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IoT 연동 

3. 환경 및 신체감지 
센서 연동 

1. 영상 플랫폼 구축 

네트윈의 사업 추진 방향 

4.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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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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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platform 

5. 실버케어 서비스 

IoT Sensors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IoT 센서들을 이용 

IoT 센서들에 의해 수집된 
정보들은 분석되어 서비스 
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 
 

• 실시간 모니터링 
• 개인 맞춤형 서비스제공 

네트윈의 현 위치 

네트윈은 IT기술을 통해 우리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N2platform to 

other platform 

N2platform and  

IoT devices 

IoT Devices 

• 가전기구 작동 
• 환경 센서  

네트윈 영상플랫폼에  
IoT 장치 를 연동 



1. 네트윈 영상 플랫폼 솔루션 - Netween’s Key success factors  

경쟁 우위 가격 
• 최적화된 공급 망 
• 라이선스 비용이 없슴 

제품의 차별성 
• 네트윈은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객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 빠르게 개발 / 개선 할 수 있습니다.  
• IoT 장치들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 폰 앱을 통하여 장치들을 보면서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 Made-in-Korea 
• 다양한 설치 사례 



2. IoT 연동 

• IoT 장치를 통해 출입문, 전등, 가전 제품들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눈으로 직접 보면서 가전제품들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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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oT 연동   



3. IoT 환경 센서, 신체감지 센서  

Smart  
Home Gateway 

  

• 온/습도 센서 
• 동작 감지 센서 
• 화재 감지 센서  
• 가스 누출 감지 
• 압력 센서 
• 열 감지기 
• 소음 센서 

환경 센서 

신체 감지 센서 

 (접촉식/비접촉식) 
체온, 맥박, 혈압,  

지방 측정, 음성인식,  

홍채인식, 안면인식 등 

제어 장치 

스마트 폰 앱 

• 조명 제어 

• 전원 제어 

• 온습도 제어 등 

3G/LTE/WiFi 

Server 

Camera 

Router 

• IoT 센서들은 개개인의 생활 패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하기 위해 쓰입니다. 

• 분석된 정보들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위하여 쓰입니다.  



4. Big Data 

• 체온 

• 맥박 

• 수면상태 

• 피부상태 

• 소변측정 

• 바이오리듬 측정 등 

• 움직임  

• 온도 

• 습도 

• 공기 질 
• 소음 
• 먼지 
• 압력 등 

집에 설치되는 다양한 센서들은 개인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쓰여집니다. 

예들 들면, 방이 너무 건조하거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또는 사람의 체온이 정상치 이상이거나 맥박이 불안정한 경우 자동으로  

알려주거나 응급처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Collection & analysis 

N2 Platform 





Netween Smart Silver Service 

 노인 부부: 자식이 돌봐주는 그 상의 편안한 돌보미 서비스 

 독거노인: 청소 및 대행 연결 서비스로 삶의 불편함 해서 

 자녀: 부모님의 근황을 확인, 함께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불안감 해소 

신체 감지 센서 

• 건강상태 알림 
• (Health Advisor) 
• 위기 상황 알림 

체온감지, 심박수, 수면상태,  
음성인식, 홍채인식 등 

• CCTV, 방범 및 보안 서비스 
• 화재, 가스누출 등 알림 서비스 

환경 센서 

열감지,모션감지, 적외선,  
온습도 센서 등 

Big Data 수집 및 분석 

서비스 도우미 

• 모니터링과 리포팅 
• 맞춤형 건강관리 

Control Devices 

• 온습도 제어 
• 실내 밝기 제어 
• 전원 제어 등 

정보수집을 위한 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