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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 2 - 

㈜사람과기술은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  

회사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시스템을 사용자에 맞게 구축 

개발해 온 경남을 대표하는 시스템 구축 전문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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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ㅣ 회사개요 

사업자등록번호 609-86-07838                                         자본금                   2억                                      

대표전화 055) 259-5961 

FAX 055) 259-5960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21 경남지능형홈산업화센터 4동 404호 

Homepage www.hntlink.com 

주요사업 
SI(system Integration) 

  - 해군 원격정비, 선체관리 시스템 

  - 기업, 공공부분 업무 시스템 
 

보안 시스템 

  - 망분리 시스템(미라지웍스 iDesk, vDesk) 

  - MDM 

  - 3D 안면인식, 실시간 위치인식 시스템(RTLS) 
 

서버 및 PC 가상화  (클라우드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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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기술은 네트워크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기업, 기관 등 다양한 고객의 네트워크 /

보안 장비 구축, 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KT 고객사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 Cisco, Juniper, HP 등 다양한 제품 취급 

㈜사람과기술은 기업, 기관 등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자체 개발 S/W와의 연동, 

마이그레이션을 통한 시스템을 구축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해군 원격정비, 3D 선체관리 등 국방관련 솔루션 개발 

• Green IT, BEMS System 

• DR / VTL / 백업 / 스토리지 

회사소개 ㅣ 사업영역 

보안/네트워크 분야  

SI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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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기술은 세계 최고의 보안 솔루션 기업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경남지역에 솔루

션을 제공 합니다.  

• 미라지웍스 iDesk, vDesk 망분리 솔루션 

• 젠프라이스 MDM(모바일 장치관리) 시스템 

• RTLS(Real-Time Location System)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 

• Artec ID 3D 안면 인식 시스템 

㈜사람과기술은 빠르게 변화해 가는 기술에 맞추어 VDI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 PANO VDI(Zero Client) 

회사소개 ㅣ 사업영역 

보안시스템 

데스크탑 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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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ㅣ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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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ㅣ 보유기술 및 인증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공장등록증 이노비즈 확인서 ISO 9001:2008 ISO 14001 



- 8 - 

Ply(플라이) Cutter(커터) 전용 
지원 SW(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등록증 

선박원격정비 시스템 

프로그램등록증 

회사소개 ㅣ 보유기술 및 인증 

빅데이터 기반의 자동차 선호도 
분석 시스템 

프로그램등록증 프로그램등록증 

스마트 택시 시스템 공구수명관리시스템 

프로그램등록증 

복합소재 추천 시스템 

프로그램등록증 

원격의료 시스템 

프로그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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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ㅣ 보유기술 및 인증 

특허출원 특허출원 

독거노인을 위한 원격 의료관리  
서비스 시스템 및 원격의료관리 

 서비스 제공방법 

특허출원 

어린이 통학 차량을 위한 지능형  
문끼임 방지 시스템 및 동작방법 

특허출원 

ＣＡＴＩＡ 프로그램을 활용한 복합
소재 적층 시뮬레이션 방 

법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출원 

원격접속정비, 원격화상정비, 및   자
체정비가 가능한 함정용 

통합정비 관리시스템 및 관리방법 

빅 데이터를 이용한 복합소재 추천시
스템 및 방법 

특허출원 특허출원 

생체신호 측정장비를 활용한 원격 심
리상담 시스템 

특허출원 

함정용 통합정비 관리시스템과  
생체신호 측정장비를 활용한  
함정내 원격 심리상담 시스템 

특허출원 

응급환자를 위한 원격진료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출원 특허출원 

아이씨티 기반 지능형 대피 유도 
시스템 및 그 방법 

메디컬 트레이닝 콘텐츠와 센서를 이
용한 재활 서비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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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조립 블록의 위치를 추정
하는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증 

선박 블록 관리 장치 및 방법 

특허증 

사람 검출 장치 및 방법 

특허증 

사람 검출 장치 및 방법 

특허증 

어린이 통학차량 문끼임 
방지 시스템 (CDD) 

인증서 

어린이 통학차량 문끼임 
방지 시스템 (CSD) 

인증서 

회사소개 ㅣ 보유기술 및 인증 

원격 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서비스 방법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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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ㅣ 회사연혁 

2012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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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ㅣ 회사연혁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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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소개 ㅣ 사업분야 

망분리 시스템 네트워크 서비스 데스크탑 가상화 

MDM 

RTMS 

마에스트로 3D 안면인식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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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ㅣ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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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도 

구 성 도 

국내 구축 사례 

회사소개 ㅣ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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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ㅣ 사업분야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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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도 

국내 구축 사례 

새서울치과 

구 성 도 

vCenter 

Virtual Server (1) 

App 
XP 

App 
XP 

App 
XP 

App 
XP 

사용자 인증 

데이터 처리 및 교환 가능 

파일전송 및 교환차단 

Pano Manager 

통합관리서버 / 커넥션 브로커 

Active Directory 

Virtual Server (2) 

App 
XP 

App 
XP 

App 
XP 

App 
XP 

스토리지 (Storage) 

백본 스위치 

User × n 

회사소개 ㅣ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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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구성도 

회사소개 ㅣ 사업분야 

국내구축사례 

http://www.nfri.re.kr/
http://www.samsungfire.com/front.html
http://www.hy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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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ㅣ 사업분야 

구 성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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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ㅣ 사업분야 

제품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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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ㅣ 사업분야 

DR 솔루션 적용시 고려 사항 구성도 

하드웨어 방식의 I/O 처리단계 

INTERNET 

2 복제 
데이터 

1 

원본 
데이터 

서버에서 발생된 I/O는 스토리지에 저장 

스토리지-TO-스토리지 데이터 전송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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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ㅣ 사업분야 

주요기능 

RTLS(Real-Time Location System) :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 

측정기술의 정확도 

출처 : 무선랜 기반 위치정보 서비스(김학용, 삼성네트웍스 R&D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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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ㅣ 사업분야 

특/장점 

수십 cm 이내의 초정밀 측위 오차 - WiFi, BT 대비 10배 이상 정밀도 높음 

표준 기반의 저전력 설계 – ZigBee 보다 낮은 수준 

저가의 제품 구성경쟁 - 제품대비 원가 경쟁력이 높음 

적용현장 설치의 간소화 - RAP간 무선 동기화 기술 

Device간 상대위치 파악 

Ranging 기능 제공 수십 Cm이내 초정밀 측위 

UWB무선 기술  

- 중심 주파수의 20% 이상의 점유 대역폭을 차지하거나, 500MHz이상의 점유 대역폭을 차지하는 기술로 통신거리 100m 이상 고속UWB와 저속

UWB(위치인식)로 구분 

- 위치인식에 적합한 기술은 802.15.4a 규격의 저속UWB 기술 

- 110kbps~6.8Mbps의 전송속도를 지원(802.15.3a기반 고속UWB의 경우 100Mbps 전송속도) 

- 3.2 ~ 4.8GHz (500MHz이상 BW)주파수 사용  

수십cm 단위의 측위 정밀도 

- 기지국, WiFi, BT, ZigBee 등 기존 실내 측위 기술은 전파 및 알고리즘 특성의 한계로 인해 수십 cm 단위의 정밀한 위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RTLS기반의 UWB(Ultra Wide Band) 초정밀 측위 기술은 기지국, WiFi, Bluetooth, ZigBee 등 기존 실내 측위 기술의 정확도 한계를 
극복하는 수십cm 수준의 정밀한 측위 기술로서, 건물 내부나 공원, 운동장 등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개방된 구간에서 이동체 또는 물건의 위
치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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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ㅣ 사업분야 

구성도 

RTLS 시스템 비교 

기술/내용 

표준 기술규격 

가격 
802.11 802.15.4 802.15.4a Proprietary 위치 

정학도 

범위 
(Tag- 

Reader) 

Multi 
Path 

Immunity 

태그 
밀도 

최대  
데이터Rate 

배터리 
수명 

1 
WiFi기반 RSSI / TDOA 
기존 WiFi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태그 위치 파악 

V L L L L H L M 

2 
협대역 sub GHz 또는 802.15.4 2.4GHz를 이용한 RSSI 
거리 파악을 위하여 RSSI를 이용한 메쉬기반 무선 센서 네트워크 

V V L L L M M M M 

3 
Chirp Spread Spectrum (CSS) 
위치 파악을 위하여 TDOA를 활용한 802.155.4a CSS scheme 

V M M L M M L H 

4 
비표준 UWB 
위치 파악을 위하여 TDOA/AOA를 활용한 Proprietary UWB scheme 

V M M H M L M H 

5 
IEEE802.15.4a  표준 호환 UWB 
위치 파악을 위하여 TDOA를 활용한 IEEE802.15.4a UWB scheme 

V H H H H M H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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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ㅣ 사업분야 

*1 : Allied market”  research “Real Time Locating System(RTLS, RFID Bluetooth, Wi-Fi, UWB, GPs, IR, NFER, Zigbee and Emerging Technologies) 
and application market”, Dec. 2013 

2013 2015 2017 2020

G
ro

w
th

 in
 S

al
es

 

UWB RTLS   45~50% 

Wi-Fi RTLS    40~45% 

Global RTLS 30~34% 

 Source : Frost & Sullivan analysis(Sept. 20, 2013) 

Global RTLS 시장 가치는  11,7조로 성장했고, 이 시장은 연평균성장률이 2013년에서 2020년까지 20.7% 정도로 예상되므로  
2020년까지 43.7조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1 

측위 시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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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ㅣ 사업분야 

응용분야 

특/장점 

소형화 – 드론에 장착 가능한 크기의 센서 필요 

전력량 관리 – 드론 특성상 상시 전원 공급 불가로 자체 배터리 내장 기술 필요 

무선통신 – 각 센서들의 측정값을 무선망까지 전송 할 수 있는 통신 기능 필요 

경량화 – 드론의 최소 공간에 최대 장착 가능한 센서 및 추가 배터리의 경량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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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ㅣ 사업분야 

구분 적용 분야 장점 Opportunities 

의료/헬스 케어 자산 관리, 직원 안전, 약품 관리, 환자의 안전 및 재고 관리  
운영 효율성 및 환자의 만족도 향상, 약품 변조/위조 방지로 환자와 직원의 
안전 확보 

산업/제조 부품 및 장비 추적, 재고 관리, 직원 안전 및 보안 공정 간소화, 안전성 개선, 시간/비용 절감 

보안 / 안전 광산, 석유/가스 산업 등 위험한 환경에서의 직원, 환자 등을 추적 직원의 안전성 증대 및 사이트 관리 

스포츠 및 레저 운동 선수의 위치 추적, 운동장에서의 랩 타임, 장비 안전 
안전성 증대, 축구공 같은 운동 도구나 운동선수의 현재 위치 및 동선추적 
등 고 정밀 측위 

소매업 재고 추적 및 관리 
공급 및 분실/도난 관리 향상, 고객 행동 패턴 추론을 통해 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가능 

국방 군사 인력 및 컨테이너, 무기와 같은 장비의 위치 추적 군사 인력의 안전 및 중요 장비 관리 개선 

농/축산업 가축의 위치 추적 및 농산물 재고 관리 
가축 관리 향상, 멸종 위기 종 및 관련 환경의 안전성 관리, 가축 행동 패턴 
연구 등 

물류  및 운송 우편 / 배송 추적, 컨테이너 / 재고 추적 및 관리 작업 공정 자동화, 공정 간소화, 고가 물품의 안전성 증대, 시간/비용 절감 

교육 및 교정시설 연구 기관/교육 기관, 교도소 등의 인력에 대한 위치 추적 및 관리 보안 및 안전의 향상, 시설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제어 및 관리 가능 

환경 센싱 및 모니터링 온도 센서, 압력 센서 등과 같은 센서를 활용한 자산 추적 및 관리 실시간 데이터 수집, 현장 작업자의 제어 및 관리에 대한 안전성 증대 

적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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