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NECTED WORLD

Internet
of Things

CREATIVE
CONVERGENCE
CREATIVE CONVERGENCE라는 비전을 통해 ICBM 컨버전스가
만들어 내는 고객의 사업기회를 빠르게 실현시키는 Total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엔텔스는
IoT 비즈니스 전문기업입니다.
국제 표준 기반의 IoT 플랫폼과 IoT 서비스 구축 경험을 통해 고객의 경쟁력을 높이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표준 기반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IoT 플랫폼을 통해 고객이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 운영을
효율화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STANDARD

스마트 시티, 산업 안전 등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의 IoT 서비스 구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NTERNET OF THINGS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여 여러 분야에서
IoT 서비스의 가치 창출을 실현합니다.

CRM & BILLING
고객/상품 관리, 청구, 정산 등의 복잡한 업무를
통합하여 손쉽게 관리하고 고객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SMART NETWORK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QoE(체감 품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변화와 새롭게 요구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합니다.

EXPERIENCES

엔텔스 IoT 플랫폼

빠르게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합니다.

표준 IoT 플랫폼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상호운용성 인증을 받은 개방형 공통 플랫폼으로, 국내에서 표준 IoT
플랫폼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개방형 공통 IoT 플랫폼을 이용해 제조, 건설, 에너지
등의 영역에서 생산성 최적화, 작업자 안전 강화,
전력 효율성 개선 등을 실현하여 비즈니스 가치의
극대화로 이어집니다.

IoT 국제 표준인 oneM2M 인증을 획득하였고 다양한 표준 규격은 물론 OCF,
LWM2M 및 엔텔스 자체 규격을 수용합니다.
Thing, Data, Service 3개의 모듈화 구조로 플랫폼 전체 또는 각 모듈의 선택
적용이 가능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IoT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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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솔루션
엔텔스는 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영역에
최적의 IoT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OWER IoT

SMART CITY

SMART HOME

BEMS

한국전력의 전력 인프라의 융합을
가능케 하는 전력 IoT 솔루션

살아있는 도시 플랫폼을 추구하는
통합 IoT 인프라 구축 솔루션

스마트 홈 생태계로의 진입을
손쉽게 하는 개방형 비즈니스 구축
솔루션

맞춤형 빌딩 에너지 디자인을 통한
전문 에너지 시스템 솔루션

주요 사례

주요 사례

주요 사례

개방형 EV 충전 인프라 플랫폼

대구 수성 의료지구 스마트시티

한국전력 스마트 가전 서비스

고양시 스마트시티

배전설비 및 에너지밸리 사업

부산 스마트시티

송전선로 감시진단 플랫폼 및 드론 서비스

특장점

SMART
SIGNAGE

INDUSTRIAL
SAFETY

고객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IoT 정보 디스플레이 솔루션

안전의 수준을 높이는 지능적인
산업 안전 솔루션

주요 사례

주요 사례

주요 사례

SK텔레콤 Smart Home, Smart

현대중공업 씨마크 호텔 BEMS 인증

SK텔레콤 Smart Signage 서비스

SK에너지(울산)

Residential Service System

SK텔레콤 Cloud BEMS

(KTX 역사 내 조선일보 광고 운영)

SK하이닉스(중국 우시, 이천/청주 사업장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홈네트워크 연동

SK텔레콤 SBEMS(중국 북경/상하이RD

SK텔레콤 Smart Shelf 플랫폼

적용)

SK건설 SK 리버뷰 홈네트워크 연동

센터빌딩)

(이마트/홈플러스 프로모션 운영)

현대기아자동차 대시보드 연동

한화S&C HBEMS (63빌딩/부천

삼성전자 Digital Signage 글로벌 Biz

한화생명빌딩)

솔루션 구축 (미국, 유럽 시장 적용)

특장점

국토부 U-ECO CITY 플랫폼 연계

Machine Learning 기반의

City to City 연계

특장점

데이터 제어

산업표준 플랫폼 연동(AllSeen)

개방형 아키텍처

특장점

특장점

표준과 비표준 2가지 버전의 IoT 플랫폼

에너지 설계를 통해 빌딩별 최적화된

클라우드 기반의 효율적 운영

(선택 적용 가능)

데이터 처리

Rule 기반의 스케줄 자동화로 마케팅

Mash-up이 가능한 Rule Engine 적용

설비 등에 대한 기준 데이터 관리를 통해

효과 증대

예지보전 등 서비스 다각화 보장

다수의 디스플레이에 동일 컨텐츠 동시

에너지 경영을 목표로 전체 업무 구성

재생을 위한 매크로 동기화

데이터 수집을 위한 다양한 표준
프로토콜 지원
고성능 수집/저장/인덱싱/검색
아키텍처 제공

특장점
사업장 환경에 최적화된 AP 설계
레거시 시스템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데이터 수집
AP를 통해 수집한 센서 데이터를
산업 재해 예측에 활용

CONTACT
www.ntels.com
info@ntels.com
sales@ntels.com
partners@ntels.com

HEADQUARTERS
TEL +82 2 3218 1200

INDONESIA OFFICE
TEL +62 21 549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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