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비즈니스 솔루션 개발 전문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는 세계 최대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 중 하나인 텔레노어
(Telenor Group)의 IoT(Internet of Things) 사업을 위한 텔레
노어 커넥션(Telenor Connexion)과 업무협약(LoI)를 체결했다
고 23일 밝혔다. 협약 기념식에서 각 당사자는 핵심 사업 영역
을 소개하고, 목표 시장의 미래를 개척하고, 협력 가능한 방법
에 대해 논의했다.

I-ON Communications와 Telenor Connexion은 유틸리티와 에
너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합의는 양사 간 협력의 시작일 뿐만 아
니라 한국 기업에 세계적인 규모로 연결된 자산과 제품을 배
포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기업은 운영 프로세스와 소비자 오퍼링을 간소화하고 강
화하기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찾고 있다. 유틸리티와 에너지 
산업에서 스마트 그리드, 소비자 유틸리티 미터 및 스마트 빌
딩을 위한 연결된 통합 솔루션은 유틸리티 사업자 및 어그리
게이터 등에게 사업을 수행하고 고객 등과의 상호 작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

서울에 본사를 둔 I-ON Communications는 에너지 부문 솔루
션 개발을 국내 및 해외 전문으로 하며, 수요 관리 사업자를 위
한 통합 관리 시스템(LAMS)과 분산 에너지 리소스(DER), 에
너지 거래 시스템(ETS), 마이크로 그리드(MG)를 위한 최적화
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I-ON은 말레이시아 유틸리티로 
VPP(Virtual Power Plant) 솔루션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 
및 개발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두고 있는 Telenor Connexion은 
세계 최대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 중 하나인 Telenor Group 
그룹에서 전액출자된 IoT(Internet of Things) 전문 기업이다. 
Telenor Connexion은 모바일 연결 솔루션 및 서비스와 클라우
드 기반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고객이 연결된 차
량, 장치 및 장비를 설계, 배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ON Communications의 해외 사업본부 관계자는 “LoI 체결을 
통해 국내외에서 새로운 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Telenor Connexion은 맞춤화된 IoT 솔루션과 규격품 
IoT 솔루션을 모두 제공하므로 한국 에너지 부문과 기타 국내
외 산업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신속하게 상용화할 수 있다.”라
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Telenor Connexion은 한국 비즈니스에 있어 가치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은 이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며, “데이터 관리, 스마트 모빌리
티 및 고급 분석 도구들은  I-ON Communications의 강점으로 
Telenor Connexion의 글로벌 연결 관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측면에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완한다.” 라고 Telenor Connex-
ion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자인 Seth Ryding이 전했다.

에너지 시장에 대한 초기 집중을 통해 Telenor Connexion과 
I-on Communications는 고객에게 높은 가치의 솔루션과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두 회사의 
결합된 제품들은 크고 작은 회사들을 모두 신속한 솔루션 개
발로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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