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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개요

창립일 2019년 7월 10일

대표이사 이희규

자본금 1.1억

소재지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225, 1405호

임직원 24명

웹사이트 www.siglobal.co.kr

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조직의융합은
SIG의영향력을증대시킵니다

‘글로벌스마트인프라구축은
SIG의가치입니다.’

공유에너지
플랫폼서비스
(B2C유료서비스)

스마트스쿨
(초.중.고교)

스마트부대
(국방부)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지자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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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2019. 07. 10. 에스아이지법인설립

2019. 11. 01 모바일타워사업권인수
2019. 11. 12. 모바일타워디자인출원, 기업부설연구소설립(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9. 11. 25. 휴대단말의무인대여관리시스템및방법(특허출원:제10-2019-0151814)

2020. 02. 12 혁신스타트업기업선정(기술신용평가)

2020. 03. 16 TCB 기술평가우수기술기업인증(기술등급 T-3)
2020. 03. 16 벤처기업등록(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0. 05. 01 서울랜드, 에버랜드모바일타워서비스시작

2020. 05. 07 모바일타워 KT텔레캅공급계약체결(현대자동차그룹연수원 8세트납품)

2020. 09. 10 전국터미널협회터미널대상휴대폰충전및광고서비스공동운영계약체결

2020. 12. 09 모바일타워 -스마트부대구축사업물품공급협약서체결(육군본부)
2020. 12. 28 대구광역시교육청스마트단말공급사업충전함납품(1,621대, 18억규모)

2021. 01. 28 대전광역시교육청스마트단말공급사업충전함납품(62대)

2021. 02. 08 스마트부대(육군본부) 시범사업수주확정(KT컨소시엄)

2021. 03. 01 본사사옥이전

2021. 03. 11 강원도교육청스마트단말기공급사업충전함수주(630대, 10억규모)

2021. 03. 22 대전.충북교육청스마트단말사업수주(KT컨소시엄, 10.3억)



국내유일USB보드타입스마트스쿨 IoT스마트고속충전함(18W)
국내유일USB보드타입크롬북/노트북충전함(45W)
국내유일스마트스쿨자원관리시스템
국내유일스마트단말무인충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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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제품은100% 국내생산을하고있습니다.
연구개발을통해처음 10년을준비하고 100년을함께하겠습니다.

스마트스쿨(18w145W 고속충전)
태블릿pc/크롬북/노트북

스마트스쿨(무인)
태블릿pc/크롬북/노트북

스마트부대(무인)
휴대폰/스마트워치

자원관리시스템
IoT, 동기화SW



Business Goal

2021
국내유일 IoT 스마트충전함출시(KT컨소시업구축)
스마트부대시범및고도화사업참여
공유에너지플랫폼인프라확대(터미널/편의점등)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시장의시작
ERP 도입

2022
코로나19 종식기대
공유에너지서비스의활성화
스마트부대본사업진행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본격화기대
해외시장본격진출추진
(미국/일본/유럽)

IPO

370억

2024
코스닥진입

700억매출목표달성

200억

30억

2020
국내유일스마트충전함개발
연구/개발시스템의안정화
공유에너지플랫폼인프라구축

5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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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스마트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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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01
스마트스쿨
IoT스마트충전함

국내유일18W 태블릿PC 고속충전.보관함
국내유일45W 크롬북.노트북충전.보관함.
국내유일무인스마트단말대여.반납시스템
국내유일 IoT 원격자원관리시스템

05
비대면서비스
무인키오스크
Unmanned

소상공인을위한무인주문시스템구축
공유주방, 스터디카페, 헬스장등공급
키오스크-+ 모바일+ 웹통합서비스구축

04
공유에너지
플랫폼서비스
Service

휴대폰충전.보조배터리유료화서비스
서울역에서대여받고부산역에서반납하자!
KTX역사, 터미널, 지하철, 공항, 항만, 
종합병원, 편의점, 놀이동산등

03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Factory

태블릿PC를이용한공정관리시스템운영
무인태블릿PC 대여/반납시스템공급
보안구역무인스마트폰반납.보관시스템
관광객유치를위한스마트충전서비스도입

Army

02
스마트부대
스마트단말관리

21년스마트부대시범사업사업자선정
육군본부와물품공급협약서체결
스마트폰충전.보관시스템
스마트워치충전.보관시스템

02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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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래교실의구축을위한

국내유일 IoT 스마트단말고속충전.보관함
USB보드타입 18W/45W 최대 40대까지고속충전.보관

02 사업소개

School

01
스마트스쿨
IoT스마트충전함

국내유일18W 태블릿PC 고속충전.보관함
국내유일45W 크롬북.노트북충전.보관함.
국내유일무인스마트단말대여.반납시스템
국내유일 IoT 원격자원관리시스템

 멀티탭방식의충전함은화재발생위험이있음.
 고용량(7000mA)의태블릿PC 도입으로고속충전함요구
 수업을위한선생님노트북지원(업무용) 후노트북관리요구
 저속득층을위한스마트단말기대여/반납시스템요구

스마트스쿨MobileTower ST시리즈 IoT고속충전함독점공급
무인노트북입.출이력관리시스템(NT시리즈) 독점공급
무인태블릿PC 대여.반납시스템(TT시리즈) 독점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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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래교실의구축을위한

국내유일스마트단말자원관리시스템 Syncpro

02 사업소개

태블릿PC의자원을관리하기위한최적의미래형솔루션!
태블릿PC 입.출이력보고서
단말현황원격충전.보관상태모니터링
원격동기화(앱일괄삭제및배포, 초기화, 수업자료배포.관리)
대여단말실물확인

School

01
스마트스쿨
IoT스마트충전함

국내유일18W 태블릿PC 고속충전.보관함
국내유일45W 크롬북.노트북충전.보관함.
국내유일무인스마트단말대여.반납시스템
국내유일 IoT 원격자원관리시스템

12

목표
모바일학생증연동

[Syncpro시범서비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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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기술을전부대운영에적용

2021년첨단 ICT기반스마트첨단과학기술군구축

Army

02
스마트부대
스마트단말관리

21년스마트부대시범사업사업자선정
육군본부와물품공급협약서체결
스마트폰충전.보관시스템
스마트워치충전.보관시스템

스마트폰타워충전기

스마트워치타워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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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기술을전부대운영에적용

장교용작전폰 & 병사용스마트워치충전.보관시스템

Army

02
스마트부대
스마트단말관리

21년스마트부대시범사업사업자선정
육군본부와물품공급협약서체결
스마트폰충전.보관시스템
스마트워치충전.보관시스템

 2021년스마트부대시범사업시작(전군의스마트첨단과학기술군구축사업)
 지휘관용스마트작전폰도입
 사병군사작전용스마트워치도입
 2020년7월–일과후병사휴대폰전면허용

중대별스마트폰입.출통합관리시스템도입
소대별스마트워치입.출통합관리시스템도입
병사휴대폰충전.통제용시스템도입

[무인키오스크]                                                 [개인서랍]                                       [나라사랑카드인증]                               [원격제어.통제]                                             [입.출보고서]

완전한 보안.통제체계 및 국민신뢰 구축

모바일타워(비대면 무인 입.출 통제시스템) 도입
전 부대 휴대폰 입.출 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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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조성사업

춘천시,속초시, 양양시스마트충전시설도입시범사업추진
읍.면.동전체약300억+α시장규모

03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Factory

태블릿PC를이용한공정관리시스템운영
무인태블릿PC 대여/반납시스템공급
보안구역무인스마트폰반납.보관시스템
관광객유치를위한스마트충전서비스도입

지자체중심의스마트폰충전시설확충과스마트단말공급사업추진

 지자체관광객유치를위한스마트폰충전편의시설도입
 지자체중심의공유서비스시장확대(예, 공유자전거)
 공공도서관디지털도서( 태블릿PC) 대여서비스실시

방문객, 시민을위한공공공유보조배터리(광화문에서대여받고경주역에서반납하자!)

공공공유태블릿PC(디지털도서) 대여솔루션제공
소외계층을위한스마트단말(태블릿PC)대여솔루션제공

시도별 시.군.구 읍.면.동 대상제품 추정금액

서울특별시 25 424 MT4-KC20, TT-C20 3,816

광역시 49 729 MT4-KC20, TT-C20 6,561

경기도 31 543 MT4-KC20, TT-C20 4,887

강원도 18 193 MT4-KC20, TT-C20 1,737

충청남북도 26 360 MT4-KC20, TT-C20 3,240

경상남북도 41 640 MT4-KC20, TT-C20 5,760

전라남북도 36 540 MT4-KC20, TT-C20 4,860

세종특별자치시 2 43 MT4-KC20, TT-C20 387

합계 223 3,491 31,419

-행정안전부자료, 2019년12월31일기준/ 단위:백만원
-읍.면.동1 set (단가900만원)공급기준적용.(휴대폰충전.배터리대여함20채널+ 스마트단말대여함20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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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공정관리.보안.안전사고예방
네트워크중앙통제시스템을통해
스마트단말입.출이력관리및실물확인

03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Factory

태블릿PC를이용한공정관리시스템운영
무인태블릿PC 대여/반납시스템공급
보안구역무인스마트폰반납.보관시스템
관광객유치를위한스마트충전서비스도입

 PDA사용에서태블릿PC 를이용한공정관리도구의변화(반도체&첨단산업공장중심)
 병원차트, 국가시험등에서도태블릿PC 사용증가
 태블릿PC  외부반출보안이슈에따른실물추적/확인기능요구

무인태블릿PC 충전.보관시스템독점보유
입.출관리및실물확인기능을통한보안사고예방
스마트팩토리의시작점!!

 작업중휴대폰사용으로인한보안및안전사고발생
 발열조끼, 쿨조끼사용에따른보조배터리충전.보관시설요구

무인휴대폰충전.보관시스템도입
보안.안전사고예방을위한시스템도입확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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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배터리걱정없도록 충전 & 보조배터리대여시스템
스마트단말공유플랫폼으로새로운사회적가치를실현합니다

B2C 공유에너지의새로운플랫폼

급하게서울역에서방법을찾던중발견한것이바로
모바일타워다. 모바일타워는두가지서비스를제공
한다. 보조배터리대여, 혹은핸드폰충전서비스다. 
서울역에는약세곳에모바일타워가설치되어있다.

2018. 11.16  포모스

스마트폰시대의오아시스, 
보조배터리필요할때모바일타워

KTX역

버스터미널

공항

지하철

편의점종합병원

놀이공원

백화점

호텔

관광지 항만

04
공유에너지
플랫폼서비스
Service

휴대폰충전.보조배터리유료화서비스
서울역에서대여받고부산역에서반납하자!
KTX역사, 터미널, 지하철, 공항, 항만, 
종합병원, 편의점, 놀이동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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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업소개

충전 & 보조배터리대여·반납
전국망네트워크공유시스템
네트워크중앙통제시스템을통해
전국어디에서도편리한 충전공유서비스를 누릴수있습니다

99

8

56

8

6 8

4

KTX역사 44(90)

지하철 58(15)

터미널 (200)

공항.항만 7(3)

병원 7(12)

호텔 9(2)

백화점 8(5)

관광 7(6)

학교 5(10)

군부대 12(12)

*2020년설치현황

모바일타워권역별설치댓수

215개소운영
(355개소예정)

파트너사: 코레일유통, 전국터미널협회,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대병원,  서울N타워등

04
공유에너지
플랫폼서비스
Service

휴대폰충전.보조배터리유료화서비스
서울역에서대여받고부산역에서반납하자!
KTX역사, 터미널, 지하철, 공항, 항만, 
종합병원, 편의점, 놀이동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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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업소개

글로벌공유에너지플랫폼구축목표
세계인이이용하는모바일타워!!
글로벌공유에너지플랫폼 & 광고플랫폼구축

19

말레이시아 : 12set 판매및서비스운영중
프랑스 : Durand Axel 모바일타워대리점설립협의중
미국 : 월마트외입점검토(Officenet, Inc)
일본 : NIHON DENSHO CO.,LTD 일본판매진행중.

서울에서대여받고
LA에서반납하자!!04

공유에너지
플랫폼서비스
Service

휴대폰충전.보조배터리유료화서비스
서울역에서대여받고부산역에서반납하자!
KTX역사, 터미널, 지하철, 공항, 항만, 
종합병원, 편의점, 놀이동산등



02 사업소개

20

비대면서비스
무인키오스크+모바일+웹관제
코로나19로인해비대면사업활성화와
무인키오스크+분야별관리시스템결합시스템의중요성인지
갑작스러운시장변화와미개척분야에따른기회창출05

비대면서비스
무인키오스크
Unmanned

소상공인을위한무인주문시스템구축
공유주방, 스터디카페, 헬스장등공급
키오스크-+ 모바일+ 웹통합서비스구축

공유주방 & 공유오피스 & 스터디카페 & 헬스장 & 프랜차이즈매장등



Thank you


	슬라이드 번호 1
	슬라이드 번호 2
	슬라이드 번호 3
	슬라이드 번호 4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슬라이드 번호 7
	슬라이드 번호 8
	슬라이드 번호 9
	슬라이드 번호 10
	슬라이드 번호 11
	슬라이드 번호 12
	슬라이드 번호 13
	슬라이드 번호 14
	슬라이드 번호 15
	슬라이드 번호 16
	슬라이드 번호 17
	슬라이드 번호 18
	슬라이드 번호 19
	슬라이드 번호 20
	슬라이드 번호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