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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T클러스터 협의체

위원장 인사말 | Message from the chairwoman

U-IT 클러스터를 구심점으로
산/학/관 상호협력으로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추진,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

안녕하십니까 ?
U-IT 클러스터 협의체 위원장 현진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보통신과 서비스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복잡 다양해지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며, 글로벌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하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이 도래하였습니다.
하나의 기술로 10년을 살아가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업간의 협업과 상생, 그리고 기술혁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협의체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된 U-IT 클러스터를 구심점으로
RFID/USN 관련 산/학/관 약 20여개 업체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연구개발 및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범 국가적 정책방향인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발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U-IT 클러스터 협의체가 지역은 물론, 국가적 산업발전의 선도적 모델로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IT 클러스터 협의체 위원장 현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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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T클러스터

U-IT클러스터
공유기반시설(NIPA)을 중심으로 RFID/USN
관련 산·학·관 유치를 통해 구성된 지역
클러스터 입니다.

U-IT클러스터 협의체
글러스터 입주 산학관 약 20여개 업체로 구성,
공동 R&D 및 사업화, 상호 정보교류 및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 발족된 협의체입니다.

U-IT클러스터 협의체 목표

U-IT관련 산·학·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클러스터화로
산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 근거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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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U-IT클러스터 협의체

산

학

관

U-IT클러스터 협의체 구축을 통한 상호협력 기반 마련
입주기업 협의체 구심점

산학연 협력 공동체 구심점

• 정보교류, 권익향상,사업협력 네트워크

• 공동연구 및 정보공유

• 기업지원 정보 제공 및 상호교류 촉진

• 컨퍼런스 및 워크샵, 공동 전시회

•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

• 첨단-혁신기술 관련 공동 사업 추진

• 애로사항 해소 및 제도 개선

• 상호교류를 통한 인력양성 지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재)인천테크노파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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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

요

주요 연혁 (u-City과 중심)

■로   고 :
■대 표 자 : 이종철 청장
■설립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5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일반현황 (2013년 기준)
• 조   직 : 4본부, 1담당관 16과 66담당 333명
• 세입예산 (2012년 결산 기준)

• 2003.08

인천‘송도·영종·청라지구’를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

• 2003.1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출범, 이환균 초대청장 취임

• 2007.03

U-IT 클러스터 공유기반시설 기공식

• 2007.03

RFID/USN 관련 국내기업 토지매매계약(1차) 체결

• 2007.11

RFID/USN 관련 국내기업 토지매매계약(2차) 체결

• 2008.03

Tomorrow City 복합환승센터 기공, 이헌석 2대 청장 취임

• 2008.06

U-IT 클러스터 종합지원 센터 준공

계

547,500 백만원

• 2008.10

RFID/USN Korea 2009 국제행사 협약식

경특회계

526,924 백만원

• 2008.10

u-City 2008 국제컨퍼런스 개최

일반회계

20,247 백만원

• 2009.04

미국 Cisco System사 U-City 글로벌센터 건립 확약식

104 백만원

• 2009.04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MOU 체결

• 2009.07

Tomorrow City 완공 및 개관

• 2009.08

u-City 국제컨퍼런스 개최

• 2009.10

RFID/USN Korea 2009 국제행사 개최

• 2010.07

RFID/USN 국제컨퍼런스, 이종철 3대 청장 취임

• 2012.04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

공항특별회계

• 세출예산 (2012년 결산 기준)
계

579,162 백만원

경특회계

578,162 백만원

일반회계

1,000 백만원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송도지구), 중구(영종지구), 서구(청라지구) 일원
• 면   적 : 169.6㎢ (송도 53.3㎢, 영종 98.5㎢, 청라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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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개발계획

비젼 및 목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비젼 및 추진전략
• 비   젼 : 창조형 서비스 산업 전진기지화
• 정책목표 (2020)
- FDI 90억불 달성
- 중점 서비스산업을 채택·집중육성 (기업 및 연구기관 1,300개 유치, 일자리 120,000개 창출)
- 개발사업 진행률 100% 달성
• 추진전략
도입기능

글로벌 지식서비스 산업 허브, 복합리조트 집적화, 동북아 물류·유통 중심지화,
신 성장산업 (BT, IT, 항공, 로봇 등) 클러스터

유치산업

국제업무 (금융, MICE 등), 유통, 물류, 의료산업, 교육, 연구, 문화, 관광

재원조달 다각화

인천투자펀드 조성, 지방채 발행 및 용지 매각 활성화

제도지원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지속 발굴, 인천국제공항 복합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등

• 국제도시 기틀 조성 : 2003 ~ 2009
-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 매립 및 앵커시설 건립
• 본격적인 투자유치 : 2010 ~ 2014
- 본격적인 투자 및 기업유치
-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 개발사업의 가속화
• 개발사업 마무리 : 2015 ~ 2020
- 개발 사업 완료
- 도시관리 시스템 시범 운영

IFEZ 지구별 개발계획

■ 개발계획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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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주기능

국제업무
첨단산업
교육의료

항공·물류
관광레저

R&D·첨단부품소재
로봇클러스터

위치

연수구 송도동 일원

중구 영종·용유도 일원

서구 경서·연희·원창동 일원

면적

53.4㎢

98.4㎢

17.8㎢

사업기간

1단계 : 2003~2009

2단계 : 2010~2014

3단계 : 2015~2020

계획인구

259.2천명

294천명

90천명

주요사업

•
•
•
•
•
•
•
•

• 영종하늘도시
• 미단시티
• 용유무의 문화·관광·
레저 복합도시
• 영종복합리조트

•
•
•
•
•
•
•

국제업무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단지
인천TP확대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송도랜드마크시티
글로벌대학캠퍼스

국제업무타운
GM대우 R＆D 센터
테마파크형골프장
시티타워
로봇랜드
IHP첨단산업단지
친환경복합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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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지역 위치도

송도지구

영종지구
송도랜드마크시

IFEZ 위치도

국제업무단지
포스코글로벌R&D
센트럴공원
NEATT

청라지구

Jack Ncklaus
골프장

국제화복합단지

첨 단 산 업

바 이 오 단

영종지구

글로벌대학캠퍼스
지식정보산업단
국내대학캠퍼스

바이오메디파

송도지구

Bio Research

신항물류단

12

IT융합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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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지식정보 산업단지 조성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

• 사업기간 : 2004 ~ 2014
• 위   치 : 송도 2·4공구

순번

회사명

대표자

전화번호

1

교보데이터센터(유)

정금철

032-858-1040

IDC센터, 전산자료 처리,
서브호스팅 서비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40번지
[지구단위계획 Ia-4의 1,2,5,6]

2

한국아이비엠(주)

이휘성

02-3781-7114

IDC센터/전산자료처리/서버 호스팅
서비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40번지
[지구단위계획 Ia-4의 1,2,5,6]

3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주)

황인용

032-850-7114

ECU(제동(ABS, TCS), 조향(EPS),
현가 및 샤시제어), 센서, 카메라,
레이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42번지
[지구단위게획 Ic-15의 1~4] 외 1필지

4

(주)코텍

이한구

032-860-3045

특수산업용 디스플레이 모니터 제조
(의료, LCD, PDP)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43번지
[지구단위계획 Ic-10]

5

RFID/USN 센터

전현철

032-720-8174

RFID/USN 시험인증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13번지
[지구단위계획 Ic-2의 1]

6

(주)신성에이티

강동수

02-6241-6746

TWT(진행파관),
TWTA(진행파관 증폭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79번지
[지구단위계획 Ic-11의 1~6]

7

(주)LNI소프트
외 2개사

임종남
외2

032-426-2770

항공물류시스템,
uSTAR RFID미들웨어, USN미들웨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101번지

8

에이원엔지니어링
코리아(유)

박영길
박영수

032-859-0880

화학기상증착기(CVD), Solar Cell장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102  
[지구단위계획 Ic-14의 1b]

9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신종석

032-457-6000

항공기 관련(Wire Harness, UAV),
광망시스템, 무전기(UHF/HF/VHF/
HCTR), 방송장비, 사격통제방비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11번지
[지구단위계획 Ic-13]

10

(주)지멤스

이상철

032-717-2500

MEMS센서칩, RFID/USN용 태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13번지
[지구단위계획 Ic-2의 1]

11

(주)키스컴

한운수

032-255-2251

RFID리더, RFID안테나,
바코드리본 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16번지

12

대양전기공업(주)

서영우

032-830-5510

자동차용 SENSER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81번지

13

(주)바이텍테크놀로지

현진우

032-834-4860

RFID프린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21번지

14

규델리니어텍(주)

한스
윌리히쿨트

032-858-0541

산업용로봇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22번지
[지구단위계획 Ic-9의 1,2]

15

파이박스(주)

레오
알렉시아킬라

032-814-6742

Control System, Electrical Enclosures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25번지
[지구단위계획 Ic-6의 1,2]

16

산일테크(주)

조갑현

032-850-2800

LED(휴대폰부품),
전자부품(T.P.S , Impeller)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26번지
외 3필지(11-64,65,66)
[지구단위계획 Ic-7]

17

(주)오토닉스

박환기

055-371-5011

RFID Tag, RFID Reader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75번지
[지구단위계획 Ic-1의 3]

• 면   적 : 2,401,744㎡ (산업시설 : 489,193㎡)
• 사업내용 :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
※ 기업유치 (43개사)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RFID/USN센터, 바이텍테크놀러지, KISCOM 등 총18개사
- IBM, 만도-Hella, 휴니드-Boeing, Gudel, 교보데이터센터, A1-Machine, Fibox, 일진반도체,
제이엠테크노, 경신, 세미크론, 리탈 등 총 25개사

RFID/USN 센터

주 소
문의처

14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송도동 24-4)
☎ 032-453-7463 (http://www.ifez.go.kr)

생산품

공장대표주소 (지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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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대표자

전화번호

생산품

공장대표주소 (지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77번지
[지구단위계획 Ic-3의 1]

국제기구 입주현황

18

(주)누리텔레콤

조송만

070-8852-3708

통합센서모듈, 지그비(ZigBee)통신
모듈, 통합프로토콜지원MCU,
저압전자식전력량계

19

아이에스테크놀로지(주)

유갑상

032-850-2630

수중센서, PAS, Level & Flow,
USN시스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78번지

연번

20

(주)캠시스

이헌복
권현진

032-814-4846

RFID태그 및 반도체장비제조,
엘씨디 장비/부품, 카메라모듈제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82번지
[지구단위계획 Ic-5의 2,3] 외 1 필지

1

21

(주)에이스테크놀러지

이경준

032-818-5500

RFID안테나 리더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100번지
[지구단위계획 Ib-2의 3]

22

씨제이시스템즈(주)

정태영

032-211-0311

RFID, IDC, 시스템통합,
시스템종합관리, IT컨설팅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90번지
[지구단위계획 Ia-6의 c,d] 외 1 필지

23

아시아나IDT(주)

김종호

02-2127-8311

RFID리더기, RFID태그, 센서태그,
안테나, 미들웨어(RFID, USN),
모바일RFID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99번지
[지구단위계획 Ib-2의 2]

24

(주)오토산업

최준국

032-818-5500

RFID안테나 리더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100번지
[지구단위계획 Ib-2의 3]

25

(주)블루콤

김종규

032-810-0500

RFID태그, 블루투스(Bluetooth),
모바일부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80번지
[지구단위계획 Ic-4의 1~3]

26

대산정공

박종례

032-817-1471

프린터 센서, 실크인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9번지
[지구단위계획 Ib-2의 1]

27

(주)정호이앤씨

최호선

032-467-1480

무선통신기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85번지

28

(주)이너트론

조학래

032-816-1456

무선 RF 기기

송도애니파크

김영두

032-858-1379

애니메이션, 드라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104번지

30

한울정보기술(주)

백운호

032-810-9500

LED 디스플레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63번지

31

(주)리탈

마틴 로터문더

02-577-6525

산업용 엔클로저시스템 제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8번지

32

(주)경신

김현숙

032-714-7100

스마트 체인박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12번지

일진반도체(주)

김하철

032-714-6604

LED 패키지

설립일

인원(명)

기구성격

관련부서

UNAPCICT(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
(UN Asian and the Pacific training 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2006. 6.16

13

유엔기구

국제협력관실

2

UNESCAP(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Subregional Office for East and North-EastAsia)

2010. 5.17

15

유엔기구

국제협력관실

3

NEASPEC(동북아 환경협력프로그램) 사무국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2010. 5.17

1

국제기구

국제협력관실

4

UNCITRAL 아태지역센터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2012. 1.10

4

유엔기구

국제협력관실

5

UN 기탁도서관 (500권 소장)
(UN Depository Library)

2009. 6.23

1

유엔
프로그램

미추홀도서관

6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 사무국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2009. 7. 1

7

국제기구

환경정책과

7

UNISDR (유엔재해경감 국제전략) 동북아사무소
(UN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eduction Northeast
Asia Office)

2009. 8.11

５

유엔기구

소방안전본부

8

국제방재연수원
(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2009. 8.11

８

유엔기구

소방안전본부

9

AFOB(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
(Asian Federation of Biotechnology)

2010. 5.20

1

국제
민간기구

신성장동력과

10

UN지속가능발전 아태지역센터
(UN Project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2. 6.8

8

유엔기구

환경정책과

11

GCF 본부(녹색기후기금)

2013. 12.4

2014(상)50

유엔기구

GCF전략과

12

World Bank(세계은행) 한국사무소

2013. 12.4

20

국제기구

전략서비스
산업유치과

13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

2013. 12.4

10

국제기구

市 자치행정과
기획정책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78번지

29

33

16

회사명

기

구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81번지

34

제이엠테크노(주)

백경애

032-858-8838

자동차용 릴레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83번지

35

(주)셀트리온

서정진

032-851-1522

생물의약품(관절염치료제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3-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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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

감

개

1실 3본부 1연구소 11부

장

인천지능형
로봇연구소

사

로봇랜드사업부
로봇산업진흥부

요
경영기획실

인프라 조성본부

산업협력본부

JST 본부

■로   고 :
평가
기획부

■대 표 자 : 조성갑 원장

경영
관리부

전략
개발부

IT융합
진흥부

Cloud
센터

■설립 목적 : 인천지역 지식정보산업 육성

콘텐츠
산업부

기업
지원부

소프트웨어
진흥부

창업
기반부

남구 CT
지원센터

벤처기업
지원센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송도BI센터

창업
육성부

•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디지털콘텐츠, 로봇기술 등 인천 지식 정보산업 육성
• 인천 IT산업의 성장기반 확충 및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 인천지역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선도하는

IT 컨버전스 강소기업 집중 육성기관

중점 추진과제

18

1. 해외 IT 시장 개척

2. 지역 IT기업 경쟁력 강화

3. 기술창업 및 고용 활성화

4. 지역 협력 네트워크 기반 구축

5.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6. 창의적인 콘텐츠산업 육성

주요 연혁 (u-City과 중심)

• 2013. 9

로봇랜드 착공식 개최

• 2013. 6

인천N방송 시범개통

• 2013. 2

중소기업맞춤형원스톱지원서비스(BizOK) 오픈

• 2012. 11

인천클라우드센터(ICC) 개소

• 2011. 6

제6대 조성갑 원장 취임

• 2011. 5

제물포스마트타운(JST) 개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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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 조성 및 지능형로봇산업육성
주요사업방향

■국책사업 및 인천시 신규 사업 기획·개발

■고용활성화(JST타운 조성,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등)

■지역IT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 개척

주요 사업 및 제품 (지원분야, 교과분야 등)
■인천클라우드센터(ICC) 및 BizOK 등 인천시 주요 시스템 개발 운영
01 지역SW기업성장지원사업
지역 기업을 발굴하여 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기술지원, 네트워크구축을 지원하여 지역SW산업의 성장
잠재력을확충 및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여

02 지역SW융합사업
SW제품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및 지식서비스 내 SW연계 서비스, SW기술의 융합을 통한 제춤 및
서비스 상용화·품질관리 지원을 통한 지역 맞춤형 SW수요시장 확대 및 외산제품의 국산화를 통한
인천소재 전문기업 육성

■창의적인 콘텐츠산업 육성

03 벤처펀드2호 조성사업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창업기업에 안정적인 투자자금 공급,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
제공

04 창업활성화지원
진흥원 벤처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세무·
특허·법률·자금분야 경영상담과 컨설팅, 사업화 지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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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
창업초기 기업에게 업무환경 및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인천지역 창업활성화

(재)인천테크노파크

06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조성사업
맞춤형 창업지원프로그램(교육, 공간, 사업자금 등의 단계적인 지원)을 운영하여 신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07 스마트 앱 창작터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앱 개발, 앱 설계, 디자인, 개발 등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고급 인력양성
및 앱 전문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기여

08 중소기업맞춤형원스톱지원서비스(bizok.incheon.go.kr)
프로그램 개발, S/W, H/W 유상유지보수 지원, 온라인사업접수를 통한 사업제안의 편리성과 효율성
확대 및 관내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 통합 제공 및 제품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09 인천N방송 운영사업

개

요

■ 설립근거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시, 제정 1998. 3. 1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산업부, 제정 1998. 9. 23)

- 인천 관내의 공공·기업·시민의 방송 콘텐츠를 다매체(PC, 모바일, 텔레스크린 등)를 통해 제공하는
시민참여형방송시스템 운영
- 시민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양방향 서비스를 통한 소통행정 구현 및 인천 관내 훈훈한 사연
방송을 통한 인천시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설립목적

10 지능형로봇산업육성지원

■ 주 소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송도동 7-50)

로봇기업들의 제품 및 기술의 사업화, 창작로봇교실, 글로벌 어린이로봇캠프 등을 통한 관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인천 지능형 로봇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홍보 기회의 장 마련

■ 일반현황

11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인천지역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역량 결집
•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창업 촉진을 통한 인천경제 활성화에 기여

• 조 직 : 2본부 5실 4센터(박사 18명, 석사 11명)

로봇과 뮤지컬의 융합을 통한 신 문화콘텐츠 산업 개척, 로봇뮤지컬 어트랙션 상용화 를 위한 모듈기반
로봇 및 무대장치 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로봇뮤지컬 상품 모델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원

12 문화산업진흥지구조성사업
원도심을 중심축으로 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문화산업의 취약성 해소, 문화 최적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지향적·문화적 이미지 구축

13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지원사업

기술혁신사업화본부

자동차산업지원센터

바이오산업지원센터

융복합산업지원센터

☎ 032-250-2000 (http://www.iitpa.or.kr, http://www.i-cc.or.kr)

경영지원본부

기 업 지 원 실

문의처

한중기업협력센터

단 지 관 리 실

(402-711)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229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감사실

경 영 지 원 실

22

주 소

전 략 기 획 실

인천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지역의 스토리 텔링 자원
발굴 및 콘텐츠제작 환경 조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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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개
•기 관 명:

(재)인천테크노파크

비젼 및 목표

• 대 표 자 : 이 윤 원장
• 임 직 원 : 60 명

■ 미   션 : 인천 산업기술 발전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 홈페이지 : www.itp.or.kr / dc.itp.or.kr
• 주요지원업무
- 기술개발 지원, 시험생산 지원, 기업성장 지원, 자동차부품산업 지원, 바이오산업 지원, 기술
거래 촉진·사업화 지원,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산업·기술정책 기획, 시설 및 장비 지원

■ 비   전 : 경제수도 인천의 발전을 선도하는“수도권 지식기반산업의 허브”
■ 전략목표
• 수도권 최고의 산업기술단지 조성

■ 주요사업

• 단지역량 및 특화서비스 강화

• 기술경영통합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기업 성장 지원
• 지역산업 혁신주체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 산업·기술정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기획
• 연구개발 및 시험생산관련 장비활용 지원
• 기술생태계 조성·운영

• 재정건전성 및 지역경제 기여도 제고
• 투명한 경영과 신뢰받는 기관으로의 조직재건

■ 전략과제
• 지역기술혁신 거점 구축

• 산·학·연·관 연계 협력체계 확립

•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 및 육성 기획

• 조직의 경쟁력 확보 및 효율적 운영시스템 확립

• R&D 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 지원 확대

• 글로벌 네트워크 허브 구축

• 법인의 재정 자립 기반 구축

• 책임 경영 및 고객 만족도 제고

• 기업 맞춤형 특화 서비스 내실화

• 산업·기능별 전문인력 양성

주요 연혁 (최근 3년)

• 2012.02

STEP Together 선포
※ 기술개발 및 사업화(R&BD) 지원에 중점을 둔‘STEP Together'는 맞춤·밀착·연계

기술혁신의 메카, 인천테크노파크!

지원 등 3대 핵심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해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시장 창출형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지원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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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

법인 명칭 변경(송도 → 인천테크노파크 )

• 2011.02

제7대 이윤 원장 취임

• 2011.11

인천시 교육청과 MOU 체결

• 2011.12

포스코와 벤처창업 촉진 및 자립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

• 2010.01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기업지원사업 협력협약

• 2010.07

송영길 이사장 취임

• 2010.07

인천지방중소기업청과 인천지역 휴먼특허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국내 최초의 집적형 산업기술단지입니다.
지역 기술혁신의 거점인 인천테크노파크는
기술혁신 엔진,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인천의 기술 포털 및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를 구현합니다.

“

”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내는 기술, 인천테크노파크의 미래입니다.
동북아의 산업, 경제, 기술의 중심,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의 성장을 곁에서 돕는 기업의 동반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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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산업 지원
주요 지원사업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 주간 자동차산업 리포트 발간 : 100회
- 국내·외 자동차 기술동향 및 시장 정보 제공
- 지역내 약 300개 기업·기관 총 605명 대상

■ 주요지원사업

■ 기업 교류회,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14회)
- 교류회 운영 및 신기술 세미나 실시
- 동반상생 협약식 지원
- 미국 알라바마주 오펠리카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 기술개발 : 기술혁신 지원, 인천전략특화 지원, 기업-테크노파크 협력 공동 기술개발 지원 등
• 시험생산 : 시제품 신속개발, 중간소재 상용화 지원, 모터 시험인증 지원 등
• 기업성장 : 산·학·연 네크워크 구축 및 운영, 경영마케팅 지원 등 통합적 기업 지원

기술 개발 지원

• 자동차부품산업 :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자동차부품 시험평가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 주력제품 기술개발 지원 : 14건
- 144.7억원 매출 증대, 27명 고용 창출

해외마케팅지원

• 바이오산업 : 네트워크 구축·운영, 장비구축 및 사용 지원, 시험분석 등 기술지원

■ 자동차산업 리포트를 통한 수출 상담
지원 및 정보 제공 : 100회

• 기술거래 촉진·사업화 : 기술거래 중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수출 물류 지원 : 6개사

•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 현장 애로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기업 혁신역량 강화 등 교육

경제적파급 : 627억원
고용창출 : 313명

■ 현장 애로기술지원 : 38건
- 153억원 매출 증대, 77명 고용 창출
■ 부품시험평가 지원 : 93건
- 225.7억원 매출 증대, 77명 고용 창출

■ 국내·외 제품 홍보지원 : 5개사

■ 총145건 지원, 553.4억원 매출증대
181명 고용 창출

프로그램 운영
기술지원 기반구축

• 산업·기술정책 기획 : 지역과학, 산업기술 정책연구, R&D사업 기획·평가·관리, 지역기업

■ KOLAS시험인정기관 유지 및 관리

R&D과제 기획 지원 등

■ VTL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술 확보
- 진동소음 및 구조해석 인력장비 확충
- 구조 및 내구해석 소프트웨어 구축
• NASTRAN(구조, NVH해석)
• FEMFAT(내구 피로 해석)

• 시설 및 장비 지원
- 주요시설 :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및 교육장, 비즈니스 공간 제공

■ 시험평가기술 기반 구축

- 주요장비 : 쾌속조형기, 광학식 역설계 장비, 설계해석SW, 진공 열처리 시스템,나노분체 제조
장치, 고온 소결로, 고온탈지로, 분리정제시스템, 고속원, 심분리기, 액체크로마토
그래프 질량분석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등

■ 시험생산 지원
■ 기술거래 촉진·사업화
사업영역

기 능

기술평가지원

중개알선

기술거래지원

인천
기술이전센터
(ITTC)

기술사업화지원

이전/도입 희망 기술 발굴
판매 희망 기술 홍보
사업화 지원 알선 및 연계

중점지원형태

대학기술이전센터

투자희망기업

기 업 연 구 소

자

가

창업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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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계

진동시험

시제품
제작지원

자동차
부품시험

전산해석
왁스
패턴제작

유관조직과 협력체계구축
기술이전 교육 및 세미나

투

• 개발기간 단축 요구
• 고가의 장비 필요
• 전문인력 부재

ITTC네트워크

지역 기술공급기관
기술거래 전문기관

쾌속조형

중간소재
상용화 지원

분말생산

내구시험

유압
가진시험

조직분석
박막코팅

• 기업경쟁력 강화
• 개발비용 절감
• 신속한 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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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산업 지원
주요활동
기술융합 촉진

의약품
바이오
융합
식품

분야별
네트워크
운영

전문인력양성

기업지원
화장품

기업지원

1. 소재개발 지원

국제경쟁력 강화 및

2. 시제품 제작지원
의료기기

글로벌 R&D허브

3. 제품인증 지원

바이오
에너지

기반 구축

4. 수출 지원

해외연구인력 유입,
원천기술확보

인천테크노리더스포럼
車부품 재제조協 토론회 개최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참가

한·스페인 기술교류회 개최

인천뷰티코스메틱협의회 개최

주요시설

시험생산동

갯벌타워

미추홀타워
본관

미추홀타워
별관 A동

미추홀타워
별관 B동

연면적(㎡)

9,561㎡

26,994㎡

58,630㎡

9,532㎡

7,627㎡

규모

지상3층

지하3층
지상21층

지하2층
지상21층

지하1층
지상6층

지하2층
지상6층

준공일

2003. 2

2004. 6

2009. 3

2003. 5

2009. 3

구분

건물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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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송도동 7-50)

문의처

☎ 032-260-0700 (http://www.i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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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요 연혁

(IoT기술지원센터)
개

• 201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능통신사업단으로 편입

• 2012

기술상용화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 2011

NFC포럼 지정시험소 인정
KOLAS 유무선 통신기기분야 인정 획득

요

■로   고 :
■대 표 자 : 박수용 원장

비젼 및 목표

13. 11월 현재)
■조직현황 : 1단장 3팀 ( ’

안녕하십니까. IT융합의 근간인 사물인터넷(IoT)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인천경

지능통신사업단

제자유구역 송도에 세계최고 수준의 공유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술지원팀

IoT개발지원팀

IoT사업팀

• 서비스 참조모델 개발 및 R&D
품질지원
• 현장애로기술 해소 및
기술상용화 지원
• u-IT 클러스터 협의체 운영

• 시제품제작 등 개발지원
• 표준, 성능, 신뢰성 등 기술분석
및 시험지원
• 품질체계 및 국내·외 지정
시험소 운영
• 공유기반시설 운영

• IoT 신기술 검증 및 현장적용
• IoT 산업확산 신규모델 사업화
• 산업확산 법제도 개선
• 산업실태조사, 전시회 등
확산환경 조성

■IoT기술지원센터 주요시설
규모

주요기능

세부시설

장비지원실

1,653㎡

RFID/USN 관련 장비지원

RFID/USN 계측장비

성능·표준·
신뢰성 USN
시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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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7,602㎡

RFID/USN 조립 장비지원

RFID/USN 성능시험,
신뢰성시험, 표준시험,
실증시험

에게 공유기반시설, 기술지원, 컨설팅 등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더 좋은
미래를 바라는 모든 기업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RFID, USN, M2M 등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구분

시제품조립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상용화·제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들

제품·서비스의 실용화·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

Reel to Reel RFID Flip Chip Bonder, Multi Chip
Bonder for Die Attach and Flip Chip Bonding,
Wire Bonder, Dispenser, 3D X-ray CT
Microscope, Scanning Acoustic Microscope,
Laser Confocal Microscope, Measuring
Microscope, Bond Strength Tester
RFID/USN 성능시험실, 안테나챔버(10m, 7m),
인식거리챔버(4m), Anechoic Chamber with a
conductive ground plane (25m), 실증시험시설
(컨베이어포털, 도어포털, 기후환경), 표준인증시설,
신뢰성장비, 인증시설, RFID/USN 표준인증시설,
ZigBee, Bluetooth, Sensor Network, RTLS

세계최고의 RFID/USN
공유기반시설로서의 u-IT기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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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D/USN 서비스활성화기반 구축사업
주요 지원 사업
• 수행내용 : 다양한 응용분야별 RFID/USN 기술의 도입·확산을 위한 참조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시험방법론 개발 및 시험지원 등

■ 기업 현장애로기술지원 해소 및 기술컨설팅 사업
 FID/스마트센싱, M2M 기술 등의 신규 도입 또는 확대 적용을 위한 투자효과
• 지원내용 : R
분석 및 도입방법 제시, 기술검증 서비스 지원

연차별 추진 로드맵

• 기술컨설팅 주요 선정과제(2013년)
주관기관

과제명

기대효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2012.6월~2013.5월)

(2013.6월~2014.5월)

(2014.6월~2015.5월)

의약(수액제)
주류(수입양주)
자동차(부품)
가전, 의류

의약(향정·마약)
주류(와인) 패션잡화,
택배 지능형전력망,
화재감시

주류(소주·맥주)
타이어, 신선제품
병원(환자정보)
가스검침, 사면관리

한국가스안전공사

RFID를 이용한 LPG용기 통합관리시스템 적용성 검토

태그 890만개

(2011.6월~2012.5월)

바이엘크롭사이언스

RFID기반 작물보호제의 유통선진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 분석

태그 1400만개

GS칼텍스

윤활유 생산, 저장, 출하, 유통 등 RFID적용 물류관리시스템 구축

태그 600만개

의약(카톤·바를)
주류(국산양주)
위치정보(주차)

하이원엔터테인먼트

스마트카지노 구현을 위한 주파수법 RFID 적용기술 확보

신규시장 창출

미래부·복지부·식약처

RFID기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위한 기술적 적용 검토

부처협력과제

>>

>>

>>

• 주요성과 (2013년)
- 280건의 산업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절감 60억원, 기술향상 17% (56개사 평균)
- 개발기간단축 1.9개월 (54개사 평균)

■ 공급기업 기술상용화 지원 사업
• 지원분야 및 대상 : RFID/스마트센싱, M2M 기술 적용 산업분야로서 특화태그, 센싱제품 및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상용화 가능 제품 대상 지원

- 자동차분야 특수태그 국산화, 의류분야 세탁태그 품질 개선, 소형 의약품 복수 인식률 개선 등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5%이내를 정부에서 지원(매칭펀트 방식)

■ IoT 개발기원 및 기술지원 서비스

• 국내기술상용화 주요추진 과제(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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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주관기관

수요처 (예상수량)

• 공통기술 개발지원

자동차 도장공정 관리를 위한 고온용 RFID 태그 개발 및 상용화

보나뱅크

한국GM (5천개)

시제품 제작

장비지원

신뢰성

전자파

USN기반의 방폭형 스마트센싱 데이터 로거 개발

한국플랜트관리

소프트랩 外 3사 (850개)

칩패키징, 제품분석

온습도, 열충격시험
기계적, 특수환경시험

안테나, EMC시험

스마트 태그를 이용한 통학 이동차량 어린이 안전 서비스

이도링크

양산시청
(2~3개소 시범사업)

범용계측장비,
RFID/USN개발장비

초소형 메탈태그 생산공정 확립을 통한 상용화 개발

네톱

청호컴넷 (500천개),
한미IT (500천개)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한 휴대형 RFID 리더 시스템 개발

지니

진명정보 外 2사 (6천개)

• IoT 요소기술 개발지원
RFID

13.56MHz, 433MHz, 900MHz 대역 및 NFC 표준규격시험 및 성능시험 등

USN

UNS 제품의 네트워크 성능 및 센서 정확도 시험, Bluetooth 사전인증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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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T/PCT 서비스
- BMT (Benchmark Test) : RFID/USN 기기 성능 비교시험
- PCT (Performance & Conformance Test) : 사업의 완성도 검증시험
- 대표 지원 사례
사업명

주관기관

대상장비

주류유통 정보 시스템

국세청

RFID리더,
RFID병태그

RFID/USN 의약품 생산유통 선진화 관리시스템

경동제약, 일동제약,
CJ제일제당

UHF RFID리더,
태그

USN을 활용한 대형선박배관품 이동작업장 안전관리 시스템

대우조선해양

후방감지기,
USN노드

02
U-IT클러스터 협의체

교육기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씨윗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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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82 (송도동 11-13)

문의처

☎ 032-720-8174 (http://iot.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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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개

요

주요 연혁

■ 로   고 :
■ 대 표 자 : 최성을 총장
■ 설립 근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12. 1. 17제정)

• 1979.03

인천공과대학(5개 학과) 개교

• 1988.10

종합대학교 승격

• 1994.03

시립 인천대학교로 전환

• 2009.08

송도캠퍼스 이전

• 2010.03

인천전문대학과 통합대학 출범

• 2013.0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출범

■ 일반현황 (2013년 기준)
• 조   직 : 6처 2본부, 12대학 8대학원 31팀
• 행정기구 : 교무처, 입학학생처, 기획예산처, 연구산학처, 대외교류처, 사무처,
제물포캠퍼스운영본부, 대학건설본부

비전 및 목표

• 교육기구
단과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공과대학, 정보기술대학, 경영대학,
동북아경제통상대학, 예술체육대학, 사범대학, 도시과학대학, 생명과학기술대학

대학원

일반대학원, 동북아물류대학원,교육대학원, 정보기술대학원,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공학대학원, 문화대학원

VISION

지역의 인재를 창의적인 세계의 인재로
양성하는 대학

•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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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총 402명 (남 330명, 여 72명)

직원

총 236명 (남 144명, 여 92명)

재학생

총 16,030명
• 학사 : 총 14,619명 (남 8,670명, 여 5,949명)
• 석사 : 총 1,122명 (남 596명, 여 526명)
• 박사 : 총 289명 (남 211명, 여 78명)

OBJECTIVE

2020년 5대 거점 국립대학 진입

창조적 교육혁신

연구력 향상

MISSION
지역 발전 선도

국제화 역량 강화

성과주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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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제도
주요 사항

학비면제 등 33가지 유형의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
동북아국제통상, 이공계인력육성, INU차세대리더, 공로장학금(고시 합격생 등), 인천시민(인천시 소재
고교졸업생 입학금 면제), 가족사랑, 마일리지 장학금 등

■ 국제교류
세계 26개국, 160개 대학 및 기관과 교류협정 체결하고 국제교류 활동중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대만, 중국, 몽골, 일본, 폴란드, 러시아, 벨기에, 네델란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인도, 호주 등)

■ 지역 사회 연계

취업경력개발원

사회봉사센터

지역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역사회와 대학간 봉사수요 발굴 및
연계를 추진하고자 2013년 개조하여 운영중

우수기업
전문교수 제도

대학과 기업체간 능동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학생들은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배우고 기업체는 필요한 인재상을 조기에 발굴하는 제도로 활용

취업경력개발원의 궁극적인 목표는『행복한 인재양성』입니다. 인생의 비전을 설계하고 진정 원하는

계약학과

산업체수요에 의한 맞춤식 직업교육체계를 대학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실용적 인재양성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현명한 진로선택과 성공적인 경력계발 및 취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

필요한 인재가 있으시면 취업경력 개발원과 상담해 주시면 항시 맞춤형 추천이 가능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생들의 멘토로서 대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진로와 취업을 담당
하고 있으며, 학년별ㆍ학과(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학협력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 국책센터, 국책사업단 운영
기술지주회사

(주)그린파이오니아, (주)클린에어나노테크, (주)인천바이오, (주)에듀키움

국책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인천기계전자지역혁신센터, 멀티미디어연구센터,
인천과학영제교육원,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동북아전자물류연구센터,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국책사업단

인문한국(HK)지원사업단,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단, 스마트워터그리드(SWG)연구단,
안전과학욕육연구소

취업경력개발원
홈페이지

• http://job.incheon.ac.kr
• 공지사항, 취업뉴스, 취업자료실, 채용정보, 자격증 동영상강의, 인턴십, 공모전 등

SNS 운영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inucareer
• 트 위 터 : http://twitter.com/inucareer

맞춤형 인턴십
「현장실습」

• 학과(부)와 연계 중인 기업체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현장경험과 사회적응력 강화
• 현장실습을 통한 역량강화로 사회가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양성
•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조기 취업
• 모집시기 : 매년 하계 및 동계 방학 전 학과(부)에서 모집
•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취업경력개발원으로 연락 주시면 매칭을
도와 드립니다.

채용설명회 개최

• 학생들의 기업 및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기업 인사담당자 초청 채용설명회 개최
• 지역 우수기업 발굴을 통한 채용설명회 진행 및 현장 인재매칭

기업체 및
기관 연계 인재매칭

• 취업전문컨설턴트의 컨설팅을 통하여 취업전략 상담은 물론 이력서클리닉,
면접클리닉 등 제공
• 기업 인재 수요에 맞는 인재추천, 상담학생 인재매칭

업종별 직무특강

• 취업준비중인 고학년에게 업종과 직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자기소개서 작성과 직무역량면접에 활용
• 금융/유통/제조/마케팅/해외영업/건설/플랜트/외국계기업/IT 등
• 운영기간 : 학기중

인천대학교 송도 캠퍼스 및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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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직무적성 및
인성 검사 모의시험 실시

• 대부분의 기업에서 서류전형 합격 후 직무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실시하는 추세에 따라
취업준비생의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합격률 제고를 위하여 채용시즌에 실시

선예원
(국가고시반)

•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국가고시를 통해 핵심인재를 배출하고
우리대학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운영하고 있음
• 선발분야 : 국가고시, CPA, 공무원, 금융권
• 선발기간 : 매학기 시작 전
• 신청자격 : 직전학기 평점평균 성적 3.5 이상, 토익성적 700점 이상
(2개 조건 모두 충족하면 추천 및 신청 가능)
• 선발인원 특전
① 선예원 시설 사용
② 급량비, 동영상 강의수강료 및 서적 구입비 일부 지원

잡카페‘라온’

Job Library

• 학생들이 편하게 찾아와 취업관련 정보교환 및 진로, 취업지원을 위한
One-Stop Service 공간
• 우리대학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의 채용설명회, 채용면담,
멘토링 및 취업스터디 공간으로 활용
• 취업준비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 놓은‘테마도서관’으로 자격증, 인적성 수험서 등
취업관련 도서와 간행물 및 기업발간 사보 비치

씨윗코리아 (CEWIT Korea)
개

요

■ 로   고 :
■ 대 표 자 : 김춘호 원장
10. 2 .4(지식경제부))
■ 설립 근거 : 민법 32조 (설립허가:’

■ 설립 목적
미국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산하 씨윗(CEWIT) 연구소의 분원으로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 중 전자·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융합응용 연구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연구기술 협력증진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의 혁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정관2조)

■ 일반현황 (2013년 기준)
• 명   칭 : 씨윗코리아 (CEWIT Korea)
• 설립형태 : 미국 CEWIT 연구소 한국 분원 (외국인 출연 비영리 연구법인)
• 연구분야 : 무선·정보통신 원천기술, IT융합기술
• 개 소 일 : 2010년 2월 23일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한국뉴욕주립대 4층
• 원   장 : 김춘호 (한국뉴욕주립대 총장 겸임)
Yacov Shamash (스토니브룩대 경제개발 총괄 부총장)
• 이 사 장 : 오명 (스토니브룩대 University Professor, 웅진 폴리실리콘 회장, KAIST이사장,
주 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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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도 캠 퍼 스 : (406-77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12-1)
제물포캠퍼스 : (402-808)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165 (도화동 193-6)
미추홀캠퍼스 : (406-740)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前건국대 총장)
• 인   력 : 19명 (2013. 12. 기준)

☎ 032-835-9600 (http://www.inche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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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주요사업

• 2009.12.28

IFEZ - CEWIT 연구원 설립 협약 체결

• 2010.02.23
• 2010.03.06

씨윗코리아 연구원 개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원 협약 체결

■ ICT, ICT 융합 연구
• 주요 연구 분야
- Software Quality Engineering

- System Biology

(1차년도, 20억원) (지원기간: 2010.02.23. ~ 2011.02.22)

- Smart Device

- Smart Energy

• 2010.09.27 ~ 29

CEWIT Conference & Expo 2010 개최

- Distributed System

- Certificated and Test

• 2011.02.23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원 협약 체결

- Medical and Health Device

- 3D Media

(2차년도, 16억원) (지원기간: 2011.02.23 ~ 2011.12.31.)
• 2011.05.01

전기차 에너지 최적제어기술 개발과제 수탁(산업원천)

• 2012.02.27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원 협약 체결

NYC Street Map Network 와 Builidng Block

(3차년도, 20억원) (지원기간: 2012.02.27 ~ 2012.12.31)
• 2012.05.01
• 2012.11.05 ~ 06

DLNA 자동시험인증 SW개발 과제 수탁(산업원천)
CEWIT Conference & Expo 2012 개최

• 2012.11.23

한국 신뢰성 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 2013. 3.14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원 협약 체결(4차년도, 20억원)
(기간 : 2013.1.1~2013.12.31)
RoadXML 데이터를 이용한 도로 모델 생성

비젼 및 목표

■ 씨윗코리아 비젼 및 추진전략

NYC 와 JFK 간 주행 시험용 도로 모델

• 비   젼
한·미 양국의 첨단 기술 교류를 통하여 양국의 국가적 기술 비전을 새로이 발전 시켜 나아가며,
세계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유지, 향상 시키는데 이바지
• 목   표
- 한 미 간 ICT 분야 중심의 첨단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 인천 지역 중소기업 연구 개발 및 제품 개발 지원
- 우수 기술 보유 중소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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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기차 기반 그린수송시스템 개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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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사업화 센터
• 설립 목적
기술 거래, 기술 실현, 상업 생산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하여 기술의 가치를 높이고
시장 진출을 지원
• 업무 내용

<차세대 전기차 기반 그린수송시스템 개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기술 거래

기술생산자와 기술소비자와의 매칭, 원활한 기술 소개 프로세스 제공,
기술 거래 계약 지원, 기술 개발 지원

기술 실현

신속한 샘플 제작 지원

상업 생산 지원

생산 기술 라인 설계 지원, 생산 프로세스 최적화 지원, 생산 원가 절감 방안 지원

마케팅 지원

적정한 소비자/매수자 발굴, 국제 교역 지원, 지역 마케팅 컨설팅

■ 신뢰성 시험 인증 센터
• 설립 목적
- 신뢰성 시험 평가 분석 및 고장분석을 통한 부품/소재의 신뢰성 확보
- 중소기업이 확보하지 못한 신뢰성 평가 분석 장비 구축 및 업계 지원
- 신뢰성 평가를 통한 중소기업의 부품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성능시험, 고장분석, 환경시험 등을 통한 중소기업 품질 경쟁력 강화 및 업계 지원
• 업무 내용
- 전자/자동차 관련 부품의 신뢰성 평가 대행
- KOLAS 인증 등의 정부 인증 대행
- 신뢰성 평가 컨설팅 및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창업보육센타
미국 뉴욕주 Long Island 에 위치한 CEWIT 본원

• 설립 목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 업무 내용
- 해외 진출 컨설팅
- 해외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장비, 인력)
- 공간 등의 예비 창업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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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D-2003

문의처

☎ 032-346-7700 (http://www.blakst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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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이프솔루션즈

대양전기공업(주)

(주)이너트론

디트론(주)

이노바인텍(주)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인천유시티주식회사

블락스톤(주)

(주)지멤스

아이에스테크놀로지

키스컴

U-IT클러스터 협의체 안내서

산업체 | 대산정공

대산정공

주요 연혁 (최근 3년)

• 2013

NEW Project KMc 14 MY, UM
Awarded Continental SJC Best Supplier

개

• 2012

요

• 2011

Registered as Strategic Supplier List of Continental Automotive
Awarded 1 Milion Dollar Export
VDA 6.3 PROCESS AUDIT PASS

■ 로   고 :
■ 대 표 자 : 박종례
■ 설 립 일 : 1983. 07. 10

비젼 및 목표

■ 주요계열사 : (주)대산테크
■ 사업설명

■ 주요사업분야 (표준산업분류코드)
자동차부품, 실크인쇄, 프린터센서, 전열전도소재, RFID, PCB, 전자부품, 전자통신, 반도체센서
(343000, 300101, 300201)

• 용도 : 운행속도와 엔진회전 등의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제품
Dial Panel
(3D, 2D)

■ 종업원수 : 60명
■ 홈페이지 : http://www.daesani.com

3D Dial Panel

• 특징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스크린 인쇄 후
압공기술을 이용하여 정확한 성형을
한 제품
2D Dial Panel

대산정공 - 제1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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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산테크 - 제2공장

자동차 성형부품

• 용도 :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 특징 : 브랜드 이미지의 미적효과 부각 및 품위와
개성 유지, 내구성 강조

계기판 모듈

• 용도 : 연료게이지 및 온도게이지 모듈
• 특징 : 운전자의 차량정보 집약으로 차량상태 확인

기타 인쇄

• 용도 : 가전제품용 인쇄파트
• 특징 : 인쇄를 통한 각종 가전제품의 고급스러움
표현

잉크

• 용도 : 프린터용 잉크
• 특징 : 대산정공의 자체기술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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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젼 및 목표

• 자동차 성형부품

제품력 강화를 통한
경쟁 우위 확보

해외시장 다변화 및
마케팅 강화

• 다이얼패드→다이얼 모듈로
제품 확장
• 고객의 충성도를 바탕으로 한
고객 점유율 향상
• 프린팅과 성형기술을 바탕으로
RFID, FPCB 신제품 개발

• 독일 VDA 해외 인증획득을
기회로 해외영업 확대
• 전시회 참여와 현지 상담 강화
• 독일 및 중국 진출 교두보 확보

국내시장 매출
다변화
• 집중화 전략에서 Long-Tail
전략을 병행
•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강화 :
RFID
• 프린팅 기술관련 제품 매출
확대

Grill

Handle F/door

• 라디에이터의 냉각에
필요한 공기를 받아들이는
통풍구 역할을 하는 장치

• 차량용 출입용 손잡이

Fender liner

Mud gurd

연구개발
강화

RFID, FPCB
기술인력
영입

자동차
부품매출
다양화

핵심성공요소

산/학/연
협력강화

• 뒤에 오는 차량에 대해 먼지를 날리게
하거나 돌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뒷바퀴
뒤쪽에 설치한 흙받이

• 자갈이나 모래, 진흙과 같은 이물질이
비산될 때 발생하는 충격력과
소음유발을 배재할 목적으로 설치

(Critical Success Factor)
• Electronics Control Panel

주요 사업 및 제품

■ AUTOMOTIVE PART

키패드

슬라이드

Conterol Panel

스핀이나 3D패턴을 PET, PC,
아크릴과 같은 필름이나
종이에 가공

Gradation effect효과를 위한 dot
분사를 통한 색상 및 이미지 구현

냉장고, 세탁기, 오븐 등에 사용
되어 가전제품을 제어

■ RFID TAG
Incoming

50

R2R Screen printing

IR Drying

Blanking (Cutting) Inspection and P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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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 대산정공

대양전기공업(주)

특장점 (인증/수상, 특징적 활동 등)

■ 인증현황
KS ISO 14001:2009

ISO TS 16949:2009

INNO BIZ

ISO 14001:2004

개

요

■ 로   고 :
Certificate of Patent

Certificate of Patent

Company Lab

Koita

■ 대 표 자 : 서영우
■ 홈페이지 : www.daeyang.co.kr
대양전기공업 ( Daeyang Electric)

벤처기업 확인서

유망중소기업선정서

INNO-BIZ 확인서

■ 수상현황

계열사 (Affiliated Companies)

본사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03번지
Tel 051-200-5211, 5213, 5209, 5221, 5281
Fax 051-200-5210

(주)대양계기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612-3
Te 051-200-5212, 5223, 5340, 5347
Fax 051-200-5249

서울사무소 / 디자인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2-19번지 수본빌딩 5층
Tel 02-715-3492~3
Fax 02-715-3495

(주)대양전장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317-2
Tel 051-414-9937-9
Fax 051-414-9940

납세의무 표창장

우수기업인상

센서사업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1-81
Tel 032-830-5510
Fax 032-830-5509
R&D연구소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02번지
Tel 051-200-9549, 9560, 9558, 9534, 9529
Fax 051-200-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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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405-84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53-6

문의처

☎ 032-817-1471 (http://www.daesani.com)

전기/전자/송풍기사업부
부산시 사하구 송정동 1612-2
Tel 051-200-5410
Fax 051-200-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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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 대양전기공업(주)

LED Light

주요 연혁

• 2013

자동차 ESC 장착용 압력센서 신규수주 획득
송도 센서사업부 ESC 장착용 압력센서 생산라인 구축

LEA-WS

LEB-NF

LEB-NL

LEB-NT

EX-614

LEB-NF

LEBA / LEBD / LEBB

LECD09-U

A2L-SM06H (Masthead)

A2L-SP04H (Port)

A2L-ST04H (Starboard)

A2L-SY04H (Towing light)

LS08-23PBCB (Blue)

LS08-23PBCR (Red)

LS08-23PBCW (White)

LS08-23PBCG (Green)

자동차 ESC 장착용 압력센서 개발 시작
• 2012

(주)만도 협력업체 등록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TS-16949 인증획득
7월 MDV(Mine Disposal Vehicle) 개발 완료

• 2011

KEPIC 인증 취득 (대한전기협회)
코스닥시장 상장
한국수력원자력 공급자 승인

비젼 및 목표

■ 사업설명
•조 명
우리는 오랜 경험과 조명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조명 엔지니어링을 추구 할 것이며,
환경적 조명과 산업 환경에서의 조명등과 같은 모든 분야의 조명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을 제시
할 것입니다.

• 항해 통신 시스템
우리는 끊임없이 선박을 위한 항해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해군함정을 위하여 ICS(integrated Communication Systems)외 EM-LOG와 같은 항해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Indoor Light

Typical Voice Terminal (MVT-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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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WS-S

FL-WF

FL-NFD-815

FL-NS

FO-NF

IO-01

ID-02

PD-WAR

Typical Voice/Data Terminal (MDT-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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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 대양전기공업(주)

•계 기
대양의 센서는 폭 넓은 부분에 다양한 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

• UUV
대양은 조선 산업에서 30년을 넘는 디자인과 생산 개발, 설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온도센서, 풍향풍속계, 압력센서 및 환경 청정도 센서등 모든 종류의

우리는 새로운 장비의 개발과 혁신을 위해 연간 판매액의 10%를 R&D에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990년, 무인 잠수장비인 UUV개발을 실행한 이후, 2003년 3월 400m SAUV의 개발에 성공을
했고, 2006년 11월 세계에서 4번째로 6000m RRV개발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UUV는 생태환경을 조사를 위한 심해탐사에 이용되고 태평양에서 새로운 제품의 개발에 필요한
자연물질을 찾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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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UP TYPE 풍향풍속계
이 장 비 는 트 랜 스 미 터 부 의 3CUP과
RUDDER의 회전을 통해 실시간으로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분리형과
일체형 두 가지 MODEL 제품의 공급이 가능
합니다.

Pt Thin Film Temp. Sensor
현 Wire windling type의 sensor를 대체할
만한 미래의 온도센서로 물리적인 진동과
충격에 강한 내구성을 가지며 크기 및 중량을
축소화 함으로써 다양하고 폭 넓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TYPE 풍향풍속계
이 장비는 초음파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서
콤팩트한 형태이며 풍향, 풍속을 측정하기
위한 MOVING PARTS가 없는 것이 특징
입니다. 트랜스미터 상부에 풍향 풍속을 측정
하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온·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내장
할 수 있어 설치가 용이하며 혹한의 환경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최적의 제품입니다.

Metal Thin Film Pressure Sensor
이 센 서 는 금 속 판 막 요 소 와 Vacuum
deposited strain gauge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가혹한 환경하에서의 압력측정과 유·공압
시스템에 적용하여 사용되어지고 있고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저 비용, 고온 고압에서 사용
• 고 정도 ±5%FS

싱크로 TYPE RAI
이 장비는 싱크로 원리를 이용한 싱크로 모타를
트랜스미터와 각 지시계에 적용, 산박 타의
움직임을 트랜스미터가 감지, 감지된 값을
그대로 각 지시계에 전달하는 장비로 선박
운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입니다.
트랜스미터의 용량에 따라 최대 10개 지시
계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S(Weather Information System)
기상정보시스템 WIS는 풍향, 속도 및 온도,
습도, 대기압, 강우량(옵션)을 측정하는
복합형 기상 감지기(멀티센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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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 대양전기공업(주)

• 스마트형 소형 기상측정 시스템 (WIS)기술 (센서)

주요 사업 및 제품 (지원분야, 교과분야 등)

- 고성능 전자식 소형 기상 측정 시스템 개발 (국내 최초 기상검정 인증 제품 합격)
- G20 정상회담 그린 에너지 아이템으로 소개

■ ESC의 기능과 구성

온도센서

압력센서

레벨센서

풍속센서

스트레인
게이지

Calibration
Board

센
서

패
키
징

• EPS의 갑작스런 충돌 회피와 도로이탈 방지

갑작스런 충돌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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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이탈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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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 대양전기공업(주)

Baseefa(2001) certificate
LCIE certificate
Class certificate(ABS, DNV, KR, LR,
GL, BV, NK, RINA, CCS)
Government certificate
KIPO certificate
OHSAS18001:2007
ISO 14001:2004
ISO 9001:2008
AS 9100
OHSAS18001
Single PPM
CE certificate
UL certificate
KGS certificate
KOSHA certificate
ATEX certificate KIMM certificate
IEC Ex/ATEX certificate
KEPIC certificate

특장점 (인증/수상, 특징적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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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81

문의처

☎ 032-830-5530 (http://www.daey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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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 디트론(주)

디트론(주)
개

Healthcare / RFID / Sensor

요
비젼 및 목표

■ 로   고 :
■ 대 표 자 : 안성훈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

■ 설 립 일 : 2000. 07. 20
■ 자 본 금 : 300백만원
■ 사업영역 : RFID, 센서, 헬스케어, 아웃도어스포츠

주요 연혁

디트론(주)는 고객을 생각하는 섬세함으로
새로운 유비쿼터스 환경을 추구합니다.

R&D를 통한
헬스 케어
제품 다각화

인간중심의
친화적 디자인
편의성 추구

• 2013“Defecation/urination detection system and method”해외 특허출원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삶의
가치 향상

Wearable RFID 900MHz 리더 및 모듈개발
Wearable Antenna 개발
• 2012“RFID를 이용한 대소변 감지시스템”특허등록
• 2011 RFID/USN 사업분야 진출
• 2009 벤처기업확인(기술평가우수기업)-기술보증기금

• R&D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시장
창출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Business item

• End User 중심의
제품 사용 가치 창출

• Detail 강화로 고객을
생각하는 제품 창출

•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

• 건강한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제품 창출

• 200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인증
• 2000 반도체(WAFER & CHIP BUSINESS) 사업 : 삼성전자(주)협력업체
디트론주식회사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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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2015 R&D ROAD MAP

VISION 2015

주요 사업 및 제품

신규사업을 통한 전문성 향상
˙RFID를 이용한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GPS를 이용한 동·식물 관리시스템
˙헬스케어 및 아웃도어 사업부문
˙환경 및 바이오 센서 사업부문

■ 주요 사업화 제품
• RFID 모니터링 시스템
RFID 생체신호 모니터링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생체신호를 감지하여 알려줌
으로써, 환자의 쾌적한 생활과 간병인의 수고를 덜어 드릴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환자 케어를 위한 RFID 시스템입니다.
• 24시간 실시간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해야 할 경우
• 치매노인, 중증환자, 거동불편자 등을 간병해야 하는 경우
• 영·유아의 대소변을 체크해야 하는 경우

2013 Target Business
센서 부품 및 신규비지니스 모델
˙900MHz대역 RFID리더기 & 태그
˙맥박측정 및 이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2011 Target Business
헬스케어 및 아웃도어
˙GPS WALKER
˙혈압맥박측정기

■ 적용분야
•
•
•
•
•

노인요양병원/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실버타운
병원중환자실
홈케어

■ 2014년 사업화 대상 제품 분야
• Wearable 900MHz 대역 RFID 리더기
• Wearable 900MHz 대역 RFID TAG
• Wearable 900MHz 대역 RFID ANTENNA

■ 주요 R&D 및 사업화 분야
• 대소변감지시스템
• Wearable Sensor tag
• Wearable RFID 900MHz 리더 및 모듈개발
• Wearable Antenna 개발
• GPS를 이용한 온습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GPS를 이용한 운동거리측정기 개발 및 사업화
• 휴대용 충전기 개발 및 사업화
• IR센서를 이용한 Health-watch(맥박측정기) 개발
• 손목착용형 혈압측정 모듈 개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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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82 RFID/USN센터 315호 아이

문의처

☎ 032-545-3015 (http://www.dtr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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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바이텍테크놀로지

• 2013.09

NFC Label Printer BT-003(W) 출시

• 2013.09

any-CUT CE 인증

• 2012.11

any-001 CE 인증

• 2012.11

인천광역시 송도 신사옥으로 사업장 이전

• 2012.10

any-001 FCC 인증

• 2012.08

상표등록“anygrim”
(
)

• 2011.09

국내최초의 NFC Label Printer Blackfish BT-003 출시

• 2011.09

Roll to Roll Digital Color Label Press any-001 출시

• 2011.08

any-001 KC인증

• 2010.07

바이텍 R&D 센터 준공

• 2009.06

오피스용 소형 RFID 라벨프린터 Blackfish BT-001 출시

• 2008.03

RFID Smart-POP 제품 출시

• 2007.07

RFID 시스템 연구클러스터 회원사 등록

• 2007.03

RFID 라벨프린터 생산공장 등록 및 가동 개시

• (주)바이텍씨스템 : 클라우드컴퓨팅, u-Biz 사업, Rational 솔루션

• 2006.07

한국 RFID/USN 협회 회원사 등록

• (주)바이텍정보통신 : 시스템통합(SI), 데이터웨어하우스, 유지보수(SM)

• 2006.05

국내 최초의 RFID 라벨프린터 Blackfish BT-002 출시

• 2006.04

기업부설 연구소 등록

• 2006.01

울산지사 설립

• 2005.12

OKI Color Laser Printer 국내총판 계약 체결

프린팅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2006년 국내

• 2004.07

OCE LED 플로터 국내총판 계약 체결

최초로 RFID 태그발행기를 출시한 이후 70%대의

• 2004.01

현진우 대표이사 취임(변경)

• 2001.08

김명제 대표이사 취임(변경)

• 1998.08

경남지사(창원사무소 설립)

• 1998.02

(주)바이텍테크놀로지 법인 설립

개

요

■로 고 :
■ 대표자 : 현진우
■ 설립일 : 1998년 2월 3일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100번길 22 (송도동 11-21)
■ 조 직 : RFID사업부, 라벨사업부, 남부사업부, 경영지원팀, 부설연구소
■ 주요사업분야
• RFID H/W 제조 및 판매
• Digital Label Printing 제품 제조 및 판매
• RFID 소모품 및 라벨 소모품 판매

■ 관계사

■ 회사소개
(주)바이텍테크놀로지는 디지털 출력장비 및
RFID장비의 제조/판매 전문기업으로서, 20년
이상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Digital Color Label 인쇄시스템을 출시하여
현재, 국내는 물론 동남아와 유럽 등 해외 바이어
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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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 및 목표

주요 사업

■ 기업비젼

■ 주요사업 분야

• Vision 2020 : 2020년까지 라벨 프린터 시장 Global No.1 달성

• RFID Soulution
- 고성능 Black-Fish RFID 라벨 프린터 제조 및 판매

• 미   션 : 고객과 파트너의 성공을 통한 우리의 행복 추구

- 국내 최초, 시장점유율 1위 제품

• 핵심가치 : 혁신, 개인존중, 창조, 신뢰

- RFID 특수자산관리 시스템
바이텍테크놀로지는“고객과 파트너의 성공을 통한 우리의 행복 추구”라는 사명하에“2020년
까지 전세계 라벨프린터 시장 No.1 달성”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디지털 라벨프린팅
분야과 RFID 분야에서 활발할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UHF/NFC TAG 및 각종 소모품 판매
• Digital Label Printing
- Digital Label 인쇄 및 가공기기 제조 및 판매
- Roll to Roll Digital Color Label Press
- Desktop Digital Laser Die-cut

고객과 파트너의 성공을 통한 우리의 성공(행복) 추구

Mission

■ Black-Fish RFID 제품군 소개
• BT-003(W)

Core Value

혁신

개인존중

창조

신뢰

ITEM

Specification

Frequency

13.56MHz

Protocol

ISO/IEC 14443A/B, ISO/IEC 15693

Support Chip

NTAG2xx, ICODE SLI/X, SLI/X-S, SLI/X-L
Taglt HF-I ST, PRO, Plus 등

주요특징

KC 인증 획득, 국내 최초의 NFC 라벨 프린터
NDEF Message Writing 기능

Vision 2020

2020년까지 라벨 프린터 시장 Global No.1 달성

국내최초의 NFC Label 프린터

• BT-001

Busines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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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라벨 프린팅

ITEM

Specification

Frequency

UHF, KR (917~923.5MHz)

Protocol

ISO/IEC 18000, EPC Class 1 Gen-2, KKR

Support Chip

Thermal transfer / Direct thermal, 300 dpi
Width : max. 104㎜
Length : max. 4,572㎜
Speed : 152.4㎜/s (6ips)

RFID

사업구조 재 구축

경영의 혁신

인재경영

활기찬 조직문화

• 2개 사업영역으로
축소
• 주력사업 고성장
기반 구축

• 핵심역량 강화
• 개발 프로세스 개선
• 전략적 아웃소싱
강화

• 우수인재 육성
• 성과관리지향
• 인간존중 경영실천

• 공동체 문화 형성
• 복지경영기틀 마련
주요특징

오피스용 UHF RFID 라벨 프린터

KC 인증 획득, 조달청 등록 제품
국가기관, 자치단체 물품관리 표준 태그 발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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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tron Digital Label Printing 제품군 소개

• BT-006
ITEM

Specification

Frequency

UHF, KR (917~923.5MHz)

소량다품종 컬러라벨을 단시간내 쉽고 빠르게 인쇄

Protocol

ISO/IEC 18000, EPC Class 1 Gen-2, KKR

- 600dpi 고해상도 라벨 프린팅

Support Chip

주요특징

Thermal transfer / Direct thermal, 203 dpi
Width : max. 168㎜
Length : max. 1,371㎜
Speed : 203.2㎜/s (8ips)

• any-001

- 두시간 안에 5,000장의 컬러라벨 제작 가능

산업용 6인치 라벨 프린터

- 전문기술자가 필요없어 인건비 절감
- 다양한 미디어 지원
- 합리적 소모품 비용

KC 인증 획득, 국내 제품 유일의 6" 라벨 프린터

• BT-002(P)
ITEM

Specification

Frequency

UHF, KR (917~923.5MHz)

Protocol

ISO/IEC 18000, EPC Class 1 Gen-2, KKR

Support Chip

Thermal transfer / Direct thermal, 300 dpi
Width : max. 104㎜
Length : max. 4,572㎜
Speed : 203.2㎜/s (8ips)

Printing Engine

Color LED, 600 x 1200 dpi 고해상도

Speed

9m/min의 빠른 인쇄속도

주요특징

언와인딩 / 리와인딩 시스템
최대 롤 직경 : 300mm
가변데이터 처리, CMS 처리 가능

• any-cut
소량다품종 컬러라벨을 단시간내 쉽고 빠르게 제공

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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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RFID 프린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제품,
KC 인증 획득, 조달청 등록 제품
국가기관, 자치단체 물품관리 표준 태그 발행기

- 목형제작없이 손쉽게 라벨 가공
산업용 UHF RFID 라벨 프린터

- 레이저 커팅 기술 적용
- 커팅 및 마킹 동시작업 지원
- 아무리 복잡한 형상의 라벨제작도 OK
- 비전을 적용하여 커팅오차 최소화
Web speed 18m/min
Laser

CO2, air-cooled, Spot size : 300 micron

주요특징

커팅영역 : Max. 200mm x 1200mm
라벨폭 : Max. 215mm
On-the-fly 가공 지원
완칼, 반칼, sheet다이커팅, 마킹 가능

주 소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100번길 22 (송도동 11-21)

문의처

☎ 032-834-4860 (http://www.bitek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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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락스톤(주)

주요 연혁

• 2013

- (주)유비메타와 블락스톤(주) 통합법인
- 컨설팅 방법론 프로그램 등록

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

- 본사이전(송도BRC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 World IT Show 참가 (중소기업관)
http://www.etnews.com/news/special/2768225_1525.html _ 전자신문

■로 고 :

- 공장 등록 (무선통신 제조 시설 공장)

■ 대표자 : 황청호
당사는 민간과 공공분야의 전문 컨설팅 인력과 전문 프로그램 엔지니어가 모여 컨설팅과 프로그램을

- 2014년 세계에서 주목받을 국산 S/W 28선 제품 선정
• 2012

- 벤처기업 확인

통합한 서비스 모델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IT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기 위해

- 의료기관용 시스템 프로그램 등록

2009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 컨설팅 방법론 프로그램 등록

2013년 유비메타와 합병하면서 산업용 센서 네트워크, RFID/USN 기업 솔루션, 멀티미디어 솔루션
기술 기반 회사로 성장하였으며, 구성원은 숙련된 전문가들로서 H/W, S/W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술을

• 2011

- (사)한국사회체육진흥회와“사회체육 동호인 진흥사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 업무”MOU 체결
-“실버타운 의료정보 관리를 위한 HL7메세지 생성기”프로그램 등록

보유하고 있음.

- 평화IS(주)와 카톨릭 의료원(5개 병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체결

“바른 생각, 좋은 생각,
나은 기술, 편한 세상”

비젼 및 목표

블락스톤(주)가 추구하는 미래는 사람이 시스템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하여
모든 도시, 사물, 기타.. 등이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 기술이 꾸는 꿈, 꿈을 만드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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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및 제품 (지원분야, 교과분야 등)

특장점 (인증/수상, 특징적 활동 등)

■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의료 정보화 (M*)
분야

컨설팅 분야
(공공부문)

RFID 미들웨어

USN 기술 분야
(Zigbee 대체기술)

IT를 활용한 프로세스 혁신 전략 수립 유망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사업 컨설팅 SMART-MOPAS
정보화 전략계획

- 다중 RFID 안테나 data 필터 기능
- RFID 리더기 데이터 순차처리 기능
- Reader 기 정보에 따른 Tag 위치 관리 기능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공군 40보급창
환경관리공단음식물쓰레기

- 400Mhz 비동기식 네트워크 방식의 무선온도,
조명시스템
- LOS 기준 10Km, 도심 1.6Km 무선통신 거리
- 9.6Kbps 통신 속도 (400Mhz, 10mW)
- 수만개의 통신 메쉬(리피터, 오토라우팅)통신 노드 구현
- 400Mhz 대역의 굴절 및 회전성
- 금속, 접지 등의 산업환경에 최적화된 통신 프로토콜
- 10mW의 저전력 통신 기술
- RTLS 센서를 활용한 실내 위치추적 시스템 개발 중
- 200Mhz 대역의 통신 프로토콜 개발 중
(주파수 특성 상 거리 4배이상 증가와 속도 2배이상
증가 예상)

USB Type 무선통신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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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세종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및
카톨릭 의료원 8개 병원 MIS 구축

마이크로 USB Type
무선통신 모듈

온습도 무선통신 측정 장비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프로그램등록

실버타운 의료정보 관리를 위한 HL7 메시지 생성기

한국

2011.04

프로그램등록

컨설팅 방법론 관리 프로그램

한국

2012.08

프로그램등록

컨설팅 방법론 모듈 드로잉 프로그램

한국

2012.09

프로그램등록

의료기관용 급여관리시스템

한국

2012.10

프로그램등록

의료기관용 자동한영변환 모듈

한국

2012.10

프로그램등록

의료기관용 ERP(이알피)시스템

한국

2012.10

프로그램등록

의료기관용 회계관리시스템

한국

2012.10

프로그램등록

의료기관용 예산관리시스템

한국

2012.10

프로그램등록

의료기관용 물류관리시스템

한국

2012.10

프로그램등록

의료기관용 인사관리시스템

한국

2012.10

프로그램등록

컨설팅 방법론(컨텐츠) 온라인 판매 프로그램

한국

2013.04

한국

2013.04

프로그램등록

컨설팅 방법론 자동 생성 프로그램

특 허 출 원

유-시티의 변화 예측시스템

한국

2013.03

특 허 등 록

저속RF 통신환경세서의 산업용비동기 메쉬 네트워크
운영방법

한국

2012.08

특 허 출 원

저속 RF 통신환경을 위한 비동기 메쉬네트워크 운영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무선제어시스템 및 그의 제어방법

한국

2013.07

특 허 출 원

저속 RF 통신환경을 위한 비동기 메쉬 네트워크 운영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무선 계측 시스템 및 그의 처리방법

한국

2013.07

주 소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D-2003

문의처

☎ 032-346-7700 (http://www.blakst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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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이프솔루션즈
개

요

주요 연혁

• 2006
• 2007

송도유라이프 유한회사 설립

• 2008
• 2009

송도 국제업무단지 정보통신공사 수행

송도신도시 국제업무단지 정보통신공사/자재납품 수주
ISO 9001, 14001 인증
FM 컨설팅 및 구내통신사업 수주

• 2010

■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FM 사업
체드윅 국제학교 FM 사업

고:

게일 인터네셔널 코리아 SM 사업

■ 대 표 자 : 장충무 대표이사
■ 설   립
• 2006  송도유라이프 유한회사 설립
• 2012  시스코투자유치(30M$), 유라이프솔루션즈 설립

• 2011
• 2012

유라이프솔루션즈 설립 (송도유라이프 70.1%), 시스코 (29.1%)

• 2013

2012년 정보통신공사 시공능력평가액 : 130억

2011년 정보통신공사 시공능력평가액 : 118억
전기 및 소방공사업 면허취득
마스터벨 카쉐어링 서비스 런칭
마스터벨 서비스 베타 서비스 런칭

■ 일반현황 (2013년 기준)
• 주 주 : NSIC(포스코건설,게일인터네셔널코리아,LGCNS),CISCO
• 조 직 : 4본부, 임직원 28명

비젼 및 목표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타워 20층

■ u.Life Solutions VISION
유라이프솔루션즈는 민간 U-City 전문 개발사로서, 송도국제업무단지를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GREEN CITY가 될 수 있도록 IT 컨설팅에서 개발, 운영까지 종합 U-City 솔루션을
제공하여 도시거주민들의 행복가치 창출을 위한 유시티를 건설하고 도시를 편안하고 업그레이드된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CREATE U-CITY & ENRICH YOUR LIFE”지향합니다.

■ u.Life Solutions MISSION
• U-CITY INFRA의 구축
최적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U-CITY INFRA의 성공적인 구축
• U-CITY SERVICE의 제공
도시 거주민들의 향상된 행복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U-SERVICE의 제공
• U-CITY OPERATION센타의 운영
도시 거주민들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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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 유라이프솔루션즈

주요사업

■ Songdo u.City Infra Construction (U인프라 설계 및 구축)
업무 회의, 교육

유라이프솔루션즈는 U-City의 기초를 다지는 IT/IBS 컨설팅 및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라이프만의 지능형빌딩 시스템으로서 IOC(INTEGRATED OPERATION CENTER)를 중심으로
각 건물의 시스템들이 연계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발판이 됩니다.

Community

PC/Tab/Mobile

■ U SERVICE CONCEPT (U인프라 설계 및 구축)
유라이프솔루션즈는 u-Healthcare, u-Learning, u-Media 등 분야별 전문 U-서비스와 전문 파트너
(Service Provider)들을 연계하여 최고의 컨텐츠와 IT서비스를 제공합니다.
Virtual Concierge 상담

전문 파트너들의 서비스를 IOC를 중심으로 홈네트워크 및 다양한 유비쿼터스 디바이스와 인프라를
통해 거주 공간, 비즈니스 공간에 최적화하여 제공합니다.    

■ INTEGRATED FACILITY MANAGEMENT SERVICE (건물 시설관리)

■ Masterbell 지역 생활 편의 서비스

u-City에서는 모든 시설물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뤄집니다. 통합시설관리란 송도 지역내의 주상복합
및 업무용 시설 등의 시설관리, 환경관리, 출입통제 및 보안관리, 주차관리, 부대관리, 부대시설
이용관리, 건물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합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역특화서비스 (Masterbell)
마스터벨 서비스는 유라이프솔루션즈가 추진하는 주요 서비스로 Cisco Telepresence (화상회의/
통화 장비)기반으로 한 홈 네트워크 서비스와 웹 포털 서비스입니다.
마스터벨 서비스는 국내 최초 고화질 화상을 기반으로 송도 입주민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해내고, 거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 고 품질(FHD) 원격 영상회의 서비스 - Tele-Presence
• 사내 회의, Business Conference(Smart Work Center)
• 상담 : 법률, 건강  
• Virtual Concierge
• 원격 화상 교육, 그룹 스터디
• 실시간 원격 커뮤니티 - family, friends, company

78

주 소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송도동 24-4) 20층

문의처

☎ 032-420-6100 (http://www.ulifesolutions.com) 신사업개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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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 (주)이너트론

(주)이너트론

• 2002.02

이너트론 설립

• 2003.07

일본 영업법인 설립

• 2005.11

ISO 9001/14001 인증

• 2005.06

벤처기업인증

■로 고 :

• 2006.08

유망중소기업 선정 (인천광역시)

■ 대표자 : 조학래

• 2006.06

1백만불 수출탑 수상

• 2006.06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중기청)

• 2007.03

부품소재기업인증

• 2007.09

IT기술상 금상 수상(정보산업진흥원)

• 2008.07

자랑스런 기업인상 수상 (인천광역시장)

• 2010.06

수출 유망중소기업 재선정 (중기청)

개

요

■ 설립일 : 2002년 2월
■ 본사 & 공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3-4
■ 면적 : 337 제곱평방미터
■ 연간 총 매출
2010년

112억

• 2010.09

3백만불 수출탑 수상

2011년

108억

• 2010.12

표창장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

2012년

209억

• 2011.06

우수기술연구센터지정 (지식경제부)

• 2011.11

비전기업 선정 (인천광역시)

• 2011.11

3백만불 수출탑 수상

• 2011.12

표창장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 2012.01

글로벌 강소기업선정

• 2012.11

1천만불 수출탑 수상

• 2013.04

표창장-과학기술진흥유공자 (미래과학창조부 장관)

• 2013.04

IP스타기업선정 (지식재산센터)

• 2013.09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선정

• 2013.11

가족친화기업인증

■ 종업원 : 58 명
■ ISO 9001 인증 (최초 인증일) : 2004, 11 (DAS, U.K)
■ ISO 14001 인증 (최초인증일) : 2004, 11 (DAS, U.K)
■ 주력 제품 : RF & Microwave 이동통신, 위성, 군 통신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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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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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 및 목표

주요제품

■ (주)이너트론 비전 및 추진전략

■ 적용제품
• 3G국, 기지중계기 / 4G LTE, WiMax RRH 용 FEU, Filte / 증폭기

• 비 젼 : 세계 최고 RF부품 개발 강소기업
• 목 표 : 2015년 수출 2,000만불 달성
- 일본, 미국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표준 제품 신규개발
- 유럽, 아시아 고객 신규 발굴
- 기업부설 RF & Microwave 연구소 역량 강화
• 추진전략
- 연구역량강화 : R&D 투자, 지속적인 교육, 공정한 성과 평가
- 지식재산경영 : 개발프로젝트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작성
- 세계독점기술보유 : 표준화 기술 개발, 기술권리 확보
- 수출형 강소기업 전략 :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지사 활용영역 확대

세계 최고 RF부품 개발 강소기업
• 디지털 방송기기, 계측기, 군 통신 장비 등

2015년 수출 2,000만불 달성
2015년 세계 표준화 기술 보유

연구역량강화

82

지식재산경영

세계 독점기술 보유

수출형 강소기업

• R&D 투자

• 지식재산권 전담팀 운영

• 표준화 기술 개발

• 해외 지사활용

• 구성원 지속적인 교육

•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작성

• 강력한 기술권리 확보

• 해외 마케팅 인력 교육

• 공정한 성과 평가

• 직무발명보상제도 시행

• 해외 연구소와 협력개발

• 해외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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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디지털 방송장비 송, 수신 장비 부품 개발
2GHz 대역 부터 14GHz 대역 사이의 신호를 주로 사용하는 디지털 방송 송출 기지국 및 이동용
방송 송출 장비에 사용되는 고성능필터를 개발하여 일본 방송장비 시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출력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부품 개발
이너트론은 고출력 기지국 장비에 사용되어 송, 수신 신호의 필터링과 증폭을 담당하는 TMA (Tower
Mounted Amplifier), FEU (Front End Unit), Duplexer 등의 핵심 부품 이외에 터널, 항만, 철도 등에
설치되는 특수 기지국에 사용되는 다중대역결합 필터에 대한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
미국, 유럽의 세계적인 기지국 장비 제조 업체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 중, 소출력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부품 개발
4G LTE의 적용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이터 송, 수신량을 대응하기 위해 각광 받고 있는 중, 저출력
기지국 및 In-building DAS (Distributed Antenna System)에 사용되는 필터 및 신호 분배, 결합기를

• 이동통신 정밀계측기용 고성능 필터 개발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초정밀 계측기에 사용되는
핵심 필터들을 고객의 시스템에 최적화 개발하여 스웨덴, 미국 등의 고객들에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 위성통신용 중계기 개발
세계 상용 위성통신 서비스인 Iridium, Inmarsat 위성 통신 가입자들을 위한 위성통신 중계기로서
지상의 이동통신 기지국을 이용하는 대신 대기권 궤도를 도는 위성을 이용하며 주로 해상, 항공 및
재난 통신에 사용됩니다.

개발하여 전 세계 주요 기지국 업체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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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405-3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74번지

문의처

☎ 032-816-1456 (www.innertr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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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인텍(주)

■ 핵심경쟁분야
NFC 기술 기반의 정품인증, 컨텐츠 제공, 홍보, 마켓팅, 자산관리 등 고객의 needs에 따라 시스템
컨설팅, 서버, 웹, 모바일 앱 및 고객지향적 NFC 태그 디자인, 인코딩, 포장 등의 태그부터 시스템
구축, 서비스 제공까지의“NFC One Stop Service”제공

개

요
주요 연혁

■로

고:
• 2013.11

■ 대 표 자 : 이원로

(대학교 씨네마 홍보관)

■ 설 립 일 : 2006년 7월 1일
• 2013.11

해남고구마 NFC 정품인증 서비스 태그 공급

• 2013.11

현대백화점 NFC 와인정보 소개 서비스 태그 공급

■ 자 본 금 : 3억원

• 2013.10

신세계백화점 2013 친환경대전 이벤트 NFC명함 공급

■ 홈페이지 : www.innovinetech.com

• 2013.09

영화“캡틴 필립스”홍보용 NFC태그 공급(서울 지하철 디지털뷰 NFC광고)

• 2013.08

영화“엘리시움”홍보용 NFC태그 공급(서울, 부산 지하철 디지털뷰 NFC광고)

• 2013.07

미래창조부, RFID/USN센터 NFC명함 공급

• 2013.06

HAP와“고인 추모 서비스”제공 계약 체결

• 2013.04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NFC 명함 공급

• 2012.09

LG 옵티머스 G폰 및 뷰2 NFC 태그 포장 납품

■ 임 직 원 : 9명

• 고객 지향적 태그 제작
• 스티커 라벨, 카드 태그

• UHF, HF 리더 제품 개발
• UHF Sensor 태그 제품 개발

• 태그 절단 및 인코딩
• 태그 발급, 포장 생산 라인

• 모바일앱, 웹 개발
• 자체 디자인 인력
• 태그 사양별 인코딩 S/W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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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되다”홍보 및 이벤트용 NFC 태그 공급

• 2012.08 “NFC 기반 고인추모 시스템”서비스연구개발사업 선정
• 2012.06

노송가구 정품인증 시스템 납품

• 2012.05

NFC기반 정보/결제 융합 단말기(All-In-One) 개발

• 2012.02

태그애플 NFC 전문 ON-LINE 쇼핑몰 개설 운영

• 2012.01

메가박스 NFC 스마트존 입장게이트 응용프로그램 개발

• 2011.12

13.56Mz 공장자동화 기기 개발

• 2011.06

Mx Reader(스마트폰 연동 카드결제 단말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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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 및 목표

주요 사업 및 제품

On-Line, Off-Line 연결 매개체로써의 NFC 태그를 활용한 기술 서비스 제공과 관련 기술 개발 및

■ 고인추모 NFC 서비스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NFC 산업 사업화 및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센서태그 기반 IoT관련 제품/

고인이 생전에 남긴 업적, 사진, 영상 등을 NFC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재현

서비스의 사업화 창출에 노력하며 NFC, RFID, IoT 사업분야의 선도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함으로서 가족과 지인, 남은 자에게 고인을 기릴 수 있는 새로운 추모문화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www.innovinetech.com

■ 노송가구 정품인증 NFC 서비스
브랜드 가구의 불법 유통 및 가구 디자인 복제 방지를 위한 NFC 정품인증 서비스로 제조일자,

■NFC 관련 기술 및 실적
구분

기술 및 실적

NFC 기술

•
•
•
•
•
•
•
•
•
•

구입일자를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함으로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대외 이미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NFC 개발킷 개발 On-Line 판매 및 NDEF 인코딩 서비스
노송가구 명품 인증 태그 발행 응용프로그램 및 전용 앱 개발
메가박스 NFC 스마트존 입장게이트 응용프로그램 개발
NFC 전자 명함 발급 프로그램 개발
NFC 스마트폰 제어 발급 프로그램 및 앱 개발
NFC 기반 무선 인터넷 페어링 앱 개발
고인 추모/웨딩/이벤트 서버 시스템 개발
NFC 태그 발행 프로그램 개발
NFC 기반 결제 및 정보처리 All-In-One 단말기 개발
NFC 라벨 프린터 커스텀 마이징 및 프린터 모듈 개발

• NFC 기반 홍보 마케팅 서비스 장치 및 방법 특허 등록 (2013.12)
• NFC 전문 쇼핑몰 태그애플(www.tagapple.com)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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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기능 제어 NFC 서비스

■ ISO/IEC 24753 센서 태그 운영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자 환경에 맞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NFC태그에
인코딩하여 사용하는 서비스 입니다. 한 번의 Tagging을 통해 스마트폰 기능을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선인터넷(Wi-Fi) 페어링 NFC 서비스
보안 설정된 와이파이존에서 NFC태그 Tagging을 통해 스마트폰 무선인터넷을 자동연결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어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무선인터넷 보안Key 확인이 가능하여 노트북 무선

■ NFC 단 말기

인터넷 연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NFC카드, 교통카드(Mifare, ISO14443A/B) 리딩
• MS 신용카드, IC 카드(ISO7816)
• BarCode 리딩(ID)
• Thermal printing (2 Inch)
• Bluetooth 통신(Smart Phone, PC 등 Bluetooth기기간)
• 2 SAM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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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82(송도동 11-13), 417C호

문의처

☎ 070-4680-6789 (http://www.innovinete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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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주요 연혁

• 2013.05.23

사업장 이전(송도 G-Tower 21층)

• 2013.01.19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 2012.09.03

인천지역업체 대상 신규 주주와 주식매매계약 체결

• 2012.05.24

인천유시티(주) 설립

• 2012.04.23

주주간협약 체결 (인천시-센티오스)

• 2011.12.23

시의회 출자동의 의결

■ 대 표 자 : 고성목

• 2011.11.22

민관협력법인 설립 협약

■ 설 립 일 : 2012년 5월 24일

• 2010.10.19

실행협약 체결

■ 홈페이지 : www.incheonucity.com

• 2010.03.30

기본협약 체결

개

■로

요

고:

■ 인천유시티(주) 설립 목적
•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U-City 사업 추진
• U-City 운영비 조달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 민·관 시너지 창출을 통한 도시민 편익 증진

■ 지분 및 주주 구성 현황
• 지분 구성 현황
인천시

주요업무 및 운영 목표

(지분율 28.57%)

■ U-City 구축 및 운영 사업 대행
• IFEZ 및 인천광역시 원도심 U-City 사업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을 통해 구축에 참여
• 구축 후, 효율적인 운영·관리 모델 및 수익형 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한 재원 확보
인천유시티(주)
(자본금 35억)

■ 통합 빌딩 운영관리(광역관리) 서비스 제공
•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빌딩들에 대해 군(群)관리 운영을 통해 빌딩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 절감
Centios(KT+Cisco)

인천지역 기업 및 협회

(지분율 51.43%)

(지분율 20.00%)

• 주주 구성 현황
- 민간기업(1), 공공기관(1), 인천지역기업(9), 인천지역협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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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EZ 도시모델 해외 수출
• IFEZ U-City 도시모델의 표준화를 통한, IFEZ 도시모델의 해외 수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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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유시티(주) 운영 목표
• 공공·민간운영센터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 도시민 서비스 제공

주요 사업

■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송도 1~4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사 업 비 : 약 675억원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4공구 일원
- 면   적 : 12.58㎢ (1공구:4.3㎢/2공구:2.5㎢/3공구:2.6㎢/4공구:3.3㎢)
-위 치 도

- 공공부문 계획 : IFEZ지역 내 U-City 구축 사업 대행 및 유지보수
- 민간부문 계획 : 민간광역관리센터 기반의 수익형 사업 발굴
- 통합·연계 방안 : 공공정보와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의 조합을 통한시너지 창출
•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창출을 통한 U-City 운영비 조달
• 역량 있는 인천지역 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구축범위
① U-City 유/무선 인프라 구축
② 5대 공공서비스, 융복합서비스, 전용단말 서비스 구축
③ 통합운영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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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U-City 통합관제 모니터링 용역 사업

•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라 U-City 방범 CCTV 모니터링 용역 사업

경   찰

공공 U-City통합운영센터 (문화동)

- 위   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G-타워 IFEZ 통합운영센터
도시관제

- 사업내용 : 모니터링 요원 16명 (4개조 2교대, 1개조 4명)

U-서비스

- 사업범위

③ 기타 감독관 지시에 따른 업무 등

공공기관
서비스연계

서비스연계

① 도시통합운영센터 내 CCTV 모니터 24시간 감시 업무
② 범죄발생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감독관에게 신속한 보고

소   방

센터운영

현장

민간통합운영센터 (빌딩광역관리)

시설관리업체

• 추진현황

아웃소싱

시설 보수
순회반

원격 감시
및 제어

통합시설
관리시스템

빌딩에너지
관리시스템

빌딩진단/
컨설팅

- 방범 CCTV 모니터링 용역 계약 추진
공공건물

■ 송도글로벌캠퍼스 광역시설관리 사업

송도
글로벌캠퍼스

• 사업개요

민간건물

빌딩

전시관

공공건물

공원

빌딩

상가

※ 현재 운영중

- 사 업 명 : 송도글로벌캠퍼스 시설관리 용역 사업

민간건물 아파트

- 사업기간 : 2013년 8월 1일 ~ 2014년 7월 31일 (12개월)
- 사 업 비 : 약 11억원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87번지
-조 감 도

- 송도글로벌캠퍼스 통합 빌딩 운영관리시스템 사업개시(2013.08.01 ~ )
- 송도글로벌캠퍼스 방재실 내 통합운영센터 및 시스템 구축( ~ 2013.10.30)

■ 에콰도르 야차이 지식기반도시 U-City 마스터플랜 수립
■ 기타 IFEZ 도시모델 해외 수출을 위한 영업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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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175, 본동21층(송도동, 지타워)

문의처

☎ 032-45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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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멤스
개

주요 연혁

요

■로

고:

■ 대 표 자 : 이상철
■ 설 립 일 : 2011.04.08
■ 임 직 원 : 28명
■ 홈페이지 : www.gmems.co.kr
■ 주요업무 : MEMS 제품 Foundry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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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EMS는 8inch MEMS Fab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정보통신부)
사업으로 2006년 출범하여 2011년에 민영화 되었고,
정부는 장비와 건물의 현물 출자를 통하여 49%의 지분을 보유함

]

• 2013

기업 대상 MEMS 제품 파운드리서비스

• 2012.12

카메라모듈용 WLCSP 시제품 생산

• 2011.12

벤처기업 인증 획득

• 2011.06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11.04

설립

• 2009.01

MEMS 센서 시제품 제작

• 2009.12

국내 첫 8인치 웨이퍼 양산 MEMS일괄공정 구축

• 2008.06

RFID/USN센터 건축 준공

• 2007.04

RFID/USN종합지원실, USN FAB 장비발주 개시

• 2007.03

RFID/USN센터 건축 기공식

• 2006.0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부설『u-IT클러스터추진센터』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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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제품
비젼 및 목표

• Accelerometer
• FBAR,

■비

젼 : MEMS 제품 파운드리서비스 통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목

표

• CIS Package
• Si Submount
• Optical Splitter

• 국내 MEMS 제품 업체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
• 국가기반 시설로서의 MEM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 수행 및 이를 통한 수익모델 창출.

• Optical Lens
• Magnetometer

■ 주요 시설
• 8인치 wafer 기반의 장비 116종 보유

주요 사업 및 제품

■ 주요사업

Small Volume Production
• MEMS Device with
Complicated Process

Cooperation
• GMEMS Facility with
Customer's Technology
• Production
• Licensing
• etc.

Mass VolumeProduction
• Unit Process
• Module Process

R&D
• Government Project
• Customer's Project
• etc.

100

101

U-IT클러스터 협의체 안내서

산업체 | 지멤스

특장점 (인증/수상, 특징적 활동 등)

키스컴

■ ISO 9001, 14001 인증

개

■로

요

고:

■ 대 표 자 : 한운수
■ 설 립 일 : 1989. 07. 01
■ 임 직 원 : 15명
■ 벤처기업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홈페이지 : www.kiscom.co.kr
■ 주요업무 : Mobile / Barcode / RFID system

키스컴은 1989년 설립되어 Barcode 사업을 시작으로,
RFID, USN의 핵심 기술과 자동인식 솔루션을 보유한
유비쿼터스 선도기업 입니다.

■ 보유 특허
• 16개 관련 기술 특허 보유

키스컴은 Bar Code사업을 Cash-Cow로 하여
RFID 기반기술에 대한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응용한 Ubiquitous Sensor Network의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obile System

국내 최고의 풍부한 시스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U-Guide, U-테마파크 등의 시스템 솔루션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역사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RFID

102

주 소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82(송도동 11-13)

문의처

☎ 032-717-2500 (http://www.gmems.co.kr)

Ba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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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 Introduction 1990's
1996

2.45Ghz wireless LAN 개발

1993

TTR 공장 준공 (국내최초)

1993

㈜ 키스컴 법인전환

1992

RF Modem 200 Mhz 개발

1989

한국종합시스템 설립

비젼 및 목표

키스컴은 Total Auto-ID Solution Provider를 지향하며, Auto-ID 관련 하드웨어 및 소모품들과 더불어
SI를 통한 물류 및 재고 관리시스템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Growth 2000's
2008 ‘지역 SW 특화육성사업’SK네트웍스 社 공동수행
2008

2.4GHZ ACTIVE RFID 시스템 개발

2007

자랑스런 기업인상 수상(인천시)

2006

정보통신중소기업 선정 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법인, 개인수상)

2005

RFID(UHF)‘FCC’미국인증 국내최초 획득

2005

RFID(UHF)‘MIC”정보통신기기 인증 국내최초 획득

2002

900MHZ RFID 기술 개발

2001

ISO90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01

134/125 KHZ 무선인식(RFID) 시스템 개발

■ Maturity 2010's

104

2012

송도 KISCOM 본사 사옥준공

2012

노루페인트 WMS 구축

2012

홈플러스 / 이마트 / 롯데마트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2011

삼성전자서비스 지점별 통합 모바일 시스템 구축

2010

성남시청 노상주차장 무선PDA 시스템 구축

2010

수목원 생태 숲 네트워크 구축

2010

하나터치 社 모바일 결제 사업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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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Printer
주요 사업 및 제품 (지원분야, 교과분야 등)

산업용 프린터를 비롯하여 감열프린터 및 모바일 프린터까지 상담에서부터
판매 및 사용법 시연,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제공합니다.

키스컴은 Total Auto-ID Solution Provider를 지향하며, Auto-ID 관련 하드웨어 및 소모품들과 더불어
SI를 통한 물류 및 재고 관리시스템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Barcode Printer
RING 4012PIM

■ Thermal Transfer Ribbon

• 인쇄방식 : Direct thermal/ Thermal Transfer
• 해상도 : 300dpi(11.8 dots/mm)
• 제품SIZE : 225mmX300mmX260mm/ 9Kg
• 제조사 : AUTONICS (키스컴-국내 총판)
• 내구성이 뛰어남, 작고 가벼운 장점 보유, 조작법이 비교적 간단함

RICHO사 국내 총판을 통한 안정적인 수급 및 품질관리와 직접생산을 통한 Customizing을 제공
합니다.
WAX (RKX)
• 유통관련 업종 적합(단기사용)
• 가장일반적인 리본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아트지, 모조지 라벨에
적합

WAX-RESIN (RHA, RRA)
RICOH 社 국내 총판
• 육가공품 등 식품가공 제품에 적합
• WAX에 비해 내구성/내열성이
필요한 곳에 적합, 주로 YUPO지
라벨 사용

RESIN (RRC)
RICOH 社 국내 총판

CARE RESIN (RRD)
RICOH 社 국내 총판

• 화학제품, 의학/제약산업,
전자제품, 자동차산업등에 적합
• 특수리본의 한 종류로 화학적 저항
및 긁힘 강도, 온도에 강한 성질을
갖고 PET성질의 라벨 사용

• 의류의 세탁물 표시용의 천계열
(드라이원단)등 세척이 필요한 환경에
적합
• 내화확성 및 내열성, 내마모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특수 리본

■ Laser Marking Printer
TTE-72FP
• 프린트 영역 : 120mm(W) X 160mm(H)
• Laser Power & Type : Max 20W / Fiber
• 해상도 : 2,000 dpi
• 제품SIZE : 360(W)X670(D)X640(H)mm/ 60Kg
• 바코드 정보가 절대 훼손되지 않는 반영구적 라벨프린터
※ ZEBRA / TOSHIBA / DATAMAX / SATO / AVERY DENNISON / CITIZEN / TSC 등 타 제조사 제품도 취급합니다.

※ ITW / ARMOR / SONY DNP / DYNIC / KORIM 등 타 제조사 제품도 취급합니다.

■ Direct Thermal Printer
■ Label

SRP-350PLUS
• 인쇄방식 : Direct line thermal
• 해상도 : 180 dpi(7 dots/mm)
• 통신방식 : Serial/USB
• 용지너비 : 79.5±0.5mm
• 제조사 : BIXOLON
• 호환성 및 안정성이 뛰어난 가장 보편적인 영수증프린터

주요 라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소모품 및 하드웨어의 최적의 조합을 제공해 드립니다.
ART

YUPO

• 특징 : 찢어지는 일반 종이로서,
바코드 인쇄에 적합한 백색
• 적용 : 포장박스,두꺼운 판지, 의류
매장 등 다양한 업무에 사용,
냉동, 냉장식품의 포장박스에
적용가능

• 특징 : 표면이 폴리프로필렌 필름용지로 코팅
되어서 쉽게 찢어지지 않음 신축성이 좋고
아트지보다 마찰, 습기에 강함
• 적용 : 광고용, 플라스틱용기, 아이스크림통,
생활용품 등 내습성이 요구되는 곳에
많이 사용

PET

RFR / RRCU

• 특징 : 특수 표면코팅 처리된 백색 폴리에스터
필름지. 고급스러운 인쇄물에 적합
• 적용 : 전자회로기판, 플라스틱, 유리, 전기,
전자 제품과 도서관리용 등 내구성이
요구되는 산업분야에 많이 사용됨

• 자체 개발한 특수라벨로 화학성분
(아세톤, 알코올, 시너, 휘발유 등)에
강하고 세척 또는 장시간 마찰에도
지워지지 않는 특수용 라벨

■ Mobile Printer
KIS-2000 (모바일카드결제영수증프린터)
• 인쇄방식 : Direct line thermal
• 해상도 : 203 dpi(8dots/mm)
• 통신방식 : Bluetooth
• 용지너비 : 58±0.5mm
• 제조사 : 키스컴
• 우레탄 고무 몰딩 외관처리로 튼튼한 내구성, 리튬이온 배터리로 오랜시간 사용가능(8시간)

※ 상기 제품 외에 다른 type의 라벨 제품도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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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nner

■ PDA & PAD

각종 스캐너 및 SI Solution 상담, 모델시연 등 판매에서 사후관리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MS-320

BI-300

• CCD Scanner
• 저렴한 가격에 통합 시스템과의
높은 호환성, 더불어 빠른 인식
속도와 모바일(스마트폰 등) 상의
바코드에서도 리딩력이 탁월함

• 무선(블루투스) Scanner
• 스마트폰과 PDA를 활용하여
간편하고 휴대성이 좋으며
택배회사와 같이 이동이 잦은
창고관리에 주로 활용

LS-2208

DS-9808

• Laser Scanner
• 작고 가벼우며 다양한 분야의
적용가능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제품

• 1D, 2D Imaging Scanner
• 제품의 이동이 많은 대형 마트,
물류창고 등에 주로 사용

산업용 PDA, 결제전용단말기, PAD

•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여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가능
• PDA전문 영업인력 보유로 다양한 지원가능(제안작업, 유지보수, 기술지원 등)
• 안정적인 재고운영으로 빠른 납기 와 신속한 대응

F-680

Xenon1900

• Laser Scanner
• 작고 가벼우며 빠른 속도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함

• 1D, 2D Scanner
• 스캔속도 및 인식률이 뛰어난 제품

■ RFID 리더기
RFID 이동형 모바일 단말기

GD4130

DS2100N

• CCD Scanner
• 인식기능이 뛰어나며 다양한
인터페이스 가능을 보유

• 고정식 Imaging Scanner
• 우수한 성능, 견고한 내구성으로
국내 중소형 고정식 스캐너 중
대표 모델

• RFID 선두주자
• 타사대비 뛰어난 Know-How 보유
• 철저한 유지보수와 사후관리
• 휴대 간편한 건트리거를 활용,
업무효율 증대
• 다양한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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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Hawk

FM-480

• 고정식 Imaging Scanner
• 고성능 판독기능을 넣은 제품으로
대부분 자동화 환경에 쉽게
사용되는 제품

• 고정식 Imaging Scanner
• 빠른 인식속도
• 물류 창고, 생산 라인, 키오스크
등에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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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Integration Solution
국내 유수 기업들과의 시스템 구축 Reference를 바탕으로 생산 및 공정관리에서부터 재고 및 입출고

특장점 (인증/수상, 특징적 활동 등)

관리까지 Auto-ID에 대한 모든 Solution을 설계 및 구축해드립니다.

■ 제품 국내 해외 인증내역
생산공정관리
시스템
(MES /
POP SYSTEM)

창고관리
시스템
(Warehouse
Management
System)

생산공정관리 시스템은 공장의 생산과정에서 기계, 설비, 작업자, 작업 등으로
부터 시시각각 발생하는 생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수집, 분석, 처리하여
현장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창고관리시스템은 SCM (Supply Chain Management)의 핵심으로써 주로 창고
내에서 이뤄지는 입출고 작업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구현된 실시간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TTA

산자부‘R’인증

FCC

iDA

MIC

MIC

■ RFID Solution
RFID를 활용한 자산관리, 물류관리, RTLS 까지 RFID 활용 관리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해드립니다.

자산관리
시스템
(RFID
자산관리시스템)

자산관리시스템은 회사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현황을 실시간
제공해 주는 시스템으로서 자산의 취득, 운용, 이동,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
에 대해 추적관리를 통하여 자산의 중복구입방지 및 재활용성을 높여주는
시스템입니다.

■ 제품 특허내역
물류관리
시스템
(RFID
물류관리시스템)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
(Real Time
Location System)

물류관리시스템은 제조사/창고로부터 도소매창고로 입고되는 제품에 대해
서 RFID 태그를 인식하여 자동검수 및 실시간 재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바코드 관련 기술 특허 ]

[ 900MHz 관련 기술특허 ]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은 이동통신망 및 RFID 기술을 기반으로 실/내외 대
상사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 기타 : 900MHz 관련 기술특허(2009년 10월 1건 출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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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 내역 외
[정보통신부 장관상] [올해의 IT 중소벤처기업]

[자랑스런 기업인 상]

[2007 인천 IT기술상 대상]

[ISO 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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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본사 / 공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벤처로 100번길 2 (구) 송도동 11-16번지
서울사무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5 백상스타타워2차 507

문의처

☎ 대표 02-862-2251
Auto-ID 하드웨어 관련 070-7435-5414 / 소모품 관련 070-7435-5408

U-IT클러스터 협의체
구분

기업(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463

www.ifez.go.kr

관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032-250-2000

www.iitpa.or.kr

관

(재)인천테크노파크

032-260-0700

www.itp.or.kr

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032-720-8174

http://iot.nipa.kr

학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032-835-9600

www.incheon.ac.kr

학

씨윗코리아

032-346-7700

www.blakstone.co.kr

산

대산정공

032-817-1471

www.daesani.com

산

대양전기공업(주)

032-830-5530

www.daeyang.co.kr

산

디트론 주식회사

032-545-3015

www.dtron.co.kr

산

(주)바이텍테크놀로지

032-834-4860

www.bitekps.com

산

블락스톤(주)

032-346-7700

www.blakstone.co.kr

산

유라이프솔루션즈

032-420-6100

www.ulifesolutions.com

산

(주)이너트론

032-816-1456

www.innertron.com

산

이노바인텍(주)

070-4680-6789

www.innovinetech.com

산

인천유시티주식회사

032-458-5700

-

산

(주)지멤스

032-717-2500

www.gmems.co.kr

산

키스컴

02-862-2251

www.kisc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