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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코맥스

부스번호 : G119-2

대 표 : 변봉덕

전 화 : 031-731-8791

팩 스 : 031-731-8797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94번지

홈페이지 : www.commax.co.kr

업체소개 :

코맥스는 1968년 중앙전자공업사로 설립되어 올해로 47주년을 맞은 스마트홈 전문 기업입니다. 인터폰부터 비

디오폰, 스마트홈 시스템과 시큐리티 솔루션까지 코맥스는 앞선 기술력과 차별화된 제품으로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고객이 누려야 할 삶의 안전과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화 40년, 세계 120개국에 수출하는

Global Top Brand 코맥스는 세계에서 사랑 받는 Global Top Brand 입니다. 축적된 기술, 노하우와 함께 세계화

와 현지화를 동시에 공략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으로 표준화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각 로컬의

서로 다른 시장 환경과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과 시스템을 풀 라인업으로 구축하면서 세계 속의 글

로벌 스탠다드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기능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Smart Life 창조 코맥스는 단순 기능 중

심의 홈네트워크를 넘어 서비스 중심의 스마트홈으로 생활환경의 개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을 확보

하는 홈 시큐리티 영역,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는 헬스케어 시스템, 자연과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는 친환경 에너

지 관리시스템까지 코맥스는 Contents, Platform, Network, Device가 결합된 스마트 홈 토털 솔루션으로 보다

더 진보된 삶의 가치와 안전을 제공하겠습니다.

1. IoT Hub/BCD/Dingdong

댁내에 설치된 Sensor node 및 Actuator와 센서 네트웍을 구

성하여 외부의 IoT Cloud Server와 연동하여 스마트 홈 서비

스를 제공하는 IoT Hub

* 특징

Multi Protocol(BLE, Zigbee, Wifi, Zwave)을 탑재

2. BCD(Baby Crying Detector)

아기 울음 소리를 감지하여 부모의 스마트 폰으로 아기 울음

을 알림

* 특징

IoT Gateway와 연동하여 언제 어디서든 아기 울음 알림 이벤

트를 수신

BLE 통신을 이용하여 부모의 스마트폰과 1:1로 아기 울음 알

림 이벤트 수신

3. Dingdong

현관문의 노크 및 충격을 감지하여 집중인에게 노크 및 충격

(침입)을 알림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참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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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IoT Gateway와 연동하여 언제 어디서든 방문자 및 침입자 발

생 알림 이벤트를 수신

BLE 통신을 이용하여 통신망 내에서 스마트폰과 1:1로 방문

자 및 침입자 발생 이벤트 수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