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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골목길에서 든든한 보호자가 필요할 때 아퓨(IPU)를 실행해 보세요. 

  당신의 귀갓길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아퓨(IPU) 와 함께 라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

파디엠은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미래의 안전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 열정과 겸손, 정직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소중한 사람일수록 지켜주세요. 

10분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 하세요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항상 안심 파디엠(PA.D.M),

오늘의 행복과 미래의 가치를 지키는 파디엠(PA.D.M)이 되겠습니다.

                                                                                                          파디엠 대표 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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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Padiem 법인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Padiem 벤처기업인증

한국발명진흥회 IP 나래사업 선정

I-PLEX 사무실 이전

특허등록 2건

상표출원 4건

ISO 9001 : 2015 등록

한국무역협회 회원 및 무역업 인증

한국무역협회 해외진출 미국연수단(시애틀, 라스베이거스) 

전시회 참관 및 바이어 미팅

롯데홈쇼핑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이노베이션랩 2기 선정

제17차 세계한상대회 참가

롯데홈쇼핑 주관 시드니 대한민국 브랜드 EXPO 참가

중소기업벤처부장관 올해의 청년기업인 표창장 수여

2차 제품 개발 및 양산

아마존(AWS) 클라우드 혁신센터와 협약 

및 테스트 서버 구축

국내 바이어 3군데 판매 및 매출 2억 4천 달성

광주광역시 주관 ‘공공데이터 활용 대회’ 우수상 수상

중국 선전 블랙박스 1위 기업과 40억 수출 계약 체결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수출 계약 기념 초청 간담회, 바이어와 참석

광주광역시, 디자인센터 주관 중국 수출 계약식 참석  

중국 산둥성인민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한중혁신대회’ 참가 및 수상

행정안전부 오픈스퀘어D 선정 및 행정안전부와 협약

중국 기업과 5억 판매 MOU 체결

중국 산둥성인민정부 천범기업 선정

특허등록 1건, 총 3건 등록

파나마 기업과 5억 판매 MOU 체결

국내 바이어 2군데와 5억 판매 계약 체결

KT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협약

KOTRA 해외 지사화 사업 선정 및 KOTRA와 협약

중국 법인 “위해은린밍런기술과학유한공사” 설립

(威海恩林明润科学技术有限公司)

CE 인증, KC 인증 획득

공장 설립

AI 성범죄 예방 시스템 런칭

AI 스마트 헬스 홈트레이닝 서비스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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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들을 

범죄로부터 지킴
현재의 행복

미래 가치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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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안전
모든 위협 방지

스스로 막을 수 있는 
안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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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이를 보호
안전한 세상을 위한
보호 시스템 구축 

	��

사람 중심 기업
모든 사람들의 
안전, 행복, 사랑

특허증 상표등록증

수상내역

201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2017
서울국제발명대회

금상

2017
세계여성발명대회

대상

2019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활용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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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여성 및 아동,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시티 기반의 범죄예방시스템 (제품명: 아퓨 IPU, I’ll Protect U)

여성들은 모션 및 보이스 센서를 통해 뒤에 접근하는 위험 인물을 자동감지하고 

IR 카메라로 어두운 상황에도 촬영이 가능하여 보호자에게 실시간 전송 및 위험인물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함

향후 5G 를 활용한 실시간 스트리밍 기반 시스템은 디바이스와 앱을 연동하여 사용자인 여성 뿐 아니라 

미리 등록된 보호자가 여성의 실시간 위치와 귀갓길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범죄 예방이 가능한 귀갓길케어블랙박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특히 중국에 특화된 여성 안전 시스템 제공

IR 카메라
후방 자동 촬영

후방 접근 인물 감지

가방에 쉽게 연결 가능

충전식 내장 배터리 탑재

제품 전원

위치, 사진, 영상 자동전송

WIFI 무선연결

On/Off

충전포트

감지센서

클립형으로
분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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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귀가 시 뒤에서 접근하는 위험인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감지 센서 및  IR 카메라, WIFI 모듈 탑재 시스템 

아퓨는 사용자인 여성에 의한 작동 지시가 없더라도 IR 카메라가 감지한 감지 정보, 

수신모듈에 의해 수집된 위치 정보 등을 기초하여 작동함으로써 

사용자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위험요인을 쉽게 파악 가능

디바이스와 연동되는 앱은 사용자 버전과 보호자 버전 2 가지로 되어 있어 

사용자는 긴급, 알림, 센서, 경고 등을 통해 2 번의 터치만으로도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보호 요청이 가능하고, 

보호자는 실시간 확인, 112 연결의 단 2 개의 버튼만으로 더욱더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음 

가방 끈에 디바이스를 손쉽게 부착할 수 있는 클립과 가방과 디바이스를 연결해주는 체인을 통해 분실방지

DIY 방식으로 여성들이 원하는 스티커를 디바이스에 부착하거나 디바이스 케이스를 통해 보안제품만이 아닌 

여성들의 개성을 나타내는 액세서리 역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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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호신용품을 꺼내 들었을 때 가해자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음

SOS  l  112연결, 보호자 연결

보호자 알림  ㅣ 사진, 동영상 전송

센서 감지  ㅣ 5m 반경 감지 및 보호자 알림

귀갓길 케어 서비스, 위험지역 감지 등

사용자 친화적 메뉴 구성

사용자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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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품으로 자신을 지켜준다는 목적성이 강하며,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데 목적을 갖고 있음

호신용품에 IOT를 접목하여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자로부터 보호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범죄 예방을 하려는 목적이 있음

여성이 불안감이 큰 공간에서 아퓨를 작동함으로써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Main Menu 사용자 설정 보호자 설정

자동감지기록 모션/보이스 감지 보호요청 팝업 SOS 연결

112 연결  l  사용자 위험 판단시 112에 바로 연결 

보호요청 수락  ㅣ 사용자의 후방 영상 바로 시청 

실시간 경로 보기  ㅣ 사용자의 실시간 경로 확인

양자간 음성 전송 등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구성



2019 년 1 차 제품 국내 판매 후 총 2 억 7 천만원 매출 성과

중국 법인 사무소 2 년간 임대료 지원 및 

상금 1,700만원~3,400만원 (10~ 20만위안) 

2 차 제품 5,000 대, 5 억 국내 판매 계약 체결

KT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제품에 도입하는 업무 협약

SK와 10기가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협약 

부산 진흥원 AWS 협약 – 아마존 클라우드 혁신센터 멤버쉽 스타트업 및 개발 지원

중국 법인 ‘위해 은린밍런 기술과학 유한공사

(威海恩林明润科学技术有限公司)’ 설립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롯데홈쇼핑에서 주관하는

DIL사업에 선정,

롯데홈쇼핑에 판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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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l  2021년 상반기에 중국에 2,000 대 수출 (10 만원에 납품) 과 

             국내에 2,000 대 판매 (ICT협동조합 10 만원에 납품, 직접 판매가 20 만원) 으로 5 ~ 6 억 매출 목표

고용  l  현재 7 명 (인턴 포함) 고용 + 21년 하반기까지 3 명을 더 추가 고용 예정

매출  l  수출 20 억 (중국, 폴란드, 스웨덴, 벨기에 등), 내수 10 억 목표 

고용  l  10 명 (마케팅 팀 3명, 어플리케이션 관리팀 4명, 영업팀 3명) 추가 고용

매출  l  수출 60 억 (중국, 유럽, 미국, 호주, 일본 등), 내수 30 억 목표

고용  l  20 명 (마케팅 팀 10명, 어플리케이션 관리팀 5명, 영업팀 5명) 추가 고용

‘제 2 회 한중혁신대회’ 수상중국 선전 1위 블랙박스기업과

40 억 (333 만달러) 수출계약,

2021년 중국판매 예정

파나마 기업과 중남미 진출을 위한

5 억의 MOU 체결,

2021년 중남미에 판매 예정

중국 유통업체와

5 억의 MOU 체결



COMPANY

광주·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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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홍보물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SW융합클러스터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