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IoT 안전플랫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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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리티 플랫폼방식의 안전관리시스템의 최적화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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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참여년도 (년월～년월) 비고 발주처 

한국개발연구원 QR코드시스템 - 개발중 2019.09~2019.11 한국개발연구원 

포스코 IoT 안전 플랫폼 – 개발중 2019.08~2019.11 포스코 / 이레테크 

캠핑 안전 정보시스템 개발중 2019.08~2019.12 한국수자원공사 

제이어스 빅데이터 AI 시스템 개발중 2019.07~2019.10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장비관리시스템 3차 개발 – 개발완료 2019.07~2019.09 한국원자력연구원 

담양군청 스마트 조난신고 시스템 - 개발 완료 2019.06~2019.06 담양군청 

(주) 에스알 여수 장비점검, 성적서 관리시스템 – 개발완료 2019.05~2019.08 (주) 에스알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 점검시스템 - 개발완료 2019.04~2019.07 방재시험연구원 / 국토부 

삼성전자 서비스 보안점검 시스템 – 개발완료 2019.04~2019.05 삼성전자 서비스㈜ 

삼성전자 서비스 안전관리 플랫폼 - 개발완료 2019.03~2019.04 삼성전자 서비스㈜ 

서울 서대문구 국가지점번호 GPS 조난신고시스템 개발 완료 2019.02~2019.0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서울 마포구청  스마트 QR코드 시스템 개발 완료 2019.01~2019.0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사업단 설비안전관리시스템 완료 2018.11~2019.01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팜 IoT 로봇 파종기 컨트롤 어플 개발 완료 2018.09~2018.11 모나드 

IoT 소방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 LoRa 스마트 센서 개발  2018.07~2018.10 JINOIOT.com 

이랜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2차 개발  2018.06~2018.08 이랜드 그룹 

현대자동차 파워텍공장 IoT 소방안전관리시스템 2차 개발 2018.04~2018.06 현대자동차 파워텍 

삼성전자 총괄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2018.01~2018.03 삼성전자 ㈜ 

삼성전자 판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2018.01~2018.03 삼성전자 ㈜ 

이랜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2017.12~2018.01 이랜드 그룹 

파이어킴 스마트 소화기 제품 관리시스템 개발 2017.10~2017.11 파이어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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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참여년도 (년월～년월) 비고 발주처 

현대자동차 파워텍공장 IoT 소방안전관리시스템 개발 2017.07~2017.09 현대자동차 파워텍 

건설경제 스마트건설업무 시스템 개발 2017.07~2017.08 건설경제신문 

한화에너지 안전관리 및 긴급상황전파 앱 개발 2017.05~2017.07 한화에너지㈜ 

삼성전자 로지텍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017.04~2017.06 삼성전자 로지텍 ㈜ 

한국원자력연구원 장비관리시스템 2차 개발 2017.03~2017.04 한국원자력연구원 

삼성전자 서비스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2017.02~2017.03 삼성전자 서비스 ㈜ 

LS산전 제품관리시스템 외 다수 2016.11~2017.01 LS산전(주) 

영흥철강 설비정보시스템 (현대자동차) 2016.10~2016.11 영흥철강 

대한송유관공사 MSDS 안전관리시스템 2016.09~2016.10 대한송유관공사 

한국도로공사 신고시스템 개발 2016.04~2016.06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웅동지구 설비관리 시스템 개발 2015.12~2016.01 일리시스 

안전정보 포털 세이프인포 사이트, 어플 서비스 2015.04~2015.05 ㈜지노시스 

현대자동차 삼목강업 일일점검시스템 개발 2015.02~2015.03 삼목강업 

한국지역난방공사 설비정보시스템 개발 2014.10~2014.11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CCTV관리시스템 개발 2014.07~2014.09 ㈜쿠도커뮤니케이션 

한국원자력연구원 장비관리시스템 개발 2014.07~2014.08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가스공사 설비정보시스템 추가개발 2014.04~2014.05 한국가스공사 

파워엠엔씨 설비정보시스템 추가개발 2014.04~2014.05 ㈜파워MNC 

한울INC 시설물관리 시스템개발 2014.01~2014.03 ㈜한울INC 

한국가스공사 설비정보시스템개발 2013.06~2013.07 한국가스공사 

KTcs QR코드 솔루션 개발 2013.04~2013.05 (주)KTcs 

충남도청 진스큐 브랜드페이지 반응형웹 2012.11~2012.12 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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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관리시스템은 각 시설물에 NFC QR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시설물안전관리, 일일점검, 주간, 월간, 분기별 점검을 진행하고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 으로 다양한 
시설물관리기능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언제 누가 점검 여부와 각 시설물에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FC 또는 QR코드 스캔  QR코드 발행 
해당 설비정보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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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안전관리시스템은 삼성전자 국내 시설물에 QR코드를 설치하여 고객사 직원 , 협력사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안전점검, 점검내역등록 및 확인, 설비를 등록관리하고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관리기능과 안전 매뉴얼 제공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언제 누가 점검 
여부와 각 시설물에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삼성전자판매㈜ 매장안전관리시스템은 삼성전자 스토어 및 백화점, 마트 내에 삼성전자 매장을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안전점검, 점검내역등록 및 확인 등록관리하고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관리기능과 안전 매뉴얼 제공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언제 누가 점검 
여부와 각 시설물에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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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비스매장안전관리 시스템은 2차 개발로 기존 1차에 단순한 시스템에서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였으며 기존 매장점검이외에도 소방점검, 산업안전점검, 보호구관리, 테마점검, 
안전매뉴얼관리시스템, 보안점검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개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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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비스매장안전관리 시스템은 매장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AS이력관리등을 실시간으로 
수집, 등록관리하고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관리기능과 매뉴얼제공, 교육제공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언제 누가 점검 여부와 각 시설물에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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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검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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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로지텍 안전관리시스템은 물류센터에 있는 설비에 NFC QR을 설치하여 고객사 직원이나 
협력사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안전점검, 점검내역등록 및 확인, 설비를 등록관리하고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관리기능과 안전 매뉴얼 제공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언제 
누가 점검 여부와 각 시설물에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로지텍 안전관리시스템 안전정보 



삼성전자 로지텍 안전관리시스템 안전지원단 점검내역 ( 보안상 내용에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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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선박 안전관리시스템은 선박이용시 승선자 정보를 확인후 출항신청 할 수 있는 출항신청 안전관리시스템으로  
QNMS를 바탕으로 커스터마이징된 시스템입니다.  사용자페이지와 관리자용 페이지를 수정 관리가 편리하게 구현하
였습니다. 
기능 :  탑승 정보관리 및 출항신청, 탑승이력관리, QR코드 생성 기능, NFC 전송  [특허출원 10-2019-00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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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킴 스마트 제품관리시스템은 구매자의 소화기 제품에 대한 제품 설치이력을 등록관리하고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소화기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면 SMS문자로 전송하여 빠른시간에 대처 할 
수 있는 소화기 관리시스템으로 제조사는 통계 및 분석, 재고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PC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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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너지 안전관리시스템은 공장에 있는 설비, 소방시설에 NFC QR을 설치하여 고객사 직원이나 
납품사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안전 및 점검내역등록 및 확인, 작업이력관리, 고객사정보를 
등록관리하고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관리기능과 매뉴얼제공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아차사고 예방신고기능 및 긴급상황발생시 어플 푸시기능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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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파워텍 소방안전관리시스템은 불꽃감지센서와 소방센서와 소방안내지도를 등록관리하고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소방알람시 해당 위치 및 비상구 위치, 진입위치등을 SMS문자로 
전송하여 빠른시간에 대처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안전수칙 및 긴급전화 연결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IoT 소방안전관리시스템입니다. [특허출원 10-2017-013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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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안전관리시스템은 공장에 있는 설비에 NFC QR을 설치하여 고객사 직원이나 
납품사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안전 및 점검내역등록 및 확인, 작업이력관리, 고객사정보를 
등록관리하고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관리기능과 매뉴얼 제공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언제 누가 점검 여부와 각 시설물에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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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안전관리시스템은 공장에 있는 설비에 NFC QR을 설치하여 고객사 직원이나 납품사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안전 및 점검내역등록 및 확인, 작업이력관리, 고객사정보를 
등록관리하고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관리기능과 매뉴얼 제공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언제 누가 점검 여부와 각 시설물에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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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소개 

 삼목강업의 일일점검 설비정보시스템은 QNMS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에 요청에 의
해 고객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된 시스템입니다.  
 
기능 : 일일점검, 월간, 분기별 점검기능,  QR코드 , NFC 기기이력관리, 기기 업데이트 
관리, 업데이트 관제시스템, 내부직원관리시스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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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소개 

영흥철강에서 개발한 공정관리시스템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요구한 기능인 초품검사 
및 문제발생시 SMS 문자발송기능을 추가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기능 : SMS문자, 초품검사, 문서결제, 일일점검, 월간, 분기별 점검기능,  QR코드 , 
NFC 기기이력관리, 기기 업데이트 관리, 업데이트 관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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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소개 

대한송유관공사 MSDS 및 안전정보 관리시스템 – 어플설치 없이 스마트폰으로 
MSDS 검색, NFC판넬이나 QR코드로 쉽게 접속이 가능하여 안전교육, 최신카탈로그, 
기술자료등 다양한 고객에 니즈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기능 : MSDS DB연동, 안전정보 DB연동, 정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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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소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비정보시스템 QNMS를 바탕으로 고객사에 맞게 커스터마이
징된 시스템입니다. 보안서버와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기능 : QR코드 , NFC 기기이력관리, 기기 업데이트 관리, 업데이트 관제시스템, 내부
직원관리시스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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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소개 

 한국가스공사 설비정보시스템으로 QNMS를 바탕으로 고객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된 시스템입니다. 보안기능이 추가되어 기본 페이지와 내부접속페이지를 독립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기능 : QR코드 , NFC 기기이력관리, 기기 업데이트 관리, 보안코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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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소개 

LS산전 제품관리, 매뉴얼검색시스템은 QR코드로 제품등록 및 제품정보, 매뉴얼관리
가 가능하며 고객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된 시스템입니다.  
기능 : QR코드 , 고객 제품등록 및 AS이력관리, 매뉴얼 등록 관리, 매뉴얼 검색, 매뉴
얼 메일전송,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 2차 추가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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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소개 

슈나이더 일렉트로닉 어플개발 – 제품 교육, 최신카탈로그, 기술자료, 강좌동영상등 
다양한 고객에 니즈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기능 : 기존시스템 DB연동, 카탈로그, 기술자료, 강좌동영상,  어플리케이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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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소개 

 ㈜파워엠엔씨 설비정보시스템으로 QNMS를 바탕으로 고객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된 시스템입니다. 보안기능이 추가되어 기본 페이지와 내부접속페이지를 독립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기능 :  실시간 업데이트 내역확인, 기기리스트, NFC 설비정보 관리. 카테고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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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홈 주택임대관리시스템 - 임대관리 부동산 임대사업자용 시스템, 관리비내역, 미납내역, 
계약일관리, 스케줄, 공실관리, 공지 건물정보, 임대료납부정보, 관리비내역, 종류, 등록, 수정 관리비 
납부내역, 공지사항, 건물주정보, 계약서확인, 문자로 사용자페이지링크발송 계약서 정보관리 및 
뷰페이지, 계약서 스캔본 등록 (하단) 임차인성함, 주소, 연락처, 성별, 직업, 메모 등 



시스템 
소개 

 ㈜한울INC 시설물관리시스템으로 QNMS를 바탕으로 고객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된 시스템입니다. 보안기능이 추가되어 기본 페이지와 내부접속페이지를 독립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기능 :  실시간 건물관리 업데이트 내역확인, NFC 건물정보 관리. 카테고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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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소개 

 KT cs의 QRCMS으로 명함생성관리, QR코드 자동생성, 관리자관리등 쉽고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개발 된 시스템입니다. 
각각의 KT cs 직원분들 명함 및 인쇄물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능 : QR코드 자동생성, 명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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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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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소개 

 부산항만공사 감천항 시설물, CCTV관리 설비정보시스템으로 QNMS를 바탕으로   
고객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된 시스템입니다. 보안기능이 추가되어 기본 페이지와 
내부접속페이지를 독립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오프라인 방식으로 SD카드 업데이트
를 진행합니다. 
기능 : QR코드 , NFC 기기이력관리, 기기 업데이트 관리, 보안코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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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소개 

부산항만공사 CCTV관리 및 설비정보시스템으로 QNMS를 바탕으로 고객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된 시스템입니다. 보안기능이 추가되어 기본 페이지와 내부접속페이지
를 독립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오프라인 방식으로 SD카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기능 : QR코드 , NFC 기기이력관리, 기기 업데이트 관리, 보안코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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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소개 

QR코드 제품관리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개발중 
각 제품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전세계에 판매되는 제품등록, 등록한 제품에 대한 이력 
및 AS정보를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기능 : 제품등록, 확인시 GPS, IP 정보등록(동의시)하여 데이터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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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CQR 유사 개발시안 – 아쿠아리움, 동물원관리 

시스템 
소개 

 박물관, 미술관등 전시시설에서 사용되는 버전으로 QNMS를 바탕으로 커스터마이
징된 시스템입니다. 사용자 모드가 추가되어 사용자페이지와 관리자용 페이지를 수
정 관리가 편리하게 구현하였습니다. 
기능 :  실시간 업데이트 내역확인, 유물, 유적관리 및  등록, 이력관리, QR코드 자동
생성 및 NFC 사용자모드 ( 유사 시스템 공주, 부여, 청양 유적지에 납품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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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개발 사례 및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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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개발 사례 및 샘플 – 정품인증 및 묘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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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afeinfo.co.kr/
http://www.safeinf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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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fea.cafe24.com/iot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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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저희 ㈜지노시스는 전문적인 웹기획 능력을 자랑하는 기업으로서 다양한 웹시스템 

및 솔루션을 보유하고 다수의 시스템관련 특허를 출원중에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 투입될 PM은 대표이사(고려대학교 경영정보 석사)가 직접 기획 및 

PM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본 사업 진행을 위해 최단기간 내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개발 방향을 정할 수 있으며 최적의 솔루션 및 컨텐츠를 제공 합니다. 

89 

• 2009년 12월 설립 
• 온라인정보제공업,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대한민국 우수기업 선정 
• 저작권 및 다수의 인증 
• 특허,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등록 

• IoT 빅데이터 연구소 운영  
•2019년 10월 25일 현재 

⊙ ㈜지노시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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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노시스 소개 

스마트폰 화재경보 시스템  
및 그 실행 방법  

기존 소방감지기를 활용한 IoT  

스마트 화재감지 안내시스템  



수행능력 
본 프로젝트에 투입될 PM은 대표이사가 직접 기획 및 PM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름만 올리는 PM이 아닌 실제로 컨텍부터 기획등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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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KAIST기술 창업학교 수료 

⊙ ㈜지노시스 대표이사 소개 

IoT Innovation Award Winner 

IoT 전문가 대상 수상 2018.12.06 

• 고려대 경영정보 대학원 석사 (MIS) 

• 경영정보시스템, 멀티미디어 공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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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노시스 대표이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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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노시스 주요연혁 

2018. 12  IoT 전문가 대상 수상 

2018. 10  ㈜지노시스 IoT 빅데이터 연구실 설립 인정 

2018. 09  KAIST 융합캡스톤 공동 프로젝트 진행 – 현장에 필요한 안전 IoT기기 개발 

2018. 05  KAIST CUOP 공동 프로젝트 진행 – 커넥티드카 IoT 안전 2차사고 예방시스템 개발 

2017. 12  SK 텔레콤 IoT 파트너사 선정 

2017. 07  IoT 소방안전관리시스템 관련 특허출원 및 개발, 납품 

2017. 02  스마트 화재 경보기 어플 특허출원 및 개발  

2016. 11  정품 인증 QR 관리 시스템 위조방지 시스템 개발 

2016. 10  주택임대관리시스템  어바웃홈 서비스 런칭 

2016. 06  MSDS 검색시스템 컨텐츠 품질인증 [ 2016-07-0002 ] 및 해양선박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2016. 05  IoT 센서 연동 시스템 기술개발 

2015. 12  자본금 증자 [ 1억 5천만원 ] 

2015. 1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5. 06  안전정보 포털 세이프인포 컨텐츠 품질인증 [ 2015-06-0021 ] 

2015. 04  2015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선정 [기술혁신부분] 

2015. 03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특허출원 다수 

2014. 12  벤처기업 인증 

2012  ㈜지노시스 법인 설립 및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부서 인증, 에코어워드 대상 등 

2009  지노시스 회사 설립 및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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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노시스 특허 및 인증 

특허출원명/프로그램명 출원 ․ 등록 번호 비고 

스마트폰 화재경보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및 그 실행 방법 제10-1972701호 특허등록 

기존 소방감지기를 활용한 IoT 스마트 화재감지 안내시스템 제10-2023851호 특허등록 

IoT LoRa 작업자 안전경보장치 10-2019-0018202 

IoT 스마트 안전보도블럭 지하매설물 사고예방시스템 10-2019-0019555 

IoT LoRa 독거인 안전센서조명 및 보안시스템 10-2019-0019566 

출동소방관 화재건물 도면 공유시스템 10-2019-0020806 

해양선박 탑승자 안전관리시스템 10-2019-0004716 

NFCQR을 이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10-2018-0116659  

출동소방관 화재건물 도면 공유시스템 10-2019-0020806 

IoT 화재감지기와 이를 이용한 IoT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10-2018-0094468 

비콘 및 블루투스 통신을 활용한 커넥티드카 안전사고예방 시스템 10-2018-0093615 

화재경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0-2017-0015221 

스마트 소화기 사용기한 관리시스템 10-2017-015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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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노시스 특허 및 인증 

특허출원명/프로그램명 출원 ․ 등록 번호 비고 

오프라인방식에 데이터베이스 전송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10-2017-0004554 

NFC 주택 빌딩 건물관리 시스템 10-2014-0101748 

NFC QR코드 모바일 인증서 유효성 확인 시스템 10-2014-0101695 

NFC QR 태그를 인증서 확인 관리시스템 10-2014-0069105 

HTML5 웹기반 NFC 조난신고 시스템 10-2014-0069093 

움직이는 QR코드 10-2010-0116057 

자동차 유리 및 차체 스티커 오염방지 도료 및 스티커 오염방지 방법 10-2015-0175886 

안전정보 세이프인포 2017-11-0029 콘텐츠인증  

Study abroad korea 학교정보 2018-08-0055 콘텐츠인증 

NFCQR 설비정보시스템 C-2014-010149 프로그램등록 

유학원용 웹솔루션 C-2013-001706 프로그램등록 

디자인QR 41-0246825 상표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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