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2. 1. (주)네톰 -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http://exhi.daara.co.kr/2015_10_iotkorea/com_prt.php?idx=16505 1/2

업체명 : (주)네톰

부스번호 : C116

대 표 : 이건홍

전 화 : 02-525-3035

팩 스 : 02-523-3039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122 (방배동, 효찬빌딩) 5층

홈페이지 : www.nethom.co.kr/index.php

업체소개 :

저희 네톰은 혁신적 RFID 하드웨어 제품의 선도적인 공급사입니다. 2004년 부터 네톰은 실생활에 IoT를 구현하

는 보다 진보된 RFID 기기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네톰의 UHF 휴대형 리더와 NFC 리더는 특정 아이템

을 검색하고 추적하는 기능에 있어 매우 특별합니다. 또한 네톰은 매우 창의적인 스페셜 태그들을 개발하여 특

별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싸이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톰은 작지만 네톰의 기술은 특별

합니다. 네톰은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변함 없이 IoT계의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1. 스윙 U

스윙 U는 고성능 안테나를 갖는 900MHz의 UHF RFID 리더기

입니다.

ISO-18000-6C / EPC 글로벌 클래스 1 Generation2 RFID 태그

를 사용하여 다른 어떤 경쟁 제품보다 빠르게

태그를 읽을 수 있습니다. USB 나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사용자

디바이스 (스마트 폰, 태블릿 PC ...)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특징

Tag ID 최대 3만개 저장 기능, 베터리 포함 240g, 표준 라벨

Tag 기준 25m의 세계 최고 거리 인식,

1D, 2D 바코드, QR코드, DPM UHF RFID, 무선 주파수식별장치,

조달청 국가물품관리용 RFID기기 시험규격서 획득, 특정 Tag

검색, Box 매칭 기능

2. NFC 리더 스윙-H

스윙-H는 스캐너 유형 HF 13.56MHz의 RFID 리더입니다.

ISO-15693 RFID 태그를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가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특징

-다중 인식

-특정항목 검색 및 추적

-좁은 공간 활용능력

3. 온도센서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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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톰의 능동형 RFID 온도 센서는 센서 태그와 확장 안테나로

구성, 900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함으로써 인식거리를 최대

10m까지 확장하며, 물류 운송 차량 내의 센서 태그를 안정적으

로 인식한다.

대형 신선물류 운송 관리 및 혈액 운송관리 등에 적용되며, 최

대 800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데이터 조회로 운송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