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NIT IoT플랫폼 소개

코오롱베니트 기업전용 IoT플랫폼은 기기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강력한 보안 및 상호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Cloud 및 On-Premise 환경에서 고객의 요구와 구축환경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B2B IoT솔루션

디바이스 관리 플랫폼 ‘ARM Pelion’과 IoT서비스 구축 플랫폼 ‘AWS IoT’를 통해 각 산업군별 다양한 

IoT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IoT로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십시오!

코오롱베니트 기업 전용 IoT플랫폼

강력한 보안
ㆍDTLS(TLS) 암호화 솔루션으로 강력한 보안

ㆍ디바이스와 Cloud 데이터의 도청, 간섭, 

   메시지 변조 차단

API

Cloud 및 On-Premise 환경 구축 가능
ㆍ고객의 요구와 구축환경에 따른 다양한 지원 가능

ㆍCloud를 통한 증가하는 IoT 커넥티드 디바이스 관리

Device Management
ㆍ기기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안정적, 효율적 관리, 업데이트 

   프로비저닝 지원

Connectivity Management 
ㆍ하나의 SIM으로(Global Roaming) 

   세계 어디서든 안정적으로 Cloud   

   연결 가능 

상호 호환성 확보
ㆍ다양한 이종 디바이스, 

   여러 서비스 간 상호 호환성 보장 

ㆍ서비스 연계 및 확장 용이

(App Development Enablement)

Device Ecosystem

Device Management Services

Data Managem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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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관리 플랫폼

ARM IoT 디바이스 관리 플랫폼 ‘Pelion’을 통해 원격 모니터링, 

펌웨어 업데이트 등 효율적인 IoT 디바이스 관리가 가능하며, 

고객은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IoT 특성에 맞는 데이터 분석 환경을 이용하여 고객 비즈니스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oT서비스 구축플랫폼

국내 최초 AWS IoT 컨설팅 컨피턴시 획득으로 IoT컨설팅 및 솔루션 구축 역량 인증

‘AWS IoT’는 다양한 커넥티드 디바이스와의 통신, 데이터 처리, 라우팅 및 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산업용 솔루션, 커넥티드 홈 솔루션과 같은 IoT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IoT Analytics 서비스와 연결하여 분석 및 기계 학습 모델까지 

구축할 수 있습니다.



KOLON BENIT IoT Business
코오롱베니트는 KOLON Group의 ICT 전문 기업으로서, 세계 수준의 IT서비스와 더불어 IT영역을 넘나드는 혁신적인 Smart Convergenc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산업군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맞는 IoT 모델의 컨설팅을 시작으로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 및 데이터 분석까지 기업용 IoT One-Stop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IoT 사업팀 박상복 영업대표  T. 02-2120-7211  E. sangbok_park@kolon.com  H. www.kolonbenit.com

BENIT IoT서비스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는 IoT 컨설팅 및 구축 서비스 제공

홈IoT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AWS IoT 기반 지능형 홈 IoT 플랫폼 

구축·서비스 제공 (경기도 따복하우스, 

대구 시지 하늘채, 전원주택 등 적용)

건설현장 IoT 적용 콘크리트 양생 사업

콘트리트 내 온도차로 인해 발생하는 

균열 방지를 위하여 IoT센서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관리

교량안전 모니터링 IoT적용

IoT기술을 적용하여 서울시 교량의 거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간 모니터링, 

효율적인 안전관리 가능

지하철 혼잡도 및 동선분석

지하철 이용자의 구역별 실시간 혼잡도와 

승객 이동경로 DB를 수집·분석해 

지하철 고객 서비스와 안전 강화에 활용

위치기반 고객행동분석

매장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용객수 및 

이동패턴 분석과 고객 행동 분석에 따른 

비즈니스 인사이트 제공

인천광역시 실시간 환경측정/분석

인천시내 주요 도심의 온·습도, 미세먼지, 

독성가스 등 실시간 측정/분석.

도시환경 개선 사업 계획에 활용

주요사례   다양한 분야의 IoT플랫폼 구축 노하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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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Biz. 

전문 컨설팅

IoT플랫폼 

개발 공급

IoT플랫폼/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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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IoT 맞춤 서비스 기획

•Well-Architecture 설계

•IoT플랫폼 교육(AWS, ARM)

•홈IoT 체험관 구축 및 교육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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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IoT 플랫폼 제공

•RTOS(ARM Mbed OS) Porting

•Voice Assistants(Amazon Alexa, Google, Naver Clova)

•3rd Party 연동 서비스 개발

   (OAuth, RESTful Open API 개발, API-Gateway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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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 Pelion Device Management 제공

•홈 IoT(IoK, 주거통합플랫폼)

•건설 IoT(중장비IoT, 생체인식 근태관리, 콘크리트양생솔루션)

•공간 IoT(위치기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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