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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벤처기업 인증

사업자등록번호 214-87-33362 임 직 원 총 49명

설 립 일 2003년 5월 1일 (17년)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91

전 화 번 호 02-571-4169 홈 페 이 지 www.hubilon.com

기 술 분 야 온라인정보제공,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2003

• ㈜코리아텔레매틱스
설립

설립

2003~2019

• 현대차 모젠 교통정보 수
집 시스템 구축

• Mobile Window용
SHOW네비게이션 개발

• KT SHOW교통, KT 
SHOW CCTV서비스개
발 및 운영

KT LBS 사업 사명 변경

2009

• ㈜휴빌론으로
사명 변경

연구소 설립

• 제2롯데월드타워 실내
위치 서비스 구축

• KT올레똑똑 키즈워치 서
비스 개발 및 운영

• KT U-클라우드 엔지 고
도화 및 운영

• KT Seamless 보행자
내비게이션 서비스 구축

• KT네트워크 측위 시스템
개발

• KT 아이서치 개발 운영
• KT 분실폰 위치 및 지점
찾기 서비스 운영

• KT올레TV PLAY 앱 개발
및 운영

자체 LBS사업 시작

2011

• 휴빌론 InGuide
서비스 런칭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플
랫폼 구축

• 르노삼성 IVI BOX 사업
• KT아이서치, 스마트지킴
이 통합 및 운영

• 펑타이코리아 한국ing
운영/유지보수

2020

• KT신규가족안심안전 서비스 개발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플랫폼 LDM 
플랫폼 구축 및 단말 V2X 개발

• 대전시 교통 빅데이터센터 구축
• KT 2020년 5G기반 측위 시스템 고
도화 개발

IPIN 우승

2014

• 국제 IPIN2014 
우승

Hi-Seoul지정

2018

• 하이서울 브랜
드기업 지정

2020

• 이노비즈 인증
• 휴빌론 종업원생산성향상 솔
루션

현재



Front-end
APP

Front-end
WEB

Back-end
Service

Back-end
Algorithm

계

임원 - - 1 2 3

부장 1 2 3 1 7

차장 1 1 3 4 9

과장 - - 2 - 2

대리 4 3 1 - 8

사원 3 3 2 1 9

합계 9 9 12 8 38

품질 관리 (5)영업/기획 (4) 개발/운영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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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반복적인 최적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최적화 달성
•상용 적용 (고도화)

•현장중심의 POC
•정량적 평가를 위한
공인증시험 등 수행

•다양한 국책과제 수행
•타기관들과의 풍부한

협업 수행 경험

•내재화
•제품화

R&D

개발실증검증

최적화
실행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의 R&D사업을 진행하며 핵심원천기술

과 응용기술을 확보하고 내재화 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ETRI, KETI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서울대, 연세대 등 대학교들과 풍부한 협업 경험 및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분 과제 기간

과기부
5G 기반조선해양스마트통신플랫폼및융합서비스

개발

2020.04.01

~ 2023.12.31

기상청
스마트시티고해상도기상관측체계및기상기후

플랫폼설계

2020.06.12

~ 2021.01.11

과기부
실내위치측위기술과빅데이터분석을이용한생산성

향상소프트웨어개발

2019.04.01

~ 2020.12.31

산자부
광역산업현장에서이동자산의효율적인관리를위한

확장형전파측위시스템개발

2018.09.01

~ 2020.12.31

과기부
이종데이터소스로부터수집되는다중로그기반
위험인지및상황대응을위한공공안전보장기술

개발

2017.03.01

~ 2020.12.31

중기부
클라우드소싱기반실내사용자들의행동패턴분석

및가시화플랫폼기술개발

2017.05.15 

~ 2019.05.14

※최근 3개년(2018년~2020년)

알고리즘
연구 및 개발

연구결과 실증

및 제품화

R&D 목적에 맞는 설계, 

개발 및 구축

신기술 연구
및 H/W SOC



• 다양한 이론들을 기반으로 실증검증을 통해 해당분야에 적합한 알고리즘 개발하고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 내재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제품화 및 상용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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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2013.04자체 사업 2019.12SI 사업

개발중자체 사업

개발중자체 사업

2020.10B2G 사업

개발중자체 사업

개발중

2014.01자체 사업

SI 사업

지속적인연구 개발

F
e
e
d
 b

a
c
k

연
구
결
과
사
업
적
용

기술개발 엔진출시 상품출시

2017.06



1 2

• KT협력사로서 가입자 100만명 이상의 대형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자체적인 QA 및 VOC 대응체계를 갖추어 추가적인 품질개선 및 서비스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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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Private, Public, Hybrid Cloud 

방식을 이용한 최적의클라우드기반시스템구축·운영

업무량을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산출하며,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업무실적및 작업량분석

다양한 실내·외 위치 측위 기술들을 융합

및 하이브리드 하여 정확도와안정성을높

인 측위솔루션을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측위 기술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 중

산업 또는 서비스 현장에서 위치정보와 AI 

기술을결합하여 작업자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서비스 개발

현황 파악 및 피드백이 용이하도록 가시화

특정 도메인이나 정/비정형에 국한되지 않는 데이터분석, 

학습, 예측모델링및 품질개선

MSA, Kubernetes 등최신클라우드기반구축

기술을활용한 플랫폼 개발

100만 가입자 이상의 대형 위치기반 서비스 및 페타 바이트

급 대용량데이터핸들링

신속한 장애대응 및 고도화 등을 바탕으로 다년간 안정적인

서비스운영관리

선제적 대응과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자체적인품질관리및 VOC 대응체계보유

실내 및 도보 길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자체지도데이터

및 구축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위치기반

서비스 개발 경험 보유



• 5G 기반 자율협력주행 차량 실증과 자율주행 운행데이터 실시간 수집/분석(AI) 을 통해 V2X 및 관제 서비스 제공
• MSA(Micro Service Architecture) 및 Hadoop Ecosystem 구성/기술을 통한 자율협력주행 플랫폼 구성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Kubernetes 기반 MSA(Micro Service Architecture) 서비스 구성 및 개발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
Hadoop Ecosystem 및 RDBMS, No-SQL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서비스 구성
→ Cloudera, MongoDB, Radis, Kafka, PostgreSQL (Spatial)

플랫폼 활용 기술 CEP (Complex Event Processing) 오픈 소스 기반 복합 이벤트 서비스 개발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 R-CNN (Regions with CNN) 기반 Object Detection Model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AWS (Amazon Web Services) 기반 Hybrid Cloud 구축 및 서비스 운영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
Apache NiFi / Kafka 기반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ETL 서비스 구축
DCAT 2.0 기반 메타데이터 표준 및 데이터 유통 연계

플랫폼 활용 기술 Slack 기반 AWS 데이터 서비스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기술 -

• 대전시 교통 데이터 수집/가공 및 AI 교통예측을 통해 양질의 교통 유통 데이터 생성 및 제공
•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유통 기술(NiFi, Kafka, DCAT) 기반의 Hybrid Cloud 시스템 구성



• 고객이 업로드한 방대한 양의 고용량 자료를 분산 스토리지 및 파일 동기화 기술 통한 Cloud Storage 서비스
• 빅 데이터 처리 및 메타데이터 설계 기술을 통한 대용량 파일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Cloud 기반 Hadoop Cluster 구성 및 대용량 데이터 관리/운영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

MogileFS, SyncML를 통한 분산스토리지 및 파일 동기화
Kafka 기반 대용량 데이터 로그 처리 및 관리
RDMS / NoSQL (MongoDB, Cassandra) 기반 정형/비정형 메타데이터 관리

플랫폼 활용 기술 Apache Hadoop 플랫폼을 통한 빅 데이터 분산 처리 적용

Personal Web G/W Mobile G/W Service G/W

Service System
Login Billing HTML Trans

Core Engine

External System

Mobile 
Trans

Mobile 
Streaming

IPTV Trans

Management System

Service 
Monitoring

Back Office Statistics

API Sync Media

Storage Search Main

Auth

Thumbnail

Meta

Session

MQ

Push

File System

Meta System File System

Ucloud Platform

Client
Web Mobile PC Client olleh TV



대용량 서버 관리 35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용량 서버 운영 및 관리

RP/RG 튜닝

다양한 참조 데이터와 가중치의 조합을 통해 최적화된 경로 제시
최단, 최적, 무료 도로 등 다양한 경로 옵션 제공
교통정보, 돌발 정보 등 동적 정보를 반영하여 차별화

맵 디스플레이/컨트롤
2D/2.5D View, Raster/Vector Map 가시화 제공

회전, Heading Up Display 제공

Platform
피쳐폰 기반의 WIPI 부터 스마트폰 기반의 iOS, Android, WM 등 다양한 OS 대응

태블릿용 서비스, 스마트 워치 연동 등 다양한 장비 대응

• 2005년부터 10년 이상 35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KT 내비게이션 서비스(K-Ways/쇼내비/올레내비/원내비) 개발 및 운영
• 대용량 서버 관리, RP/RG 튜닝, 맵 디스플레이/컨트롤, 서비스 앱 개발 및 자체 QA 및 VOC 대응까지 서비스 전반 담당



맵
상용맵과 국방부 작전맵 한 화면에 동시 제공 (좌: 상용맵 / 우: 국방부맵)
토글을 통해 지도 특정 지도만 확대/축소 가능

RP/RG
작전 계획과 연계한 국방부 자체 POI 목적지 및 경로안내 지원
GPS 좌표를 직접 활용하여 목적지 및 경로안내 지원

적용 환경 국방 전용 통신망으로 단말과 개별 통신

위치 관제 관제실에서 작전 투입 차량의 현재 위치 관제 가능

Platform 국방부 전용 단말을 통한 서비스 제공

• 국방부 수송사에서 운용하는 수송차량을 대상으로 전용 단말에 민간/군용 내비게이션이 동시 동작하는 특수 목적의 내비게이션 개발
• 작전 지도 및 군 내부 POI를 활용하기 때문에 국방 전용 통신망 및 서버를 이용 하였으며 센터에서 차량의 이동 상태 관제



맵 KT 올레내비 모바일, PC 지도 활용

RP/RG

별도 RP 튜닝을 통해 상용 내비게이션과 다른 특수 목적의 길안내 제공
- 일방통행 예외 처리, 신호등 가중치 튜닝, 회전 가중치 튜닝, 세도로 가중치 튜닝
UTIS 연동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 장애 시설 정보 결합

위치 관제 관제 센터에서 소방차 길안내와 함께 돌발 교통정보 입력 가능

Platform 소방차: 안드로이드, 관제센터: PC

• 2015년 인천 소방방재청 스마트관제 프로젝트를 통해 소방차가 목적지 까지 출동할 때 별도 RP를 통해 빠른 출동이 가능 하도록 함
• 스마트폰과 관제 시스템을 통해 출동하는 소방차가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 하도록 특수 경로 산출

<돌발 교통정보 입력시스템><스마트폰 내비게이션 RP 튜닝 경로 비교><관제 사이트 RP 튜닝 경로 비교>



맵
상용 내비게이션(Show Navi)과 동일한 단말 설치형 KT 맵 활용
클라이언트의 작업 환경에 필요한 자체 POI 제공 (BBx, Rn, 오더주소 등)

RP/RG
상용 내비게이션과 동일한 RP/RG
다양한 경로 옵션과 교통, 돌발 정보 등 동적 정보 또한 동일하게 제공

목적지 연동 App2App 형태로 NeOSS에서 POI명과 좌표 제공

Platform KT 출장 기사가 이용하는 Windows Mobile(DBDM)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KT 출장 기사의 업무용 앱인 NeOSS와 연동하여 고객의 주소 또는 장비가 설치된 지역까지의 길안내 제공
• 장비(국사)의 경우 상용 POI가 없기 때문에 KT에서 관리하는 국사의 GPS좌표를 직접 연동하여 경로 산출



위치 측위

실내에서의 위치 측위를 위해 Wi-Fi 기반의 실내 위치 측위 기술 도입
PDR(Pedestrian Dead Reckoning) 기술을 반영하여 오차 보정
OS 제약(iOS) 해결을 위해 Sensor Fusion 기술 도입

RP/RG 한정된 공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멀티코스트 기반의 센터형 경로 탐색 방식 도입

맵 디스플레이/컨트롤
3D View, Vector Map 가시화 제공

회전, Heading Up Display 제공

Platform iOS, Android 기반

• 2014년 하반기 롯데월드몰 개장과 함께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위치기반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
• 실내 위치측위를 위해 WPS, PDR, Sensor Fusion 등의 기술을 사용



• 대규모 가입자 기반 플랫폼 서비스로 실시간 위치정보, 안심존 이탈진입 등의 위치기반 정보와 유해 콘텐츠 접근 차단, 단말기 제어
및 각종 통계 분석 정보 제공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Kubernetes 기반 Container Orchestration, React 기반 반응형 웹, Google ISTIO 
기반 메쉬 프레임웍, Redis 기반 Cache Cluster 구성, Apache Kafka 이용한 Event 
Driven Architecture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
Redis, MongoDB 기반 비정형 데이터 처리, PostGIS 기반 공간 정보 처리, 공간정보
기반 서비스 메시업

플랫폼 활용 기술

특화된 데이터 순차 처리, 작업 스케줄링, 데이터 관리, 서비스 관리, 사용자 관리, 보안
관리, 센서 데이터 연계, 모바일 콘텐츠 송수신/메시징, 서비스 모니터링, 융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데이터 분석 기술 공간정보 GIS 데이터 처리, 서비스 특화 분석 기술

데이터 가시화 계층적 데이터 시각화, 지도기반 위치 및 동선 데이터 시각화, 운영 통계 가시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 AWS (Amazon Web Services) 기반 Hybrid Cloud 구축 및 서비스 운영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호텔, 식당에서의 종업원 위치, 주문, 예약 정보들을 실시간 저장
및 분석

플랫폼 활용 기술
종업원 관리, 작업 스케줄링, 데이터 관리, 서비스 관리, 위치 데이터 연계, 알림 문자 스

마트워치 연계 송수신/메시징, 서비스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기술 구역 별 최적 종업원 수, 일별 손님 방문 수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학습하여 최적값 예측

• 식당, 호텔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종업원들의 업무 부하량, 주문량, 예약 정보들을 기반으로 특정 지역의 종업원
들만 업무 부하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실시간 최적 업무 배치 로드밸런싱을 제공하는 시스템



WIFI FTM 측위 기술
IEEE 801.11mc 표준 거리 측정 기술
호환 AP, 태그 및 측위 엔진 기술을 이용하여 블록 위치, 피더기 위치를 추적

ERP/MES 연동 기술 부재정보, 생산 블록 및 생산 계획등 연동

피더기 IoT 센서 연계 피더기에 설치된 IoT센서와 위치 정보를 연계하여 작업자별 실적을 분석

공정 관리 기술 공장 내부 지도 기반으로 블록의 진척도 및 현황 가시화, 작업자 실적 가시화 제공

• 블록에 WIFI FTM 태그를 설치하고 블록의 흐름 생산 위치를 이용하여 소조립 블록의 진척 상황을 파악
• 피더기에 WIFI FTM 태그를 설치하고 위치와 용접량을 연계하여 작업자 실적을 분석

<소조립 공정라인에 측위인프라 설치> <흐름생산으로 진척도 파악>



WIFI FTM 측위 기술
IEEE 801.11mc 표준 거리 측정 기술
호환 AP, 태그 및 측위 엔진 기술을 이용하여 파렛트 위치를 추적

ERP/MES 연동 기술 부재정보, 파렛트 정보, 소조립 블록 생산일정 연동

이동 자산 관리 기술
야적장을 3D로 모델링하여 파렛트의 위치 현황과 부재 현황을 가시화

파렛트와 태그를 매핑하고 필요한 부재를 자동으로 선별하여 제공

• 소조립에 사용되는 부재는 적치장에 파렛트로 관리
• 부재적치장에 측위 인프라를 설치하고 팔레트마다 태그를 설치하여 부재 판별시간을 최소화

<파렛트별 태그로 자산 관리><부재적치장에 측위인프라 WIFI AP설치>



WIFI FTM 측위 기술
IEEE 801.11mc 표준 거리 측정 기술
호환 AP, 태그 및 측위 엔진 기술을 이용하여 크레인 위치를 추적

강재 인식 및 추적 기술
강재의 라벨을 인식하여 강재 자동 입출고 및 이동해야 할 강재 자동 판별
크레인 위치 추적과 결합하여 강재의 위치를 추적

ERP/MES 연동 기술 강재 정보, 절단 생산 계획등을 연동

3D 적치 및 스케줄링 기술 강재 절단 생산 계획에 따라 입고되는 순서에 따라 3D 적치 및 스케줄을 수행

• 입고 강재에 대하여 라벨을 인식하여 자동 입고 처리
• 입고된 강재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생산 계획에 맞는 순서대로 3D 적치 및 스케줄링 수행

<전처리장 입고 순으로 적치>

<강재인식 및 크레인 위치추적><강재장 크레인에 카메라 및 측위태그설치>



• 휴빌론 통합 LBS Platform은 다양한 위치 센서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최적화한 사용자의 위치를 활용하여

길안내, Zone based Service, 위치관제, 출입통제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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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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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Device-Based Sensor Fusion

LBS 서비스 & 관제

RP/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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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S(Hubilon Map Service)는 휴빌론 GIS 솔루션으로 배경맵과 도보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POI 및 대중교통 정보를 연계/재가공하여 Daum 지도와 LG U+ 길코치 서비스에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