공하는 SYS2US� 입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시스템 설계 및 설치 서비스
인공지능 융합 제어시스템 설계

통합 제어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서비스

제어시스템 개발

제어기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제어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

웹 또는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개발

단위 공간 환경 제어기
단위 공간 환경 관리

온습도,�미세먼지,�유해가스,�조도,�소음,�진동 등 감시 및 제어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유병훈 010-3351-4153 bhyoo@sys2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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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베이스(주)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장 연 식 설립일자 1987.� 06.� 15

대표전화 02-855-0501 홈페이지 https://www.sysbas.com/

본사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1차 16층

종업원수 31명 자본금 13.8억원

매출액(`21년) 82.79억원 당기순익(`21년) 9.96억원

사업분야 �시리얼통신 및 IoT� 제품 개발

2 회사 개요

시스템베이스㈜는 IoT전문회사로 1987년 설립 이후,� 시리얼통신을 주축으로 혁신적이고 편리한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며,� 시리얼통신 핵심 제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리얼카드,� 컨버터,� 디바이스서버까지

시리얼 통신에 관한 모든 제품군을 갖추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국내 및 해외 시장에 판매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시리얼통신 전문회사로 성장 하고 있습니다.�현재는 IoT�핵심 기술인 저전력 장거리 LoRa�무선�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LoryNet(로리넷)�브랜드를 개발하여 다양한 응용분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LoryRelay-1020TR

Relay� to� LoRa� 컨버터

LoRa�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거리에 있는 다양한 환경의 장비들의 전원을

Relay포트에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는Relay� to� LoRa� 컨버터 장비입니다.

Multi-1/USB� all-ISO

USB� to� 1포트 RS232/RS422/RS485� 디지털 아이솔레이션 컨버터

USB� 버스를 통해 시리얼 통신 포트를 시스템에 손쉽고 빠르게 장착할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아이솔레이션 기능을 가진 고성능 시리얼통신

어댑터입니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김상규 부장 영업팀 02-855-0501
010-4504-5636 sales@sysb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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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플랫폼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임 대 근 설립일자 2011.� 12

대표전화 02-6925-4334 홈페이지 � http://www.simplatform.com

본사주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6� 에이스하이엔드타워5차,� 2003호 2004호

종업원수 30명 자본금 645백만원

매출액(`21년) -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IoT통합운영관리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2 회사 개요

(주)심플랫폼은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 산업용 AIoT� 서비스인 ‘누비슨(Nubison)�

AIo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2022년 현재 40개 이상의 기업에 10만대 이상의

기기를 연결하였고 300여 개의 서비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심플랫폼은 대한민국

우수특허기술 대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그리고 ISO�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누비슨 AIoT

기업이 각종 장비 및 설비에 AIoT를 적용하여 예지 정비,� 품질 최적화

및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이용하시는 서비스입니다.�

센서 및 기기와 연계된 복합적 서비스 구현 시 필요한 연결부터 데이터

수집,저장,� AI� 알고리즘 제공 및 관리,� 운영까지의 전 기능을 SaaS�

(Software� as� a� Service)로 제공하는 산업용 AIoT� 서비스입니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정순오 부장 영업팀
070-4821-4783

010-9138-7365
jso727@simplatfo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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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써니웨이브텍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김 학 선 설립일자 2018.� 09.� 13

대표전화 02-6101-1005 홈페이지 � http://www.sunnywt.com

본사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106동 405-1호(울산과학기술원)

종업원수 11명 자본금 -

매출액(`21년) 4,770,000,000원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전파장애 환경에서의 QoS가�보장되는 C-IoT� 솔루션

2 회사 개요

주식회사 써니웨이브텍은 전파통신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Convergence� IoT� 통신 솔루션 전문회사로

기존의 Wi-Fi,� Bluetooth,� LoRa,� Zigbee,� 5G� 등의 무선통신들과 완벽한 호환이 이루어지는 금속표면파

통신기술을 적용하여 극한환경에서의 통신 음영지역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개발함.

이를 통하여 통신설비 설치가 어려운 지중 배관 시설,� 지하 공동구 또는 통신 선로가 대량으로� 투입되는

대형 선박내 및 차량 등에 본 기술을 이용하여 통신 관련 보안 및 시스템 설치비용을� 절감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전파장애 환경에서의

IoT를 위한

복합게이트웨이와 단말기

및 모니터링 System

-� 이기종 통신 규격간 데이터 라우팅을 위한 금속체 데이터통신용 게이트

웨이(복합통신 게이트웨이)

-� Wi-Fi,� Bluetooth,� LoRa,� Zigbee� 통신 모듈과 센서를 결합한 데이터

수집용 단말기(복합통신 및 센서 모듈)

-� 수집된 빅데이터를 처리하여 Graphic으로 보여주는 실시간 서비스(S/W�platform)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공진우 부장 연구소
02-6101-1005

010-5323-4947
kjw@sunnyw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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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케이스택(주)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조현석 설립일자 2015.06.01

대표전화 031-711-0612 홈페이지 � http://www.ckstack.com

본사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9-22,� 판교우림 W-CITY� 510-1호

종업원수 12명 자본금 5백만원

매출액(`21년) 10.8억원 당기순익(`21년) 0.97억원

사업분야 � IoT� 통합 S/W�솔루션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업

2 회사 개요

씨케이스택은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서비스 개발 및 특수

목적의 전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IoT�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여 웹 기반의 대시보드,� 안드로이드

/iOS� 앱 개발로 장비 개발사의 제품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스마트 디바이스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CKPush� with� IoT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능들을 탑재하여 다양한
IoT� 서비스 개발 및 전용 디바이스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입니다.

CKPouch� Dashboard
웹 기반 서비스 관리 및 시각화 처리를 위한 기능들을 탑재하여 실시간
대시보드 개발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입니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박민우 실장 전략사업실 031-711-0612 contact@cksta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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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모에스넷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김 용 순 설립일자 2019.� 1.� 4

대표전화 02-542-0951� (Ext.2252) 홈페이지 http://www.amo-snet.co.kr

본사주소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56� 하이웨이빌딩 1층

종업원수 10명 자본금 150억원

매출액(`21년) -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Sigfox� (초저전력 글로벌 로밍IoT)� 네트워크 한국사업자

�과기정통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완료 (2019.� 2.8)� :� 기간통신역무 (전국)

2 회사 개요

아모에스넷은 아모그룹의 계열사로써 2019년 2월에 과기정통부로부터 IoT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아

Sigfox� IoT네트워크를 전국에 구축후 국내에서 SigfoxIoT� 사업을 독점 수행하고 있음

※ 아모그룹 계열사 현황 :� 아모텍(코스닥상장),� 아모그린텍(코스닥상장),� 아모센스(코스닥상장),� 아모

라이프사이언스,� 아모에스넷

Sigfox는 LPWAN(Low� Power� Wide� Area� Network)� 기술 중의 하나이며 LoRa,� NB-IoT� 등 타 LPWAN�

대비하여 초저전력 및 글로벌로밍이 되는 유일한 IoT네트워크 기술로써 전세계 약75여개 국가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글로벌 단일 네트워크임 (국가별 1개 사업자만 운영)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Sigfox� IoT네트워크

전국에 구축되어 있는 SigfoxIoT�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Biz.영역별 IoT사업�
수행 (ex:� 물류 Tracking,� 원격검침,� 스마트파킹 등)
Sigfox� IoT사업은 한국Sigfox� 사업자인 아모에스넷과 채널파트너 체결 후에�
수행 가능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송승환 이사 사업총괄 070-7479-2252
010-8863-1071 hisong7@amo-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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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브랩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서영주,� 김용우 설립일자 2019.� 01.� 01

대표전화 070-8892-7160 홈페이지 www.aiblab.co.kr

본사주소 �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54� 판교기업성장센터 525호

종업원수 25명 자본금 3.3억원

매출액(`21년) 14.5억원 당기순익(`21년) 4.4억원

사업분야 �인공지능/사물인터넷 플랫폼,� 근태관리 서비스,� 비대면 체온관리 서비스

2 회사 개요

㈜아이브랩은 AI/Bigdata� 기반의 AIoT� 솔루션 및 서비스 전문회사로 국제 표준기반의 IoT� 플랫폼�

및 AI�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헬스,�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AI+IoT� 융합서비스 구축 경험을 활용하여 생활에 꼭 필요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AIBLab� AI� Platform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운영 플랫폼

AIBLab� IoT� Platform oneM2M�표준 및 TTA� GS� 품질인증 사물인터넷 플랫폼

AIBWorks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반 인공지능 자동 근태관리 서비스

AIBCare 비대면 체온변화관리/분석 서비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심무열(팀장) 융합기술연구소 070-8892-7163 aaron.shim@aib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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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아이티공간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이 영 규 설립일자 2002.08.06.

대표전화 052-269-0982 홈페이지 � http://www.itsroom.co.kr

본사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변길8,� 606호

종업원수 33명 자본금 3.6억원

매출액(`21년) 54억원 당기순익(`21년) 2.1억원

사업분야 � IoT� 통합운영관리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2 회사 개요

아이티공간은 현재 전기산업설비의 예상치 못한 다운타임(작동하지 않는 시간)을 미연에 방지하는�

IoT-EOCR� 스마트 모터보호계전기 전류예지보전 솔루션 UYeG-SE의 개발로 중대사고 예방 및�

고장 예지 보전에 기여하고,� 전기설비 융복합 개발 솔루션의 독창성 및 도전성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산업설비의 사고

및 고장예지시스템

UYeG(유예지)

UYeG� 시스템은 모터보호계전기와 함께 윈도우 기반의 OS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있으며,� 모든 자동화 현장의 감시/제어에 적용할 수

있는 자동화 개발 도구입니다.�

감시/제어의 기본 기능은 물론이고 자동화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어떠한 자동화 현장도 UYeG� 제품 하나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김민지 대리 경영관리팀
070-4849-4144

010-6776-3267
kmj@isro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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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니온넷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이 상 훈 설립일자 2020.� 04.� 20

대표전화 070-4141-1000 홈페이지 � http://anyonnet.com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1205호

종업원수 12명 자본금 0.7억원

매출액(`21년) 10억원 당기순익(`21년) 0.5억원

사업분야 � IoT통합운영관리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모듈/모뎀

2 회사 개요

애니온넷은 대한민국의 IoT� 전문기업으로 미국에 상장된 Tuya사의 한국 파트너로서,� Tuya사의�

모듈,� 앱,� 클라우드 생태계를 활용하여 한국의 기업들이 IoT�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애니온넷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50여만가지 이상의 완제품에 대한 OEM/ODM� 공급,�

60여가지의 Module� 공급 및 기술 지원,� 앱 및 SaaS� 개발 및 클라우드 구축이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스마트 디바이스 전기,� 조명,� 센서,� 가전 등의 IoT� 디바이스 개발 및 공급

스마트 모듈 IoT� 모듈과 프로토콜을 활용한 모든 제품의 IoT화

APP� /� SAAS IoT� 통합 제어시스템과 SAAS� 개발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정해영 부장 R&D부서 010-5207-3392 hyj@anyo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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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씨솔루션글로벌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나 광 윤 설립일자 2015.� 02.� 20

대표전화 031-893-8726 홈페이지 � http://www.scsol.co.kr

본사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 IT밸리 타워동 901호

종업원수 24명 자본금 2억 91만원

매출액(`21년) 24억 4,373만원 당기순익(`21년) 2억 4,559만원

사업분야 � S/W� 개발 및 공급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2 회사 개요

2015년에 설립된 SC� Solution� Global은 물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AI가�누수음을�

수집하고 수집된 누수음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관제시스템을 통한 24시간 원격진단 및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8년 누수진단시스템 베타버전을 시작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광역시

테스트베드,� 한국환경공단 시범적용 등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지능형 누수탐사

솔루션

수도관/온수관/유류관 등의 관로를 통해 공급되는 유체(물,� 기름 등)의�

누수를 IoT� 및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탐사하고,� 누수가 발생

했을 경우 누수 위치계산 및 크기를 계산하여 알려줌으로써 유지

보수 비용 및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누수를 사전에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융복합 기술 기반 누수 탐사 및 관리 솔루션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김세인 사원 사업부
031-893-8725

010-5174-3068
sikim@scs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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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명 내 용

ACR1252U
WalletMate

◾ ACR1252U�WalletMate제품은 Apple� VAS와 Google� Smart

� � � Tap� 인증을 받아 iOS� 및 Android� 플랫폼 모두 지원합니다.

◾ 아이폰/애플워치 혹은 구글의 스마트 지갑을 이용하여 앱카드,� 맴버십,�

증명서등�다양한 NFC�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TS100
◾ TS100� 리더기는 900MHz� 기반 등록용 리더기입니다.

� � � 이 제품은 USB�인터페이스 외에 Wi-Fi�및 블루투스 무선통신이 지원 됩니다.

(주)에스씨포인트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고 명 자 설립일자 2007. 03. 26

대표전화 02-515-5127 홈페이지   www.scpoint.co.kr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77(성수동1가 13-164) 서울숲IT벨리 502호

종업원수 7명 자본금 1억원

매출액(`21년) 28억원 당기순익(`21년) 2억원

사업분야

�◾ H/W� :� RFID&NFC� 리더기,� IC카드 리더기,� 스마트폰용 리더기,� 개발킷
�◾ RFID�솔루션 :�전자식권 시스템,�입출고관리 시스템,�고객응대 시스템,�
� � � � � � � � � � � � � � � � � RFID기반 행사관리 솔루션 등
�◾ E-Ink� 솔루션 :� 전자잉크출입증,� 방문객관리시스템,� E-Ink출결관리시스템
�◾ 맞춤형 Customizing

2 회사 개요

㈜에스씨포인트는 정보보안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고객의 스마트한 Needs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스마트카드&리더기 분야에만 매진하여 혁신적이고 User-Friendly한 H/W와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희 에스씨포인트는 다양한 경험과 검증된 H/W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왔으며�공공기관은 물론 대기업,� SI업체,� 솔루션 개발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스마트 기반 시스템을 확산시켜�왔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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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Read/Write� 외 태그 칩(Chip)분석이 가능하며 키보드

에뮬레이션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 바코드 리더기와 직접 연결하여 바코드 데이터를 EPC� 데이터로 변환,�

인코딩�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폰과 연동 가능하며 다양한 환경과

솔루션에서 운용 가능합니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박종현 대리 기술지원부
02-515-5217�

010-5912-9823
jhpark@scpoi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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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씨앤티시스템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권 태 상 설립일자 1999.� 4.� 1

대표전화 031-386-7795 홈페이지 www.acnt.co.kr

본사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16-11� 주식회사 에이씨앤티시스템

종업원수 86명 자본금 4.85억

매출액(`22년) 200억 당기순익(`22년) 33억

사업분야 �스마트 데이터 서버 솔루션/산업용무선(IIoT)및 열화상 통합 감시 솔루션 분야

2 회사 개요

에이씨앤티시스템은 산업용 유/무선 게이트웨이를 개발하는 전문 회사로,� 스마트 데이터 서버와�

IoT/M2M� 네트워크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에이씨앤티시스템만의 특화된 통신기능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토콜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지난 20년간 관공서,�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산업 전반의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게이트웨이/제조서비스 EtherFOS� Series

스마트 단말기기 RCS-XG� Series

스마트 단말기기 DPS-TC� Series� (열화상)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조민우(수석) 경영관리부 031-386-7795 min@ac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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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아이매틱스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앤드류김 설립일자 2003.� 07.� 01

대표전화 02-3454-1540 홈페이지 � http://www.aimatics.ai/kr/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이노플렉스 12층

종업원수 84명 자본금 10.7억원

매출액(`22년3Q) 66.2억원 당기순익(`21년) -42.3억원

사업분야
� A.I.� 영상인식 기반 안전 운전 A.I.CAM�생산/공급

� A.I.CAM�연동 안전 운전 플랫폼 개발 및 공급

2 회사 개요

에이아이매틱스는 Mobility� 분야 안전 관리 솔루션 전문회사로 안전 운전에 도움을 주는

A.I.CAM�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dge� Computing� 기술이 적용되어 통신 없이 독립적으로�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며 플랫폼(웹서비스)와 연동하여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Roadscope� 9
위험 운전과 사고 상황 판단 및 경보,� 영상 녹화 기능

LTE� 통신으로 aid� 서비스와 연동

aid
A.I.CAM이 인식한 위험 운전을 리포트로 제공,� 실시간 알림

빅데이터 기반 운전자 스코어링 서비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주영하 Manager 국내사업팀 010-4631-7629 aidtf@aimatic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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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아이텔레콤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송인순,� 김재인 설립일자 2021.� 04.� 29

대표전화 02-852-9060 홈페이지 http://www.ai-telecom.co.kr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911호

종업원수 9명 자본금 3억원

매출액
(22년 3분기까지)

3.4억원
당기순익

(22년 3분기까지)
0.2억원

사업분야 � IoT� 무선통신 게이트웨이(라우터),� 통합운영관리 솔루션 개발

2 회사 개요

㈜에이아이텔레콤은 유/무선통신 라우터 제조업체로서 소비자에게 더 나은 Connected� to�

the� world� 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혁신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및 융합기술제품으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도

신뢰성을 바탕으로 제품을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AIT20 LTE� Router� CAT.4� /� Wi-Fi� b/g/n� 2.4GHz� /� 10/100M� 2Port

AIT550 5G� Router/CAT.16� /�Wi-Fi� ac/ax� 2.4/5GHz� /� 10/100/1G� 5Port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전형준 이사 영업
02-853-9060

010-4339-3943
jeon_hj@ai-tele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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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치시티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허 봉 재 설립일자 2000.� 05.� 12

대표전화 031-645-6300 홈페이지 http://www.hct.co.kr

본사주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578번길 74

종업원수 457명 자본금 약34억 6천만원

매출액(`22년) 750억원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IoT,� 교통,� 통신,� 헬스케어,� 에너지,� 환경 및 안전부품,� 센서,� 시스템 등

서비스 플랫폼 구성에 필요한 종합 시험,� 교정 및 인증 서비스 제공

2 회사 개요

에이치시티는ICT를 비롯한 모든 산업분야의 기기,� 제품 등을 시험,� 측정 및 인증하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업으로,� 우리 기업의 제품이 국내는 물론 전세계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가별

규제와 기술기준을 바탕으로 제품의 적합성,�신뢰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인증 시설과�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및 소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

으로 교정용 표준기와 비교,� 진단하는 교정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한 최근 환경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극초미세먼지까지 실시간으로 측정

하고 포집을 통한 분석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도 제공합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시험/인증 통신(유/무선 RF)� IoT� 기기,� IT,� 전장,� MIL,� 등 EMC,� 전기안전,� 배터리,�
ESS�신뢰성시험,�에너지 효율/�의료기기,� SAR(인체 전자파 흡수율)�및 OTA

교정 계측기,� 안테나 교정 등

독성물질및미세먼지시스템 초 미세먼지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이종훈 차장 대외협력실 031-645-6398
010-3745-6257 ljh0517@h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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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피스(주)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채 인 원 설립일자 2012.� 12.� 12

대표전화 062-431-3351 홈페이지 � http://www.ecopeace.kr

본사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15번길 7,� 1층

종업원수 17명 자본금 2억

매출액
(`22년3Q까지)

18.3억 당기순익
(`22년3Q까지)

2.5억

사업분야
� IoT� 통합수질관리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 AI� 수질 정화 로봇 /� 대용량 수처리 시스템

2 회사 개요

에코피스는 데이터 기반 통합형 수질 정화 전문기업으로 AI,� BIG� DATA,� ROBOT� 등의 기술

융합을 통해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IOT� 기반 수질 정화 기술과 신

재생 에너지 융복합 기술을 토대로 지속적인 기술 혁신,�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 수질 정화를

넘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처와 함께

환경 오염 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ECO-BOT
� 자율 주행 기반의 수상 로봇으로 담수 시설을 스스로 움직이면서 수질�

모니터링과 오염원 센싱 및 오염을 정화하는 무인 자동화 기술

ECO-STATION � 친환경 에너지 발전과 대용량 수처리 시스템이 적용된 융합 기술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임시온 /� 팀장 전략기획팀
062-431-3351

010-9217-2554
ecopeace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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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프씨에스솔루션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이명훈 설립일자 2014.� 02.� 03

대표전화 070-4849-1099 홈페이지 � http://www.fcssolution.co.kr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A동 1308-5호(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타)

종업원수 3명 자본금 1억

매출액(`21년) 14.1억 당기순익(`21년) 0.55억

사업분야
� IOT통신(3G/LTE/CATM1/NB/5G/GPS)� 모듈/모뎀

� H/W,� RF(ANT),� S/W� 개발 및 공급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2 회사 개요

-� 국내 SIMCOM�제품 공식 Distributor� 로서 개발/제조사/� CUSTOMER에 개발솔루션 제안 및 서포트

-� 제조 및 개발사(Customer)와 모듈사와의 window역할 및 기술지원

-� 국내외 국가 및 통신사업자 인증 (KC/FCC/CE/PTCRB/GCF� etc)� support

-� 제품공급 및 RMA� &� DOA�업무 전반

-� 국내 및 해외 수출 거래선 Sales� 및 Marketing� 담당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2G/3G� 통신모듈 GSM/GPRS/WCDMA/HSDPA/HSPA� –� SMT(LGA),� mini� PCI� Type

LTE(CAT-M1,NB,� CAT4,�
CAT6)통신모듈 � LTE통신모듈 (CAT-M1/NB-IOT/CAT4/6/12)� –� SMT(LGA),� mini� PCI� Type

5G�통신모듈 5G� 통신모듈 (Sub6/mmW)-� SMT(LGA)� ,� mini� PCI,� � � M.2� Type

GPS(GNSS)� 모듈 Single� &�Multi� Freq(L1/L5)� &� Band� (GPS/GLONASS/Galileo/Beidou/Qzss)

Automotive� module LTE� Cat4� /� C-V2X/� 5G+C-V2X

Smart� module LTE/CPU/Camera/WIFI/BT/GNSS(GPS)/Android/Audio/Video� Codec� etc.

LTE(CAT4)� USB� Dongle LTE(CAT4)USB� Dongle� 모뎀/UFI(LTE/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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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곽덕순 Sales/Marketing
070-4849-1099(대표)

010-4012-7945
ian@fcssolution.co.kr

이명훈
Technical�

support
010-7123-7408 mhlee@fcssolut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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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시드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김 철 현 설립일자 2014.� 07.� 02

대표전화 031-8091-0381 홈페이지 http://www.nsid.kr

본사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25-32,� 605호

(호계동,안양SKV1CENTER)

종업원수 10명 자본금 150백만원

매출액(`22년) 36억원 당기순익(`21년) 2.0억원

사업분야 � H/WㆍS/W�개발,� 시스템 통합,� CCTV

2 회사 개요

엔시드는 IoT� 및 원격관리 분야의 전문회사로 LoRa,� BLE,� ZigBee,� NB-IoT� 모듈을 이용하여 수집된�

센싱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격에서 상황관제 후 이상 시� 상태정보를�

즉각적으로 통보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더욱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IoT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IoT-X/IoT� SDMS
영상감시장치(CCTV)�녹화를 위한 DVR/NVR�제품과 결합하여 장비�상태

정보 감시하여 LoRa망을 통해 상태 관제

IoT� 소화전
옥외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 시 알림 및 소화전 상태(압력,온도)를

NB-IoT망으로 소방서에 제공

SC-220PB/NS-FMMS
CCTV� 함체 등에 설치되어 개폐관리,� 전원제어 등 CCTV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한영권 팀장 기술영업팀 031-8091-0381 yghan@nsi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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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이아이디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전 상 원 설립일자 2003.� 11.� 26

대표전화 02-969-6756 홈페이지 � www.neid.co.kr

본사주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363� 반월빌딩 3층

종업원수 15명 자본금 3억원

매출액(`21년) 28억원 당기순익(`21년) 2억원

사업분야 � IoT�관련 RFID/USN�H/W

2 회사 개요

(주)엔이아이디는 2004년부터 IoT�관련 RFID/USN� H/W�전문기업으로서,� 16년간의 다양한 전문기술

축적 및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특히,� IoT를 이용한 무선통신 기술을 통하여 온습도 등의 환경,�

수질,� 병원약품관리,� 공장 자동화와 관련한 H/W�솔루션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 어느 환경에서나 가능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USN기반의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 기상상태의 급격한 변화와 수질(바다,�강,�하천,�호수 등)�오염의 증대에�따른�
수질생태(수온,� DO� 등)의 변화 및 음용수 청정도 보장을 위해� 수질의
상태를 무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USN기반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 무선센서노드와 수집노드로 구성된 IoT� 서비스로 건물,� 농축산,� 기상� 등
모든 환경 내 실시간 환경정보 제공 시스템

IoT� Product

-� RFID�주파수별[125KHz,�13.65MHz,�900MHz]Reader&TAG,� Study�Kit
-� Sensor� Node� [온도,� 습도,� DO,� PH외 다수]
-� 수산물이력관리/축산물 이력관리/항공화물 유통관리 시스템
-� 해양환경정보 수집/축사환경 모니터링/RTLS� 시스템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신석무 이사 전략기획팀 010-4650-7234 smshin@nei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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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명 내 용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 코로나19역학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컨소시엄 참여

-�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플랫폼 기반의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 역학조사를 위한 기반 데이터 관리,�정보제공 요청서,지도기반 데이터 분석/시각화

IoT� 멘홀 관제 서비스
-� IoT기반 멘홀 관제,� 데이터 연계 및 대시보드 구축

-� 군 주요시설의멘홀 데이터 수집 및 관제

nTOMIoT
-� IoT� 국제 표준 규격인 oneM2M�기반의 개방형 IoT� 플랫폼 솔루션

-� Smart�City,�Smart�Grid,�Smart� Factory,�Smart�Mobility,� Smart�Home,�Smart�Health

nTOMview
-� 데이터 시각화,� 관제 대시보드

-� HTML5� 기반의 Web� 및 Mobile� 대시보드 제공

(주)엔투엠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김 형 진 설립일자 2004년 8월 30일

대표전화 02-514-6123 홈페이지 www.n2m.co.kr

본사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1동 218호 (문래동3가�에이스하이테크시티)

종업원수 35명 자본금 450,000,000원

매출액(`21년) 32억원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IoT,� 스마트시티,�스마트그리드,� 데이터 시각화,� ICT�컨설팅,솔루션 구축(SI/SM)

2 회사 개요

(주)엔투엠은 IT� Service� Provider로 다년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으며,� 다양한 산업영역에서�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 입니다.� 당사는 2004년 설립하여 IT운영 및 관제,� IT� Service� Management,�

IT� Asset� Management,� IT� Governance�등의 영역에서 컨설팅,�솔루션 제공,�시스템�구축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IoT와 스마트그리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주)엔투엠은 최고의

IT� Service� 전문기업이며 항상 미래를 지향하는 선도 기업으로,� 엔투엠의 미래에는 꿈,� 인간,� 고객,�

기술이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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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sh� 및 Comet� 기술 기반의 실시간 대시보드 제공

-� 다양한 차트와 지도 API와의 연동을 통한 직관적인 UI/UX�대시보드 제공

Couchbase -� 한국 총판 및 기술지원 서비스

ICT컨설팅,� SI/SM
-� ICT� Biz.� &� Service�Management� 컨설팅 및 구축,� ICT� Infra관리 컨설팅 및

구축,� Enterprise� Solution� Service,� Solution,� ITSM,� ITAM�컨설팅 및 구축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서정범 이사 전략사업본부 010-2318-8413 jbseo@n2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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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티모아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장 병 권 설립일자 2009.� 04.� 06

대표전화 031-345-0990 홈페이지 http://www.ntmore.kr

본사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38,� 1509~1511호

(관양동,인덕원성지스타위드)

종업원수 27명 자본금 25억원

매출액(`21년) 105억원 당기순익(`21년) 1.1억원

사업분야 �모바일 IoT모듈 /� 모뎀

2 회사 개요

(주)엔티모아는 IoT/M2M� 관련 통신 모듈·모뎀 개발전문회사로 LPWA/LTE/WCDMA� 모듈·모뎀을�

이용하여 스마트디바이스의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품격 U-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 전반의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NTMM1250 iUICC� 기술이 적용된 LTE� Cat.M1� 기반의 IoT� 내장형 모듈

NTLE9607 VoLTE� 솔루션이 탑재된 LTE� Cat.4� 기반의 IoT� 외장형 모뎀

NTMA9205-RT LPWA� 기반의 스마트 수도검침시스템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지성구(부사장) 영업마케팅본부 031-345-0963 jigu@ntm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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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이디세이버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홍 현 철 설립일자 2011.10.28

대표전화 02-2668-4223 홈페이지 www.ledsaver.co.kr/default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51-24,� 한화비즈메트로2차1210호

종업원수 17명 자본금 10억원

매출액(`21년) 40억원 당기순익(`21년) 8,500만원

사업분야

�주차장 조명 및 주차 유도 시스템 제조

�스마트 가습기,� 스마트 조명,� IoT모듈 제조

� IoT통합운영관리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2 회사 개요

(주)엘이디세이버는 센싱 기술 및 IoT�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LED� 지하주차장 조명 및 주차 유도

시스템(B2B)와 함께 스마트 무드등,� 스마트 홈조명,� 스마트 가습기 등 사물인터넷(IoT)� 생활가전

제품(B2C)을 전문으로 개발 및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40W� LED� 디밍등
조명에 내장된 동작감지 센서가 사람이나 자동차의 이동을 실시간 감지하여 대기

조도에서 최고조도까지 안전한 동선을 확보하는 지능형 LED� 무선 제어 디밍시스템을�

탑재하였습니다.

주차 유도 시스템
빈 주차공간으로 차량을 신속하게 유도하여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기 및 장애인 차량을 구분하여 여유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무선통신으로 시스템� 구조를�

간소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가습기
Wi-Fi� 통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App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IoT� 스마트 상활가전

제품입니다.� 반려견을 위해 원격으로 무드등을 켜거나 가습기를 미리 켜두어 집 안을�

적정 습도로 맞추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강선엽 /� 수석 개발팀 02-2668-4233 sy.kang@leds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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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엘지유플러스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황 현 식 설립일자 1996.� 07.� 11

대표전화 1544-0010 홈페이지 https://www.lguplus.com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종업원수 10,187명 자본금 25,739억

매출액(`21년) 138,511억 당기순익(`21년) 9,790억

사업분야 �무선통신,� 유선전화,� 인터넷,� IPTV� 등

2 회사 개요

LG유플러스는 1996년 7월 11일 설립 이래 현재까지 고객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동통신사업과 초고속인터넷,� VoIP(데이터음성통화),� IPTV서비스로 구성된�

결합 서비스와 각종 솔루션 및 데이터서비스사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LTE전국망을 구축해 초고속,�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5G� 및 IoT시대에도 고객에게�

여유와 행복,� 편의를 가져다 줄 새로운 생활 가치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홈IoT
-� 월정액 유료가입형 서비스,� 고객유형에 따라 패키지 선택
� � (우리집지킴이easy� /� 펫케어 /� 구글패키지 /� AI� 패키지)

산업IoT -�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하는 안전/환경/보안/물류 분야에서 다양한 솔루션 제공

IoT전용망 -� NB-IoT�전국망을 구축하여 저전력(수명10년)의 안정적인 통신 환경 제공

스마트시티 -� IoT� 기술로 쾌적한 생활환경 도시조성에 활용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이장호 팀장 홈IoT사업기획팀 010-8080-4046 leejangho@lgu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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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넷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장형국,� 최종신 설립일자 2000.� 01.� 04
KOSDAQ� (115440,� 2010년 1월 27일)

대표전화 031-276-5101 홈페이지 http://www.woori-net.com

본사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53� 우리넷 사옥

종업원수 165명 자본금 31.8억원

매출액(`21년) 527억원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IoT(3사),� 광·패킷전송장치,� 5G무선 제조 판매

2 회사 개요

(주)우리넷은 IoT/M2M.� 광•패킷전송장치 제조 판매 업체로 IoT사업부와 기지국 전송장치를

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3개 통신사(KT,� SKT,� LGU+)� LTE(CAT� M1,� CAT1•4),� 5G모듈

및 모뎀라우터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 전반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모듈(4종),3사(12종) LTE(CAT� M1,� CAT1·4),� 5G� /� TYPE� 3가지(� LGA,� B2B,� M’2)� �

모뎀(5종),3사(18종) LTE(CAT� M1,� CAT1·4),� 이너넷,� 시리얼,� USB� 지원

라우터(2종),2사(2종) LTE(CAT4),� 이너넷(4PORT)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양재영 차장 영업부서 010-8442-2324 jyyang@woori-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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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네트웍스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김 명 숙 설립일자 2006.� 06.� 20

대표전화 070-8730-5980 홈페이지 http://www.woojinnet.net� � �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56,� 코오롱테크노밸리 703호

종업원수 5명 자본금 1.5억원

매출액(`21년) 14억원 당기순익(`21년) 3억원

사업분야
� IoT기반 모뎀 및 지그비 모듈

� S/W� 개발 및 공급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2 회사 개요

우진네트웍스는 IoT/M2M� 관련 네트워크 솔루션전문회사로 LTE단말 및 ZigBee모듈을 이용하여�

스마트디바이스의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품격�

U-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전반의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RCU-890S/IOT� 단말
Lte기반 IOT단말(RS-232C지원,� GPIO지원,� Etehernet지원,�

SMS전송기능,� TCP/IP통신)

WJ-ZigBee-V1/IOT� 모듈 지그비 모듈 (UART,� GPIO지원,� 온.습도모니터링)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심세규/이사 기획/마케팅 070-8730-5982
010-6222-4575 ssk@woojin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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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프레딕트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윤 병 동 설립일자 2016.� 10.� 26

대표전화 02-884-1664 홈페이지 http://ko.onepredict.ai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8층 (강남파이낸스플라자)

종업원수 75명 자본금 -

매출액(`21년) -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S/W� 개발 및 공급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2 회사 개요

원프레딕트는 산업AI� 기반 설비 예측진단 솔루션 기업입니다.� 2016년 산업설비 건전성 예측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윤병동 대표가 설립했으며,� 기존의

도메인 지식과 AI�기술이 결합된 고유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산업 데이터를 분석하여 높은 정확도로�

설비에 대한 진단/예측 인사이트를 제공하는‘가디원’� 예지보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현재 제조,�

에너지,� 석유화학,� 발전,� 반도체 등 설비 예측진단의 핵심 산업 군에서 고객 레퍼런스를 구축하며

국내 산업AI�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GuardiOne®Substation

(가디원 서브스테이션)

산업AI� 및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입식 변압기의 건전성을 예측 및

진단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GuardiOne®Motor

(가디원 모터)

산업AI로 전류데이터를 분석하여 인덕션 모터의 상태와 결함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GuardiOne®Turbo

(가디원 터보)

딥러닝 기반 모델을 통해 터보머신의 건전성을 진단 및 분석하는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 솔루션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김성연 이사 기술영업팀 02-884-1664 contact@onepredi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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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니젠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배 영 훈 설립일자 2004.� 3.� 4

대표전화 031-435-0226 홈페이지 http://www.winizen.com

본사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46번길 38,� 402

종업원수 28명 자본금 5억원

매출액(`21년) 38억원 당기순익(`21년) 1억원

사업분야 �안테나 개발,� 생산

2 회사 개요

위니젠은 안테나 전문 기업으로서,� 소형의 내장형 안테나부터 인프라 구축용 대형 안테나까지

광범위한 제품을 자체 개발,� 국내 생산하고 있습니다.

IoT,� 5G,� LTE,� 재난망,� WIFI,� Bluetooth� 등 다양한 안테나를 국내 통신 사업자는 물론 여러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개발 및 시험에 필요한 무반사 챔버 및 측정 장비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안테나
LTE� Cat.M1,� NB� � � IoT,� LoRA,� WISUN,� 5G,� 재난망,WIFI� 등에

사용하는 안테나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조한기(팀장) 마케팅 010-8865-4010 info@winiz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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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윌콘테크놀로지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하 청 설립일자

대표전화 031-781-6900 홈페이지 www.wilcon.co.kr

본사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0번길 13� (서현동,� 서현프라자503호)

종업원수 11명 자본금 -

매출액(`21년) -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IoT용 통신 모듈/게이트웨이 유통,� IoT� 제품 개발,� 반도체 유통

2 회사 개요

㈜윌콘테크놀로지는 IoT� 통신 모듈 전문 회사로 중국 IoT� 전문회사인 LIERDA� (https://�

www.lierda.com/)사와 캐나다 LoRa� 게이트웨이전문회사인 TEKTELIC� (https://tektelic.com/)의�

한국 대리점입니다.� NB-IoT망을 사용하는 고객사를 위해 KT에 인증된 NB-IoT모듈을 공급하고�

있고,� LoRa� 사설망 구축에 필요한 LoRa� 모듈,� LoRa� 게이트웨이뿐 아니라 Network� 서버 및

Application� 서버 개발까지 Total� solution을 제공 합니다.� Application� 제품으로는

NB-IoT/LoRa� 망을 이용한 토양 습도 측정기,Asset� tracker,� 가스 경보기,주차장 관리 센서,

온/습도 측정기,� 수도계량기 리더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NB-IoT� 모듈 KT의 NB-IoT� 통신망에 사용하는 NB-IoT� 모듈

LoRa� 모듈 KR923� LoRa� 모듈.� US915,� EU868,� CN470,� AS923� 지원

LoRa� 게이트웨이 KR923� LoRa� 실내용,� 실외용 게이트웨이,� 전세계 ISM� � � band� 지원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김상권 상무 IoT사업부 031-781-6900 andykim@wilc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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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니셈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김형균,� 이양구 설립일자 1988년 11월 15일

대표전화 본사:� 031-379-5800
IoT사업부:� 031-720-9200 홈페이지 www.unisemiot.com,

www.unisem.co.kr

본사주소
�본사:� 경기 화성시 장지남길 10-7

� IoT사업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1(삼평동 690)� ABN타워 4층 405호

종업원수 738명 자본금 150억원

매출액(`21년) 2960억원 당기순익(`21년) 380억원

사업분야 �반도체 장비,AI영상분석 소프트웨어

2 회사 개요

유니셈㈜는 1988년에 설립되었으며 과감한 투자와 도전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인 GAS� SCRUBBER의 국내

최초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2016년에 사물과 금융에 IT기술이 융합한� 새로운 IT� 트렌드가 등장하면서

요구되는 패러다임에 발맞추고자 IoT사업부를 신설했습니다.� 유니셈의 IoT사업부는 AI� 기반의 비전인식 기술과�

첨단 IoT�기술을 바탕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ITS),�도로�및 Smart� Safety(생산작업장 비전 AI� 시스템,� 지게차

안전운전 경고시스템)�분야에서�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진화된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UniTraffic
(딥러닝 기반
지능형

교통시스템)

UniTraffic은 딥러닝 기반 다중객체추적 기술을 활용한 교통량 측정 및 교통위반단속용 영상
분석 솔루션입니다.� 도로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서 영상분석시스템을 통해 교통량� 측정,�
차종 분류 기능뿐만 아니라 차량과오토바이의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검지하는 기능을�수행합니다.�
더불어,�대시보드와교통량및위반단속사항에대한빅데이터및리포트기능을제공합니다.

UniSafety
(생산작업장

비전 AI� 시스템)

UniSafety는 인공지능 기반의 생산 작업장형 비전 인식 솔루션입니다.�
진화된 딥러닝 영상인식기술을 바탕으로 생산형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협착,� 전도,� 화재,� 낙하,� 안전장구 미착용,� 이상공정,� 침입 등)를 실시간으로�
영상분석 및 인식,� 판단하고 경고 알람 기능을 제공합니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조영택 부장 IoT사업부 010-4850-7067 ytcho@unisemi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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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엔젤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유 지 원 설립일자 1999.� 07.� 14

대표전화 031-710-6200 홈페이지 http://www.uangel.com

본사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40번길 3� 현대오피스빌딩 10층

종업원수 200명 자본금 6,598백만원

매출액(`21년) 296억원 당기순익(`21년) 31.5억원

사업분야 � IoT통합운영관리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2 회사 개요

유엔젤은 5G� 핵심망 솔루션 및 ICT� 솔루션 전문회사로 선박에 들어가는 스마트십IoT플랫폼

및 스마트홈플랫폼 등 IoT기반 솔루션을 개발하여 납품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기반 AI� 솔루션과 결합된 다양한 IoT� 기반 융합서비스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T2X� IoT+Data+API� 플랫폼

산업현장 범용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데이터 수집/저장/관리 및 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3rdParty를 위한 API� Set까지 지원하는 IoT/Data�

토털 솔루션

스마트십 데이터 플랫폼

및 육상 관제 플랫폼

AIoT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선박 운항,�관제 데이터 기반 선박 부품

예지 보전,�원격 최적 운항 지원 등 신규 서비스 및 신규 BM�창출을

지원하는 스마트십플랫폼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손상욱 팀장 T2X� 사업팀 031-710-6224
010-9006-7715 son@uang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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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명 내 용

공기질 관리 솔루션
공기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기질에 따라 자동으로 관련 장치들을 제어하여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스마트한 공기질 관리 솔루션

보안 솔루션

외부의 침입,�화재,�누수,�가스누출 등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각�기능별 센서

및 스마트 캠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알림을 통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스마트 보안 솔루션

에너지 관리 솔루션

설치된 환경을 학습하고 외부 온도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고 콘센트와 스위치를 제어하는

스마트한 에너지 관리 솔루션

조명 솔루션
태양 주기에 기반하여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HCL�조명

시스템으로 조도에 따라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주)유엘루트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김 대 식 설립일자 2021.05.26

대표전화 031-416-2411 홈페이지 http://www.ulroot.com

본사주소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95번길20� 1층

종업원수 6명 자본금 3억5백만원

매출액(`21년) 7천7백만원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IoT� 통합운영관리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2 회사 개요

㈜유엘루트는 출입을 위한 현관의 인터콤부터 집안의 모든 스위치,�조명,�센어,�보안 장치 등과 같이�우리 삶과

밀접한 다양한 제품을 자동화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홈 종합 솔루션 기업입니다.

㈜유엘루트에서 제공하는 AI� Builder는 모든 조건 조합 +�모든 장치 작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편집기입니다.�예를�들어,�

“근무 시간에 사람들이 출근하면 조명과 에어컨을 켜야 하고,�점심 시간에는 조명을 조정해야 하며,�근무 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는 조명과 에어컨을 자동으로 끕니다.”� 같은 복잡한 다중 시나리오도 하나의 지능형 에이전트만�

생성하면 안정적인 장면 모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또한 다양한 무선 통신 프로토콜(Coss,�Wi-Fi,� Zigbee,�

Z-wave)을 지원하여 고객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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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조명 솔루션

스마트 이지 라이프

설정한 장면 모드에 맞춰서 커튼,�대문,�어닝,�스카이라이트,�차고 문 등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쉽게 스마트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이지 라이프 솔루션

스마트 컨트롤

스마트한 내 공간을 쉽게 조작하고 나에게 맞춘 장면 모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바이스 및 어플로 보다 편리한 스마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스마트 컨트롤 솔루션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김대식 대표 031-416-2411 consult@ulro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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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타렉스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이 대 웅 설립일자 2007.� 01.� 01

대표전화 02-2631-3611 홈페이지 http://www.utarex.com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4길 26� TJ� 빌딩 2층

종업원수 5명 자본금 3억원

매출액(`21년) -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개발 제조업

2 회사 개요

㈜유타렉스는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개발 제조 전문회사로 UHF� RFID� READER,� NFC�

READER,� IoT� 환경모니터링 센서,스마트플러그,EDGE� GATEWAY등 다양한 제품을 고객의

Needs에 맞춰 개발 제조 공급하는 전문회사로 2007년부터 해당분야의 특화된 제품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전문회사 입니다.

고객의 업무 상황에 맞춰 Customizing을 수행하여 개발 공급 하기에 고객의 투자 가치를 극대화�

시켜드립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환경 모니터링 센서 미세먼지,� CO2,� 온/습도,조도,� VOCs등 환경 모니터링 센서

b.IoTGateway S社� 시스템에어컨 연동 B.IOT� CLOUD� 연동 Gateway

RFID� READER 13.56MHz� NFC� RFID� READER,� UHF� RFID� READER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이대웅 대표이사 연구소 02-2631-3611
010-9261-2000 utarex@utar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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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노비드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김 청 석 설립일자 2005년 4월

대표전화 02-882-1121 홈페이지 � www.innovid.co.kr

본사주소 �경기도 과천시 뒷골로 32-9.� 선암빌딩 2층

종업원수 12명 자본금 76억원

매출액(`21년) -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AMI� 원격검침,� IoT� 무선통신 네트워크

2 회사 개요

당사는 국내 원천 근거리 무선통신기술(Binary� CDMA)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차세대

전력망 스마트그리드의 핵심 인프라인 AMI의 주요 제품과 스마트시티 공공 IoT분야의 무선

네트워크 기술 및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IoT� 분야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

서비스의 선도 기업입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IoT� 무선통신 모뎀
IoT� 무선통신 네트워크

AMI� 전기검침,� 통합검침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오세경 /� 팀장 기술영업팀
02-882-1121

010-5677-5291
osk538@innovi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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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더블유비엠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오 스티븐 상근 설립일자 2009.� 10.� 15

대표전화 02-556-7878 홈페이지 https://www.ewbm.co.kr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2길 14,� 중유빌딩 2층

종업원수 15명 자본금 36.3억원

매출액(`21년) 20억원 당기순익(`21년) 1억원

사업분야 �반도체 및 모듈 설계,� SW� 개발 및 판매

2 회사 개요

eWBM은 팹리스 SoC회사로 MS500보안칩,� FIDO2� 보안키,� 보안 LoRa모듈,� 보안 Sensor� to� Ethernet�

모듈,� 보안 NB-IoT� 모듈 및 보안 IP� 카메라와 같은 다양한 IoT� 애플리케이션용 보안 마이크로 컨트롤러 및�

모듈을 개발 및 제공합니다.� Root-of-Trust� HSM으로 설계된 보안 SoC�칩은 업계 최고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eWBM은 암호 없는 로그인 인증 환경을 구현한 FIDO2� 생체 인증 보안키G� 시리즈를 개발하였으며,�

2019년 세계 최초로 가장 높은 등급인 FIDO� Level2� 보안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현재까지도 가장 높은 보안 등급의 제품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신

뢰성이�높은 IoT� 및 보안 인증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Secure� LoRa� module eLR100-UL-00� /� � � FLR-920

FIDO2� 지문인증 보안키 � 트러스트키 G310H� /� G320H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전대진 부장 사업개발팀 02-556-7878
010-7585-2530 david@ewb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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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리오넷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최 연 식 설립일자 1999.� 07.� 21

대표전화 02-926-1254 홈페이지 � http://www.erionet.com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 111,� 1232호(신내SKV1센터)

종업원수 9명 자본금 3.8억원

매출액(`21년) 1,133백만원 당기순익(`21년) 174백만원

사업분야 �디지털헬스케어 장비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 /� 보안

2 회사 개요

전자상거래구축솔루션과 콜센터관리솔루션 등을 연구개발하여 1999년 고려대학교 컴퓨터과학

기술연구소 창업벤처로 설립하였다.� 그 후 2001년부터 운동관련 운동량측정과 운동처방을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룰기반 운동처방시스템을 공급하였으며,� 현재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중

휴대 가능한 개인형 운동량측정평가 IoT� “스마트블록”과 맞춤형 운동스케쥴을 제공해주는 소

프트웨어(앱)인 “온바디”를 연구개발하여 2023년 상반기 중에 출시예정이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스마트블록

휴대 가능한 개인형 IoT로 블록형태의 탈부착(핀-맨몸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장비에
적용가능)� 기기로써 개인별 맞춤형 운동능력측정 및 평가가 실시간 가능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실시간 사용자의 신뢰성 있는 운동데이타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체력.� 체형조건에서의 운동량과 운동패턴 등을 고려한 AI기반의 큐레이션
서비스가 가능하다.

온바디
스마트한 사용자 맞춤형 운동능력측정을 통한 평가/운동지도/실시간 운동측정 전용 앱
소프트웨어로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체력.체형에 가장 적합한 운동방법과
운동스케쥴을 제공할 수 있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최연식 /� 연구소장 SmartFit� 연구소
02-926-1254

010-3795-9700
joeen@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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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스턴스카이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변 정 태 설립일자 2020.� 01.� 20

대표전화 031-893-5157 홈페이지 http://www.easternsky.me

본사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힉스유타워 A동 1013-1호

종업원수 5명 자본금 0.77억원

매출액(`21년) 0.57억원 당기순익(`21년) 0.1억원

사업분야 �인명구조용 키트 및 솔루션 개발

2 회사 개요

ES-Guardians� D� 모듈은 모든 드론에 추가적인 개조,� 장치 없이도 장착이 가능하며,� 탈부착이

용이한 드론장착용 해양 인명구조용 키트입니다.� 정확한 위치정보는 물론 음성녹음 인식,� 가속도

및 압력센서로 조난자를 골든타임 내 성공적인 구조를 위한 디바이스 및 서비스입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드론장착용

인명구조용키트
수상에서 사고발생시 드론을 이용하여 빠르게 인명구조용품을 전달해 주는 장치

개인 휴대용

인명구조용 키트

개인이 휴대하며 위급상황 발생시 빠르게 사고 발생과 자신의 위급상황을

시스템을 통하여 전파함으로서 빠르게 구함을 받을수 있는 키트 및 시스템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변정태 대표이사 총괄
031-893-5157

010-2617-2066
joseph@easternsk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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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엠웨이브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유 승 열 설립일자 2019.� 06.� 07

대표전화 070-5066-0510 홈페이지 � http://www.emwave.co.kr

본사주소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82,� 포일어울림센터 603호

종업원수 5명 자본금 0.5억원

매출액(`21년) 3.3억원 당기순익(`21년) 0.1억원

사업분야
�스마트시티 저전력광역통신 네트워크 솔루션

� IoT� 디바이스 및 서비스 솔루션

2 회사 개요

㈜이엠웨이브는 스마트시티·IoT� 관련 제품·서비스 개발 전문회사로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솔루션,�

IoT� 디바이스 및 서비스 솔루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높은 제품·서비스를 통하여

스마트시티,� IoT� 환경의 다양한 서비스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저전력광역통신

네트워크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위한 초대규모(Massive)� IoT� 네트워크

(디바이스,� RF� 게이트웨이,� 제어기)

RTK� 디바이스 cm급 고정밀 측위 디바이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김현택 이사 기획/마케팅
070-5066-0510

010-4617-3841
jack@emwa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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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지지오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김 정 수 설립일자 2008.� 7.� 24

대표전화 051-327-4047 홈페이지 � http://ezgeo.com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95번길 108(우승빌딩)

종업원수 24명 자본금 1억원

매출액(`21년) 17.7억원 당기순익(`21년) 0.17억원

사업분야 � S/W� 개발 및 공급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2 회사 개요

㈜이지지오는 다년간의 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인력 및

노하우를 지닌 회사입니다.� 주요 사업 영역으로는 스마트팩토리 구축(ERP,� MES� 등),� IoT� 개발,�

AI(인공지능),� WEB� 및 APP� 개발 등의 ICT� 사업을 영위 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분야로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장 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DigiNut
설비 제어 및 생산 데이터를 송/수신 하며,�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자사의 IoT� 제품입니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박진오/연구소장 기업부설연구소
051-327-4047

010-3781-6381
admin@ezg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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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파피루스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김정희 설립일자 2004.� 5.� 22

대표전화 02-3454-1540 홈페이지 http://motorsense.io

본사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30� 삼환하이펙스B동 408호

종업원수 54명 자본금 639,714,500원

매출액(`21년) 92.8억원 당기순익(`21년) 35.4억원

사업분야 � S/W� 개발 및 공급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2 회사 개요

이파피루스는 스마트워크와 인공지능/IoT기술로 영역을 넓혀가는 IT� 기업입니다.� 탄탄한 기술을�

자산으로 전체 인적 자원 중 75%�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더 나은�

품질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성장합니다.� IoT,� AI� 딥러닝,� 클라우드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더 편리한 업무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풍부한 노하우와 독보적인 기술력,� IT� 트렌드를 리드하는�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모터센스/MotorSense AI� 기반 산업용 모터 고장예측 솔루션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최재욱 /이사 모터센스사업부 02-2023-1744 motorsense@epapyr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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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텔리코드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황 병 우 설립일자 2009.� 11.� 04

대표전화 031-252-9127 홈페이지 http://intellicode.co.kr

본사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이의동,� 경기알앤디비센터),� 705호,� 711호

종업원수 25명 자본금 2억원

매출액(`21년) 27억원 당기순익(`21년) 3.5억원

사업분야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플랫폼,�이상징후 탐지 솔루션 구축(보안,� IoT)� 및 SI� 사업

2 회사 개요

㈜인텔리코드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QuantPro®� Suite를 통해�

고객의 업무 시스템,� 보안 이벤트 및 네트워크 데이터,� 공장/건물 설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시나리오 및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및 보안 분야의 인텔리전스를 지원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QuantPro®� Log2Vec 다양한 원천 시스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싱하는 ETL�솔루션

QuantPro®� ADS 시나리오 및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징후 탐지 솔루션

QuantPro®� DataLab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각화 도구 및 GUI� 기반의 ML/DL� 워크
플로우 솔루션

QuantPro®� VM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반의 다양한 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백형구 이사 개발팀 031-252-9127
010-6586-9160

hgpaek@intellicod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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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투와이즈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윤석필,� 표철식 설립일자 2021년 1월 8일

대표전화 (042)335-8785 홈페이지 � https://www.in2wise.com

본사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2층 233-3호(가정동,� 융합기술연구센터)

종업원수 9명 자본금 8.9억원

매출액(`21년) 61백만원 당기순익(`21년) -83백만원

사업분야 � S/W� 개발 및 공급 사업

2 회사 개요

㈜인투와이즈는 ETRI로부터 KSB�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을 출자 받아 설립된 연구소 기업으로서�

AI+X� 선도기업으로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품화를 위해 인공지능 플랫폼,�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 및 실증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in2wiseR A� to� Z� 인공지능 개발 및 배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in2wiseR

더올아이(MLOps)

데이터 수집장치를 통해 시간/공간별로 용이하게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델을�

훈련시키고훈련된모델을추론장치에배포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및 운용툴킷

기계이상 탐지 인공지능 솔루션 소리,�진동 등 데이터를 학습하여 이상 현상을 탐지하는 인공지능 솔루션

화재감지 인공지능 솔루션
화재 IoT데이터 및 시계열 특성을 고려한 학습을 통해 실화재 여부 및 위급성

판단 작업의 휴먼에러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화재감지 서비스

상수도 원격검침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솔루션

상수도 사용량,� 상권진단,� 누수 및 독거자 이상 진단을 위한 예측모델 개발

및 예측 서비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오세원/실장 AI솔루션연구실 010-2536-7531 swoh@in2wi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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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포빌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김 동 호 설립일자 1999.� 01.� 21

대표전화 043-288-6643 홈페이지 � http://www.infovil.co.kr

본사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3층(내덕동,� 청주문화산업단지)

종업원수 9명 자본금 1.5억원

매출액(`21년) 5.7억원 당기순익(`21년) 0.09억원

사업분야 � S/W� 개발 및 공급

2 회사 개요

(주)인포빌은 1999년 창립 이래로 정도,� 기술,� 행복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고객과 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IT휴머니즘에

기반한 공공부문 시스템통합과 재난현장조치행동매뉴얼시스템(LiveDRMS)� 및 디지털트윈기반

IoT� 전문기업입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각종 악취관련 화학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악취 상황을 인식하여,� 발생현황 및 일정수준의 예측정보를

이용한 실시간 안내와 소통이 가능한 “악취 모니터링 SW서비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남윤동 과장 연구개발팀 043-288-6643 helpdesk@infov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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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포지아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남 상 훈 설립일자 2020.� 02.� 26

대표전화 02-6959-2540 홈페이지 � http://inforzia.io

본사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창업보육센터 107호

종업원수 7명 자본금 0.5억원

매출액(`21년) 3.25억원 당기순익(`21년) -0.92억원

사업분야 � IoT� 기반 통합안전관제 솔루션 개발 및 공급

2 회사 개요

인포지아는 각종 센서 및 서로 다른 기기와 플랫폼이 상호 운용이 가능한 IoT� 플랫폼을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하였으며,� 서로 다른 분야의 다양한 기기들과의 빠르고 쉽게 연결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쉽게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산업 현장,�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안전 진단을 위한 전문화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Flomon - 센서,�설비 데이터에 대한 연결을 통해 통합운영이 가능한 IoT�플랫폼

Flomon� for� PMS - 원격 전원 관리 및 모니터링 솔루션

Flomon� Edge - 센서 및 설비 시스템에 대한 제어를 위한 엣지 시스템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오성균 과장 연구소
02-6959-2540

010-3652-0379
sgoh@inforzi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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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닉스(주)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송 영 선 설립일자 2000.� 07.� 12

대표전화 02-598-3223 홈페이지 � www.infranics.com

본사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6� 3,4,5층 (서초동,� 서초빌딩)

종업원수 65명 자본금 21.4억원

매출액(`21년) 98억원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S/W� 개발 및 공급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2 회사 개요

인프라닉스는 2000년 창사 이래 클라우드 및 레거시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솔루션

시스마스터 스위트와 클라우드 매니지드 전문 서비스인 시스티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분야별 경험 축적과 노하우를 통해 고객이

감동하는 클라우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SysMasterSuite

IoT� Manager
� 다양한 IoT� 디바이스 관리용 솔루션 및 서비스

OpsCow � AI� 기반의 Cloud� SaaS� 관리 서비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장이환 상무 ICTworks전략실 02-598-3223 info@infranics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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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디어(주)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이 인 숙 설립일자 2000.� 01.� 12

대표전화 031-724-3323 홈페이지 http://www.gmediasoft.com

본사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 45,� 2층(야탑동,� 내외빌딩)

종업원수 27명 자본금 8억원

매출액(`21년) 32억원 당기순익(`21년) 2.5억원

사업분야 � S/W� 개발 및 공급 사업,� 인터넷통신네트워크 서비스 외

2 회사 개요

지미디어(주)는 설립 이래 세계 최초로 인터넷 멀티캐스트 기술인 Dynamic� Virtual� Multicast를� 개발하여

명실상부 멀티미디어 분야의 리더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또한 QoS(Quality� of� Service)전송,� 클러스터링

기술 등을 자체 개발하여 인터넷 트래픽 관리 분야까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시청각 기록물 아카이브 시스템을 지자체와 문화재단 그리고 군부대에 공급 구축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관련하여 스마트시설물(ioT)을 통합관재 관리하고,� 수집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KPI

산출하여 제공하는 등 스마트시티의 데이터센터 구축과 내연 확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iOTiMS(아이오팀스)

� 스마트정류장,�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신호등,� 에코 재활용수거,�

공유주차 시스템 등 지역문제 해결 솔루션인 스마트시설물들을

통합관리 운영하는 플랫폼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송지환 부장 ICT사업본부
031-724-3323

010-7619-0320
jh@gmedia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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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그린텍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인준용 설립일자 2019.� 03.� 13

대표전화 070-5043-8158 홈페이지 � http://www.k-greentech.com

본사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53,� 303B� (태광빌딩별관)

종업원수 5명 자본금 50,000,000원

매출액(`21년) 21.5억원 당기순익(`21년) 2.75억원

사업분야 �미세먼지 및 축산환경 모니터링 센서 및 관리시스템 구축

2 회사 개요

(주)케이그린텍은 악취 및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실시간 센싱 및 모니터링하여 정확한 환경

데이터를 획득 및 관리하는 스마트 환경관리 ICT� 시스템 전문기업입니다.� 특히,� 축산환경의

악취 모니터링은 전국 300개 이상의 농장 및 악취 발생원에 설치함으로 국내 1위의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축산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축산 악취 스마트 ICT�

모니터링 서비스

� -� ICT� 악취 감지 장비 설치

� -� 축산 악취 관리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 -� 실시간 측정 악취 관제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인준용 대표 영업부 010-8611-2597 ipskorea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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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씨티엘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이 강 석 설립일자 1981

대표전화 031-326-6700 홈페이지 � http://www.kctl.co.kr

본사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41번길 52-20

종업원수 200명 자본금 -

매출액(`21년) 250억원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IoT� 무선통신,� 의료,� 자동차,� 군용전자장비 엔지니어링 분석 및 신뢰성 검증 등

2 회사 개요

㈜KCTL은 최첨단의 무선통신기술을 적용한 단말기를 포함하여,� Medical� 및 Health� Care,�
자동차 전장기기,� Hitec� Electronics기기 및 첨단국방 전자기기에 이르기까지 무선통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제품에 대한 기술 시험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최근 5G� 기술을 접목한 제품에 대한 엔지니어링 분석 및 국가공인 시험을 제공
하며,�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응용 제품에 대하여 제조사의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국제공인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Reliability� Testing
-� 여러 가지 사용 환경 및 동작 조건에서 IoT� 단말기 및 Sensor에 대한
Validation� 시험

IOP(상호호환성)� Testing
-� IoT� 플랫폼을 통한 연속적인 connectivity를 보장하기 위한 IoT� 단말
기의 네트워크 접속 및 프로토콜 접속 시험

Battery� Life� &� Energy�
Efficiency� Testing

-� IoT� 기기의 베터리 라이프사이클 시험 및 에너지효율 시험

Accredited�
Regulatory� Testing

-� FCC,� CE,� KC,� Japan� MIC� 등 IoT� 기기의 글로벌 국가 규격 공인시험
및 인증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김경용 전무 기술연구소 010-3664-4547 ky.kim@kct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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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티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구 현 모 설립일자 1981.� 12.� 10

대표전화 031-727-0114 홈페이지 � http://www.kt.com

본사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종업원수 20,769명 자본금 1조 5,645억원

매출액(`21년) 18조 3,874억원 당기순익(`21년) 9,905억원

사업분야 �무선통신,� 유선전화,� 인터넷,� IPTV� 등

2 회사 개요

1981년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출범한 KT는 세계 최초 5G�서비스와 혁신적인 지능형 네트워크 플랫폼

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종합 통신사업자입니다.� 2009년 이동통신 자회사인

KTF� 합병 후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을 도입하였으며,� 5G� 인프라와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ICT� 융합 서비스를 발굴ㆍ육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의 5G�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차세대 ICT�서비스 도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5G,� 4G� LTE� 등 -� 통신 무선 서비스

PSTN,� VoIP -� 유선 전화 서비스

초고속 인터넷 -� 유선 인터넷 서비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오승환 과장 기업IoT플랫폼사업팀 010-9777-0591 sunghwan.oh@k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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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드주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장 병 남 설립일자 2012.� 08.� 01

대표전화 010-8965-1323 홈페이지 � http://www.codezoo.co.kr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 462,� 아성테크노빌딩 2층

종업원수 5명 자본금 1억원

매출액(`21년) 2억원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Io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통합 설계 및 개발,� 컨설팅,�

� LoRa,� LTE� M2M�모뎀

2 회사 개요

CodeZoo는 올해 설립된지 10년차인 AIoT,� Embedded� System� 통합 기술분야 선두기업입니다.�

M2M(Machine� to� Machine)통신 및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첨단 연결성

향상기술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모든 기술은 ARM기반 MPU,� MCU에 최적화 되어 있으며

Linux,� Android,� RTOS� 및 non-OS� system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vodafone� Global� IoT� SIM 전세계 180개국에서 동일한 셀룰러 연결,� 기술 지원 제공

LTE� CATM1� 모뎀
오픈소스 제공,�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MCU(STM32,�

NXP,� Renesas,� Silicon� Labs,� Nordic� 지원)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장병남 대표 대표이사 010-8965-1323 rooney.jang@codez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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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베니트(주)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이 진 용 설립일자 1990.� 07.� 20

대표전화 02-3677-4477 홈페이지 http://www.kolonbenit.com

본사주소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11,� 코오롱타워 10~12층

종업원수 498명 자본금 140억원

매출액(`21년) 4,285억원 당기순익(`21년) 76억원

사업분야 � IT� 서비스/솔루션/유통

2 회사 개요

코오롱베니트는 코오롱그룹 IT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제조,� 금융,�패션,�건설 등 각�산업분야에서�

축적한 폭넓은 IT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Big� Data,� IoT,� Cloud,� Smart� Factory� 등 융·복합

서비스 분야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IoT�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스마트홈서비스 지능형 홈IoT플랫폼 기반 스마트홈서비스 제공

IoT서비스플랫폼 각�산업군별 맞춤형 IoT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양유석 수석 IoT사업팀 02-2120-7884 yoosuk_yang@kol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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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크래카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박경진 설립일자 2012.� 05.� 03

대표전화 031-360-2830 홈페이지 http://www.craeca.com

본사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평촌오비즈타워 18층 1808호 (관양동)

종업원수 6명 자본금 3억원

매출액(`21년) 4억원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모듈/모뎀

2 회사 개요

(주)크래카는 무선 기술 전문 기업으로 레이더,� 안테나,� 통신 모듈,� 시스템 등 제품개발과

양산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산업에 전반적인 개발,� 양산뿐만 아니라 기술 방향에 대한 컨설팅,�

기술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서의 핵심인 레이더를 기반으로 한 응용 분야에 대하여 레벨센서(액체,� 곡류 등),�

재실감지,� 호흡감지,� 속도측정,� 차량감지,� 지게차 후방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현장에서 사용 예정입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V-PR100 60GHz� 펄스 방식 레이더 모듈(수위/재실감지/거리측정/높이측정)

V-PR300 V-PR100� +� 케이스 제공 (설치시 용이)

KV-M200 24GHz� Continuous� Wave� Radar� 모듈 (속도측정)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박경진 /� 대표 경영지원팀
031-360-2830

010-3379-7889
sales@cra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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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크레스프리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권 진 만 설립일자 2013.� 02.� 20

대표전화 031-719-9923 홈페이지 � http://www.cresprit.com

본사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 킨스타워 1104

종업원수 19명 자본금 -

매출액(`21년) -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전기 전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2 회사 개요

크레스프리는 다양한 사회 현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과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데이터로부터 기업의 가치 창출을 가능케 하는 IoT� 플랫폼 전문 기업

입니다.� 크레스프리의 “ALOOH� IoT� Platfrom”은 Edge� Computing� 및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현장의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 전송 지연과 과부하 등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솔루션 입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ALOOH
(엣지 컴퓨팅 기반 데이터 수집/분석

IoT� 플랫폼)

현장의 센서 및 설비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처리를

수행하는 최적의 디바이스 및 서버,� 가시화 화면 포함 통합 플랫폼

ALOOH� 적용 서비스

◾무단횡단 보행자 알림 서비스

◾실종자·범죄자 등 사람 찾기 서비스

◾설비 예지 보전 서비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전근홍 이사 기획마케팅
031-719-9923

010-9171-8622
judy.jeon@crespr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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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테크나인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이 호 동 설립일자 2017.� 06.� 21

대표전화 010-4789-2396 홈페이지 http://www.tech9.co.kr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29길 7-12.� 301호(중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종업원수 4명 자본금 2.25억원

매출액(`21년) 4억원 당기순익(`21년) 0.5억원

사업분야 � LPWAN� IoT,� ICT� solution

2 회사 개요

테크나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연결(IoT)를 통해 big� data를 수집/분석하여 신뢰성(AI)이

보장된 정보로 제공하는 융복합 솔루션 개발 기업입니다.� LPWAN(저전력이동통신망)� 기반으로�

전기(220V)/인터넷(WiFi)� 연결 없이 다양한 센서들을 장착한 친환경(태양광 등)�데이터수집기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지능형 무선 
위험(산사태 등) 감지 

시스템

(국토부 스마트시티 혁신제품) 사진, 균열 센서, 충격 센서, 9축센서, GPS 
등의 정보로 산사태, 경사면, 공사장 주변, 취약 건축물 등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 보고

토양정보 모니터링 및 
자동관수 시스템

정원수, 가로수 등의 생육관리를 위한 토양정보(수분, 지온, EC, pH등) 모
니터링과 이를 기반한 자동관수 시스템

다목적 Outdoor 
Monitoring system

사진, 토양정보, 대기질 정보, 9축센서, 충격센서, 기체(황화수소, 메탄 등), 
수위센서 등 다양한 센서로 모니터링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이호동 대표 - 010-4789-2396 whasan13@tech9.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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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테크노니아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성 원 용 설립일자 2000.� 4.� 13

대표전화 02-2108-8123 홈페이지 http://www.technonia.com

본사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한신IT� 타워 1101호

종업원수 17명 자본금 13.5억원

매출액(`21년) -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IoT통합운영관리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모듈/모뎀

2 회사 개요

(주)테크노니아는 센서와 네트워크를 통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이를 통한 디지털 트윈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AIoT센서 플랫폼을 통해AI� Camera,� IoT� 환경센서,� IoT� 감지센서를 포함하여,� 비즈니스와

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준비된 End� to� End� 기능을 통해 급변하는 사물 인터넷�

시장에 더욱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최적의 AIoT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사람의 눈을 대신해 주는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서비스

-� 실시간 영상분석 Edge� AI�기술을 활용하여 상황판단 및 조건에�
따른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단순한 카메라 모니터링이 아니라,�인공지능이 상황에 대한 변수와�
패턴을 학습하여 분석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결과를 예측합니다.� �

디지털 트윈 구현 IoT� 센서
모니터링 서비스(다모아드림)

-� IoT� 센서 모니터링 서비스는다양하고 실시간 변화하는 각종 외부�
환경의 정보를 IoT� 센서들을 활용하여 실시간 수집,� 전송,� 저장,�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구축
환경을 제공합니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이상진 부장 영업부 02-2108-8123
010-5168-8123 sjlee@technon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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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텔레스타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조 한 기 설립일자 2013.10.31

대표전화 031-689-4366 홈페이지 http://www.tellestar.com

본사주소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3� 신일IT유토 1010호

종업원수 23명 자본금 3억원

매출액(`21년) 31억원 당기순익(`21년) 1억원

사업분야 �안테나 개발,� 생산,컨설팅

2 회사 개요

㈜텔레스타는 안테나 전문 기업으로서 소형의 내장형 안테나부터 대형 중계기 안테나까지 다양한�

제품을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IoT,� 5G,� LTE,� WIFI,� Bluetooth� 등 다양한 안테나를 여러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IoT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Active� Measurement�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안테나뿐만

아니라 각종 단말기기의 무선 성능 시험 서비스 및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안테나
LTE� Cat.M1,� NB� IoT,� LoRA,� WISUN,� 5G,� 재난망,WIFI� 등에

사용하는 안테나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조한기 대표 총괄 010-8865-4010 hkcho@telle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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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콤텍(주)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이 상 구 설립일자 1998.� 11.� 25

대표전화 02-3662-2471 홈페이지 � http://www.tricomtek.com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49

종업원수 30명 자본금 3억원

매출액(`20년) 20억원 당기순익(`20년) 2억원

사업분야 � AI/IoT플랫폼,� VR/AR서비스,� 이동통신네트워크 플래닝,� 유무선테스터

2 회사 개요

트라이콤텍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플랫폼 개발 역랑으로 5G/IoT� 디바이스 및 서비스 개발과 이동통

신 네트워크 플래닝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5G에 응용하는 AI기반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V2X관련 기술 개발과 AR/VR�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NB-IoT/CatM을 활용하는 라돈 측정

기 및 클라우드형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미래의 고품격 U-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라돈,� 미세먼지,�

산화 가스 및 온·습도 등 통합형 스마트 IoT디바이스를 개발합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라돈/공기질

측정시스템
RadonViewer� 100/라돈 측정기 및 측정치 관리 시스템(NB-IoT/CatM)

모바일포스트

(1)문자/멀티미디어/데이터 서비스

(2)AR/VR�플랫폼

(3)AI/자율주행용 HW/SW

테스터 및 시뮬레이터 5G� UE/gNB/Core시스템 테스터

이동통신망 구축 Private� 4G/5G이동통신망 설계 및 구축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이상윤 개발본부 02-3662-2471 sangyoon@tricomt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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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트위니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천홍석,� 천영석 설립일자 2015.� 08.� 27

대표전화 070-716-1558 홈페이지 � http://twinny.ai

본사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07

종업원수 156명 자본금 14억원

매출액(`21년) 33억원 당기순익(`21년) -50억원

사업분야 � S/W� 개발 및 공급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2 회사 개요

트위니는 물류 운송용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으로,� 자율주행 로봇 ‘나르고’와 대상 추종로봇

‘따르고’,� 자율주행과 대상추종 기술을 한 데 담은 ‘더하고’를 개발하고 물류센터와 공장,� 병원,�

지하상가,� 고층빌딩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자율주행 로봇 나르고

3D(3차원)� 라이다 센서를 기반으로 물류창고,� 사무실,� 병원 등 물건

운송이 필요한 곳에서 활용됩니다.� 60kg~500kg까지 적재가 가능한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상추종 로봇 따르고

도서관의 반납도서와 같은 다양한 화물을 옮기는 데 적합합니다.�

RGB-D(깊이 인식)� 카메라를 통해 작업자를 정확히 인식한 뒤 작업자

근처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식입니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강우성 /� 매니저 홍보실 042-866-8223 news25@twinny.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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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이칩스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고 진 호 설립일자 2002.� 09.� 25

대표전화 042-864-2402 홈페이지 http://www.phychips.com

본사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104호

종업원수 23명 자본금 -

매출액(`21년) -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RAIN� RFID� Reader/Writer� Chip,� Module,� Antenna

2 회사 개요

파이칩스는 RFID� 기술 기업으로서,� 자사의 무선 통신 핵심 반도체 원천 기술을 이용하여

RFID� 리더기용 초소형,� 저전력 반도체 칩(SoC),� RFID� 모듈 그리고 안테나를 전 세계 주요

RFID�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PR9200
(RAIN� RFID� Reader/Writer�

Chip)

EPC�UHF�Gen2� air� protocol을 지원하고 UHF� RF,�MODEM,� ARM�
Cortex-M0�프로세서,�메모리를 내장한 RAIN�RFID� reader� SoC입니다.�별도
의 외부 MCU나 메모리를 추가하지 않고 완벽한�리더를 구성 가능합니다.

RED2,� RED4S,� RED5
(RAIN� RFID� Reader/Writer�

Module)

파이칩스의 PR9200을기반으로설계되어있습니다.�작은크기와�우수한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가 쉽고 빠르게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UBE� Series,� Ceramic� Patch
(RAIN� RFID� Reader/Writer�

Antenna)

QUBE�Series:�Quadrifilar� helical� antenna,� Power� dividing�등�특허 받은
원천�기술을 사용한 고성능 안테나입니다.�중장거리 UHF�RFID�Application에
최적화된�성능을 제공합니다.
Ceramic� Patch:�크기에 민감한 소형기기에 적합하며,�작지만 우수한성능을�
가지고있습니다.�근거리 RAIN�RFID�Application에�최적화된성능을 제공합니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정낙호 팀장 영업팀 042-864-2402 sales@phychi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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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포에스텍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이 승 원 설립일자 2013.� 12.� 11

대표전화 070-4849-4185 홈페이지 � http://4stec.com

본사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30,� 709호 (가좌동,� 광양프런티어밸리 3차)

종업원수 20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21년) 30억원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IoT� 통합운영관리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모듈/모뎀

2 회사 개요

포에스텍은 디지털 전환 (DT/DX)을 통해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IoT데이터 수집/분석/표준화로�

통합관리하고 연계하여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서비스 전문 IT기업입니다.� 융합형

스마트 IoT/RFID미들웨어를 주력으로 다양한 분야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Smart� RFID� /� IoT�

Middleware

물리적 현실세계를 디지털 가상세계로 연결 및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안전하게 저장하여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

수집 솔루션

생산량,� 가동상태,� 작업환경,� 에너지 등 효율적인 장비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MES,ERP� 솔루션 운용간 실시간으로 활용.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박해진 /� 차장 영업마케팅
070-7812-4866

010-2762-8477
phj8477@4st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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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뷰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노 현 화 설립일자 2021.12.01.

대표전화 010-6602-3169 홈페이지

본사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93-22� 광주AI창업캠프 1호점 312호

종업원수 - 자본금 -

매출액(`21년) -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스마트팜IoT통합운영관리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S/W� 개발 및 공급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2 회사 개요

2021년 타 창업동아리 프리뷰 팀원 노우석의 추천으로 인하여 창단

융합소프트웨어학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실험실 인원으로 당 창업동아리 멤버 모집

2022년부터 현 대표 노현화가 인수인계 받아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팜스

-� 농수산물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에 AI� 작물 모델링
시스템을 메타버스에 포함하여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로 실시간� 농수산물 현장과
도시민들의 주말농장을 간접 경험하는 공유경험 매칭.
-� 농수산물 현장 확인과 구매 신뢰도 확보.�블록체인의 신뢰도와 명확성,� 효율성 확
보로 이용자의 참여 및 소규모 스마트팜의 성장 방안을 제안하고자 고안

AI� 버섯 판별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버섯 판별 및버섯 정보에� 대한 정
확한 정보전달과 독버섯 중독사고 제로프로젝트를 위한 서비스

스마트팜(아쿠아포닉스)�
메타버스 플랫폼

실시간 생태 모니터링(신뢰성제공),�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과 판매(직간접 체험),�
스마트 계약(블록체인)으로 농수산물 생산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스마트팜 유통
플랫폼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노우석 책임 조사연구팀 010-9183-2758 rhowoo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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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플앤드테크놀러지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임진순,� 홍성표 설립일자 2013.� 11.� 25

대표전화 070-8650-3600 홈페이지 http://www.pntbiz.co.kr� � �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95길 27,� 영창빌딩 2층,� 5층

종업원수 80명 자본금 17억원

매출액(`21년) 49억원 당기순익(`21년) 2.2억원

사업분야 � IoT/IoMT� 통합운영관리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구축

2 회사 개요

㈜피플앤드테크놀러지는 사람,� 자산 등의 위치를 추적하고 자산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IoT�
솔루션인 IndoorPlus+의 개발사입니다.� 2013년 창립 이후부터 병원,� 컨벤션 센터,� 공장,�
빌딩,� 안전 등의 분야에서 여러 산업군을 대상으로 저희 솔루션을 개발,� 공급해 왔으며,� 현재

국내외 총 100여 군데가 넘는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IoT� 개척사입니다.� 당사는 15년 이상의
임베디드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자 경력을 가진 창업자 겸 대표이사 휘하,� 고객의 가치 창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조직인 IoT� 본부,� 플랫폼 개발실,� 모바일 팀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우수기관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인증을 획득하였고,� 자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에서는 2019년 가트너사의 IoT� 분야
“주목할 만한 벤더”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IndoorPlus+� -� IoT� 통합 플랫폼 (기업,� 공장,� 스마트 빌딩 분야 적용)

IndoorPlus+� SmartCare� -� 헬스케어 전문 IoMT� 플랫폼

IndoorPlus+� VESTIGO� -� 감염병 역학조사 시스템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이승민 과장 마케팅팀 070-8650-3600 marketing@pnt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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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라스크리에이션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이 창 호 설립일자 2020.� 01.� 20

대표전화 02-2633-6169 홈페이지 http://thepoc.co.kr� � �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6� 에이스태세라타워 303호

종업원수 8명 자본금 100,000,000원

매출액(`21년) 103,538,771원 당기순익(`21년) -원

사업분야 �이산화탄소 센서 개발.� 스마트팜 측정제어장비 및 S/W�개발

2 회사 개요

필라스크리에이션은 CO2센서 전문 개발업체입니다.� CO2측정 센서와 센서를 활용한 측정장치,�

스마트팜 분야에서의 측정장비,� 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 제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농축산업 생산성과 근무환경 개선,� 오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많은

이슈가 생기는 공기질 환경 개선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공기정화기,� 대기질측정기,� 하우징,�

차량,� 농축산업,� 홈오토메이션 등 많은 분야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CO2측정 센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NDIR방식으로

정확한 측정 가능

CO2� 농도 측정기 센서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장치

습도보정미세먼지측정기
습도에 의한 미세먼지 측정 왜곡을 보정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나타내는 장치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김태홍 부장 기술영업
02-2633-6169

010-3299-6599
ted@thep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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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디어솔루션즈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이 승 엽 설립일자 2001.02.12

대표전화 02-6203-6500 홈페이지 � http://www.hidea.kr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3,� 4층(성수동,� 두앤캔빌딩)

종업원수 17명 자본금 2.2억원

매출액(`21년) 138억원 당기순익(`21년) -28억원

사업분야 � IoT� /�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케어 서비스 및 디바이스

2 회사 개요

(주)하이디어솔루션즈는 센서와 센서 네트워크 전문 업체로 2001년 창업하였습니다.�

이후 센서와 사물이동통신(IoT)� 관련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으며,� 현재 고령자와 장애인�

대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스마트케어 솔루션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서비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스마트케어 서비스

제품
스마트케어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허브 및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디바이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최규만 /� 이사 사업기획팀
02-6203-6500

010-9134-7697
kyumari@hid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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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비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이 용 환 설립일자 2015.� 07.� 07

대표전화 02-574-0774 홈페이지 http://www.hybees.com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길15-3,� 2층 (양재동,신성빌딩)

종업원수 6명 자본금 10억원

매출액(`21년) 1.8억원 당기순익(`21년) -5.9억원

사업분야
� IoT�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IoT기기 네트워킹 solution을 판매하며,�자체 개발한�
SoC� (system-on-chip),� SoM(system-on-module),� 시스템 실장 solution등이 주요 제품임.

2 회사 개요

㈜하이비는 지그비(ZigBee),� Bluetooth,� BLE,� LoRa� 같은 기존 IoT� 무선네트워킹 기술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을 혁신적으로 해결하여 대규모 IoT� 상용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저전력 IoT� 네트워킹용 SoC,� 응용SoM�및 시스템 실장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임.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HB2200,� HB2400,� HB1200
ZigBee나 BLE와 호환성을 가지면서 하이비의 혁신적 망 구축 기능을�

제공하는 SoC

SLC22,� SLC24,� SLC24P

(Smart� Lighting� Controller)

Microsoft� Azure� 인증을 받은 LED� 조명에 특화된 SoM으로,각종

센서도 쉽게 부착가능하며 전력 공급 제어도 가능

SFC24

(Smart� Farming� Controller)

실내/외 스마트 농장 환경에 특화된 SoM으로,최대 6개까지 각종 센서나�

제어기기를 연결할 수 있으며,외부에 태양광 충전도 가능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한진석 /수석 기술연구소 02-574-0774
010-8626-1891 jshan1201@hybe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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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최 종 운 설립일자 2009.� 01.� 01

대표전화 033-647-2407 홈페이지 www.lightup.co.kr

본사주소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2326번길 4� S/W융합센터 나동 1층

종업원수 8명 자본금 465백만원

매출액(`21년) 800백만원 당기순익(`21년) 50백만원

사업분야 �무선통신장비,� 무선통신센서,� IoT미들웨어

2 회사 개요

하이테크는 IoT� 통신장비 및 디바이스 전문 개발 및 솔루션 제공회사로 LPWAN� 및 BLE� 모듈을�

이용하여 스마트디바이스의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 안전관리,� 구조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안전관리 산업 분야와 관광산업 분야

전반의 다양한 IoT� 기기와 국민생활 편의 및 안전 분야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LoRa� GW LPWAN�표준을 지원하는 LoRa�게이트웨이 장비로 IoT�자가통신망 구성용으로 활용

LoRa� Sensor
LPWAN� 표준을 지원하는 LoRa� 센서로 기울기,� 균열(이격),� 진동,� 온습도,� 수위,�

상수도 검침 등으로 제품 구성

문화재 안전관리
문화재(석조,� 목조)의 변위를 모니터링하여 GIS기반의 문화재 안전관리를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기상정보와 함께 문화재 안전관리 예측정보 제공

구조물 안전관리
구조물 및 시설물의 변위를 모니터링하여 GIS�기반의 구조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기상정보와 함께 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 예측정보 제공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최종운 /� 대표 대표 033-646-2408 led@light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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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정보인증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김 상 준 설립일자 1999.� 07.� 02

대표전화 1577-8787 홈페이지 � http://www.kica.co.kr

본사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C동 5층(삼평동,� 판교디지털센터)

종업원수 127명 자본금 209억원

매출액(`22년) 800억원 당기순익(`22년) 176억원

사업분야 � S/W� 개발 및 공급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2 회사 개요

한국정보인증은 국가 제1호 공인인증기관으로 출발해 공동인증서를 비롯한 사설인증,� 생체인증,�

IoT�인증,� SSL,� 전자계약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다우키움그룹 계열의 통합 보안 인증 기업입니다.�

인증서 핵심 기술인 PKI�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1위 전자금융 OTP,� IoT� 보안 인증�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SecuAnyIoT PKI� 인증서+OTP� 기반의 스마트홈 IoT� 통합 보안 플랫폼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권순철 상무 보안사업본부 010-9911-2766 sckwon27@signg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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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스크리에이티브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장 한 식 설립일자 2007.� 09.� 19

대표전화 031-427-3180 홈페이지 http://www.HansCreative.com

본사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2,� 820호

종업원수 9명 자본금 6억원

매출액(`21년) 2억원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AIoT�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2 회사 개요

㈜한스크리에이티브는 AIoT/M2M�관련 솔루션 전문회사로 모바일 및 Bluetooth� 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디바이스의 정보를 송수신하고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제품과 응용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품격 U-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및 에너지 절감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Green� Lock PC� 보안과 에너지절감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SACS(Smart� Access�
Control� System)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출입보안과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

Unifi.id UHF� 900MHz� RFID를 이용하여 스마트빌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장한식/CEO Green� Lock 010-7119-4559 hsjang@HansCreative.com

정재웅/CTO SACS 010-5430-0301 chung.jaewoong@HansCreative.com

진태영/COO Unifi.id 010-5319-7841 ntyjin@HansCreat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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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컴유비마이크로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김 민 준 설립일자 2012.� 03.� 08.

대표전화 052-289-8051 홈페이지 � http://www.ubimicro.co.kr

본사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81번길 14,� 1층

종업원수 17명 자본금 9.69억원

매출액(`22년) 30억원(예상) 당기순익(`22년) 2억원(예상)

사업분야 �휴대용 무선 가스 감지기,� 무선 통신 장비,�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2 회사 개요

(주)한컴유비마이크로는 IoT관련 무선 통신 기반 휴대용 복합 가스 감지기,� 무선 통신 인프라

장비 및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회사로,� 밀폐공간과 같은 고위험 작업장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

수집-전송-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LoRa� WAN� 및 Private� LoRa� 통신망

구축을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에 제공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휴대용 무선

복합가스 감지기

음영지역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작업장 환경(가스/온습도 등)정보를�

측정하고 무선통신으로 전송하는 장치

감지기 리피터 음영지역에서 운용중인 감지기의 통신거리 확장을 위한 장치

LoRa게이트웨이
감지기와 리피터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네트워크 서버로 전송하기�위한

통신 장치

이동형 모니터링 장치 감지기의 데이터와 리피터의 상태를 수신하고 모니터링하는 장치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김태형 /� 이사 영업팀 010-4058-3931 dbakim@hancom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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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효돌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김 지 희 설립일자 2009.11.13

대표전화 02-562-8055 홈페이지 www.hyodol.com

본사주소
� (1405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금강펜테리움 IT타워 B동

1715호,� 1716호

종업원수 21명 자본금 2억원

매출액(`21년) 17억원 당기순익(`21년) 2억원

사업분야 � � S/W�개발 및 공급 사업

2 회사 개요

(주)효돌은 2009년 설립 후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서비스·정책·솔루션을 연구하는 시니어 감동�

디자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님을 위한 AI� 반려 로봇 '부모사랑 효돌'� 제품 및 서

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모사랑 효돌’은 독거 및 장애 어르신,� 그리고 일반 어르신에게 외로움/

우울증 해소,� 일상생활/신체건강 지원,� 인지기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부모사랑 효돌 부모님의 정서/생활/인지 건강을 도와주는 돌봄 로봇

효돌이 스마트패드 디지털 학습/맞춤형 돌봄/헬스케어 솔루션이 탑재된 어르신용 스마트패드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노현이 연구원 마케팅 02-6218-8058 realhyun2@hyod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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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네이처(주)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안 병 구 설립일자 2013.� 07.� 05

대표전화 031-609-0703 홈페이지 https://www.hunature.net/

본사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20,�스타트업캠퍼스1동 5층,인큐베이터 C

종업원수 5명 자본금 3억원

매출액(`21년) 16.7억원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IoT� 솔루션 개발 및 통신 모듈 개발

� Vision� AI,� Mesh� IoT,� Mobile� App� 개발

2 회사 개요

휴네이처㈜는Vision� AI와 Mesh� IoT,� Mobile� App개발 전문업체입니다.

유무선 통신 기술과 센서 신호처리 기술을 활용한 Mesh� IoT� 제품과 사물을 연결하는 Mobile�

Ap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제품으로는 Mesh� 구조의 BLE5.3,� Wi-sun(900MHz)� 및

Energy� Harvest� Switch� Solution� 등이 있으며 Edge� AI� 영상처리/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한

객체분석 Appliction을 개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스마트시티 통합관리

시스템

Edge� AI� (보행량,� 통행량),� Mesh� IoT� 센서 (온/습도,� 미세먼지,�

공기오염도,� 진동)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

스마트

주차장/조명/가로등
AI,� BLE/Wi-SUN/PLC�Mesh� IoT를 활용한 스마트 빌딩 시스템 구축

Edge� AI객체분석 AI� 영상처리/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한 객체 분석 솔루션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송민지 /매니저 사업부 031-609-0703
010-8643-4339 hostmaster@hunatu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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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먼케어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한 치 영 설립일자 2005년 3월 31일

대표전화 031-486-9015 홈페이지 � http://www.humancare.co.kr

본사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18,� 203호

종업원수 16명 자본금 2억원

매출액(`21년) 30억원 당기순익(`21년) 1억원

사업분야 �장애인편의시설 연구개발,� 제조 및 공급,� 설치

2 회사 개요

저희 ㈜휴먼케어는 2005년에 설립되어 ‘따뜻한 인간애를 실천하자’는 기업 이념 아래 다년간 장애인을

위한 여러 통신제품과 장애인편의시설을 개발 제조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실내 내비게이션과 버스 승ㆍ하차 안내서비스 등,� IoT� 기술을 활용한 신기술개발과

지속적인 품질(서비스)향상을 위한 투자를 통하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였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분야 우수성과 창출기업,� 기술역량 우수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장애인 단체와 수요기관,� 언론�

등 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다양한 장애인편의시설,� 감면하이패스,� 교통약자 버스 승ㆍ하차 안내기 시스템,� 교통약자�

실내 보행경로안내 시스템,� 자동응답형 음향신호기(교차로 횡단경로안내 시스템)가�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교통약자 버스 승하차안내기 시스템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승하차 지원 서비스

교차로 횡단경로안내 시스템 자동응답형 교차로 횡단경로 안내 서비스

실내 보행경로안내 시스템 교통약자를 위한 실내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채희정 부장 영업부
031-486-9015

010-3255-9363
human1@humanc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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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ICTK홀딩스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이 정 원 설립일자 2017.� 10.� 18

대표전화 031-739-7894 홈페이지 http://ictk.com

본사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23,� 3층

종업원수 43명 자본금 7.12억원

매출액(`21년) 20억원 당기순익(`21년) -0.55억원

사업분야 � 보안칩 개발 및 공급,�관련 장비 개발 및 공급,�관련 소스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 및 공급

2 회사 개요

지난 2017년 설립된 당사는 물리적 복제방지기술(PUF·Physical� Unclonable� Function)� 전문 보안 솔루션�
업체입니다.� 설립 직후 PUF칩 양산에 돌입한 이래,� 현재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 각종 보안플랫폼을 구축·
납품하고 있습니다.
ICTK는 세계반도체협회(GSA)� 산하 사물인터넷(IoT)� 보안분과의 ‘신뢰점’(RoT·Root� of� Trust)�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한 국내 유일의 업체로,� 당사 고유 기술인 ‘비아 퍼프’(VIA� PUF)가� 현재 GSA에 정식 등재돼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 PUF� 기술이 국제 표준(ISO/IEC� 20897)으로� 공식 제정되는데 일조,� 이에
따른 관련 국내산업의 동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2021년 7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KCMVP�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ICTK는 보안칩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하드웨어(HW)� 기반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 제공을 통해,� 보다
안전한 스마트 라이프 기반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G3K KCMVP� 인증 PUF칩

qTrustNet PUF�기반 VPN시스템(PQC�탑재)

PUF� eSIM PUF칩에 PQC알고리즘 적용으로 보안성 강화된 eSIM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유경동 /� 이사 마케팅팀
031-739-7894

010-2484-8066
sales@ict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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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MDS인텔리전스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지 창 건,� 이 정 승 설립일자 2020.� 07.� 01

대표전화 031-627-3001 홈페이지 https://www.mdsit.co.kr/

본사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한컴타워 3층

종업원수 90명 자본금 20억원

매출액(`21년) 297억원 당기순익(`21년) 50억원

사업분야
� 지능형 IoT� 플랫폼 ‘NeoIDM’,� 디지털 트윈 통합 플랫폼 ‘RapidTWIN’� 원격 수도검침

서비스 ‘HY-Check’,� 수질 모니터링 솔루션 ‘Hi-Aqua’,� 암호키,� 인증서 관리 및 코드서명

솔루션 ‘NeoFSM’,� 개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솔루션 등

2 회사 개요

MDS인텔리전스는 디지털 융합 인텔리전스 전문회사로 설계 및 개발 솔루션 외에도 사물인터넷,�

영상분석,� 암호보안 키 관리 등 연결에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디지털 트윈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고객가치를 통한 최고의 고객만족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NeoIDM IoT� 디바이스 관리 솔루션

HY-CHECK IoT� 기반의 원격 수도검침 솔루션

RapidTWIN 3D�Modeling,� IoT�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

Hi-CAPS IoT�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이홍규 /� 팀장 IoT사업팀 031-620-1475 neoidm@mds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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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만능발전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노 우 석 설립일자 2019.� 09.� 01

대표전화 010-9183-2758 홈페이지

본사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93-22� 광주AI창업캠프 1호점 312호

종업원수 - 자본금 -

매출액(`21년) -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발전기 디자인업,� 태양광 유지보수업,� S/W� 개발 및 공급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2 회사 개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디자인 및 태양광 패널을 열화상으로 촬영 및 드론 자율 비행으로 업무

자동화로 유지보수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태양광 유지보수 태양광 패널을 열화상으로 촬영 및 드론 자율 비행으로 업무자동화

드론 통합 관제 시스템 태양광 패널을 열화상으로 촬영 및 드론 자율 비행으로 업무자동화

발전기 디자인 및

시뮬레이션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에 대한 차세대 디자인 및 시뮬레이션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노우석/팀원 - 010-9183-2758 rhowoo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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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만능아카데미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이 영 미 설립일자 2022.� 02.� 01

대표전화 010-9183-2758 홈페이지

본사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93-22� 광주AI창업캠프 1호점 312호

종업원수 - 자본금 -

매출액(`21년) -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 S/W� 개발 및 공급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교육업 등

2 회사 개요

1.� 온라인 학원 형태인 MCN을 통해 현재 협업체와 영상 제작 지원 솔루션,� AI� 교육 추천

서비스 및 각종 번역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최근 지식

재산권관련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미리 캐치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지식재산권이 있어 이에 대한 대처 가능

2.� 교육생들과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사업화를 추진하는 교육 서비스 제공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AI� 교육 추천 서비스
교육생이 관심이 있는 분야와 인터넷 캐시 및 검색이력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있는 교육들의 요약 및 인덱싱을 통해 교육생에게 추천하는 서비스

삼오세이프
개개인의 35mm� 필름을 메타버스 사진관으로 제작하여 AI� 챗봇을 통해 설

명하는 맞춤형 필름 보존 서비스 및 맞춤형 사진관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노우석 책임 조사연구팀 010-9183-2758 rhowoo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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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T� 주식회사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윤 지 원 설립일자 2017.� 11.� 02

대표전화 02-3453-7494 홈페이지 https://sdt.inc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4길 5,� 10층

종업원수 57명 자본금 -

매출액(`21년) - 당기순익(`21년) -

사업분야 �공장 자동화,� IIoT플랫폼,� 시스템 모듈,� 에지컴퓨팅,� 온디바이스AI

2 회사 개요

SDT는 사물인터넷과 에지 컴퓨팅에 필요한 모듈,� 산업용 컴퓨터,�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사용되는� MLOps�

소프트웨어까지 자체 제작하여 제조·조선·에너지업 등에 걸쳐 산업현장에서의 DX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SDT는 고객의 산업 현장에서 다수의 산업용 장비의 24시간 모니터링·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에지 컴퓨팅

애플리케이션 배포의 어려움을 해결해왔습니다.� SDT의 ECN(산업용 컴퓨터),� NodeQ(스마트 DAQ),�

NodeV� 등 업계 및 세계 최초로 선보인 하드웨어는 이기종의 장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초고

속으로 수집해서 고객에게 강력한 인사이트를�제공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ECN
산업 현장에서 PLC�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발생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에게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산업용 PC

AIoT시스템 모듈
SDT는 AI� 엔진,� 임베디드 보안,� 무선 IP통신,� 클라우드 라이브러리 등 AIoT를

위한 모든 기반 기술들을 탑재한 시스템 모듈을 제공합니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윤예슬 매니저 글로벌전략팀 02-3453-7494 info@sdt.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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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K텔레콤

1 기본 정보

대표자명 유 영 상 설립일자 1984.03.29

대표전화 02-6100-2114 홈페이지 www.sktelecom.com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을지로 65

종업원수 5,376명(2022.� 6) 자본금 305억원(2022.� 6)

매출액(`21년) 167,486억원 당기순익(`21년) 24,190억원

사업분야 �무선통신사업,� 유선통신사업,� 기타사업

2 회사 개요

SK텔레콤과 관계사는 유무선 통신 사업과 미디어 ·� 보안 ·� 커머스 ·� IoT� 등 New� Biz�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5G�

통신 기술을 비롯한 AI,� 빅데이터 분석,� IoT,� 양자암호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AI·Cloud� 영역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을 기반으로 Global� ICT�

Leader라는 목표를 향해 가겠습니다.

2016년 6월 세계 최초로 IoT�전용망을 전국에 구축하고,� IoT를 위한 Connectivity,� Platform,� Services� &� Solution를모두�

제공할 수있는가장앞선 IoT�서비스 제공 사업자로서,�최고 품질의통신기술을바탕으로� IoT�생태계가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별최적화된 Connectivity를 통해 고객에게궁극적으로최선의가치를�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AIoT� 제품·서비스 및 연락처

� � o� 주요 AIoT�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명 내 용

Data Hub
도시 빅데이터의 Digitalization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카테고리의 서로 다른�유형의�
데이터에 대한 융복합 분석(Cross-domain�Analysis)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도시�행정 지원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Cloud EMS
빌딩,�공장,�가로등 등에서 소비되는 전력 및 에너지 사용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에너지�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에너지관리 시스템입니다.

� � o� AIoT�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직책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이주현 매니저
Connect� Infra

사업개발1팀
010-4138-0016 joohyunlee@sk.com



2023년도 AIoT� 서비스·제품 및 기업 편람

인쇄일 :� 2022년 12월 1일

발간일 :� 2022년 12월 1일

발행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 � � � �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10

� � � � � � � � www.nipa.kr

� � � � � � � � 전화 :� 043-931-5000

� � � � � � � � 팩스 :� 043-931-5129

<비매품>

◼ 본 자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AIoT� 마케팅 지원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수행기관인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에서 제작한 자료로 AIoT� 수요ㆍ공급

기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