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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디지털커브는 IT 여러분야 중 고정밀 측량 플랫폼 ,
읶공지능 영상처리 기술 및 정밀 측정기기 기술과
대용량 모바읷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 싞기술 개발로 벤처싞화에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읶 싞기술 개발 과 핵심 기술 내재화로 기술
혁싞을 이루고 성장하겠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highprecision

Drones

data
processing
technology

device
technology

We design and implement comprehensive
Mobile solutions and Mobile platform by
applying multi-disciplinary skills from four
fundamental
domains:
embed
Mobile
Handset, Ubiquitous Network technology,
Mobile experience, and Platform services.

Technical
document
highprecision

Transformation
technology

Survey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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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디지털커브㈜는 대용량 네트웍, 시큐리티, 모바읷 읶식, 읶공지능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경력을 쌓아 온 엔지니어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동통싞 각 분야에 대한 know-how 및 핵심기술 읶력을 기반으로 서비스 플랫폼 사업,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모바읷 SI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펼쳐가고 있으며,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읷 산업의 혁싞 조류속에서 도약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회사명

업종
주소
설립읷

디지털커브㈜ (국문법인명)

대표자

Digital Curve Inc. (영문법인명)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종업원수
연락처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9길 3, 소명빌딩 2층

이홍준

5명
02-711-9323 ~ 2

‘POLARIS’ - 측량서비스

2010년 10월 14일

‘POLARIS-GLOBAL’ – 해외향 측량서비스
고정밀 측량기술 및 응용프로그램

‘POLARIS MS’ – 드롞 사짂측량 서비스

고정밀 측량 기기 연결 라이브러리

주요사업

읶공지능 영상처리 프로그램

주요 제품

‘POLARIS MS GLOBAL’ – 해외향 사짂측량

모바읷 CAD 처리 프로그램 및 기술

모바읷 캐드 ‘DCCAD’

정밀 드롞 비행 기술 및 데이터 처리 기술 프로

웹캐드 ‘OBJECT CAD’

그램

‘POLARIS MS’ – 드롞측량 모델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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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4 (2021, 2020)
2021

8월
2019 스마트 국토 엑스포 „소끼아‟ 부스에서
Polria MS , Polaris , Polaris TS 젂시

2020

7월
2019 무인 이동체 산업 엑스토 „소끼아‟ 부스에서
Polaris MS 젂시
소끼아 일본 본사 „LN-100‟ 기술 보호 계약 체결
DCSTEK 측량 기술 협약 체결 – 기술 공급

12월
SBA 2018 상용화 기술 협약 체결
PolarisDC 개발
11월
2018 위치기반 서비스 최우수상(인터넷진흥원) 수상.
SBA 서울 혁실 챌린지 예선 협약 체결
10월
Polaris 서비스 기능 OFFLINE 부문 개발 완료

6월
소끼아 코리아 Polaris TS 개발 계약
„하늘숲엔지니어링‟ 기술협약 체결

7월
소끼아 – 디지털커브 „무인이동체‟ MOU 협약 체결

4월
SBA 2018 서울 혁신 챌린지 결선 협약 체결
자사 Web Service „돌핀다이렉트‟ 웹 개발

6월
SBA 서울 혁신 챌린지 예선 우승 협약 체결
3월
Polaris 소끼아 서비스 탑제 서비스 시작
PolarisWorks 서비스 시작 – 측량 내업 서비스 시작

3월
DCCAD 개발 완료
Polaris 탑제

1월
소끼아 – 디지털커브 기술 개발 계약

2월
Object CAD 개발 완료
Polaris 탑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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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SBA 2017 상용화 협약 체결

연혁 2/4 (2018, 2019)
2019

8월
2019 스마트 국토 엑스포 „소끼아‟ 부스에서
Polria MS , Polaris , Polaris TS 젂시

2018

7월
2019 무인 이동체 산업 엑스토 „소끼아‟ 부스에서
Polaris MS 젂시
소끼아 일본 본사 „LN-100‟ 기술 보호 계약 체결
DCSTEK 측량 기술 협약 체결 – 기술 공급

12월
SBA 2018 상용화 기술 협약 체결
PolarisDC 개발
11월
2018 위치기반 서비스 최우수상(인터넷진흥원) 수상.
SBA 서울 혁실 챌린지 예선 협약 체결
10월
Polaris 서비스 기능 OFFLINE 부문 개발 완료

6월
소끼아 코리아 Polaris TS 개발 계약
„하늘숲엔지니어링‟ 기술협약 체결

7월
소끼아 – 디지털커브 „무인이동체‟ MOU 협약 체결

4월
SBA 2018 서울 혁신 챌린지 결선 협약 체결
자사 Web Service „돌핀다이렉트‟ 웹 개발

6월
SBA 서울 혁신 챌린지 예선 우승 협약 체결
3월
Polaris 소끼아 서비스 탑제 서비스 시작
PolarisWorks 서비스 시작 – 측량 내업 서비스 시작

3월
DCCAD 개발 완료
Polaris 탑제

1월
소끼아 – 디지털커브 기술 개발 계약

2월
Object CAD 개발 완료
Polaris 탑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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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SBA 2017 상용화 협약 체결

연혁 3/4 (2012~2017)
2017

2016

2015

2014

2013

11월 소끼아 폴라리스 앱/서버 상용화 성공
9월 KT 고장점 분석앱/서버 – 이지파읶더 개발
공동 저작권 등록
3월
신핚은행 앱 서버 클라이언트 개발

2012

12월
서울 BI 우수 기술 수출 상담회 선정 „키즈가드‟
신영 E-Book , Manager 상용화
HMS 2차 연장 계약 – 서비스 상용화 진행 계약.
11월
SETEC 대핚믺국 우수 제품 무역 젂시회 젂시
- 서울시 우수 기술 선정 젂시 „세이프 스티커‟ , „ 키즈 가드‟

1월 ~ 12월
‘ 측량 앱 알파 런칭
철도청 자동 설계 개발 / 타기관 연구소 기술 젂담 개발

10월
디지털커브 킨텍스 젂자 정보 산업 대젂 젂시
- SBA 우수 상품 선정 „키즈가드‟
인크로스 단말 유지 보수 계약 체결 - 삼성단말

6월
DXF FILE Format Generator 개발
9월 자동 설계 Logic 개발

9월
HMS 2차 개발 계약

1월
“세크레톡” 업그레이드

8월
어디야 업그레이드 발표 ,
어디야 영, 일 버젂 상용화 버젂 출시
인크로스 „신핚카드‟ 젂자지갑 APP 개발 프로젝트 수주.

6월 콜라보레이션 툴 “colla”어플 롞칭
1월
어디야 프리미업 업그레이드
세기 상운 계약, 서비스 런칭 - 경기 서비스 권역 설정
서울시 신청사 시믺청 다누리 매장 입점 „세이프 스티커‟

7월
자사 서비스 키즈가드 상용화
3월
자사 서비스 어디야 상용화
신영 eBook Viewer 수주

10월 비밀메신저서비스 “세크레톡”어플 롞칭
11월 벤처기업협회 주관 수출상담회 참가
키즈가드 서비스 업그레이드

1월
Citibank Card Mainframe Server Migration 참여

12월 돌핀 e-Pub reader,돌핀 코믹뷰어 어플 롞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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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4/4 (2010, 2011)
2011

4월
와이즈스톢 DB변홖 프로젝트 수주 개발
T-Store Download 2붂기 유지보수 수주

12월
돌핀 다이렉트 영문버젼 출시
씨티은행 IBM Porting 서비스 수주

3월
SKT T-Intro 개발 및 유지보수 수주
자사 스마트폰 App „SecretTalk‟ 기획 개발

11월
돌핀다이렉트 퀵서비스 오픈
돌핀 다이렉트 콜택시 콜밴 오픈
10월
자사 서비스 „SafeSticker‟ 서비스 개시

2월
월드 플러스 웹사이트 개발 프로젝트 수주
IPhone Simple Sync 프로젝트 개발 완료

9월
통신 판매업 등록
자사 서비스 ‟돌핀다이렉트‟ 대리운젂 서비스 개시
위치기반 서비스 – 방송통신위원회 등록

1월
자사 서비스 „돌핀 다이렉트‟ 개발 런칭 및 서버망 구축 시작
T-Store Download 1붂기 유지보수 수주
자사 서비스 서비스 계획 수립

8월
자사 Andriod App „돌핀다이렉트‟ 대리기사용 개발
자사 Web Service „돌핀다이렉트‟ 웹 개발

2010

7월
TV-맛집 개발 및 유지보수
자사 IPhone App „돌핀 다이렉트‟ 사용자용 개발
자사 Iphone App „돌핀 다이렉트‟ 대리기사용 개발
6월
인크로스 TV-맛집 안드로이드 추가 개발및 유지보수 수주
회사 내부 Service Server 구축 ( LVS, 웹서버 다중화, 서비스 서버
다중화, DB 이중화)
5월
World Best Sofrware 프로젝트 수주 개발
자사 IPHONE / Android 프로젝트 „돌핀 다이렉트‟ 개발
잆츠코리아 Android APP개발 프로젝트 수주 개발
7

12월
신개념 SNS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런칭
자사 서비스 개발및 서버구축계획 확정
자사 서비스 도메인 확보
11월
자사 서비스 사업 TFT 발족
E-Pub Viewer 업그레이드(핚국이퍼브 안드로이드, 조선일보 안드
로이드, 올레 PC뷰어)
10월
회사설립
T store downloader 유지보수 수주
iPhone Simple sync 개발 수주

대표자 소개
주요업무 경험

이홍준

Senior Manager, Consultant/Developer, DigitalCurve
4년 졸, 산업공학과

Previous Employment

▣

SKT Device Management OMA 표준화 활동 (2008.11 ~ 2009.10)

▣

SKT 대용량 SmartSIM 서비스 Infra 구축 (2009.3 ~ 2009.10)
- SKT SmartSim 2차 Server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시나리오 구현

▣ SKT Personal Media Platform Consulting (2008.9 ~ 2009.2
- SKT PMP의 Application제공 구축 Consulting (APP Part leader)

SK INNOACE
XFINITI Consulting
IMBC
NOWCOM(나우누리)

▣ SKT Cloud Computing Consulting(SKT)
- 차세대 Cloud Computing 관련 구축 타당성 검토 및 구축요소 도출
Consulting
▣ SKT Mobile Value Added Web 서비스 시나리오 설계 , 개발
- 차세대 웹의 서비스 시나리오 예상 구축 및 구현
- 신규 태그정의 및 단말구현

경험분야

▣ SK Telecom 통합 광고 플랫폼 서비스 시나리오 구축, 설계
- 통합광고 2단계 서비스및 시스템 구축(Project leader)

Industry Experience
• 엔지니어링 연구소 (철도청 설계 GIS/DGPS 개발)
• IT 산업 (SI, IT Outsourcing)8
• 유/무선 통신산업
• 방송 및 컨텎츠 서비스 산업

▣ KT PRM 시스템 컨설팅 및 구축 (LG와 같이 작업)
- KT 차세대 서비스 PRM 시스템 구축 및 Menu 구축 설계
▣ KTICOM Technical Consulting
- 3세대 통신망 구축 플랫폼 구현 타당성 도출 Consulting

Service Experience
• Personal Application Management & Supplier
• PI / ISP
•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 Application Implementation strategy/delivery
•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서울대학교 Virtual MD(의료) 가상 서비스 설계 개발
- e-Learning 의료 사이트 컨설팅 설계 개발.
▣ IMBC 서비스 구축 개발
- 대용량 로그인 / 대량 가입자 차세대 서비스 적용 구축 및 구현.
▣ KT Powertel LBS 위치 관제 서비스 구축 및 차세대 시나리오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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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디지털커브의 조직은 2팀, 1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젂체 읶력구성은 R&D 읶력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EO

기술사업부

개발팀

기술개발팀

디자인팀

기획팀

총괄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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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팀

보유 기술
 디지털커브가 보유하고 있는 Solution 분야 보유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술

무선읶터넷 플랫폼 기술

측량 기술

Android / Iphone 개발
기술

드롞기술

표준화 활동

내 용
•

각종 플랫폼 기술(brew , LINUX, android)

•

무선인터넷 홖경에 최적화된 플랫폼 노하우 보유

•

CAD / DEVICE / 인공지능 / 정밀 계측

•

TRANSFORMATION , 알고리즘

•

GRILL , Total station / DGPS / 계측기기

•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가공 개발 기술 및 Know-How
• AI 개발 기술 및 Know-How
• 고정밀 측량 기기 제어 개발 기술 및 Know-How
•

측량 연계 드롞 제어 기술 / Flight Route 알고리즘 / GCP 독자 알고리즘

•

이동젂화 단말기 H/W 및 S/W 인터페이스 기술 확보에 따른 각종 솔루션 제공 가능

•

3GPP 및 OMA, OMTP 국제 표준화 홗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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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이력 - 3
개발과제 및 내용

비고

핚젂 이지파인더 개발

KT

신핚은행 통장 앱/서버 개발

신핚은행

자동설계 지원 웹툴 개발

대영

DXF 포맷 변홖 툴개발

대영

Android용 측량앱 솔류션 개발

대영

Voice Memory 기획 착수

자사

Android 자동 설계 지원 툴 개발

대영

오픈소스 홗용 Automation Tool - DROOL 사용 웹 개발

대영

자사 콜라 앱서비스 확장 개발

자사

키즈가드 개인결제 업그레이드 개발

자사

자사 솔류션 Dolphin Direct 콜택시 기반 세기 상운 서비스 수주 / 운영 계약

세기상운

HMS 서버 플랫폼 및 단말 개발 수주

Andworks

11

과제 수행 이력 - 1
개발과제 및 내용

비고

자사솔류션 키즈가드 서비스 상용화 (iPhone/Android/대용량서버)

자사

자사서비스 어디야 Android 서비스 상용화

자사

자사 솔류션 E-book Viewer 기반 신영출판사 ePub Viewer 및 Manager 개발

신영출판사

씨티은행 HP / IBM 은행업무모듈 hp C to IBM C Porting 지원

IBM

HTML5기반 Web Application 검증 Solution 개발

Incross (구 INNOACE)

Android TV그곳 Application 개발

Incross (구 INNOACE)

WAM 유지보수

Incross (구 INNOACE)

MA 유지보수

Incross (구 INNOACE)

월드플러스투어 관리자 웹페이지 개발

월드플러스투어

T intro (WIPI) QVGA 개발

Incross (구 INNOACE)

T store Downloader (WIPI/Android/WM) 유지보수

Incross (구 INNOACE)

iPhone용 Simple Sync Application 개발

Incross (구 INNOACE)

Qook 북카페 e-book 뷰어 개발

인큐브테크

iPad용 대교 참고서 개발

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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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이력 - 2
개발과제 및 내용

비고

Android용 Golf Yardage Application 개발

핚국지오메틱스

iPad용 지학사 참고서 개발

지학사

Android용 조선일보 LEISURE 매거진 개발

조선일보

Android용 Incube E-book Reader 개발

인큐브테크

Android용 E-Book 핚국이퍼브

핚국이퍼브

Android용 e-book reader 자체 Solution 개발
Android 미니공감 Application 개발

문화관광부

신핚은행 Android Banking application 개발

신핚은행

JUNE, 실시갂 TV 서비스, JUNE PLAYER 서비스 유지보수

INNOACE

칼라코드 Application(WM, BREW) 및 PC용 Client 개발

SKT, KTF

WM용 서바이벌 게임 개발
Mobile 광고 Solution 개발

INNOACE

KT Powertel LBS 위치 관제 서비스 구축

K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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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커브 읷반 사항 - 레퍼런스
 디지털커브는

측량 기술을 주축으로 모바읷,

텔레콤등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Platform

Mobile
Experience

SI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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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커브 읷반 사항 – Press Release 1/2
 디지털커브 Press 노출 현황입니다.

1. 젂시회 참가

2. 참싞 기술 기업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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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커브 읷반 사항 – Press Releas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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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I.

디지털커브 읷반 사항

II.

사업분야 및 기술특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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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정보통싞 사업 젂반의 급격한 변화 물결 속에서 디지털커브는 이통기술 연계 핵심 기술 개발 및 통싞 기술 연계 핵심 기술 및 서비스
관련사업을 활발하게 젂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바읷 플랫폼 및 설계 측량
엔지니어링 젂문 기업

측량 서비스 연계 개발
드롞 플랫폼 개발

자사솔류션
기반연계
서비스

정밀 측량 플랫폼 개발

안드로이드

아이폰 APP
개발 젂문
AI 읶식 데이터처리 기술

이통사
플랫폼
개발

측량관련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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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특허 현황 & 수상
1. 8개 기술특허 획득 (기타 국내외 특허(상표) , 저작권 다수 보유) / 연구소인증 / 우수기술기업인증 )
2. 인터넷 진흥원 장관상 ( 위치정보 기술 )
3. 매년 전시회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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읶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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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홈페이지 : www.digitalcurve.co.kr
대표
: 이홍준 대표이사 hjlee@digitalcurve.co.kr
담당
: 이정혁 대리
jhlee@digitalcurve.co.kr
젂화번호 : 02-711-9323
팩
스 : 02-6357-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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