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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주)델타텍코리아

부스번호 : A134

대 표 : 이승호

전 화 : 02-3278-2700

팩 스 : 02-714-9785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1301호(금강펜테리움IT타워)

홈페이지 : www.dtk3.com

업체소개 :

㈜델타텍코리아는 세계 최대 기술 사업 네트워크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의 한국컨소시엄 멤버업체

로써, 유럽과 한국간의 기술협력, 제품수출, 공동연구개발 등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IoT Korea 2015에서

는 유럽의 유망 Smart Home 기술을 소개하고 국내 IoT 기업을 대상으로 EEN 서비스를 소개하고, 신사업 기회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 실버 세대를 위한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본 기술은 노년층을 겨냥한 스마트 홈 케어 시스템으로써, 행

동 패턴을 감지하여, 사용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식 경고 메시

지를 가족 구성원이나 간병 전문인에게 발송한다. 개발社는

노인 복지 및 돌봄 사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 등의 파트너와

상용화 계약, 합작투자, 라이센싱, 서비스계약 등을 희망하고

있다.

2.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스마트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

본 기술은 하드웨어와 통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를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

로, 건물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 관리, 제어하여 에너

지 유동성을 최적화 할 수 있다. 연구진은 에너지 관련 기업,

연구진, 지방유관기관 등 과의 기술제휴를 통한 기술 개발을

희망하고 있다.

3.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스마트 전력 차단 스

위치

본 기술은 스마트 자동 전력 장치에 관한 것으로써, 본 기술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과 누전 사고를 예방이 가능하다. 개

발 업체는 가전 제품 제조 업체를 모색하고 있으며 라이센싱을

희망하고 있다.

4. 에너지 사용량의 원격 제어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

트 홈 플랫폼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참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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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술은 에너지 사용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실시간 감지할

수 있는 IoT 플랫폼에 관한 것으로, 연구진은 전자 기기 제조

업체, 무선 기기 제조 업체, 가전 제품 제조 업체 등을 모색 중

이며 기술 제휴 계약, 라이센싱, 합작 투자, 재정 계약, 유통

계약, 대리점 계약을 희망하고 있다.

5. GSM을 기반으로 무선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온라인 보안

시스템

본 기술은 모바일 GSM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보안 시스템

에 대한 것으로써 기존 보안 장치를 대체하고 건물 출입 제한

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상업화 계약, 라이센싱, 기술제

휴 계약 등 파트너와의 논의와 시장 조건에 따른 다양한 방법

의 협력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