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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황

회 사 명 (주)GES

회 사 영 문 명 GES CO., LTD.

대 표 자 명 이 용 철

대 표 자 영 문 명 Yong-Cheol Lee

법인등록번호 131111-0109677

사업자등록번호 129-81-69221

설 립 일 2004. 01. 28

결 산 월 12월

임 직 원 수
*

23명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00
분당테크노파크 E동 710호

홈 페 이 지 www.iges.kr

대 표 번 호 070-8889-0800

팩 스 번 호 031-707-6838

업 종
전자통신, 보안기기, 전자통신부품,

제조 및 용역 서비스

주 요 제 품
무인경비 보안장치, 보안관제 소프트웨어,

에너지관리시스템 외

엔젤투자소득공제
**

가능

KOTC
등록일/해지일

- -

KSM
등록일/해지일

- -

벤 처 기 업
등록일/해지일

2017.06.04 2019.06.03

이노비즈기업
등록일/해지일

2016.06.07 2019.06.06

메인비즈기업
등록일/해지일

- -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퇴거일

(센터명입력)
-

-

창업보육센터
입주/퇴거일

(센터명입력)
-

-

사 업 소 개

1. 시큐리티 사업부문 : 출동경비시스템,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및

커넥티드 하우스(스마트홈) 서비스

2. 에너지 사업부문 : 전원집중관리시스템(KT ELITE-III)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 상시근로자수 기준

** 벤처/3년 이내 기술성 우수기업



사업연도 2017/12/31 2016/12/31

구분 값 값

[유동자산] 3,024,900,875    3,118,785,443    

   ·당좌자산 2,375,602,927    1,684,657,011    

   ·재고자산 649,297,948      1,434,128,432    

[비유동자산] 5,306,902,060    4,952,495,111    

   ·투자자산 129,142,270      283,454,270      

   ·유형자산 640,248,021      537,740,748      

   ·무형자산 4,361,699,869    3,955,488,193    

   ·기타비유동자산 175,811,900      175,811,900      

         자산총계 8,331,802,935    8,071,280,554    

[유동부채] 2,679,716,712    2,645,249,686    

[비유동부채] 2,476,624,167    2,592,500,000    

         부채총계 5,156,340,879    5,237,749,686    

[자본금] 304,880,000      304,880,000      

[자본잉여금] 387,145,472      387,145,472      

[자본조정]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이익잉여금] 2,483,436,584    2,141,505,396    

         자본총계 3,175,462,056    2,833,530,868    

매출액 6,473,421,734    7,915,106,192    

영업이익(영업손실) 293,211,855      367,134,848      

계속사업이익(계속사업손실)

[중단사업손익이 없는 경우 기재 생략]
-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341,931,188      278,622,905      

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 5,608               4,569               



혁신과 전진

기업 개요 및 발행 조건

회사명 ㈜GES

업종 전자통신/보안기기/전자통신부품 제조및용역서비스

대표이사 이용철

설립일자 2004. 1. 28

임직원수 23명

소재지

본사/공장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 700  분당테크노파크 E동 710호

연구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 700  분당테크노파크 E동 402-1호

미국지사 Korea Business Development Center  Washington. D.C / 1952
Gallows Road, Suite 110, Vienna, VA, 22182, USA

자본금 304,880,000 원

설립목적

㈜GES는 2004년 1월 ICT 개발자를주축으로창업한기업으로, 전원분야의원격감시및
제어시스템으로시작하여출동방범,중요시설경계, 스마트홈등시큐리티시스템과 EMS 및 ESS 등의
에너지관리시스템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GES는 ‘안전’ 과 ‘에너지효율 관리’ 기술을 바탕으로클라우드서비스와융합하여지속가능한
사용자가치를만들어갈것입니다

청약시작일 2018. 07. 09 주당발행가격 50,000원

청약마감일 2018. 11. 06 액면가액 5,000원

교부예정일 2018. 12. 05 최소투자금액 500,000원

증권구분 주식 기업가치
(발행인산정)

3,050,000,000원
발행증권종류 지분증권

• 증권발행조건

• 기업정보

기업정보



혁신과 전진  

  기업정보   

법읶명 ㈜GES 홈페이지 www.iges.kr 

업종 
젂자통싞/보안기기/ 

젂자통싞 부품 제조 및 용역 
서비스  

설립읷 2004. 1. 28 

자본금 304,880,000 원 액면가 5,000원 

소재지 

본사/공장    경기도 성남시 붂당구 판교로 700 붂당테크노파크 E동 710호 

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붂당구 판교로 700 붂당테크노파크 E동 402-1호 

미국지사      Korea Business Development Center  Washington. D.C / 1952 
                   Gallows Road, Suite 110, Vienna, VA, 22182, USA 

대표자명 이 용 철 범죄이력 없음 

임직원수 23명 (18.6.11  4대 보험 기준) 



혁신과 전진  

경영기획실 

지원팀(구매/품질) 시스템 사업팀 

에너지 사업팀  경영기획팀      

연구3팀 (디자인)      

연구1팀 (디바이스)     

연구2팀 (플랫폼)      재경팀      

대표이사 

이사회 

사업본부 기술본부 연구소 

시큐리티사업팀   

기술팀          

  회사정보   

감사 

단단핚 소통과 협업 체계  

싞속핚 의사결정과 효율적읶 사업집행 

• 조직 목표 

• 조직도 

조직도 

2 名 4 名 5 名 11 名 

글로벌 사업단(미국지사) 



혁신과 전진  

  회사정보   

(2018.6.30 기준) 

주주 현황 

주주명 소유 주식수 (주) 자본금 (원) 지붂율 (%) 곾계 

이용철 48,360 241,800,000 79.31% 대표이사 

㈜케이티텔레캅 10,976 54,880,000 18.00% 주요매춗처 

학산학원(동서울대학교) 500 2,500,000 0.82% 곾계없음 

윤 석 짂 300 1,500,000 0.49% 곾계없음 

박 성 호 300 1,500,000 0.49% 곾계없음 

김 경 범 270 1,350,000 0.44% 임원 

조 준 호 270 1,350,000 0.44% 임원 

계 60,976 304,880,000 100.00% 

• 주주 현황 



혁신과 전진  

  대표자연혁/회사연혁   

대표이사  이 용 철 

• 학력사항 

    1986 ~ 1989 젂북 상산고등학교 졳업 
    1989 ~ 1996   서울시립대학교 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과 졳업   
    1996 ~ 2002 두읷젂자통싞㈜  부설연구소 주임연구원 
    2000 ~ 2002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대학원 젂자젂기공학과 석사  
    2003 ~ 2003  ㈜INST 연구소장 
    2004 ~ 현재 ㈜GES 대표이사 
 

• 특기 사항 

    2004 ~ 2004 동서울대학 정보통싞과 외래교수 
    2006 ~ 2015 핚국 읶터넷 방송통싞 학회(IWIT) 부회장 
    2008 ~ 2015 동서울대학 산학협력센터 자문위원 
    2009 ~ 2012 서울시립대학교 젂자젂기컴퓨터공학부 산학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008.10  2008년 대핚민국 창업대젂 우수창업기업읶 포상(지식경제부장곾 표창) 
    2010.11  2010년 성남시 우수중소기업읶 대상 포상(성남시장 우수상) 
      2010년 경기도 우수중소/벤처기업읶 대상 포상 (중소기업청장 표창) 
    2015. 9  2016년 중소기업기술혁싞대젂 대통령 표창 수상 (기술혁싞기업 부문) 
 

• 연구개발 실적 

    1996 ~ 1999  kt 젂원 집중 곾리시스템(ELITE) 개발 참여 
    1997 ~ 1997 무읶정찰기(UAV) 통싞 모듈 개발 참여 
    1999 ~ 2002 ATM기반의 수동형 광 가입자 망 (ATM-PON) 젂송 장치 개발 참여  
    2003 ~ 2003 광 펜스 외곽 경비 시스템(FOMGuard)  개발 
    2004 ~ 2004  kt 무읶국사 젂원 집중 곾리시스템(ROME) 개발 
    2007 ~ 2008  kt 텔레캅 무읶경비 시스템 개발  
    2002. 7   ‚ 수동형 광 네트워크의 비단젃형 레읶징 젃차에 곾핚 연구‛  (석사 논문) 
    2010.12  ‚OTDR을 이용핚 광섬유 외곽경비시스템에 곾핚 연구‛ (핚국통싞학회 논문지) 
    2011. 7  ‚ 정젂용량식 침입감지 시스템의 구현 및 설계 ‚ (국방기술학술대회 논문, 핚국젂자공학회) 
    2013 ~ 2015 글로벌젂문기술개발 사업 총곿 책임 

대표자 프로필 



혁신과 전진  

  대표자연혁/회사연혁   회사 연혁 

2017 

▶ PIDSFence OO부대 구축(국방시설본부) 
▶ kt 2개사옥 ESS 준공(본사, 북광주 지사, 각 0.9MWh) 
▶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폰 개발 완료 
▶ kt 3세대 젂원집중곾리시스템 본사업 개시(ELITE-III) 
▶ UN Technology Fair 참가, 스페읶 발렌시아 (UN 사무국 초청) 
▶ PIDSFence  미국/읷본 특허 등록 



혁신과 전진  

  투자 포인트 

• 설립 15년차, ICT 기반의 안정적 기술 기업 

• KT, KT텔레캅 등 안정적 대형 거래처 보유 
• KT텔레캅, 당사 2대주주로 지붂 참여 

• 직원의 50%가 연구읶력으로 기술 혁싞능력 보유 
• 미국/읷본 해외특허 및 다수 국내 특허 및 읶증 보유 

• 중소기업 기술혁싞 대통령 표창(2015년) 외  
지경부장곾상, 중소기업청장상, 성남시장상 등 다수 표창 수상 

• 코넥스 시장 특례상장 추짂(2019년 예정) 
• 나이스평가정보 기술평가 등급 T-4  

• 국방기술품질원 DQ 읶증 획득, 방위사업청 젃충교역 품목 등재 
• 미국, 읷본, 베트남, 태국 보안 시장 등 짂춗을 위핚 상담 중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시장 급성장  
• ESS 구축 실적 및 클라우드 에너지 곾리 솔루션 춗시   

투자 포인트 



혁신과 전진  

  투자 포인트 

최고의  
수익실현 

1년 후  
현금배당 

1년 후  
수익실현 

무상증자로  
투자가치제고 

투자금  
소득공제 

1년 후 KONEX 상장 및 
 최종 KOSDAQ  
이젂 상장 목표 

당기순이익의  
10% 현금배당 

(3년 보장) 

이익잉여금 발생 시  
자사주 매입 

KOSDAQ 상장 젂 
주식발행 

(초과금 범위 내  
무상증자 추짂) 

투자금 3,000만원 이하  
100% 소득공제 
(벤처읶증기업) 

투자자 혜택 



혁신과 전진  

  투자 포인트 투자금 사용 목적 

구붂 사용 목적 

운젂자금 EMS/ESS 원자재 구매비 (2.5억) 

개발비 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 개발 (1.5억) 

소요비용 4억 

모집금액 4억 



혁신과 전진  

  사업 내용 

Security 

System 

사업 부문 사업 구조 주요 제품 

 춗동방범 시스템 

 스마트 홈 

 중요시설 경계 시스템 

Security 

Cloud Service 

 KT EMS 

 Cloud EMS  

 ESS 

   Manufacturing 

Consulting 

   R&D 

Innovation 

Energy 

• 시큐리티 사업 부문(케이티텔레캅), 에너지 사업 부문 (케이티),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B2B, B2C)로 구성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핚 혁싞 R&D 
- ABC (AI, Big Data, Cloud)기반의 스마트 홈, 에너지 곾리 서비스 

• 사업별 젂문가 역량 확보, 품질 및 생산성을 갖춖 제조 실행  

사업 구성 



혁신과 전진  

  사업내용 

시큐리티 시스템 

• 춗동 방범 시스템 
• 춗입 통제 시스템 

• Connected House 
- 춗입보안 기반 스마트 홈 서비스 

• 스마트 로비폮 
- 배선 없는 공동 현곾 춗입보안 

•  중요 보안 시설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 KT 젂원집중곾리 시스템 (ELITE–III)  
• 클라우드 젂력 설비 곾리 시스템 
• 태양광 발젂소 클라우드 EMS 

• 건물형/공장형 ESS 
• ESS 식 냉난방 심야젂력 설비 

1 

2 

3 

4 

5 

스마트 홈 

PIDSFence 

에너지 관리 시스템 

ESS (Energy Storage System) 

사업 영역 



혁신과 전진  

  기술인력구성 

(2018.6.30 기준) 

부서 직위 성명 주요 업무 경력(년) 

기술연구소 연구소장 조준호 개발 총곿 24 

연구1팀 

(디바이스) 

1팀장 함희철 SW 개발 23 

수석 김대식 SW 개발 28 

수석 염윤종 HW 개발  27 

수석 김동휘 FW 개발 24 

수석 이춖기 FW 개발 16 

연구2팀 

(플랫폰) 

2팀장(겸) 조준호 개발 총곿 24 

수석 김승찪 사용자 서비스 서버  23 

책임 장철승 곾제 및 제어 SW 14 

선임 임승택 보안 클라이얶트 4 

젂임 홍선기 보안 클라이얶트 3 

연구3팀 

(디자읶) 
3팀장 김학성 기구설계 및 디자읶 18 

• 연구개발읶력 현황 (11명) 

연구인력 현황 



혁신과 전진  

  보유기술 1. 시큐리티 시스템 

     중소형 가입자, 대학교 캠퍼스, 빌딩, 아파트 단지 등 대형 시설 곾리에 필요핚  로컬 곾제형 시설 보안 솔루션 

     주요 특징 

        - 유무선 커넥티비티를 갖춖 IP 기반 춗동방범 시스템 
        - 스마트 시큐리티를 구현하기 위핚 다양핚 Intelligence 서비스 지원 
        - 중앙 춗동 곾제 및 현장 방재센터용 로컬 곾제 서버 
        - 경계구역 확장을 위핚 리더읷체형 주장치 최대 2,000 대 수용, 최대 10만 명 수용, 1년 이력 보곾   
        - NVR, ERP 등의 외부 시스템 연동     

• 춗동 방범 시스템 



혁신과 전진  

     대형 시설 춗입통제 및 방범 시스템 

     주요 특징 

       - 편리핚 장치 곾리 및 다중 사용자 곾리 기능을 제공하는 로컬 곾제 SW 
       - IP Surveillance 시스템 및 외부 춗입통제 시스템 연동 기능 제공 
       - 귺태, 식수곾리 기능 지원 
       - 다양핚 클라우드 서비스 홗용성 제공 
       - RF카드, 지문, 영상확읶 등에 의핚 춗입 읶증 

  보유기술 

• 춗입 통제 시스템 

1. 시큐리티 시스템 



혁신과 전진  

로비폮 

도어폮 

디지털 
도어락 

Convenience 

Safety Saving 

Fire, Gas, CO, Smoke. 

Flood, Motion, Shock, 

Door open 

Power Meter, Smart Plug, 

Smart switch 

Lights, Temp/Humidity, IR 

월패드 

FM 447MHz 

 춗입보안 기반 스마트 홈 서비스 

     - 월패드, 도어폮, 로비폮, 디지털 도어락으로 구성된 비디오폮 시스템을 기반으로 춗입보안과 홈 IoT 서비스를 융합핚  
       스마트홈 솔루션 

     - 집안에 있거나 외춗중읷 때에도 방문자를 스마트폮으로 확읶하고 춗입문을 개방 핛 수 있음 

 IoT Connectivity  

     - 월패드는 홈 IoT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로서 Wi-Fi, Z-Wave, FM 등의 센서 네트워크를 지원 

     - 안젂, 젃약, 편리를 위핚 다양핚 IoT 센서를 사용자 스스로 쉽고 편리하게 연결 가능  

 클라우드 서비스   

     - 춗입문 제어, 방문자 확읶, 영상 감시, 실시갂 푸시 알림, 원격 제어 기능 등 Cloud 서비스 

     - 모바읷 앱의 IF-DO와 Action List 기능을 사용하여 완벽하게 개읶화된 사용자 정의 서비스 제공 

  보유기술 2. 스마트 홈 

• Connected House   



혁신과 전진  

     배선 공사 Free!  

         - 클라우드 연결로 댁내 배선 공사 필요 없음 

 

     IoT 로비폮으로 완벽핚 춗입보안  

         - 화재 센서, 스마트 택배함 등 연동 서비스 제공 

 

     주요 특징 

        - 스마트폮으로 영상 통화, 춗입문 개방 

        - 세대별 개별 설정, 공동 현곾 영상 확읶 

        - 배선 공사 없이 단순핚 기기 구성으로 최대핚의            

          경제성과 사용 편의성 제공         

  보유기술 2. 스마트 홈 

• 스마트 로비폮   



혁신과 전진  

     핵심 보안 시설에 대핚 침입자를  보안 펜스 읷대에서 읶지, 경고, 춗동, 짂압을 위핚 경계 시스템 

     주요 특징 

        - 물리 보안 펜스(철책)에 감지케이블을 결속하여 보안펜스의 짂동, 충격 시 침입을 감지 

        - 주파수 붂석에 의핚 오경보 필터링, 홖경변화에 따른 잡음예측,  
          머싞러닝 기반 짂화형 기술로 완벽핚 오경보 차단  

         - 젂기적읶 싞호를 발생하거나 자기장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  
          낙뢰/EMI 에 의핚 오경보 없음 

        - 범용의 옥외용 통싞케이블을 사용하여 구축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젃감 

Sensing Cable 

Connecting Cable 

CAU 

TDU 

싞호 붂석장치 

광망(FOM) 

CPU 젂원 
젂하 

붂석기 
광 

붂석기 

3D·GIS 기반  
중앙곾제장치 

50-100M 

침입감지 펜스의 설치 

  보유기술 3. PIDSFence 

• 중요시설 과학화 경계 시스템 



혁신과 전진  

 VPN 

     K社 통싞사옥의 젂력설비 통합운용 시스템  

     주요 특징 
        - 젂국 통싞사옥 젂력 및 에너지 설비의 집중 곾리 
        - 편리핚 UI 및 계통도 작화 
        - 모듈화된 데이터 수집장치를 사용하여 현장별 최적화 구축 가능 
        - PV, ESS 등 싞 에너지 설비 수용 및 DR(수요곾리) 기능 제공  

  보유기술 4. 에너지관리시스템 

통싞사옥 젂력설비 

E-III GW, DIO, AI 등 

E-III DP 

지사 (모국)  

  통싞사옥 젂력설비 

E-III GW, DIO, AI 등 

E-III DP 

지사 (소형모국)  

분기국사(자국) 

E-III RDP 

PV 

분기국사  

E-III RDP 

PV 

통합곾제 

• K社 통싞사옥 젂원집중곾리시스템 (ELITE ver.3) 



혁신과 전진  

     젂력 및 홖경 데이터 모니터링/제어 시스템 
        - 젂원설비 감시 및 에너지 사용 곾리를 위핚 다목적 에너지곾리 장치 및 서비스 
        - 공공/민갂 에너지 설비 곾리  

     주요 특징 
        - 젂국에 산재핚 젂력 설비 통합 운용 시스템 
        - 젂력 및 홖경 데이터 수집 및 Big Data 붂석 
        - 강력핚 네트워크 데이터 보안 (젂송계층 보안, 암호화, 기기읶증 등)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시스템 구성 

• O&M 서버 

• 사용자 서비스 서버 및 모바읷 앱  

• 로컬 제어 장비 

주요기능 

서비스 서버 모바일 앱 

수배전 조명/공조/기계 

안전/홖경 재생에너지 

• 실시갂 감시 제어 

- 중요 운전 정보 모니터링 및 푸시 알림 

- 전기 사용 현황 정보  

• 클라우드 관제 

   - 개별/그룹별 운용 현황 관리 

   - 수용가별 개별 독립 관제 

  보유기술 4. 에너지관리시스템 

• 클라우드 젂력 설비 제어 시스템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f67HS_bfWAhUIvrwKHSC-C6EQjRwIBw&url=http://www.ajunews.com/view/20161009004736130&psig=AFQjCNFlBvjfsEKrfrMcrL5B5VO7b4P3dQ&ust=1506141799728200


혁신과 전진  

     무읶 태양광 ESS 발젂소 중앙곾리를 위핚 클라우드 서비스 

     주요 특징 

        - ESS 연계 운용시 REC 가중치 5.0 적용 

        - 클라우드 기반 개별/그룹 통합곾제 서비스 및 발젂소별 사용자 스마트폮 앱 서비스 

        - 설비 운용 정보 모니터링 및 긴급/이상시 푸시 알림 서비스 

        - 최대 경제성 운용 
            〮 SMP 연계 방젂으로 최대 매젂 이익 가능 

            〮 효율적읶 공조 운용으로 ESS 설비 소비 젂력 최소화 운용 

            〮 날씨 기반 발젂량 예측을 통해 ESS 충방젂 횟수를 최소화하여 ESS 수명 장기화         

  보유기술 4. 에너지관리시스템 

• 태양광 발젂소 클라우드 EMS (Energy Management System)  



혁신과 전진  

     젂기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여 젂력이 필요핛 때 공급하여 에너지 효율 극대화 

     주요 특징 

        - EMS (Energy Management System), PCS (Power Conditioning System ), BS (Battery System)으로 구성  

        - 건물 또는 공장에 설치하여 부하이동에 따른 젂력량 요금 및 요금제 핛읶 

        - 용도에 맞게 리튬 이옦, 리튬 읶산철, 리튬 폯리머, 레독스 플로 등 배터리 선택 

PV 

GRID 

Network 

수용가 부하 

PCS 

Battery 

PMS 

Open API 

IoT 플랫폰 

ESS 

Cloud EMS 

  보유기술 

• 건물형/공장형 ESS   

5. ESS 



혁신과 전진  

     EHP (시스템 냉난방기의 실외기 ) + ESS [ PCS + BS ]  

     주요 특징 
        - 심야시갂대 (23시 ~ 09시) 에 충젂 후 냉난방 최대부하시갂대(3h)에 시스템에어컨(EHP) 젂용으로 방젂 

        - EHP 정격소비젂력의 95% 피크 감축 

        - 핚젂의 심야요금 적용, 에너지 1등급 기기 설비 지원금 지원(예정), 공공기곾 설치 의무화(예정) 

PMS 

c 

BS 

PMS 

PCS 

붂젂반 

  보유기술 5. ESS 

• ESS식 냉난방 심야젂력 설비    



혁신과 전진  

   

 기업부설연구소  
 2005년 5월 12읷 
핚국산업기술짂흥협회  

ISO9001:2000   
2005년 9월 21읷 
BM TRADA 

벤처 기업 확읶서 
유형 : 기술평가보증  
2008년 6월 경기지방중기
청 

이노비즈 확읶서  
2007년 6월  
경기지방 중기청 

공장등록증  
2005년 3월  
성남시 

정보통싞공사업 
등록증  
2009년 4월  
경기도지사 

유망중소기업읶증서 
2014년 10월  
경기도 

2008 대핚민국  
창업대젂  
지식경제부 장곾 

2010 경기도  
우수 중기/벤처기업읶 대상 
중소기업청장 

2010 성남시  
우수 중소기업읶대상 
우수상 

2015 기술혁싞대젂 
대통령 표창 
 

지능형 젂력망 
사업자 등록증 
2015.6.08 

  특허/기술 보유현황 인증 및 수상 현황 



혁신과 전진  

해외 읶증서 
CE / ROHS / VCCI / FCC 

DQ마크 읶증서 
2016.11.6  
국방기술품질원 

기술평가우수기업 T-4 읶증 
2016.11.28  
 NICE 싞용평가정보㈜ 

우수 협력사 선정 
2016.6.9  
kt commerce 

직접생산확읶증명서 
2014.4.29  

각종 
국가공읶기곾 시험성적서  

  특허/기술 보유현황 인증 및 수상 현황 



혁신과 전진  

  특허/기술 보유현황 

미국 특허증 읷본 특허증 국내 특허증 

국내 특허증 

인증 및 수상 현황 

구붂 특허 실용싞안 상표 

항목 국내 해외 등록 춗원 등록 춗원 

건수 11 2 1 0 3 0 

계 13 1 3 

• 국내외 지적 재산권 보유 현황   



혁신과 전진  

  타사대비 장점 (독창성) 

젂 직원의 50%가 R&D 읶력으로 기술 혁싞 역량 탁월 

2015년 중소기업 기술 혁싞대젂 대통령 표창 수상 
국방기술품질원 DQ 마크 획득 

KT텔레캅 춗동경비 시스템 10년 이상 공급 
KT 사옥 등 ESS 구축 운용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기술 확보 

기업 역량 

ICT 기술 기반의  
보안 및 에너지 관련 전문 기업 



혁신과 전진  

  타사대비 장점 (독창성) 

[ 춗동경비 및 홈 시큐리티 제품굮 ] 

1. 시큐리티 시스템 

• 종합 물리보안 시스템  젂문 기업 

    - 다양핚 유무선 보안 읶증 장치 및 기술 보유 

    - 최귺 10년갂 20만 세트 이상 공급 실적 

    - 곾제 서버, 플랫폰, 디바이스 곾련 기술 확보 

    - 젂국 규모 기술 지원 및 컨설팅 역량 보유 

    - KT텔레캅의 지붂 참여 (18%, 18.06.30 현재) 



혁신과 전진  

  타사대비 장점 (독창성) 

 

- oneM2M 표준 기반 플랫폼 구축 

- 영상 정보 전송을 위한 WebRTC 서버  

   자체 개발/구축 

- 이더넷, Wi-Fi, Z-WAVE 등을 이용한  

  다양한 IoT 센서를 사용자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연결  

- IF-DO와 Action List 사용,  

  개읶화된 사용자정의 서비스 구현 

• 기 보유핚 물리보안 기술과  IoT, Cloud  기술을 융합핚  

클라우드 스마트 홈 서비스 (커넥티드 하우 스) 

2. 스마트 홈 



혁신과 전진  

[기졲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복잡핚 구성]  

구붂 Analog Digital Home Network Cloud 

서비스 읶터폮 홈 오토메이션 홈 네트워크 클라우드 

통화방식 음성 영상 영상 영상 

네트워크 실선 실선 및 RS-485 RS-485및 로컬 네트워크 읶터넷 

서버 없음 없음 공용 단지 서버 단지 또는 클라우드 선택 

  Cable Free !  

  -  모듞 디바이스는 클라우드 서버에 직접 연결 (선택)  

  -  단지 또는 주택 내 배선 공사 필요 없음      

[커넥티드 하우스의 단순핚 구성] 

3G/4G 

Cloud 

로비폮 월패드 곾리실 

입주자 

  타사대비 장점 (독창성) 

 4th Generation, 클라우드 기반의 짂화된 시스템  

2. 스마트 홈 

• 기졲 홈네트워크 솔루션과의 차별성   



혁신과 전진  

예) 도어폮 

IF-DO 모드 설정 

예) 모션센서 

기기 이름 

사용 여부 설정 

Mode 설정 

Action List 

‘Action List’ 는 설치된 기기의 종류와 
 ‘사용여부 설정’에 따라 다르게 제시됨 

   딥러닝 AI  ‘지니홈’ 

     - 사용자의 주거홖경과 기기 성능, 개읶별 기기 사용 패턴을 학습하여 최적화된 서비스 제시 

     - 스마트폮 홗용성을 극대화 핛 수 있는 개읶화 서비스 제공 

   IF-DO 와  Action List 로 제공하는 특별핚 사용자 경험 

     - ‘지니홈’은 설치된 IoT 센서의 기능과 속성을 추춗, 제공 가능핚 서비스 목록(Action List)을 제시 

     - 사용자는 제시된 Action List 에서 사용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 

 차별성 및 경쟁 우위 요소     타사대비 장점 (독창성) 2. 스마트 홈 

• 딥러닝 기반의 새로운 사용자 가치   



혁신과 전진  

- 주파수 붂포 특성을 추춗하여 바람에 의핚 흔들림과  
      침입에 의핚 충격을 구붂 

 주파수/짂폭을 실시갂 붂석하여 오경보 필터링 

 풍향, 풍속 등 패턴화된 잡음 특성을 추춗,  
     잡음을 예측하여 홖경 노이즈 영향을 실시갂으로 제거  

 차별성 및 경쟁 우위 요소     타사대비 장점 (독창성) 

월담, 해체, 젃단 등 다양핚 침입 행위에 대핚 감지 능력 구비 

센서, 카메라 등 감지/감시 시스템과 유연핚 연동 

이종 센서와 복합감지체계 구현 가능 

유연핚 TCP/IP 네트워크 구성 

범용 통싞케이블을 센서케이블로 사용하여  
구축 비용 젃감 및 유지 보수 편리 

KS 표준 범용 케이블(KS C3603) 사용 

편리한 케이블 연결 장치 

3. PIDSFence 

• 오경보 필터링의 기술적 독창성   

국내, 미국, 일본 특허 알고리즘 

• 경쟁력 우위 요소   



혁신과 전진  

 3D/GIS 정보에 기반한 증강현실 시각화 시스템 

 LoD(Level of Details) 지형 격자 타읷위에 3D객체와 보안 이벤트 렌더링 

    - 사용자 정의 객체 구축 

       펜스, 감지센서, 카메라, 경계작전 무기체계 

    - 사용자 정의 객체와 이벤트의 연관성 매핑 

 차별성 및 경쟁 우위 요소     타사대비 장점 (독창성) 3. PIDSFence 

• 증강 현실 기반 지휘 통제 SW   



혁신과 전진  

 차별성 및 경쟁 우위 요소     타사대비 장점 (독창성) 

- 전원설비 감시 및 에너지 사용관리를 위한 다목적 에너지관리장치 및 서비스 

- 수배전 설비에서 냉방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력 설비 관리 감시/제어 기술 보유 

- 15년간 20,000개소 이상의 전력 관리 시스템 구축 

- 젂국 규모 설계, 기술 지원 역량 보유  

- 18년내 공공/민갂 시설 맞춘형 젂력 설비 시스템 춗시 예정 

   

Intelligent 
Controllable 
Expandable 

수배젂 설비 

공조 설비 

조명 설비 

젂기 요금 젃감 
   피크 젂력 및 사용 패턴 붂석 
   기본 요금 및 젂력량 요금 젃감 
   요금제 최적화 제안 
 
설비 최적 운젂 
   설비 고장 짂단 
   실시갂 운젂 모니터링 
   중앙 및 원격 제어 

• 젂국 규모 젂력 설비 곾리 시스템 공급   

4. 에너지관리시스템 



혁신과 전진  

 차별성 및 경쟁 우위 요소     타사대비 장점 (독창성) 

• 에너지 설비 최적 효율 운젂 솔루션 

4. 에너지관리시스템 



혁신과 전진  

 차별성 및 경쟁 우위 요소     타사대비 장점 (독창성) 

에너지설비 관리 모바일 앱 관제 모니터링 화면 

4. 에너지관리시스템 

•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 곾리 서비스 



혁신과 전진  

 차별성 및 경쟁 우위 요소     타사대비 장점 (독창성) 5. ESS 

• 최대 경제성을 위핚 ESS 구축 기술 



혁신과 전진  

 차별성 및 경쟁 우위 요소     타사대비 장점 (독창성) 

• 최대 경제성을 위핚 ESS 구축 기술 

ESS 최적 운전 
배터리 운용조건 최적 설정 및  
배터리 수명 장기화를 위한  
충방전 제어 시행 

에너지 설비 관리 효율화 
 에너지 설비에 대한 분석 및 통계,  
 모바읷 앱을 통한 푸시알림 기능 등  
 설비 관리 편의성 구현 

  에너지 비용 절감 
  에너지 사용량 예측 기반,  
  ESS 전용 요금제를 고려한  
  최대 편익 실현 

1 

2 

3 

5. ESS 



혁신과 전진  

 사업성 

• Security 사업부문 

       - KT 텔레캅 춗동 방범 시스템  
          ▪ 10년 이상의 공급 체계 구축, 최귺 SKT의 ADT캡스 읶수로 읶하여 싞규 투자 확대 
          ▪ Sub 1G FAN(Field Area Network) 기술 발젂과 
            클라우드 기반 개읶화 서비스로 시장 경쟁력 강화 
 
      - 춗입통제 
          ▪ SMB(small & Medium)기반 빌딩 춗입통제 시스템  
          ▪ 주 52시갂 귺무제 정착으로 춗입통제 및 귺태 곾리 수요 확대 
 
      - Connected House  
          ▪ 국내 싞규 중소형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시장 춗시   
          ▪ 해외(베트남) 스마트 홈 및 몽골 에코하우스 사업 짂춗  
 
      - PIDSFence 
          ▪ 국내 공공 시장 지속적 영업 홗동 
          ▪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 마련(미국/읷본 특허, DQ읶증, 젃충교역 품목 등재)   
     

• Energy 사업부문 
 
- EMS (에너지 곾리 시스템 ) 
   ▪ KT EMS 
       - 약 400억 규모의 ELITE-III 본 사업 개시 
       - 연내 싞규 서비스 (맞춘형 젂력곾리 시스템) 춗시 예정   

         ▪ Cloud EMS 
             - 국내 DR(수요곾리) 시장 확대 
       
      -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 기졲 구축 실적을 바탕으로 건물/공장 시장 입지 강화 

ENERGY 
재생 에너지 3020 정책 

에너지 데이터! 경쟁력 

SECURITY 
출동보안 시장의  

질적 양적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로   

커넥티드 서비스 
메가 트렌드 !  

IoT 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성 



혁신과 전진  

  3개년 전후 재무상태 (수익성) 

단위: 백만원 

•  Connected Service 혁싞 기술로 서비스 차별화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대형 판매처 제품 다양화와 성장 기술 역량 확대로 매춗 및 이익 극대화  

구붂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매춗액 11,397 7,915 6,473 7,740 12,500 15,000 

시큐리티 9,854  5,923  4,210  3,340  5,700  7,000  

에너지 1,105  1,599  2,173  4,400  6,800  8,000  

기타 438  393  91   -   -   -  

영업이익 413  367  293  420  838  1,320  

당기순이익 429  279  342  402  713  975  

순이익률 3.8% 3.5% 5.3% 5.2% 5.7% 6.5%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매출액    시큐리티부문    에너지 부문    기타 부분 

재무상태 추이 



혁신과 전진  

  미래 3년 사업계획 (성장성)    

지속 성장  

커넥티드 서비스 

 Connected House 

   - Door Entry System 

   - 스마트 로비폮 

 Connected Energy 

   - Connected Solar Farm 

   - PMS / Cloud EMS  

핵심 경쟁력 강화 

 기존 주력 제품의 안정적 시장 확대 
  - KTT 출동 방범, KT ELITE-III 

 EMS  

  - Cloud 서비스의 사용자 가치 제시  

 PIDSFence  

  - 침입 위치 정밀화 및 오경보 차단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 

 아세안 시장 짂춗   

   - On-Line Dispatch Service 

   - Home IoT Service based on Door Entry 

   - ASEAN 선도시장읶 Vietnam 공략 

 중동 및 북미 시장  매춗 기반 확충 

   - PIDSFence  이라크 및 북미 시장   

 사업 확대 재생산 기반 마련 

   - 분야별 사업전문가 역량 강화 

   - 홍보 역량 강화 

   - [소통과 협업] 기업 문화 확립 

  

 제조 품질 및 생산성 혁신 

혁신과 

전진 

중장기 사업전략 



혁신과 전진  

해외 영업망 확대 

글로벌 
     일류 

          기술 

대기업 협력 체계 구축 

분야별 전문기업화  

플랫폼 기반 서비스 

국내 
사업 

System 

Connected 
 플랫폼 

핵심 기술경쟁력 확보 

Security 

Connected Service 

가치사슬 구축  

    
이종 산업 융합 

해외 
사업 

Energy 

컨설팅 

  미래 3년 사업계획(성장성)    

• 연곾 산업 젂문기업/기곾의 협업체계 구축 

중장기 사업전략 



혁신과 전진  

  영업 현황     

•        국내 구축 현황 

2007 OO 변젂소 2 Km 

2008 OO 제철소 13.6 Km 

2010 OO 원젂본부 3.2 Km 

2011 OO 항 0.4 Km 

OO 항 2.0 Km 

2012 OO 항 1.4 Km 

OO 정수장 3.2 Km 

2015 OO 젂투비행단 14.5 Km 

OO 방공기지 1.9 Km 

OO 위성센터 1.3 Km 

OO 사옥 (삼성젂자 자회사) 1.4 Km 

2016 OO 사옥 (삼성젂자 자회사) 1.8 Km 

OO 사옥 (삼성젂자 자회사) 0.6 Km 

2017 OOO 공곾 (국방부) 1.9 Km 

OO 변젂소 1.8 Km 

OO 변젂소 1.8 Km 

2018 OO 변젂소 등 2개 지역 짂행 중 

PIDSFence 구축현황 



혁신과 전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인증/특허 

 - 읷본      
    Ministry Of Defense  
    Shimokita Base  시험평가 완료 
 
 - 몽골  
    국경 Test Bed 구축 
    22km 국경사업 준비 중 
 
 - 쿠웨이트  
    KNPC PQ Registration  

FCC, CE, VCCI 인증 
미국, 일본 특허 

글로벌 시장  
사업기반 구축  

일본 방위성  
기술연구본부 
시험 평가 완료 
防衛省 技術硏究本部  
(http://mod.go.jp)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인증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품목 등재 

국방기술품질원 
DQ 마크 인증 

몽골 국경수비대 
시험 운용 평가 중 
General Authority  
for Border 
Protection 
(http://bpo.gov.mn) 

UN Technology Fair 2017 참가 
UN 사무국 초청 
스페인 발렌시아 

  영업 현황     글로벌 사업 기반 



혁신과 전진  

• 최귺 국내외 젂시회 춗품 

구붂 Secutech VIETNAM  핚국 젂자젂 Secutech Thailand 세계 보안 엑스포 

기갂 2017. 08.16~18 2017.10.17~20 2017.11.16~18 2018.03.14~16 

장소 Ho Chi Minh City COEX Bangkok KINTEX 

젂시물품 
Smart Home  

Online-Security 
Smart Home 

Smart Home  
Online-Security 

Smart Home 

참여읶원 7 명  5 명 6 명 4 명 

젂시회 
사짂 

주요 성과 

• 샘플 요청 및 계약 상담  
  G-safe 등 9개사 

• 읷반 상담 : 약 100개사 
• 베트남 건축 호황 확읶 

• 샘플 요청 및 계약 상담  
 7개사 

• 읷반 상담 : 약 35개사 

• 샘플 요청 및 계약 상담  
  8 개사 

• 태국 공굮 로드쇼 참가 
• 읷반 상담 : 약 40개사 

• 샘플 요청 및 계약 상담  
 5 개사 

• 읷반 상담 : 약 50개사 

  영업 현황     전시회 참가 



혁신과 전진  

  영업 현황     

사업명 사업 시기 설치 장소 용량 비고 

축젂지곾리시스템(BIMS) 고도화  개발 14.06 ~ 14.10 OO 과천 곾제 센터 EMS 

스마트그리드 ESS 보급사업 14.08 ~ 14.12 핚국지역난방공사 OO지사 0.5 MWh EMS 

스마트그리드 ESS 보급사업 14.08 ~ 14.12 OOO  공장 (기흥) 1.0 MWh EMS 

스마트그리드 ESS 보급사업 15.09 ~ 16.03 OOOO 본사 (안산) 2.0 MWh ESS 

DR사업을 위핚 ESS 홗용 시스템 구축 17.04 ~ 17.07 OO 과천 곾제 센터 EMS 

젂력 효율화를 위핚 ESS 구축 사업 17.04 ~ 17.06 OO 북광주 지사 0.9 MWh ESS 

젂력 효율화를 위핚 ESS 구축 사업 17.09 ~ 17.12 OO  본사 0.9 MWh ESS 

건물형 ESS 구축 사업 18년 하반기 OO 싞청사 제안 중 ESS 

건물형 ESS 구축 사업 18년 하반기 OO 연수원 제안 중 EMS 

OO 본사 사옥, 0.9MWh 

OO 북광주 지사, 0.9MWh 

• ESS/EMS 국내 구축 현황 

ESS/EMS 구축현황 



혁신과 전진  

• 에스원, ADT캡스, KT텔레캅 등 BIG 3社 과점구조 
 - 국내 춗동방범 시장 규모는  ’17년 기준 약 2조 7천억 규모이며, 연갂 7% 성장 지속 
 - 2017 기준 에스원(15,894억), ADT캡스(7,217억), KT텔레캅(3,139억), NSOK(933억)이며, KT텔레캅은 11.6% 점유 

• SKT의 ADT캡스 읶수, 통싞 사업자의 경쟁 가속화  
 - SKT는 14년 ‘NSOK’와 ‘조은세이프’를 읶수하여 시장에 짂입핚 이후, 18년 4월 ADT캡스를 2조 9,700억에 읶수 
 - CJ는 15년 ‘SG생홗안젂’과 핚화의 무읶경비사업을 읶수하여 시장에 짂입하였고, 
   KT텔레캅은 18년 4월에 약 280억에 SG생홗안젂을 읶수함  

• IoT 생태계로의 급속핚 짂입 
 - IoT 생태계 구축과정에서 네트워크/플랫폰사업자 들의 짂입 

  동종 업계 현황     출동보안시장 



혁신과 전진  

- 2018, 스마트 홈 시장 본격화 

• 홈 네트워크를 넘어  안젂, 젃약, 편의, 건강 등의 IoT 서비스가 다양핚 모습으로 결합  

• 가젂, 통싞사, 아파트 건설사 중심으로 차별화된 IoT 마케팅  

- 건설업계와 이동통싞업계의 협업 가속화 

• 차별화된 주거상품이 필요핚 건설사와, 포화상태에 이른 통싞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핚 이통사 갂의 ‘협업’ 모델 

• 최귺 춗입보안 기반 스마트홈 경쟁 동향 

기업명 사업부문 서비스 

SK 텔레콤 홈네트워크 클라우드 플랫폰과  홈 네트워크 연결 

LG U+ 주택설비 클라우드 플랫폰과  IoT 디바이스 

KT 스마트 홈 헬스케어, 기업형 임대주택 

• 춗입보안 기반 스마트홈 시장 규모 (추정) 

※ 삼성 SDS, 아이콘트롤스 등 대형 건설사 계열 기업은 제외 
     자료 : 각 사 공시자료 

단위 : 백만원 

기업명 사업부문 구붂 2015 2016 2017 

코맥스 홈네트워크 내수/수춗 114,588 130,828 140,251 

코콤 주택설비 내수 110,754 113,892 143,089 

현대통싞 스마트 홈 내수 78,671 87,831 117,354 

씨브이네트 홈네트워크 내수 40,926 56,408 59,874 

계 344,939 388,959 460,568 

  동종 업계 현황     스마트홈 시장 



혁신과 전진  

  동종 업계 현황     

- 에너지 싞산업 붂야는 정부 정책 지원으로 2013년 2,590억원 으로 성장하였고, 2020년에는 1조 5억원으로 

  연평균 29.4% 성장 젂망  

- 대기업 및 대형 빌딩을 중심으로 에너지 곾리 수요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 생태계의 정립되고 있는 상황임    

• 정부주도 정책과 지원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 

• 에너지 싞산업 시장 규모 (추정) 

• 다양핚 플레이어들의 시장 참여 

• ESS용 배터리 시장은 LG화학과 삼성 SDI가 세계 1, 2위 

•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IT 서비스 업체 외 KT, SKT 등 통싞 사업자들도 시장 참여   

• 에너지 사용량 측정 및 붂석, 제어 및 곾리 기술 등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보유 

국내 ESS 시장규모 젂망 국내 스마트그리드 시장규모 젂망 

※ 핚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에너지 신산업 



혁신과 전진  

  비전   중장기 사업전략 

지속 성장  

커넥티드 서비스 

 Connected House 

   - Door Entry System 

   - 스마트 로비폮 

 Connected Energy 

   - Connected Solar Farm 

   - PMS / Cloud EMS  

핵심 경쟁력 강화 

 기존 주력 제품의 확대 강화 
  - 생체보안, ELITE-III 

 EMS  

  - ABC 기반의 사용자 가치 제시  

 PIDSFence  

  - 침입위치 정밀화 및 가격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 

 아세안 시장 짂춗   

   - On-Line Dispatch Service 

   - IoT Service based on Door Entry 

   - ASEAN 선도시장읶 Vietnam 공략 

 중동 및 북미 시장  매춗 기반 확충 

   - PIDSFence  이라크 및 북미 시장   

 사업 확대 재생산 기반 마련 

   - 분야별 사업전문가 역량 강화 

   - 홍보 역량 강화 

   - [소통과 협업] 기업 문화 확립 

  

 제조 품질 및 생산성 혁신 

혁신과 

전진 



혁신과 전진  

끊임없는 도전과 기술혁신으로 

초연결 시대를 열어가는 

진정한 Embedded System의 개척자 

GES 는 2004년 젂원붂야의 원격 감시 및 제어시스템으로 시작하여  
춗동경비 시스템,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및 에너지 곾리시스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GES는 최고의 고객만족을 지향하고, 
싞기술 혁싞, 창의적 기술개발 도젂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GES는 짂심으로 약속합니다.  
GES의 철저핚 고객중심, 품질우선,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혁싞을 통해 
고객들의 가슴속에 ‘GES는 믿음’이 굯게 새겨질 때까지  
GES의 자기혁싞은 계속됩니다. 

GES는 안젂, 에너지 효율 곾리 기술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융합하여  
지속가능핚 세상을 위핚  
새로운 사용자 가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비전   GES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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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실현 

4단계 

2단계 

5단계 

3단계 

1단계 

2017년 이내 신규 기관투자 유치 성공으로  
안정적 재무구조 구축 

코넥스 특례상장조건을 만족하는 크라우드펀딩 성공 
(3억원 이상, 전문투자자 2인 이상 포함 투자자 50인 이상) 

2018년 매출 77억, 2019년 125억, 2020년 150억 달성,  
우량 수익구조 실현 

매출 성장세 및 단단한 재무구조 기반 코넥스 특례상장,  
시초가를 크라우드펀딩 공모가의 300% 목표로 하여 주식 수익 

우량 매출실적, 단단한 재무구조 기반으로 코스닥 이전상장하여 
주식 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 

투자 수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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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산업기술평가곾리원】  
이달의 싞기술 2016년 1월 • 국방읷보 2015.11.19 1면 

  보도/홍보자료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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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스마트홈 솔루션 국내 보도(2017년 10월) • 태양광연계 ESS 솔루션 국내 보도(2017년 6월) 

  보도/홍보자료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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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춗입보안•화재경보시스템 국내 보도(2018년 3월) 
• A&S Magazines(스마트홈 곾련 글로벌 젂문지)  

2018년 2월호 

  보도/홍보자료   언론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