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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Major Business

Lotecs

(주)로텍스

0201

인터넷과 네트웍의 엄청난 발전으로 인한 정보화 사회의 핵심기술인 스마트카드와 RFID를 활용한 
제반 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까지 종합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사회는 정보화 사회를 넘어 유비쿼터스(Ubiqutous)혁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카드와 
RFID를 축으로 한 로텍스의 IT 솔루션 사업은 신분증, 대중교통카드, 정보보안, 모바일, 전자진료 
등으로써 학교, 기업, 의료기관, 종합관광단지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반기술 
확보와 인재육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로텍스 전 임직원은 항상 고객과 함께 하겠으며, 유비쿼터스 기반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로써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현황  Overview

회사명

대표이사

설립일

자본금

연락처

소재지

주식회사 로텍스

김 문 중

2005년 3월 7일

5억원

T : 02)2626-9240     F : 02)2626-9254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 뉴티캐슬 906호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로텍스

•서버 시스템
•출입통제 시스템
•전자출결 시스템
•도서관 시스템
•전자지불 시스템
•DID 영상홍보 시스템
•LED 전광판 시스템
•Smart Locker 시스템
•Web, App 시스템
•시설이용관리 시스템
•순찰관리 시스템
•캠퍼스 안내 시스템

•카드 즉시발급 시스템
•금융/교통카드
•출입통제
•전자출결
•도서관 관리
•Smart Locker 이용

•출입통제 관리
•전자출결 
•도서관 시스템
•Smart Locker
•스마트폰 기반 구축
•모바일 콘텐츠 구성

•열람실 좌석예약 및 
   운영 시스템 
•위치확인이 가능한 
   출결체크 시스템
•전자적 학생 출결체크 
   및 관리 시스템

•가맹점 개설
•가맹점 유지관리
•전산화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전자진료 카드 시스템
•스마트카드 및 RFID 
   기반 구축
•출입통제/주차관리
•편의시설 이용/정산
•전자화폐/교통카드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
•시설이용 관리 시스템
•순찰 관리 시스템
•캠퍼스 안내 시스템
•자산 관리 시스템
•통학버스 관리 시스템
•물품대여 관리 시스템

스마트 캠퍼스
시스템 SI

스마트 카드
발급 솔루션

모바일 ID
솔루션

RF/Smart Device
응용 솔루션

전자화폐/
VAN 사업

U-Hospital
시스템

신기술 적용
솔루션

특허  Patent 

•특허 제 10-1420667호
   스마트 단말기를 이용한 
   도서관 좌석 예약 및 
   운영 시스템

•특허 제 10-1462722호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위치 확인이 가능한
   출결 체크 시스템

•특허 제10-0750684호
   차량유가보조금 지급 
   관리 방법 및 시스템

•특허 제10-1089727호
   유가보조금 대상차량을 
   구분하는 RFID 판독기를 
   구비한 주유장치를 이용한
   정보 판독 방법

•특허 제10-1159576호
   유가보조금 차량을 구분하는 
   RFID 판독기를 구비한 
   주유시스템 및 그를 이용한 
   정보 판독 방법

프로그램 등록증  Registration Certificate

•카드 즉시발급 시스템 •물품 대여반납 시스템 •위치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출결 시스템

•모바일 ID시스템



Diagram

개요  Overview

Smart Campus System SI

스마트 캠퍼스 시스템 SI

0403

학생증 및 교직원증을 스마트 카드로 교체하여 출입관리, 전자출결, 도서관 관리, 전자 
화폐 및 교통카드 등의 기능이 통합되는 스마트카드 시스템과 Mobile 환경에서 Smart 
Device를 활용하여 대학업무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제공하는 모바일캠퍼스 
시스템(모바일 결제, 학사정보, 편의정보, e-러닝, 모바일 홍보, 각종 정보 커뮤니티 수단 
제공)을 통합하여 스마트 캠퍼스 솔루션이라 합니다. 

개요  Overview

구성  Diagram

Smart Card Solution

스마트 카드 발급 솔루션

1차 발급된 카드 및 대량발급 데이터를 이용하여 카드를 즉시 재발급하는 시스템이며, 
학내용 보안 PERSAM 인증 후 IC CHIP과 개인 인적사항 입력 및 전사가 가능합니다.
발급신청, 조회, 분실신고, 재발급 등의 요청 시 교내에서 즉시 서비스되며, IC CHIP 
내부에 ID(출입통제, 전자출결, 전자화폐, 금융기관)용도로 활용됩니다. 

DB 서버
바코드 스캐너/RF 카드 단말기/IC카드 단말기

Gate

교통카드

전자출결 식수관리

전자지불

출입통제
좌석관리

Smart Locker
도서대여

카드 발급운영 PC 화상 입력기 카드 발급기

구성  

Smart Life

·학생증 발급 
·모바일 ID 
·전자지불 
·도서관 좌석관리 
·Smart Locker 
·통학버스관리 
·기숙사 
·시설이용관리 
·물품대여관리

Smart Edu

·전자출결
·도서관리

Smart Support

·통합관리
·출입통제 
·순찰관리

Smart Admin

·Web, App
·영상홍보
·캠퍼스 안내 
·통합 메시지



개요  Overview

구성  Diagram

Mobile ID Solution

모바일 ID 솔루션

0605

학번 및 사번으로 구성된 2차원 바코드 이미지를 사용자 휴대폰에 발급하는 
시스템으로써 도입 학교 및 기관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개인 ID카드로서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운로드 방식으로 발급 및 재발급 기간을 최소화 하며, 스마트 폰의 각종 
잠금 장치로 개인정보 노출방지 및 전자출결, 도서관 출입, 열람실 좌석배정, 
도서대출/반납 등 다양한 시스템의 인증방식 활용 가능합니다. 

개요  Overview

구성  Diagram

RF, Smart Device Solution

RF, 스마트 디바이스 솔루션

학생증(신분증)에 RF기능이 내장된 스마트카드로 교체하여 출입관리, 전자출결, 도서관 
이용, 전자화폐 및 교통카드 등의 기능이 통합되는 스마트카드 시스템과, Mobile 
환경에서 Smart Device를 활용하여 모바일결재, 학사정보, e-러닝, 모바일 홍보등 
대학업무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제공하는 모바일 캠퍼스 시스템 입니다

도서 대여

출입 관리

통학 버스

식수 관리

Smart Locker 열람실
좌석 관리

전자 출결

출입통제

모바일 출결

학사 정보 편의 정보 홍보 커뮤니티

결재/그룹웨어



개요  Overview

구성  Diagram

Electronic Money / VAN Business

전자화폐/VAN 사업

0807

전자화폐 시스템 >> 화폐의 가치를 전자적 기호 등의 매체로 저장하여 일단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상에서 화폐의 가치 이전 이 발생되는 시스템으로 전자화폐를 사용함으로써 
현금 사용의 불편함이 없어진다.

VAN 사업 >> 카드사·은행 등과 가맹점 사이의 전산 중계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업체입니다. 당사는 금융결제원의 법인 대리점으로서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요  Overview

구성  Diagram

U-Hospital Solution

U-Hospital 솔루션

U-Hospital 시스템은 의료정보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환자들이 편리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의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카드 
시스템 입니다.

진료 카드

로텍스 병원

등록번호    201600001

성별         M

성명         김한국

카드 발급시스템 ID기능 시스템 진료 접수시스템

통합관리 시스템 출입관리 시스템 식수, h-cash 시스템 무인 수납/처방, 증명서 
발급 시스템

진료안내 시스템 대기안내 시스템

주차관리 시스템 위치추적 시스템

종합안내 시스템

전자 화폐 시스템

VAN 사업

사용내역 확인 충전 및 환불 가능

웹 페이지 조회

결제 및 사용

ATM기 사용

식수 단말기

① 카드 결제 ⑥ 승인통보 
및 전표발급

사용대금 청구

카드매출
대금청구

청구대금 입금

② 결제 승인 요청

⑤ 승인 결과 전송

③ 결제 승인 요청④ 승인 결과 전송

PC-POS EFT-POS 단말기

스마트카드

현금 없이 교내 식당 / 매점 / 매장 / 무인 기기

고객(회원) 카드사(은행)

가맹점
당사는 금융결제원과 법인대리점 계약을 통해 VAN사를 대신하여 

가맹점 개설, 전표수거 및  매입 정산,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VAN 사

로텍스 병원

진료증
Mobile ID Card

등록번호    201600001

성별         M

성명         김한국



Diagram

유가보조금 시스템

모바일 활용 시스템

개요  Overview

구성  

유가보조금 시스템/모바일 활용 시스템

신기술 적용 솔루션

1009

유가보조금 시스템 >>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유가보조금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 유류세율을 상향하는 대신, 운수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해주는 시스템)

모바일 활용 시스템 >> 모바일 단말기간 접촉, 개인정보 관리, 정보제공 및 맞춤형 광고 관련 
응용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당사의 솔루션으로는 시설이용, 순찰관리, 캠퍼스 안내, 자산관리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NFC : 약 10cm거리 이내에서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는 근접 무선통신 기술) 

제안사는 최고의 기술력과 풍부한 구축 경험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정보화기반 구축 
선도기업으로써 최고의 스마트캠퍼스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업체입니다.

Reference

사업실적

국가교통부 / 관청

 VAN 사

주유소 / 충전소

주유기

대상 차량 스마트폰

통합제어컨트롤러

주유소 PC
RFID / NFC 발급 시스템

발급 PC

단말기 RFID/NFC Tag

시설이용관리 시스템 순찰관리 시스템 캠퍼스 안내 시스템 자산관리 시스템

좌석현황 및 
예약신청

좌석체크기

좌석태깅

좌석배정 및
이용안내

서버

서버 DB 서버

사용자 디바이스 사용자 디바이스 NFC 태깅대학 건물

DB 서버

순찰자 주요 지역 순찰 및 NFC 태깅

| 수도권 | 

대림대학교
성결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한양대학교
강남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경찰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재능대학교
삼육대학교
중앙대학교
평택대학교

| 강원권 | 

한림대학교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 영남권 |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대구보건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거제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 충청/호남권 | 

 상명대학교(천안캠퍼스)
 호서대학교
 원광대학교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신성대학교
 중원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