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변화

SMART

변화를 두려워 않고 도전하여 차별화된 기업으로 성장한다.

창의적 사고로 변화를 선도하는 포에스텍의 차별화 전략

가치창조

SECURITY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가치를 찾아 이를 토대로 발전한다.
인사말

U-STAR

비전

U-WARE

경영방침

SMART RFID

사업분야

SMART IoT

기록물 관리 시스템
저장매체 관리 시스템
물품 관리 시스템
스마트 지게차 관리 시스템
비문 관리 시스템
NFC 회원 관리 시스템

지속적 혁신과 정직한 신뢰로 고객감동을 실현

고객감동

SERVICE

고객의 니즈에 귀기울여 고객감동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스템 보안과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인증 보호를 강화

기술력

SCREEN

기술력 확보를 통한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한다.

뉴패러다임 구축으로 기술향상을 선도

IoT기반 RFID 미들웨어를 통한 솔루션 및 RFID 자동인식기술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전문 IT 서비스 기업
RFID 미들웨어(소프트웨어) 분야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 RFID 통합 솔루션 제공 및 Consulting / IT융합을 통한 U-City 솔루션 제공 및 Consulting

안녕하십니까?
저희 포에스텍은 전문인력들이 모여 RFID 자동인식기술 기반 솔루션 개발 및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전문 IT 서비스 회사입니다. 사람과 기술 중심의
서비스 기업으로서 솔루션 구축사업, 웹서비스 사업, 컨버젼스 사업, 정보화 컨설팅, 서버 및 제품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들을 통하여 포에스텍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IT환경 속에서 고객과 기업에게 최적화된 솔루션과

Licence 사업
응용 라이선스 임대/판매
RFID 라이선스 임대/판매

Solution 사업
RFID기반 응용솔루션 구축
IT 융합솔루션 시스템 구축
NFC기반 응용 솔루션 구축

Web Service 사업
IT/RFID 서비스 사이트
구축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고, 차별화된 전문 영역을 확립하고자 지속적인 혁신과 기술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경험함으로써 다가 올 새 패러다임을 앞서 실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 포에스텍이 무한한 도전과 열정으로 이뤄갈 성장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낌없는 고객님들의 관심에 보답하는 서비스로 찾아가겠습니다.

대표이사 이승원

Server 및 제품 판매
RFID 통합보안 미들웨어 판매
RFID 모바일 미들웨어 판매

Convergence 사업
RFID기반 각종 컨버전스 사업
각종 HW임베디드 사업
각종 SW연동 시스템 구축 사업
각종 시스템 통합사업

정보화 Consulting 사업
U-City 컨설팅 기획
정보화전략체계 기획
IT 융합 정보수립 기획

RFID/IoT 미들웨어:SMART RFID

RFID/IoT 미들웨어:U-STAR
제품 개요
RFID 리더로 부터 수집된 태그 데이터를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들웨어로서 각 거점에 배치된 고정형 RFID 리더를 제어하고, 전체 RFID
인프라를 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RFID 장비의 관리 및
제어가 가능하고 필터링 된 RFID 이벤트(event)를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
·다양한 RFID 리더의 지원을 위한 Reader Proxy 기능 지원 (Multi RFID Device Support)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Edge/Integration 구조로 분산관리 환경지원
·적용 사업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태그 인식 필터링 규칙 설정 기능 제공
·EPC Global’
s ALE(Application Level Events) v1.0 표준 지원

제품 개요
U-STAR와 U-WARE미들웨어의 통합형. 두 제품의 기능을 통합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여 사용자에게 맞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 구성
· 데이터 처리를 위한 필터모듈 개발로 태그정보에 대한 안정적 필터링 가능
· 다양한 RFID 장비들의 연계모듈을 개발 시 필요한 모듈만 선택해서 활용 가능
· 다양한 DBMS(Oracle, MS-SQL, MYSQL, Tibero) Repository 지원

주요 특징
·RFID 미들웨어와 RFID 모바일 미들웨어의 통합형
·ALE 1.0 표준 스펙 지원으로 RFID태그 정보를 표준화하여 Application에 전달 가능
·표준국가기록관리 시스템(RMS)의 표준 API 준용 지원 연계 가능
·Telnet 형태의 경광등 장비의 컨트롤 모듈 포함
·보안강화를 위한 접근권한 모듈 개발로 접속 허용 IP에 대하여 통제 가능

ALE Client
통합형 RFID SW

Secure Information Service
관리자(브라우져)

Reader Proxy

RFID/IoT 미들웨어:SMART IoT

RFID/IoT 미들웨어:U-WARE
제품 개요
유·무선 application 개발 및 운용 지원 미들웨어. 모바일 서버 형태의 미들
웨어로 RFID, 바코드 등 다양한 통신환경의 휴대형 리더나 모바일을 통해
재물조사 및 조회 등의 작업 수행 시 통신망을 이용해 메인 서버의 데이터
와 모바일간의 자료를 실시간 주고받고, 일괄 업로드 및 다운로드와 같은
다중 접속 명령어 처리를 지원합니다.

주요 특징
·IP인증을 통한 클라이언트 접속 제한으로 보안 강화
·자체 통신 프로토콜을 통한 사용자 인증
·방화벽 환경 하에서 서비스의 내/외부 연계와 실시간 서비스를 지원
·다양한 DBMS 연계지원 가능 (Oracle, MS-SQL, MY-SQL, Tibero 등)

제품 개요
IoT기반의 HW(RFID, BLE, Beacon, 각종 센싱) 장비에 대하여 제어 및 모니
터링을 할 수 있는 융합 형 IoT 미들웨어입니다. 사물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각종 센싱 장비(바코드, RFID, NFC, BLE, 비콘, GPS, 온도센서, 습도센서,
모션 센서, 웨어 러블 장비, 스마트 디바이스) 등을 이용할 때 융합 형 IoT
SW를 통해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최적화 시키고, 업무 자동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Iot 센싱 장비

주요 특징
·융합형 IoT SW는 JAVA화하여 센싱 장비SW와 RFID미들웨어 업무를 일원화 시스템
으로 운영 가능
·IoT 센싱 장비와 RFID 고정형 및 휴대용 리더를 동시에 수용
·보안강화를 위한 접근권한 모듈 개발로 접속 허용 IP에 대하여 통제 가능
·다양한 IoT 센싱 장비를 연계모듈 개발로 필요한 모듈만 선택해서 활용 가능

융합형 Iot SW

Iot 메인 시스템

기록물 관리 시스템
제품 개요
RFID 기록물관리시스템은 비 전자 기록물의 유실 및
멸실 방지, 보존의 안정성 확보, 이용의 편의성 강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정수점검, 반입/반출관리, 서가배치 등을 처리, 기록
물 및 서고관리를 쉽고 편리하게 수행하며,일원화
된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 및 비 전자기록물의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비문 관리 시스템
주요 특징
·정수점검: 기록의 수량을 주기적으로 점검
·무단 반·출입 관리: 무단 반·출입 발생 시 시스템 관리자에게 통보
·무인 대출/반납
·기록물 배치관리 및 관리대상 선별
·국가기록물관리시스템(RMS) 표준 API에 따른 기록물 관리

주요 특징
·매체등록: 휴대형 리더기를 통한 매체ID와 RFID태그와의 연계처리
·관리: 내/외부 이동 신청 및 승인, 휴대형 리더기를 통한 승인된 반
출입의 처리
·전수검사: 전수검사 스케줄링 생성/ 전수검사 장비를 통한 전수검사
작업(위치, 매체타입으로 조건 검색 처리)/ 대상외의 매체가 인식되는
경우 리스트처리/ 인식된 매체에 위치를 설정하여 저장)
·실시간 위치 추적: 폐기관리, 이력조회, 무단 반·출입 통보 등 실시간
위치이동 확인
·온오프라인 데이터 관리

제품 개요
IoT기반의 스마트 지게차 관리 시스템은 지게차를
이용한 물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현장에서 발
생될 수 있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특징
·업무관리: 업무흐름, 업무내용, 이동경로관리
·자동셔터관리: 주변에 사람이나 다른 대상물의 움직임에 셔터가
자동으로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션센서
작동후 지게차의 RFID 태그를 읽으면 셔터 개방
·인원안전관리: 작업자의 안전모, 복장에 태그를 부착,인식하여
관리(RFID Tag는 안전모자 특성에 맞게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

NFC 회원 관리 시스템

물품 관리 시스템
제품 개요
RFID 물품관리시스템은 물품에 RFID 태그를 부착
하여 생성, 보관, 사용, 소멸까지 물품의 수명기간
동안 실시간 물품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물품에 RFID태그를 부착하여 자동인식을 통해 물
품의 이동이나 관리 부분을 데이터화 하여 손쉽게
관리할 수 있고 이동, 재고관리가 용이하며, 관리
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비문/상용정보통신기기 반 출입 통제
·분실비문 수색
·비문 행정 처리
·비문관리 대장 관리
·비문대장 보호

스마트 지게차 관리 시스템

저장매체 관리 시스템
제품 개요
RFID 저장매체관리시스템은 저장매체의 관리(보안,
신청, 보관, 소산, 폐기 및 반입·반출 등)을 전산화
하여 저장매체관리의 정확성을 향상 시키고, 안정성
및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품 개요
RFID 비문관리시스템은 비문에 RFID 태그를 부착
하여 실시간 비문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방대한 비문관리에 있어서 가시성 확보 및 업무의
자동화로 신속성, 효율성 향상과 검증된 기술적용
으로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문관리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이나 관리 부분을
데이터화 하여 손쉽게 관리할 수 있고 이동, 전수검
사가 용이하며, 관리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요특징
·정수점검: 기록의 수량을 주기적으로 점검
·이력조회: 매체별, 일자별 작업이력 조회(게이트 통과 이력 포함) /
무단으로 반·출입된 이력 조회
·무단 반 출입 통보: 무단 반 출입 발생 시 시스템 관리자에게 통보
·각종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현물자산의 통계적 파악으로 회계의 투명성 확보
·재고의 신속한 현황 파악
·입고, 이관, 폐기, 대여 등 관리의 편리성 제고

제품 개요
NFC 회원관리 시스템NFC회원관리 시스템은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통신)를 이용
한 회원관리 시스템으로 아무런 도입장비 없이 스마
트폰 또는 기타 모바일 기기로 회원의 출결/근태/참석
관리를 제공하는 App입니다.

주요특징
·회원 출결 상황 관리자 실시간 조회 가능
·도입장비(설치기기) 없이 회원 관리 가능
·회원 이력조회 가능
·시간, 장소 관계없이 언제든 도입가능

2012

ㅣ시스템 구축사례 및 사업현황
2016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인증

·삼성SDS/농협 RFID 매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수주

·중국대련 RFID가로등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수주예정

·부산시 구,군 통합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삼성 Display RFID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개발 수주

·주식회사 포에스텍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진행 중

·대통령기록관 RFID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충북 4개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RFID SW개발)

·제15회 대한민국 SW기업 경쟁력 대상 _ 우수상 수상

·영상물등급위원회 기록관리 시스템 SW분야 수주 및 납품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남산1호터널 RFID연계 SW개발

·화성시 도시시설물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수주

·마곡 U-City 구축 시설물관리서비스용 통신프로토콜 미들웨어

·RFID 위험관리솔루션 개발 사업 수주

(추가 RFID SW 납품 계약 및 진행)

·상주시,문경시,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납품 수주

SW 납품예정(IoT미들웨어)

·국민 안전처 RMS구축사업 RFID 미들웨어 납품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 서버 납품

2013

·중소기업청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

·중소기업청 융합 R&D현장기획과제 선정(주관기업)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관 JST 창업스쿨 이수

·인천정보산업진흥원 SW융합 비즈니스 모델 기획 연구회 운영

·인천정보산업진흥원_SW클러스터 (SW융합 맞춤형 글로벌 창업지원사업 선정)

·주식회사 포에스텍 법인 설립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선정-수중 의사전달용 PAD개발
·창업진흥원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 선정
·인천상공회의소 IP인큐베이팅/선택형IP-소규모 특허맵 지원사업
·삼성 디스플레이 RFID/바코드 PDA 프로그램 개발
·인천공항 3단계 운항 통신시설 구축사업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장비교체 및 증설사업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 전자기록물
점검 및 검수용역 수주

2014
·국민연금관리공단 RFID 물품관리 시스템 (RFID SW 개발)
·벤처 1세대 멘토링 지원사업 선정
·창업성장기술개발 선정
·에듀파인 교육청 RFID 물품관리 시스템 (RFID SW 개발)
·RFID 미들웨어 및 주류 RFID 시스템 SW개발
·KJCCS(국방연합지휘체계) RFID IT자산관리 시스템 개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부산시 구, 군 통합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RFID SW개발)

2012-11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RFID 고도화 사업
·마포구 U-시범도시 2차 사업제조 구매
·역사기록관 RFID 인프라 구축 사업

2010
·대검찰청 RFID기반 검찰청 기록관리 시스템 4차 확산 사업
·IFEZ 콘텐츠 통합 DB 구축용역/

2015

·충북 4개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RFID 솔루션 납품)

·국회도서관 RFID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남산 1호 터널 RFID 연계 SW 개발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RFID물품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RFID 위험관리 솔루션 개발

·경산시청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RFID 시스템 납품 및 개발)

·국회도서관 RFID 기록관히시스템 유지보수 수주

2009

·삼성SDS RFID 저장매체관리시스템 미들웨어 부분 납품

·농협/삼성SDS RFID 저장매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수주

·송도 “U-CITY 홍보 체험관 및 복합환승센터 PF 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여성과제(참여기업) : IT+CT 잉글리쉬 키즈토이

·AGC Display RFID 도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수주

·국가기록관리 시스템 확산 사업

·GS인증 Smart RFID (통합형 RFID 미들웨어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벤처1세대 멘토링 지원 사업” 선정

·RFID기반 검찰청 기록관리 시스템 3차 확산 사업

·국민 안전처, 인사 혁신처 표준 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성균관대학교 LINK사업단 주관 가족회사 협약 계약 체결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정보시스템 중 RFID 시스템

·인천지식산업협회 주관 산업 협약 계약 체결

·바이애슬론 RFID 시스템 구축 사업

·한화 4개사 이글오피스 개발 SW분야 개발사업 수주

·삼성SDS/국방연합지휘체계 RFID 메탈태그 납품

2008

·국방벤처 기업 협약 완료

·창업성장기술지원사업 확정(통합RFID 미들웨어 개발)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 서버 납품

·에듀파인 교육청 RFID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바코드분야 수주 HW/SW)

·중소기업 융·복합 R&D 현장기획과제 선정 및 중소기업센터 연계 형

(RFID 클라이언트 SW 개발 수주)

인천시교육청 중요기록물 정리 및 기록물 DB 구축 4차
·AGC Display RFID 도면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관리공단 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부산신항만 2-1단계 RFID 기반 자동화 터미널 구축 사업
·국회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RFID 사업부문)

융·복합 R&D 사업신청 (지능형 인삼재배 스마트 팜 시스템 개발 사업)

·RFID 미들웨어 및 주류 RFID시스템 SW개발 수주

(IoT 미들웨어)

·KJCCS(국방연합지휘체계) RFID IT 자산관리 시스템 수주

2007

·남구청, 가천길대 체육시설물 이용자관리 NFC프로그램 개발

·백두대간 농산물 유통물류 시스템 구축 사업

·피스티스 수복물 공정관리 시스템 NFC프로그램 개발

·대한전선 샌생산공정관히 시스템 구축 사업 (RFID사업부분)

·AGC Display RFID 도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수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