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tter and Smarter with IoT

모넷코리아는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센서로 고객에게  혁신적인 IoT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marter Safer, and More Secure



하나의 솔루션으로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Why MONNIT?

긴급상황 발생 시 빠른대처

2

에너지 절감 및 인건비 감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운영 효율 향상

솔루션 구성에 따라 다양한 운영효과 실현

.

.

.



MONNIT’s
Strength

“

”

신호 강도

300+
Meter

10+
Years

저전력설계 자체 메모리 탑재 맞춤형플랫폼 보장된 기술력

모넷코리아의 80여 종의 무선 센서와 연동 플랫폼은 BMS, FM, Smart City 

어떤 분야에도 유연하게 접목 가능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을 통해 

통합관제, 설비 효율화, 사전 사고예방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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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저비용 고품질

빅데이터 확보위험 상황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없는 
손쉬운 설치

모든 디바이스로 통합관제

생산성 향상 및 비용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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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넷코리아의
무선솔루션

웹 또는 모바일에서 언제든지 데이터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할 필요없이 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

설비관리

환경관리

에너지관리

설비 및 센서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시간 생산량을 추적하고, 타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생산계획 및 비교가능

생산설비에 센서를 설치해
설비의 작동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이상 반응 시 즉시 알림 및 축적 데이터로
설비 수명 연장

현장의 환경이나 설비,자재, 완제품 
상태에 영향을 주는 유해요소를 
측정 및 모니터링해 위험 요소 차단

현장을 라인, 단위별로 전력소모량을
측정하고, 가동률을 분석해 
효율적인 운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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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Provided
설정한 임계값이 되었을때 즉시 알람을 받고
어떤 센서에서, 어느 곳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층 C구역에 화재가 발생
자위소방대 긴급출동

01/05/21 @ 12.30 PM
베터리 : 100%

현장 파악 신속 대처메세지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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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are

센서

Software

AA배터리를 사용하는 모넷센서는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최고 성능의 저전력 장거리 센서입니다.
최적의 조건에서 최대 10년이라는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며, 
개활지 최대 300m, 벽 10개를 투과하는 신호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Cloud 서버와 통신, 데이터 및 알림을 송 수신이 가능합니다.
센서 데이터 값을 송수신하는 필수 장치로 센서 5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전 및 특정 이슈로 전원 공급이 끊긴 시점에도 
자체 데이터 저장으로 손실없이 다시 복구 할 수 있습니다.

iMONNIT은 Monnit 무선센서 및 게이트웨이에 전용으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의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센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설정과 사용자 설정이 가능합니다. 
iMONNIT 관리자는 센서별 임계값을 설정하여 이상 발생 시 
관리자 또는 설정된 유저들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알림을 보낼 수 있고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인터넷 기반의 
디바이스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게이트웨이
센서의 측정값을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합니다,

모니터링 & 알람
전송 값을 바탕으로 플랫폼에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알람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센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값을 측정합니다,

모넷코리아의
무선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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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넷코리아
센서타입
 

AA Battery Sensors

4

Upper Case

Antenna
& Circuit Board

2 x AA Batteries
& Battery Tray

Lower Case

Upper Case

Antenna

Lower Case

3.6V Battery
& Circuit Board

Industrial Sensors

저장 용량

Heartbeats 
10분 + 3.5일 / 2시간 + 42일

512개 메시지
                OTA 방식
(온라인 원격 펌웨어 업데이트)

256-bit key exchange
& AES-128 CTR

이중 암호화로 금융기관급 보안
Star 방식**

온라인 업데이트보안유형

* Frequency Hopping Spread Spectrum(주파수 도약 확산 스펙트럼 변조 방식으로 주파수가 통신 방해를 받을 시 다른 경로로 재송신하여 연결하는 방식)
** Star Network : 멀티플랫폼과 연결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네트워크 방식

통신 신뢰성(1-10) 주파수 배터리 수명무선 거리

개활지 최대 300m FHSS(9)* 940MHz
10년 (AA battery x 2)

통신 신뢰성(1-10) 주파수 배터리 수명

FHSS(9)* 940MHz

안전 기준 인증

UL508-4x 
specifications 

(통신 속도에 따라 상이)10년

타입 : Replaceable 3.6V, 1800mAh 
(single AA sized)

무선 거리

개활지 최대 300m
(통신 속도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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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nit Sensor Map

Temperature Temperature
3 Foot Probe

High Temperature Thermostat ThermocoupleLow Temperature Duct Temperature Water Temperature

G-force Snapshot ControlOpen/Close (Door) Vibration MeterActivity Detection Advanced Vibration 
Meter

Motion Vehicle Detect CounterDC Current Meter
(0~20mA)

Light Meter

3 Phase AC Current Meter
(20/150/500Amp)

Button Pulse CounterAC Current Meter
(20/150/500Amp)

Resistance

Water Detection Water RopeUltrasonicDry Contact DC Voltage Meter
(200VDC)

AC Voltage Meter
(500VAC)

AC Voltage Detection
(500VAC)

DC Voltage Detection
(200VDC)

500

VAC

Carbon Monoxide 
(CO)

Hydrogen Sul�de 
Gas

Air VelocityAir Quality HumidityTilt Detection

Impact DetectG-Force Max-Avg 

Tilt Pressure Meter Di�ferential 
Air Pressure

Carbon Dioxide 
(CO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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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Smart Factory

1



모넷코리아
스마트팩토리_무선센서
 

모넷 센서를 통한 스마트팩토리

MCC 패널

공장내부 온습도 조절

가스환기 처리장치

식품제조 중 정밀도가 필요한 독립공정의 전력량을
파악하여 시설 예지보전 구축 , 공장 내 온 습도 측정

HVAC의 배기구 앞의 온도 센서 때문에 실제 온도와
차이가 커 각 구역별 온도 측정반영하여 개선

유독가스정화 처리 치환 장치의 이상유무를 측정
이상진동 및 온도 추적

3상전류량센서, 온습도센서

정밀진동센서

온습도센서

컨베이어밸트 모터

AHU 모터

생산라인의 컨베이어밸트 소형 모터의 이상진동을
감지하여 고장 전 점검으로 생산라인 멈춤 방지

유리병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공조 모터의 이상진동 및
이상온도 감지 . 기존 육안점검을 탈피하여 IoT 화 변경

진동센서

정밀진동센서

직류전류량측정

유량계
유량계의 DC 출력값을 Monnit 센서를 활용하여 ,
스마트계량화를 손쉽게 구현

품질향상 생산성향상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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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넷코리아
스마트팩토리_플랫폼
 

스마트팩토리 기대효과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
관리자에게는 효율적인 현장,설비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작업자는 쾌적한 환경으로 업무효율성 향상과 확실한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모넷코리아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건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센서가 설치된 모든 장소와 설비들을 온라인으로 관리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인건비를 절감하여 전체적인 운영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공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해
클라우드에 저장함으로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벤트 발생시 알람 제공
설정한 임계치 값을 벗어날 경우 실시간 알람을 제공해
손실비용을 최소화합니다.

데이터 시각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
클라우드/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시각화해 공장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통계 및 분석 리포트 제공
빅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맞춤형
분석리포트를 제공해 이벤트 예측 및 설비예지보전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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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넷코리아
스마트팩토리_사례
 

가스설비 예지보전 IoT 솔루션

(2021.01)SK가스

Projects

모터 예지보전 IoT 솔루션

(2020.06)대동도어
설비예지보전 솔루션 구축

(2020.11)CJ대한통운 곤지암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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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프로판)수요처에 부착한 가스 시설물들의 실시간 모니터링 불가

사고 발생

SolutionSystem To-Be

Problem

점검 비용 증가

누설 경보 모니터링

기화기 모니터링

배관 압력 감시 구현

연소기 누설 모니터링

경보기에 디지털 센서 부착

온도 / 수위 원격 점검

디지털 입력 센서 모니터링

가스 누출 패턴 분석

긴급 점검 SNS 경보 전송

물 부족 누수, 액 누출 등 이상 감지

조정 완료된 가스 배관 입력 모니터링

가스누출  감지 경보 전송

가스설비 예지보전 IoT 솔루션

(2021.01)SK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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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Sensor
원격점검

Signal in

저장설비

감지기기화기TANK

S/B 탱크 Zone 기화기 Zone 가스배관 Zone 연소기 Zone

가스계량기

가스설비 소비설비

조정기 감지기 보일러

배관
현장설비

점검사항
누출

Sensor
잔량 압력 누출

Sensor
수온

Sensor
수위

Sensor
압력

Sensor
누출

: Gas Flow

온도계 수위계 압력계

Manual 
점검

밸브

37124

클라우드
(Big data)

IoT Gateway 디바이스

15

가스설비 예지보전 IoT 솔루션

(2021.01)SK가스



모넷코리아
스마트팩토리_주요 잠재고객

4차 산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팩토리 분야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자동화를 
구축하고 있음. 현재는 자동화된 설비의 예지보전에 대한 기회비용 감소와 추출된 데이터
를 활용한 AI도입으로 운영 최적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음.

각 설비/기기에서 데이터를 추출 할 수 있는 IoT센서가 인공지는 운영 최적화를 위한 필수
불가결인 존재.

2019년 스마트팩토리 시장전망에 따르면 국내 제조 솔루션 분야의 시장규모는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9.6%를 기록하며, 2024년 약 5조9,000억원까지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

-Markets and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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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Smart Construction

2



모넷코리아
건설현장솔루션_무선센서
 

모넷 센서를 통한 건설현장 IoT화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관리

안전관리

업무효율향상

타워크레인 / 흙막이

시멘트양생

배관설비

건설현장안전관리

이상진동 및 작업횟수 , 작업 강도 , 
기울어짐 감시

시멘트 양생온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날짜별 시간별 센싱값 빅데이터화

액체나 증기의 압력을 300 PSI (21 kgf /cm²) 까지 측정
가능하며 , 배관내 적정 압력유무를 체크하여 , 이상압력
발생시 실시간 알람 제공

이상진동 감시 , 화재알림 , 하절기 폭염경보 발령 알림 ,
시멘트 강화 갈탄작업 Co 중독 , 현장 미세먼지 감시 등

진동센서, 활동감지센서, 3상 전류랑 센서, 기울기센서

수온센서

진동센서, 온도센서, CO센서, 공기질센서

수온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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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넷코리아
건설현장솔루션_플랫폼
 

모넷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모니터링

모넷코리아에서는 오픈 API소스를 제공하여 
자체플랫폼의 구축이 가능합니다.무선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임계 값 범위가 넘는 신호가 감지되었을 때

즉각적인 알림을 언제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방문 없이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도 실시간으로 확인해 작업자의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알람 데이터 수집원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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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넷코리아
건설현장솔루션_사례
 

전력인프라 흙막이 무선솔루션 구축

(2020.11)SK건설 하이닉스

Projects

포루나 루원시티 건설현장 종합 모니터링

(2020.04)한화건설
인천동춘교 가스배관 예지보전 솔루션

(2020.09)삼천리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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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인프라 흙막이 무선솔루션 구축

(2020.11)SK건설 하이닉스

전력이나 배관공사 등 단기 굴착 공사 및 인프라 접목 시 이동 가능한 흙막이 모니터링 필요

이동 가능

SolutionSystem To-Be

Problem

실시간 모니터링

변위 모니터링

충격 모니터링

기울어짐 모니터링

진동 모니터링

보 / 지지대 변위값 측정

지지대 충격 감지

기울어짐 경보 구축

주변 영향 분석, 예측

흙막이 보와 지지대의 눌림 모니터링

지지대에 가해지는 충격 알람

보의 기울어짐 모니터링

진동 및 가속도 값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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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인프라 흙막이 무선솔루션 구축

(2020.11)SK건설 하이닉스

현장 이동 시 센서 시스템을 같이 이동해 유동적인 모니터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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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넷코리아
건설현장솔루션_주요 잠재고객
 

현재 4차 산업을 정부 주도로 이끌어 나아가고 있으며, 기업들은 휴먼 에러와 높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 개선을 위해 IoT 사업군을 건설현장에 도입을 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과 단가의 하락으로 인해 몇 년 전 유행 시 접목을 실패한 때와 달리, 효과적으로 접목
하고 있음.
앞으로의 비중은 더욱 커질 예정 

세계 건설분야 IoT 시장은 2020년 77억 달러 규모, 매년 16.5%가 성장하여 2026년까지
165억 달러까지 성장할 예정 

– MARKET INSIGHTS REPORTS

글로벌 시장 분석기관인 Markets and Markets의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분야 
사물인터넷(IoT) 시장 규모는 2019년에 78억 달러(약 8조 8,200억 원)에서, 16.5%의 
연평균성장률로 성장하여 2024년에는 168억 달러 (약 18조 9,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건설기술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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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빌딩 
Smart Building

3



모넷코리아
건물관리솔루션_무선센서
 

모넷 센서를 통한 건물관리 IoT화
설치 사례

건물수명연장 사고예방 운영비용절감

UPS 인버터

정화조 배수펌프

배관설비 PS실

냉온수 배관

UPS설비의 인버터 출력 전류를 감시하여 , 부하전류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 이상 전류 발생시 알람경보

상시점검이불가능한 정화조 배수펌프의 Overflow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여 , 누수 및 악취피해 재발 방지

물감지3m 로프 센서를 설치하여 PS 실 각종 배관누수로
인한 침수사고를 사전에 예방 , 누수로 인한 2 차 피해 감소

냉온수 배관의 적정 압력유무를 체크하여 , 이상압력
발생시 실시간 알람 제공

AC전류량측정센서

물감지센서

압력센서

물감지로프센서

소방설비

PLC판넬

구역별 소방감지기 작동 시 즉시 알람 제공 수신반 경보
차단시에도 센서 작동

PLC판넬 내 각종 알람경보 세분화하여 상황발생시
즉각적인 조치

전압미터센서(200VDC)

전압감지센서(DC)

전압감지센서(AC)

급탕 순환 펌프
급탕순환 펌프들의 고장으로 인한 Fault 발생 시 알람을
제공하여 온수공급의 중단 사고를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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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넷코리아
건물관리솔루션_플랫폼
 

모넷 플랫폼을 통한 통합관제시스템

여러 현장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플랫폼을 통해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모넷코리아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건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센서가 설치된 모든 건물을 방문없이 관리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인건비를 절감하여 전체적인 운영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건물의 청결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합관제 실시간 데이터 전송청결도 유지

기존 시설 점검 방식

Monnit 센서 설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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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넷코리아
건물관리솔루션_사례
 

건물관리 IoT센서 1,000개 계약

(2020.09)HDC아이콘트롤스

Projects

실시간 교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20.07)ADT 캡스
정화조 IoT관리 솔루션 납품

(2020.10)강원 인제 3821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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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시설의 운용성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물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구축과 통합 관제망 형성

디지털 트윈

SolutionSystem To-Be

Problem

통합 관제

화재 감시

누수 동파

환경 알림

전력 효율화

구역별 화재 2중 감지 구축

배관 종합 모니터링 구축

시설관리, 서비스망 구축

전기사용량 분석, 예측

화재 감지 모니터링 구축

누수, 동파, 압력, 배수모터 모니터링

HVAC, 조도, 공기질, 습도 등 환경감시

전력 사용량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한 
운영효율 상승

건물관리 IoT센서 1,000개 계약

(2020.09)HDC 아이콘트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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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IoT센서 1,000개 계약

(2020.09)HDC 아이콘트롤스

오픈 API로 자체 플랫폼 구축 가능

LTE3:34

LTE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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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넷코리아
건물관리솔루션_주요 잠재고객
 

스마트 빌딩 (건축물 시설 관리)는 빠르게 도입 되고 있는 시장임.
기존의 공간의 활용 인식 증가와, 에너지 효율 관리, 지속가능한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IoT 센서가 많이 활용 되고 있으며, 데이터를 통한 예지보전, AR, VR의 기술과 융합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음.

크게 신축 건물의 디지털 트윈화와 구축 건물의  IoT를 도입한 디지털 모니터링 관리로
구분됨.

스마트 빌딩 시장 규모가 2020년 663억 달러에서 10.5%의 연평균 복합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할 전망. 2025년에는 1,089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Markets and Markets  

30



스마트시티 
Smart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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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넷코리아
스마트시티솔루션_무선센서
 

모넷 센서를 통한 Smar City 구현
설치 사례

상점가 모니터링

도심 인프라 관리

이상진동 및 작업횟수 , 작업 강도 , 
기울어짐 감시

버스, 지하철 등 도심 인프라 IoT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범죄예방

진동센서, 활동감지센서, 3상 전류랑 센서, 기울기센서

공기질센서, 움직임센서

공공시설 디지털 트윈
사전 사고 예방, 설비 예지보전
실시간 통합관제

진동센서, 온도센서, 3상 전류량 센서

공동구 관리
도시 인프라시설 실시간관리

진동센서, 3상 전류량 센서, 기울기센서, CO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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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넷코리아
스마트시티_플랫폼 모넷 플랫폼을 통한 통합관제시스템

여러 현장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플랫폼을 통해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모넷코리아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건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센서가 설치된 모든 건물을 방문없이 관리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인건비를 절감하여 전체적인 운영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건물의 청결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설 점검 방식

Monnit 센서 설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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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넷코리아
스마트시티_플랫폼

도시인프라 관련설비 고장 사전예방

(2020.09)HDC아이콘트롤스

Projects

버스정류장 환경 모니터링

(2020.09)HDC아이콘트롤스
실시간교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20.07)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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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운영방식 지속으로 효율성, 생산성 저하 

효율성

As-isSolution To-Be

Problem

실시간 모니터링

재해 감시

기반 시설 모니터링

빈집 관리

사각지대 완화

각종 재해의 수치화, 수치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기반시설 변화 감지, 종합 상황실로 취합

침입, 모션 등 법률상 / 일상 빈집관리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 가능 (CCTV대체, 보조 등)

자연, 인공 재해 감지 및 수치화의 어려움

가스배관, 다리, 정류소 등 기반시설 확인 어려움

빈집 특례법으로 빈집 관리 필요성 대두

독거노인, 우범지대 관리 비용 증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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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넷코리아
스마트시티_주요 잠재고객 (IoT 도시개발)
 

국내의 시범도시(세종, 부산)는 혁신적 관점에서 각 도시에 핵심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 분야를 정립하여 추진 중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로 디지털/AR/로봇을 컨셉으로 10대 혁신 과제를 중점으로 진행
세종시는 주거, 행정 연구등이 융복합된 자족도시 컨셈으로 7대 혁신요소를 중점으로 진행

해외 스마트시티 분야는 해외 국가별, 도시별 특색 및 현안 문제 해결을 중심 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목적에 따라 차별화되어 분류됨*
*예) 유럽,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지역은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아시아 지역은 교통, 인프라구축, 

환경 및 행정 분야 등을 중점으로 추진 중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연평균 18.4%의 성장을 통하여, 2023년 6,172억 달러
(약 692조원)규모로 성장 전망

 
-NIPA 이슈리포트(2020-02호) 스마트시티 분야 해외 진출 전략’,  Markets and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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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넷코리아
스마트시티_주요 잠재고객 (기타 기반산업)
 

현재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상태. 서비스 산업의 비중
이 크지만 2010년 이후 신산업 성장 둔화, 스타트업 정체, 청년 실업률 심화와 전 지구적
폭염/폭설. 미세먼지등 기후변화의 문제에 직면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경제대국들은 스마트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에서는 2025년에 초연결/초지능 사회가 가시화 되고 있음.

현재 ‘정보화촉진법’ 과 ‘유비쿼터스도시 건설법’ 등에 의거하여 세종시와 부산시를 필두로
각 지자체가 스마트 시티 사업을 이끌고 있는 중

대학, 병원, 교량, 가스배관, 차량승차대, 공공건축물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 확장 중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연평균 18.4%의 성장을 통하여, 2023년 6,172억 달러
(약 692조원)규모로 성장 전망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 중소기업청’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Markets and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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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Smart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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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넷코리아
스마트팜_무선센서
 

모넷 센서를 통한 농장 IoT화
설치 사례

시스템 자동화 환경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효율적 운영

사일로

환경 모니터링

양식장 수온

비닐하우스 재배

원격으로 사일로내의 사로 잔량을 확인하고,
사료 주문이 가능해져 편리성 향상

습도 센서 설치로 원격으로 농장 내부 습도 체크
환경적 요소 모니터링 가능

공기 중의 환경적요소, 토양의 온·습도 원격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재배 관리

초음파센서

습도센서

온도센서, 습도센서, 토양센서

양식장 관리 주요 요소인 수온 관리
원격으로 수온을 모니터링 및 컨트롤

수온센서, 컨트롤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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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넷코리아
스마트팜_플랫폼
 

모넷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모니터링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팜에 사물 인터넷을 접목
별도의 시공없이 간단한 설치만으로 스마트팜 실현

주기적으로 체크인(Check-in)되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한 관리와 예측이 가능

센서데이터 수집으로 가축, 식물이 성장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수집 원격컨트롤 원격컨트롤

사료량 습도 온도 공기상태

클라우드 서버로 데이터 전송 플랫폼을 통해 어디서든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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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넷코리아
스마트팜_사례
 

실시간 사료량 모니터링 및 자동 주문 시스템 구축

(2020.09)축사환경 모니터링

Projects

축사환경 최적화

(2020.09)축사환경 모니터링
비닐하우스 내 온도, 습도 모니터링

(2020.09)재배환경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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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및 원하는 포인트의 원격 모니터링으로 운영 효율 극대화 진정한 스마트 팜 구축 

최적의 생육환경

As-isSolution To-Be

Problem

환경정보 모니터링

보안 강화

환경 모니터링

사료량 관리

기반시설 제어

빈틈 없는 보안 구역 형성

환경에 따른 생육환경 최적화

사료 발주 예측 및 환경에 따른 사료량 조절

시간,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제어 가능

CCTV 사각지역 출입 감시

축사온도 / 토지수분 / 양어장 수온 모니터링

사일로 잔량 및 사료 배분

기존 환경제어시설 IoT 무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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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넷코리아
스마트팜_주요 잠재고객 (농업, 축산)
 

농업생산 분야 중심으로 유통,소비 등의 분야로 스마트팜 확산 중
현재까지는 모니터링 및 제어 단계에 집중되어 시스템이 형성되어있는 경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 로복 등과 연계된 자동화 기술은 연구개발 단계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센서가 필요

향후 재배 생육정보를 기반으로한 단계별 작물관리를 위해 환경 및 모델이 요구됨

세계 스마트팜 시장 전망 결과 연평균 16.4%의 지속적인 성장률로 22년에 4,610억 달러
(519조) 규모로 성장할 예정,

국내 스마트팜 시장 전망 결과 연평균 23.44%의 지속적인 성장률로 23년에 3조 6,508억
규모로 성장할 예정

-농촌진흥청, 국내외 스마트농업 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Markets and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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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넷코리아
주요고객사
 

건설 스마트 팩토리 시설 관리 물류 병원 플랫폼 개발

스마트 시티 스마트 캠퍼스 스마트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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