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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솔티드�주식회사

대표이사 조형진

설립일 2015. 09. 08

직원�수 21명

사업�영역 디지털�헬스케어�솔루션�연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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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회사�개요



스마트�헬스케어�솔루션,
피트니스�노트�서비스�런칭

스포츠�헬스케어�솔루션,
솔티드�트레드밀�출시

골프, 트레이닝�솔루션,
스마트�슈즈 IOFIT 런칭

킥스타터�크라우드�펀딩, 300% 초과�달성

ICT 유망기업(K-Global 300 기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SPO Award(세계�스포츠용품�전시회,
헬스/피트니스�부문) 황금상�수상

CES 혁신상�수상

시리즈 A 투자�유치

헬스케어 & 피트니스�솔루션, 
스마트�인솔 + 솔티드�밸런스�모바일�앱�런칭

스포츠�트레이닝�솔루션, 
솔티드�트레이닝�서비스�출시

2015
(주)솔티드벤처�설립

2016 2017 2018 2019

HISTORY
솔티드(주)는�삼성전자의�사내벤처 ‘C-랩’에서�출발해 2015년 9월�별도�회사로�독립, 스마트�골프화로 2017년 CES 혁신상과

2018년 ISPO(세계�최대�스포츠용품�박람회) 황금상을�수상하며�디지털�헬스케어�부문에서�기술력과�전문성을�인정�받았습니다.
최근�신한금융투자�등으로부터�시리즈 A 투자유치에�성공하며�본격적인�글로벌�사업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



WHAT WE DO
우리는�건강한�삶을�꿈꾸는�헬스케어, 피트니스, 재활운동�분야의
전문가와�일반�사용자들을�위해�사물인터넷, 웨어러블�디바이스�등의
앞선�기술력으로�데이터�기반의�헬스케어(체형분석, 보행분석) 및
스포츠(골프) 솔루션을�제공합니다.

Mobile Based
Solution

Health Data
Analysis

IoT
(Internet of Things)

Wearable
Device

Physical
Therapy



HOW WE DO
우리의�디지털�헬스케어�솔루션과�웨어러블�디바이스�제품은,
발바닥의�압력분포를�기준으로�신체�밸런스를�전문적으로�측정하고�기록하여
운동과�건강을�위한�모든�활동에�적용할�수�있습니다.

경기력�향상을�목표로
과학적인�자세�측정

데이터가�필요한�골프,
야구�등의�스포츠�시장

SPORTS

밸런스�측정을�이용해
회원들의�체형�교정�및

운동�코칭이�이루어지는
피트니스�시장

FITNESS

환자들에게�몸의�균형과
올바른�자세를�교육하는

재활의학 / 병의원

HEALTHCARE

헬스케어�데이터를
활용해�효율적인

상품설계가�필요한
보험업계

INSURANCE



SOCIAL IMPACT
우리는�누구나�쉽게�건강과�운동에�대한�정보를�접할�수�있고

어디에서나�편리하게�건강한�삶을�추구할�수�있도록�해결책을�제시합니다.

의료비용의�효과적�절감
장기간�이루어지는�체형�교정과

질병�관리로�인한�높은�의료비의�부담을
가성비�높은�제품과�서비스로�해결합니다.

모빌리티�서비스
모바일�앱을�통해�측정�데이터를�제공하여
체형측정�및�건강�진단을�위해�전문�의료기관을
찾아야�하는�번거로움을�해소합니다.

쉬운�데이터�디스플레이
어려운�건강관련�지표를�그래프와�점수를�통해
직관적으로�전달하여�전문가와�일반인�모두
쉽게�이해할�수�있도록�안내합니다.

개인별�맞춤�분석
일상생활의�불편함으로�지속적인�건강관리가

필요한�일반�사용자들에게�적합한�맞춤추천으로
꾸준한�건강관리를�유도합니다.



건강�및�운동�관련
빅데이터�구축
사용자�운동�데이터�축적�및�기록을�통해
빅데이터�기반�건강관리�솔루션�기업으로�도약

모바일�기반
솔루션�사업�확대
엘리트�스포츠�및�피트니스�센터는�물론
일반�사용자�대상 B2C 모바일�서비스�런칭을�통해
모두를�위한�솔루션�제공

글로벌�헬스케어
시장�진출
시공간의�제약이�없는�모빌리티�서비스와
웨어러블�디바이스로�미국을�위시한�글로벌�시장�도전

VISION
디지털�헬스케어�분야에�새로운�가치를�부여하는�기업으로�성장하겠습니다.



CES Innovation Award
2016년 11월, 혁신상�수상

ISPO Gold Award
2017년 1월, 황금상�수상

AWARD
우리는�글로벌�단체에서�인정한�선도적인�기술력을�갖춘�기업입니다.



IOFIT 런칭 스마트�슈즈 Key Player 소개 세계�최대�피트니스�박람회 FIBO 2018 참가
미국의�크라우드�펀딩�플랫폼�킥스타터에서
골프�전용�스마트�슈즈�브랜드 IOFIT 런칭,
목표�금액 300% 초과�달성

2017년, 2018년�각각�글로벌�뉴스�저널에
스마트�슈즈 Key Player로�소개

자사�스마트�슈즈�및�태블릿�모바일�앱�소개

ACTIVITIES
우리의�제품은�세계�곳곳�많은�사람들에게�깊은�인상을�남겨왔습니다.



ORGANIZATION
삼성전자�사내벤처 1기에서�출발한�기업으로 10년�차�이상�경력자가�다수�포진해�있습니다.

마케팅팀 기획팀 디자인팀 영업팀

김정민�팀장

곽상구�매니저

강태훈�매니저

고은결�매니저

H/W팀 S/W팀 생산품질팀

황석진�팀장선효희�팀장 서영민�팀장박준호�팀장

최성찬�매니저

박상춘�매니저

이상민�팀장

김민경�매니저

남정아�팀장

손영석�매니저

한현주�매니저

송필섭�매니저

사업기획실 (총 11명) 제품개발실 (총 7명)

CEO 조형진
前 삼성전자�반도체�사업부�연구원

COO 김대성
前 신한은행�기업금융상담역

CTO 강경훈
前 삼성전자�생활가전사업부�연구원

박은혜�팀장장동희�팀장경영지원팀 (총 2명)

ORGANIZATION
삼성전자�사내벤처 1기에서�출발한�기업으로 10년�차�이상�경력자가�다수�포진해�있습니다.

기획팀 디자인팀 마케팅팀 사업지원팀

구매�관리

물류�관리

H/W팀 S/W팀 생산팀

마케팅�기획

국내�영업

해외�영업

영업�관리

서비스�디자인

제품�디자인

마케팅�디자인

생산�관리

품질�관리

자재�관리

소프트웨어

데이터�분석

펌웨어

하드웨어

기구�개발

서비스�기획

제품�기획

사업기획실 제품생산개발실

CEO 조형진
前 삼성전자�반도체�사업부�연구원

COO 김대성
前 신한은행�기업금융상담역

CTO 강경훈
前 삼성전자�생활가전사업부�연구원

인사/총무 재무경영기획경영지원팀



그�어떤�신발도
스마트하게.

자사 ‘솔티드�스마트�인솔’ 제품�이미지입니다.

솔티드�스마트�인솔



자사 ‘솔티드�스마트�인솔’ 제품�이미지입니다.

솔티드�스마트�인솔

IP68 방수�인증
스마트�인솔�최초로�방수�인증을

받아�많은�땀, 눈과�비가�오는
등의�환경에서도�마음�놓고

운동�할�수�있습니다.

간편한�마그네틱�충전
탈착이�간편한�자석�단자를�사용하여

사용자�편의성을�높였습니다.
일반적인�커넥터�타입의�단자보다

안전하며�고장이�적습니다.

실시간�진동�피드백
인솔에�내장된�압력센서를�통해

사용자의�보행을�분석하여
잘못된�자세와�동작�등을

진동으로�피드백해�줍니다.

‘솔티드�스마트�인솔’은�독자적인�기술을�통해�사용자들이
보다�건강한�라이프�스타일을�달성할�수�있도록�도와줍니다.



STRENGTH

솔티드(주)는�스마트�슈즈와�스마트�인솔에�대한 A to Z가�가능한�국내�유일의�업체입니다.

앞선�기술력�확보

생    산

· 생산�프로세스 SOP 제작
· 정확도�측정을�위한�측정�장비�자체�설계

제품�품질을�위한�자체�생산�노하우�보유

서비스

· 사용자�중심의�서비스�기획 
· 헬스케어�데이터/운동�데이터/컨텐츠�축적

모바일�서비스�및�데이터�처리�인력�보유

기    술

· 스마트�슈즈에�특화된�안테나�설계�및�개발
· 제품의�핵심�부품인�센서�설계�기술�보유

전문�장비�대비 90% 이상�정확도�확보

발의�앞, 뒤, 좌, 우에
4개의�압력센서가�내장되어
자세에�대한�다양한�데이터
수집�가능

데이터�분석�및
알고리즘�개발을�위한
정확한�센서�설계

발의�넓이, 발바닥의�모양
등의�구조적�특성에�맞춰
최적화�된�센서�배치�설계를
통해�정밀한�측정�가능

데이터�측정에�특화된
센서�배치�및
정밀도�측정�기술

메디컬�장비(Force Plate/Insole Sensor)와�매우�높은�수준(상관계수 0.8~0.9)의�상관관계�확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검증)



STRENGTH

제품과�서비스를�사용하는�사용자들의�운동�데이터를�분석하여�더�나은�솔루션을�만들어�냅니다.

분석�알고리즘�및�사용자�데이터�확보

SECURITY

솔티드�데이터�서버솔티드�솔루션�알고리즘



STRENGTH

스마트�슈즈�및�스마트�인솔에�대한�다종의�기술�특허를�보유했습니다.

기술�특허�보유

스마트�슈즈에�특화된 Pairing 사용성�특허�확보 스마트�슈즈에�특화된�안테나�배치�설계�노하우�보유

신발�밑창�내�제어부와�안테나�배치�관련�특허 

(내구성�및�방사�성능을�위한�방안) 
국내 / 10-2015-0180629 

신발과�모바일�페어링�방식�및�프로세싱�방식�관련�특허
10-2017-0080463 (2017-06-26)
10-2017-0107535 (2017-08-24)

다종의�스마트�슈즈와�동시 Pairing 시�특정
스마트�슈즈를�확인하여�연결할�수�있는�기술�보유

PCT/KR2017/013828



특허�출원�및�등록�현황
스마트�인솔�및�스마트�슈즈�관련



솔티드�스마트�인솔
 · 간편한�착장으로�어떤�신발도 OK
 · 얇은�부피와�가벼운�무게
 · 간편한�자석식�충전

INNOVATION
솔티드�스마트�인솔은�기존�솔티드�스마트�슈즈에
편의성과�디자인을�더해�더�나은�제품으로�탄생했습니다.

솔티드�스마트�슈즈
   · 스포티한�디자인의�운동화
   · 가볍고�편한�착화감



EXPANDABLE
솔티드�스마트�인솔은�프로모션, 판촉, 홍보물�등�기업의�협업�및
브랜딩을�위한�다양한�디자인이�가능합니다.

인솔 앞면에
원하는 디자인을 입혀보세요!



제품�구성
솔티드�스마트�인솔
 · 인솔�좌/우
 · 마그네틱�충전�케이블
 · 매뉴얼

솔티드�프로�기어

기어박스는�별도�구매입니다.



SALTED
SOLUTION
SERVICE
스마트�인솔과�연결해서�사용하는
솔티드�솔루션�서비스

·  솔티드�밸런스
·  솔티드�골프
·  솔티드�트레이닝
·  솔티드�트레드밀 BALANCE GOLF TRAINING TREADMILL



당신의 퍼스널 트레이닝을 더 스마트하게.

SALTED BALANCE



HOW TO

실시간�체형분석, 시각화�된�운동�데이터와�트레이닝�솔루션을�제공합니다.

솔티드�밸런스



HOW TO

실시간�체형분석, 시각화�된�운동�데이터와�트레이닝�솔루션을�제공합니다.

솔티드�밸런스



MEMBERSHIP

‘솔티드�밸런스’는�멤버십�서비스�구독을�통해�사용할�수�있습니다.

솔티드�밸런스

솔티드�밸런스�맴버십�구독�모델

1년�약정�시

월 99,000원
월 198,000원

‘솔티드�스마트�인솔’ 제품과 ‘솔티드�밸런스’ 서비스�내�맞춤형�운동�추천�리포트를�합리적인�가격으로�구독해�보세요.

- 운동추천�결과를�회원 SMS로�무제한�공유
- 개인별�맞춤�운동�추천 200회�제공



PLAY, LIKE A PRO

SALTED GOLF



HOW TO

COP 패턴�데이터별�나의�스윙�구질을�분석하고�골프�프로의�전문적인�스윙�테크닉을�배워보세요!

솔티드�골프



HOW TO

유명�투어�프로들과�교육기관, 골프�아카데미에서�이미 ‘솔티드�골프’를�사용하고�있습니다.

조성민�프로 표석민�프로 강기웅�프로 서영민�프로

단순히�보고�따라하는�것만으로는�부족합니다.
이제, 과학적으로�골프를�즐겨보세요.

사용�사례



1:1 스마트 운동 코치 솔루션

SALTED TRAINING



HOW TO

‘솔티드�트레이닝’에�스마트�인솔을�연결하면�사용자가�올바른�자세로�운동할�수�있도록�오디오�코칭을�제공합니다.

솔티드�트레이닝



스마트 러닝·보행 분석 솔루션

SALTED TREADMILL



HOW TO

트레드밀에�솔티드�스마트�슈즈와�스마트�인솔을�연결한�후�걷거나�뛰기만�하면�됩니다.

솔티드�트레드밀



HOW TO

트레드밀에�솔티드�스마트�슈즈와�스마트�인솔을�연결한�후�걷거나�뛰기만�하면�됩니다.

솔티드�트레드밀



DOWNLOAD
iOS / Android 앱스토어�별로�버튼을�눌러�솔티드(주)의�각�서비스를�지금�다운로드�받으세요.

솔티드�전체�서비스



솔티드�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140 해농빌딩 4F

www.salted.ltd

SALTED Ltd. ⓒ All right reserved.

스마트�인솔�교육�및�체험�문의

· 홈페이지 : http://www.salted.ltd

· 이메일 : cs@salted.ltd

· 카톡 : https://pf.kakao.com/_xmxlAxfC

· 전화 : 070-4048-3912

스마트�인솔�구매�및�서비스�구독

· 스마트�인솔�구매

https://smartstore.naver.com/saltedltd

· 솔티드�밸런스�멤버십�서비스�구독

https://balance.salted.ltd/subscription/plan

CONTACT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