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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e your business potential with innovative
IoT Services

Smart life



About HKnetworks

케어 솔루션

HK네트웍스는  스마트 IoT 솔루션 전문기업입니다.

스마트한�홈, 오피스, Shop, 공장, 빌딩�관련�다양한�디바이스, 허브, 게이트웨이, 서버�및�서비스�분야에서�글로벌�리더를 
지향합니다. 또한 IoT 분야의�통합�솔루션을�제공함으로써�고객의�기쁨과  행복한�생활에�기여하는�기업이�되겠습니다.

아기�돌보기, 어르신�안전, 장애인�도움과�반려견�보살핌을�위한 
전문�케어�솔루션을�제공함으로써�희망�사회�구현

B2B 서비스

B2B 고객의�시장�요구사항과 HK네트웍스의�자체�기술력�및�글로벌�소싱�역량을�결합

B2B고객의�기존�시스템�시장으로�부터, IoT의�부가가치를�부여할�수�있는�시장�확보�및�확장에�도움

B2B 온라인�고객과의�협력을�통한�시장�확장�제고

디바이스부터�서비스까지 IoT 전반에�걸친  협력�사업�모델�발굴

.

.

.

.

스마트 조명 솔루션 

소리가�있는�조명, 디밍�제어와�색�온도�조절과�스마트�조명을�통합�솔루션과�함께�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

편의 및 절전 솔루션

APP과�음성을�사용하여�언제�어디서든�편리하게�사용할�수�있는�디바이스를�제공하고 
시간과�비용을�절감할�수�있는�솔루션을�제공함으로써 
생활의�편리함을�주고�경제적인�가치를�높여�줌



HK네트웍스는  스마트 IoT 솔루션 전문기업입니다.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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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iBaby R

당신과�아이를�이어주는�똑똑한�육아�도우미

언제 어디서나 엄마/아빠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고 

아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좋아하는 자장가, 동요, 

엄마/아빠가 직접 녹음한 파일을 들려주세요.

아기 건강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세요.

야간에도 선명하게 아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멀티미디어

온/습도 공기질 측정

나이트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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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1080p

Full HD
선명한 화질 

스마트폰만 있으면

365일
실시간 영상 보기 

초보자도 설치하기 쉬운

다양한
부가 기능!!

온/습도 및 공기질 측정을 통한 

쾌적한 아기방
환경 조성

애플 스토어에서 판매한 

신뢰할 수 있는
제품 (미국) 

월 사용료 없이 ! 

평생 클라우드
사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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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대디 
직장에서도, 해외 출장 중에도.. 

전세계 어디에서나 우리 아기와 함께 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화상 통화 불편하셨죠?

이제 손자/손녀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삼촌, 이모 
속옷, 장난감.. 진부한 첫 선물은 NO!

조카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특별한 마음을 선물하세요.

육아맘 
엄마가 잠깐 졸아도…

아이를 매순간 케어하는 iBaby 모니터

FULL HD 렌즈 및 다양한 센서

전원상태 LED
전원 플러그

스피커
생생한 엄마의 목소리 전달

USB 포트
간편한 아이폰 설치 지원

모션 센서
움직임 감지

사운드 센서
아기의 목소리 전달

나이트 비전
어두운 환경에서도 또렷한 촬영

1080p HD Camera
생생한 영상 녹화를 위한
FULL HD 렌즈

온도/습도 측정 센서
아이의 건강 관리를 위한 기본

공기질 측정센서

1

2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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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압축 방식 : H.264                      프레임 속도 : 1~12 프레임
카메라 : 4.2mm F2.0 고형 구형, 3M 렌즈, 화각85°

해상도 : Full HD(1920*1080), HD(1280*720), VGA(640*480)
동시 접속자 : 최대 4명까지 동시접속 지원

오디오 압축 방식 : G.711                       샘플링 주파수 : 8 Kbps
입력 방식: 내장형 마이크

출력 방식 : 내장형 스피커
통화 방식 : 양방향 음성 통화 지원

야간 모드 카메라 회전야간 모드 전환 : 저조도 감지 시 자동전환
야간 감시 : 9개의 적외선 LED 탑재(최대거리 8m)

제어 방식 : 내장형 모터
회전 각도 : 수평 방향 - 360° / 수직 방향 - 110° 

외부 인터페이스 USB포트 : 1개                             온도 / 습도 센서 : 내장형 1개
재설정 버튼 : 1개

야간 모드 스마트폰 OS : IOS  8.0 이상, Android 4.0 이상

네트워크 무선프로토콜 : RCP/IP, HTTP, UDP, DHCP, UPnP, NTP, P2P
IP 주소 : 동적 할당 방식(DHCP)

프로토콜 : IEEE802.11a/b/g/n
Wi-Fi 주파수 대역 : 2.4GHz, 5GHz Dual Band
암호화 : WPA/WPA2 암호화 지원
안테나 수 : 1개

기타 외관 재질 : 플라스틱                  사용 환경 : 실내
전력 소비 : 주간 모드 - 2.5W / 야간 모드 - 3W

양방향 스피커

제품 사양



스마트 IR 허브 mBox는�적외선�리모컨의�기능을�통합하여, 기존�적외선�리모컨으로�제어되는�거의�모든�가전�기기를 
스마트폰만으로�편리하게�제어할�수�있게�해�주는�스마트한 IR 허브�기기입니다. Wi-Fi로�연결되는 mBox를�통하여 
가정이나�외출�시�등�언제�어디서나�스마트폰으로�가전�기기를�제어할�수�있습니다.

세상의�모든�리모컨을                  하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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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ox
mBox

운동이나 외출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다면, 

mBox를 사용하여 에어컨을 집에 들어가기 15분 전에 

미리 켜놓는다면, 시원하고 쾌적한 순간을 온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열대야에는 강수면 기능을 

활용하면 에어컨을 자동으로 On/Off하여 전기요금도 

아끼고 쾌적한 수면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날, 제습기를 틀고

장시간 외출을 했다면?!마음대로!

제습기에는 모터와 같은 발열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장시간 켜 놓고 외출할 경우 화재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mBox를 사용하면 실외에서도 전원을 끌 수 있어

에너지 절약과 함께 화재위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냉난방 시스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마음대로!

사무실의 에너지 소비소율중 냉난방이 무려 34%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mBox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면,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TV, 선풍기, 오디오, 조명

돌아다니면서 끄려면 힘들어요!마음대로!

더운 여름 집 안에서 쾌적하게 지내면서, 영화 한 편을 

보다가 깜빡 잠들고 나면 깜깜한 밤인 경험 모두 있으실 

겁니다. mBox의 “일괄제어”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버튼 클릭 한번으로 모든 가전제품을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어 편안한 숙면을 취하고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게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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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이 없어져서 TV를 버린다구요?

mBox로 TV를 내 마음대로!

아이들이 있는 집은 TV리모컨이 없어지거나,

부서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명 대기업 제품이 아닌 중소기업 TV리모컨을

다시 구입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mBox를 사용한다면,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TV의 기능을 원하는대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이유로 이젠 TV를 새로 사지마세요!

모델명 MB50A

색상 블랙+실버

재질 PC+TPU+ABS

무선통신규격 Wi-Fi 802.11b/g/n(2.4GHz)

적외선 원격제어각도 360도

적외선 원격제어거리 8m

적외선 주파수 20~60kHz

권장작동온도 -20℃~55℃

입력전원 5V 1A (Micro USB)

대기전력 0.5W 미만

53mm

53mm
54mm

제품 사양

3. 리모컨 등록 및 사용1. HK스마트홈 앱 다운로드 2. mBox 전원 연결 및 등록



IoT 스마트 라이프의 시작

가전기기를�원하는�시간에  on/off 시킬�수�있고, 전세계�어디서나�원격�제어할�수�있는 S플러그는�평범한�일상을�스마트 
라이프로�바꿔�줍니다. 구간예약, 시간예약과�타이머�설정을�이용하여�원하는�시간에�가전기기를�자동으로�켜거나�끌�수 
있습니다. 한번의�클릭으로�전기를�절약하고, 스마트�라이프를�즐길�수�있습니다.
텅�빈�사무실에�전기가�새고�있을�경우, S플러그로�간단히�차단하면�전기요금을�절약하실�수�있습니다. 집에�혼자�있을 
반려견을�위해서�불을�밝혀�주실�수�있습니다.

이제는�음성으로�컨트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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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플러그

“플러그를 켜 줘~” “플러그를 켰습니다”

“Amazon Alexa 연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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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SP30A

최대전력 2,200W 입력전원 10A, 100~240V

색상 흰색

출력전원 10A, 100~240V

작동습도 80%

℃

크기 64 * 104 * 33mm(L * W * H)

무선 통신규격 WiFi 802. 11 b/g/n 2.4GHz

재질 난연성 폴리카보네이트

보안 WEP/WIPA-PSK/WPA2-PSK/WPA/WPA2/WAPI/WIPS2

제품 사양

R

외출하거나 휴가를 떠났을때
집에 켜 두고 온 가전제품이
있나요?

‘S플러그’만 있으면
이런 걱정은 이제 그만!

집에  혼자 있을 반려견을 위해
불을 밝혀 주세요!

텅빈 사무실에도 전기가 새고 있어요!  
S플러그로 간단히 차단하면

전기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야근으로 고생하시나요?

안전인증
유럽 안전 인증 (CE) 획득

유해물질 제한지침 (ROHS) 준수
국내 전기 안전 인증 및 전자파 (KC) 획득

신뢰할 만한 IoT 전문기업
대기업과 협업 및 IoT 제품 공급

IoT 연구소 보유
AS 전담 인력을 통한 고객 불편사항 처리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양방향 소통

최대 허용 전력: 2,200W
거의 모든 가전 기기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전력!
TV: 약400W, 제습기: 약400W, 선풍기: 약400W

노트북, 모니터, 스탠드 등: 40W 미만
커피 포트: 물이 끓기 시작 할 때 순간 최대 약1,800W

확실한 품질보증
믿을 만한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셔서

구매 후 AS나 궁금한 사항들을 바로바로 해결하세요.

작동온도



언제�어디서든�전원을�켜고�끌�수�있습니다.
연결하여�사용하는�제품의�전기�사용량과�비용을�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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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제어는�기본, 이제는�전기�사용량까지�측정!

S플러그 Pro

인공지능 음성인식 정격 용량 및 크기 LED 표시

네이버�클로바

아마존�알렉사

구글 Assistant

3500W, 16A

55mm x 55mm x 50mm

Green : 낮은�전기�사용량

Yellow : 일반�전기�사용량

Red : 높은�전기�사용량

Revo 15:53

All Plugs(4/5)

HDTV

Lamp

Fan
78w

Meter Plug
178w

HK스마트홈
Revo 15:53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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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00

1500
WATTS

288.2

19.38

0

ON

Day

Energy    Cost

MonthWeek

Total kWh

Thu

0.36

Fri

0.28

Sat

0.38

Sun

0.45

Mon

0.18

Tue

0.15

Wed

0.38

Revo 15:53

Lamp



자사 mBox 등�연결하여�하나의�앱에도�서비스�제공

직관적인�실시간 / 누적�소비�전력량�구현

크리스탈 LED를  통한�직관적인�사용�상태�표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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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사용�습관을�알고�적정한�사용�환경을�구성할�수�있습니다.
전기의�최고�사용량을�확인할�수�있어�이런�개선하여�전기료를�절감할�수�있습니다..

제품별�사용�습관을�알고�적정한�사용�환경을�구성할�수�있습니다.
전기의�최고�사용량을�확인할�수�있어�이런�개선하여�전기료를�절감할�수�있습니다..

HDTV FAN
COFFEE

MACCHINE RICE COOKER LAMP

Revo 15:53

1   On 2015-05-13 08:00
        Naver

Rules

2   On 08:00
        Mon  Tue  Wed  Thu  Fri  Sat

2   On 20:00
        Mon  Tue  Wed  Thu  Fri  Sat

확장성 및 부가 기능



JBL ® 블루투스 ® 스피커를�내장한�스마트�조명은 
스마트폰을�사용하여�음악을�듣고�조명의�밝기를�제어하는�스마트�조명입니다.

생활을�더�즐겁고�편리하게�만들어�드립니다.

빛과�사운드의�감성적�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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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조명

강력한 사운드

스마트 컨트롤

쉬운 설치 & 사용

확장성

첼로�앙상블 바이올린 링크

Lights On , Volume Up 
나만의 빛과 음향으로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바꿔줍니다



최대 8개의�조명을�동시에�연결할�수�있는�블루투스® 스피커�조명 
첼로�앙상블을�통하여�아름다운�빛과�함께 13W JBL® 블루투스® 스피커를�내장하여, 마음을�사로잡는�사운드를�경험하실 
수�있습니다. 1개의 Master 조명은�최대 7개까지 Satellite 조명을�연결하여�넓은�공간에서도�풍부한�사운드를�즐기실�수 
있습니다. 

모델명 SL01A(Master) / SL02A(Satellite)

입력전원 220~240V, 60Hz

작업 온도 0℃~35℃

밝기/색 온도 600 Lumens/2700K/5000K

빔 각도 105도

스피커 13W(최대, L/R/모노, 앱조절)

무선 프로토콜 블루투스 V2.1 + EDR(Class 2)

크기 140 * 965mm(높이 * 직경)

색상 빨간색/흰색

소켓사이즈 E26

소비전력 15W(평균)/30W(최대, LED + Speaker)

작업 습도 85%

연색 지수 80

밝기 조절 휴대폰 앱

 반응 주파수 100Hz - 20kHz

블루투스 프로파일 A2DR, AVRCP, SPP 외 다수

무게 420g

제품 사양

첼로�앙상블

스마트 조명

서라운드 사운드 쉬운 설치
E26

블루투스 확장성

Master

M

S

S S

SS

SS

Satellite10m (line of sight) 
30m (line of sight) Blue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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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line of sight) 
Bluetooth®

세계�최초�스테레오�사운드�기능의 LED 조명 
바이올린�스피커�조명에�내장된�스테레오�블루투스® 스피커는�고품질�오디오�성능을�제공하며, 고효율�고품질의 LED 
빛을�제공합니다.

모델명 SL04A

입력전원 220~240V, 50/60Hz

작업 온도 -20℃~ +35℃

밝기/색 온도 6550 Lumens

빔 각도 105도

스피커 2 x 3W(정격)

무선 프로토콜 블루투스 V3.0 + EDR & BLE4.0

무게 340g무게

소켓사이즈 E26

소비전력 9.5W(정격)/12.5W(LED + Speaker)

작업 습도 0-85%

연색 지수 80

밝기 조절 앱을 통해서 조절

 반응 주파수 260Hz - 18kHz

크기 140 * 965mm(높이 * 직경)

색상 흰색

제품 사양

바이올린

스마트 조명

서라운드 사운드 스테레오 쉬운 설치
E26

블루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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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개의�조명을�동시에�연결할�수�있는�블루투스® 스피커�조명 
첼로�앙상블을�통하여�아름다운�빛과�함께 13W JBL® 블루투스® 스피커를�내장하여, 마음을�사로잡는�사운드를�경험하실 
수�있습니다. 1개의 Master 조명은�최대 7개까지 Satellite 조명을�연결하여�넓은�공간에서도�풍부한�사운드를�즐기실�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

링크

스마트 조명

SL03A

100-240V, 50/60Hz

1.35W(정격)

-20℃~ +40℃

0-90%

블루투스 V2.1 + EDR(Class 2)

A2DR, AVRCP, SPP 외 다수

965 * 559 * 241mm(L * W * H)

78g

모델명

입력전원

소비 전력

작업 온도

작업 습도

무선 프로토콜

블루투스 프로파일

크기

무게

Master

SS SS SSSS

Up to 32 fee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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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나�창문이�열리고�닫힌�상태를�확인할�수�있습니다. 
서랍이나�금고�등�다양한�장소에서�열림/닫힘�상태를�확인해�보세요.

제품 사양

문�열림�감지�센서 (Door & Window Sensor)

스마트 IoT 센서

CR2450 배터리

2.4GHz

10dBm

IEEE802.15.4

-10℃ ~ 50℃

Zigbee HA 1.2

7.5mm(높이) x 16mm(가로) x 11mm(세로)

80m(장애물이 없는 환경)

42 * 80 * 17mm(L * W * H)

전원

무선 주파수

전송 전력

무선 규격

동작 온도

통신 프로토콜

마그네틱 크기

전송 거리

크기

13

쉬운 설치 초저전력 ZigBee 높은 감도 안정성



제품 사양

움직임이나�동작을�감지하면�알림을�보내�줍니다. 
동작이�감지되면�전등을�켜거나�움직이�있을�때�에어컨�온도를�낮추는�등�다양한�스마트�라이프를�즐기실�수�있습니다.

동작�감지�센서 (Motion Sensor)

스마트 IoT 센서

CR123A 배터리

2.4GHz

10dBm

IEEE802.15.4

-10℃ ~ 50℃

Zigbee HA 1.2

12m

110°

60 * 106 * 36mm(L * W * H)

전원

무선 주파수

전송 전력

무선 규격

동작 온도

통신 프로토콜

동작 감지 거리

동작 감지 각도

크기

80m(장애물이 없는 환경)전송 거리

도난방지 알람 Fresnel 렌즈 기술

110°

110°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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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센서가�설치된�곳의�온도와�습도를�확인할�수�있습니다. 
주변�환경에�민감한�아이들의�방�상태를�실시간으로�확인해�보세요.

제품 사양

온/습도�센서 (Temperature & Humidity Sensor)

스마트 IoT 센서

CR2450 배터리

2.4GHz

10uA

IEEE802.15.4

-10℃ ~ 60℃

Zigbee HA 1.2

최대 95%

60 * 60 * 20.8mm(L * W * H)

전원

무선 주파수

대기 전류

무선 규격

동작 온도

통신 프로토콜

습도 감지 범위

크기

습도 체크 온도 체크 높은 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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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센서가�설치된�곳의�일산화탄소의�농도를�확인할�수�있습니다. 
일산화탄소의�농도가�높으면�집중력도�떨어지고�쉽게�피로할�수�있습니다. 
CO센서를�활용하여�쾌적한�환경을�유지해�보세요.

CO 센서  (Carbon Monoxide Sensor)

스마트 IoT 센서

CR123A 배터리

2.4GHz

20uA

IEEE802.15.4

-10℃ ~ 50℃

Zigbee HA 1.2

85dB

54 * 54 * 45mm(L * W * H)

전원

무선 주파수

대기 전류

무선 규격

동작 온도

통신 프로토콜

습도 감지 범위

크기

고성능 전기화학 센서 높은 감도 안정성 소리 + 빛 경보



17

고감도�광센서를�사용하여�약한�연기도�문제없이�감지할�수�있습니다. 
가족들을�화재로부터�안전하게�보호하세요. 

제품 사양

연기�감지�센서 (Smoke Sensor)

스마트 IoT 센서

CR123A 배터리

2.4GHz

10uA

IEEE802.15.4

-10℃ ~ 50℃

Zigbee HA 1.2

85dB

60 * 60 * 49.2mm(L * W * H)

전원

무선 주파수

대기 전류

무선 규격

동작 온도

통신 프로토콜

알림 세기

크기

안정적인 고감도 광센서 초저전력 ZigBee 85dB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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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주방이나�욕실, 창고나�베란다�등�누수로�문제가�될�만한�곳에�누수�센서를�설치해�보세요. 
물이�세거나�넘치는�경우�누수�센서가�바로�누수를�감지하여�알려�드립니다. 

누수�센서 (Water Leakage Sensor)

스마트 IoT 센서

CR2032 배터리

2.4GHz

20uA

IEEE802.15.4

-10℃ ~ 50℃

Zigbee HA 1.2

60 * 30 * 12.5mm(L * W * H)

28.3 * 26.5 * 12.2mm(L * W * H)

전원

무선 주파수

대기 전류

무선 규격

동작 온도

통신 프로토콜

본체 크기

센서 크기

쉬운 설치 초저전력 ZigBee 높은 감도 안정성



T. 02 6954 0075       E-mail. contact@hknetworks.kr

www.hknetworks.kr

Accelerate your business potential with innovative
IoT Services

Smart 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