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 가맹점_대형 할인마트[300평] IoT 관리 및 보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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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화면 작동(원격제어) / 단축키 작동(로칼제어) 촬영

순서

장면 상황 / 촬영 구분

1

07시~08시 출근 시 정문 열림

2

08시30분(타이밍 설정값)

매장
사무실 점등
매장 1라인 점등
에어컨 작동

3

08시50분(타이밍 설정값)

카운터 등 점등

4

08시57분(타이밍 설정값)

매장 전체등 점등

09시00분 매장 손님 받기

5

09시00분~21시00분까지

매장 일부 라인 등

상황에 따라 수동 소등/점등

6

21시00분(타이밍 설정값)

매장 1라인외 전체 소등

7

21시00분~21시30분

8

21시30분(타이밍 설정값)

9

24시간 오픈 냉장실 온도 자동운영/ 조명

10

24시간 동문 오픈 시에

11

24시간 서문(항시 닫힌 상태임) 오픈 시에

12

스마트 3구 스위치

13

배선 차단기

배전판 온오프 상황

작동 시 차단기 동작

14

온습도 센서

에어컨 온오프 상황

작동 시 에어컨 동작

15

스마트콤 App 장면 설정

상황

호스트 스마트폰/공유 스마트폰 단축키(1~6 설정) 셋팅값 작동
카메라 팝업 / 작동 알림

온/습도 설정값에 따라서

작동 현황 / 작동 현황

매장 점검 및 사무실 정산-정리 후 퇴근
매장 전체 완전 소등

보안 상태 알림 / 작동 알림

퇴근 단축키 작동 -사무실 소등
1분후 마지막 1라인 소등 및
경계-보안 시작

조명 수동 소등/점등 및
냉장문 열기/닫기
카메라 팝업 / 작동 알림
도어벨 소리울림(뻐꾸기)
작동 알림
도어벨 소리울림(뻐꾸기)
사무실/회의실/휴게실 소등/점등(수동-반자동-설정값<타이밍> 자동-원격제어)
온/오프 및 타이밍
미터링 기능
설정값 온/오프 및 기능

설정값 온/오프, 타이밍 제어, 주로 보는 장면 편집, 원하는 시스템 가동 장면설정, 아이콘 편집 및 제어

장비=22 ea + SD카드 1ea
Remark 스마트 카메라(서브 게이트웨이) 1/3구스위치 1/도어센서 2/단축키 1/온습도센서 3/IR 리모컨 3/배선차단기 11/도어벨 1/ 영상저장 SD카드 1

매장 상황(신 구조물 배치 등등)에 따른 장비 증감 및 이동 가능 - 항시 호스트 관리자가 상황에 따라 작동 설정 변경 가능

스마트콤 IoT 시스템
타사 제품 개요

A사

B사

대부분의 회사는 와이파이
무선 시스템

스마트콤 장점

당사 제품은 와이파이(카메라-게이트웨이) 무선과
와이파이 무선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지그비(센서) 무선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안정적으
센서 시스템 가동의 문제점이 수시
로 시스템을 구성 연결됨
로 발생함. 카메라는 별도의 IP 무선
영업 종료 시에는 자동 경계 모드[ 자가보안 시스
카메라로 구성되어 관리됨
템]으로 전환

스마트폰 앱에서 다양한 그룹- 장면 -아이콘타이밍/제어/연동 구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로칼과 원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 완료
기존 시스템과 연동되어 최적화 시스템 구축

당사제품은 다양한 메인/서브 게이트웨이와 서브
게이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양한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센서 장비가 현재 약 100여
종류로 되어 있어 필요 시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
사용자의 필요한 구성을 손쉽게 구성하여 편리한
플랫폼 구성을 설정할 수 있음

당사의 스마트폰 전용 플랫폼 앱으로 각종 센
서들을 활용하여, 장면-그룹 제어, 자동 제어
관리되며,
설정된 알림 시스템으로 이벤트 시에 동영상
이 즉시 팝업되어 상황을 알아볼 수 있음

와이파이 무선 시스템으로
장비가 허브(게이트웨이 역
단순한 앱으로 영상과 센서 제어
할)와 센서가 5~6가지로 제
한됨

기대효과
효율적 장비 관리[시간제어-원격제어-연동제어-단축키제어]를 통한 유지 비용절감 (전등, 에어컨, 가전제품, 간판 등등)
자연 환경에 따른 설정값 자동 제어 가능[온/습도-에어컨, 조도-전등, CO2 / PM미세먼지 / VOC유해가스 농도-환풍기: 주차장]
원격지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제어 관리로 관리 시간 절약[설정된 알림 시스템으로 이벤트 시에 동영상이 즉시 팝업되어 상황 파악-조치]
기존 시스템과 연동되어, 최적화 시스템 구축[기존 수동제어, 단축키 반자동 제어, 로칼 자동제어, 원격 제어]
설치 장소와 장비 배치 및 업종에 따라 관리인력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 비용절감 효과. 기존 인테리어 훼손 없이 영업 중에도 간편하게 설치 가능

구분

관리 인력 감축

에너지 관리

에너지 비용 절감 외

1

대형 할인 마트(300평 기준) 1명(관리- 1,800만원/년)

15~20% 절감

에어컨,형광등 연1,200만원/마트

2

대학교 강의실

3명(강의실 관리-200실)

15~20% 절감

빔프로젝트,에어컨,형광등 연80만원/실

3

대학교 기숙사

2명

15~20% 절감

에어컨,형광등 연70만원/실-공동구

4

스터디 카페(70평 기준)

1.5명(총무- 2,500만원/년)

15~20% 절감

청주 스터디 카페 기준[2년 운용 결과]

5

아파트 1동 (공용전기 기준)

15~20% 절감

주차장 미세먼지 -환풍기 자동관리

6

사출-압출 공장(500평 기준) 1명(새벽출근인건비- 2,000만원/년) 20~25% 절감

7

대형 사우나 (양주 스파)

2명(기계실-야간근무-5,000만원/년) 25~30% 절감[수온관리-온도제어 외 300만원/월] 기계실 야간3명 근무 중->2명 감축

8

인삼,멜론 비닐하우스(5동)

1명

온/습도 관리[자동 스프링쿨러 제어]

예열라인,형광등,에어컨,환풍기 연 500만원
생산량 20% 증산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