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Instruction

(06258) 서울 강남구 도곡로 2길 14 (도곡동), 규원빌딩 3F
Copyright 2009-2021 acroFuture Corp. All Rights Reserved.

INDEX
1. 일반 현황
2. 회사 조직

3. 주요 연혁
4. 주요 사업 실적
5. Contact us

1. 일반 현황
1) 2009년 7월에 설립된 (주)아크로퓨처는 acro(최고의)와 future(미래)의 합성어로서 모바일의 미래를 현실화하는 기술력을 바탕
으로 최고의 미래를 모두가 함께 영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장해 나아가는 회사입니다.
2) 모바일 이동통신 인프라 솔루션과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바일 IT Leader가 되겠습니다.

회 사 명

회사 설립 일

한글

㈜아크로퓨처

영문

acroFuture Corp.

대표이사

사업자 번호

2009년 7월 20일

김철우

211 – 88 - 29376

주요 사 업 분 야

1. 위치기반시스템 및 서비스(LBS)와 모바일 GIS
2. 모바일 플랫폼/서비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스템 구축 및 기획/운영

전 화 번 호 / Fax

Tel : 02-6925-1234 / Fax : 02-6280-2134

자 본 금

2.3억

인

원

24명 (기술인력 23명)

주

소

서울 강남구 도곡로 2길 14(도곡동), 규원빌딩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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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조직
1) 아크로퓨처는 총 5개의 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24명 중 23명의 기술 인력을 보유
2) IT 전문 인력의 46%가 중급 이상의 기술자로 구성됨

조직도

기술 인력 구성 및 비율
사업 분야

“

사업 / 경영
총괄

“

“

대표이사

“

전략기술팀
기술 전략 개발 / 관리
컨설팅

”

“

솔루션 사업팀
솔루션·플랫폼 / 웹·앱
구축&유지보수

”

경영 지원팀
재무 / 회계관리
인사관리

”

기술
분야

”

IT기획팀
사업 / 서비스 기획
컨설팅

”

“ 기업부설 연구소
기술력 강화
기술 연구 개발

”

대표이사 외 총 5개의 조직으로 구성

IT
기획

솔루션

연구소

경영
관리

특급

1

2

1

1

-

5

고급

-

4

-

1

-

5

중급

-

1

-

1

초급

-

5

5

2

-

12

기타

-

-

-

-

1

1

합계

1

12

6

4

1

24

중급 이상 기술자 46%이상 보유(2021년도)

4

합계

전략
기술

3. 주요 연혁(1/3)
1) 아크로퓨처는 이동통신 응용시스템 기획, 개발 및 구축과 무선인터넷 응용서비스에 관련된 제반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특히 위치기반시스템 및 서비스(LBS)와 모바일 GIS 분야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 중
2) 2017년부터 이동통신 사업 뿐만 아니라, 금융 IT 시스템 개발 및 Mobility 서비스 구축/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신규 사업 영역 확장

2021년

⚫ KB카드 마이데이터 구축(기획 부문)

····································

21.10 ~ 21.12

⚫ DGB캐피탈 모바일 채널 고도화

····································

21.04 ~ 21.11

⚫ DGB 생명 IT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

21.01 ~ 21.12

⚫ 현대자동차 운전연수 매칭 서비스 플랫폼 운영

····································

21.01 ~ 21.12

⚫ MyRSM Mobile Application 통합 운영

····································

21.01 ~ 21.12

⚫ kt 위치관리플랫폼 유지보수

····································

21.01 ~ 21.12

⚫ kt 복합측위엔진 유지보수

····································

21.01 ~ 21.12

⚫ kt 차세대위성측위 시스템 유지보수

····································

21.01 ~ 21.12

⚫ kt 위성보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

21.01 ~ 21.12

⚫ kt 스마트존캐스트 서비스 유지보수

····································

21.01 ~ 21.12

⚫ kt 스마트존캐스트 고도화(위치문자 서비스)

····································

21.02 ~ 21.05

⚫ kt 재난안전망 측위시스템 유지보수

····································

21.01 ~ 21.12

⚫ kt LBS단말기검증 유지보수

····································

21.01 ~ 21.12

⚫ (국책과제) 긴급구조용 3차원 정밀측위

····································

21.01 ~ 21.12

⚫ (국책과제) 긴급구조용 공통측위 단말에이전트

····································

21.01 ~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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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혁(2/3)
1) 아크로퓨처는 이동통신 응용시스템 기획, 개발 및 구축과 무선인터넷 응용서비스에 관련된 제반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특히 위치기반시스템 및 서비스(LBS)와 모바일 GIS 분야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 중
2) 2020년에는 이동통신 사업 뿐만 아니라, 금융 IT 시스템 개발 및 Mobility 서비스 구축/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신규 사업 영역 확장

⚫ kt LBS 시스템 DR(Disaster Recovery) 센터 구축·····················20.09 ~ 20.12

⚫ DGB캐피탈 모바일(웹) 채널 기능 개선 사업 ····························20.09 ~ 20.12
⚫ 현대자동차 운전연수 매칭 서비스 플랫폼 개발 구축 사업 ········· 20.06 ~ 20.12
⚫ KT 복합측위엔진 고도화 ······················································· 20.06 ~ 20.09
⚫ 국책과제(긴급구조용지능형정밀측위기술개발) ······················· 20.07 ~ 20.11

2020년

⚫ MyRSM Mobile Application 통합 운영 ································ 20.06 ~ 21.05
⚫ DGB 생명 IT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20.01 ~ 20.12
⚫ KT LBS - ITO ······································································· 20.01 ~ 20.12
⚫ KT 복합측위엔진 유지보수(EAGLE-EYE) ······························· 20.01 ~ 20.12
⚫ KT 차세대위성측위 유지보수(DGNSS) ··································· 20.01 ~ 20.12
⚫ KT 위성보정정보 유지보수(C-ITS) ·········································· 20.01 ~ 20.12
⚫ LBS단말기검증 유지보수 ·······················································20.01 ~ 20.12

⚫ DGB캐피탈 모바일 채널 기능개선 사업 ···································19.09 ~ 19.12
⚫ D-GNSS 측위 시스템 용역 개발 ··············································19.04 ~ 20.01

2019년

⚫ KT 위치정보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19.03 ~ 19.06
⚫ KT LBS ITO-Platform-서비스 플랫폼(LBS) ······························19.01 ~ 19.12
⚫ 재난안전통신망 LBS솔루션 납품 및 유지보수 ···························19.01 ~ 25.12
⚫ KT 정밀 위성 보정 플랫폼 용역 개발 ········································19.01 ~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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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혁(3/3)
1) 아크로퓨처는 이동통신 응용시스템 기획, 개발 및 구축과 무선인터넷 응용서비스에 관련된 제반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특히 위치기반시스템 및 서비스(LBS)와 모바일 GIS 분야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 중

2009 ~ 2012

2013 ~ 2016

2017 ~ 2018

⚫ KT 유무선 통합 LBS 플랫폼 구축 (12.12)

⚫ U 안심알리미 서비스 개발/유지보수(16~현재)

⚫ 재난안전통신망 A사업구역 LBS 솔루션 납품 및

⚫ 한국증권전산 모바일오피스 개발 (12.08)

⚫ SKT CBS 위치기반지오펜싱 플랫폼 구축(16. 07)

⚫ 현대 MnSOFT 스마트링크 센터 –

⚫ 에이스 생명 모바일 영업지원시스템 구축(16.

내비게이션센터- 시스템 개발 (12.01)
⚫ KT 위치정보자기제어시스템 구축 (11.12)
⚫ CJ One 모바일 서비스 개발 (11.07)

유지보수 계약(18.12)
⚫ KB국민은행 가계여신 Digitalization 구축
개발(18.08~19.02)

01~16. 05)
⚫ KT CBS 위치기반지오펜싱 플랫폼 구축 및

⚫ 지능형 위치정보 시스템 구축 용역
개발(18.07~19.04)

유지보수(15~현재)

⚫ LGU+ 모바일 현장업무지원서비스 개발 (11.03)

⚫ KT 위치정보 자기제어 유지보수(~현재)

⚫ CBS 지오펜싱 플랫폼 고도화(18.04~18.08)

⚫ 사이버 로지텍 항만 물류 자동화 시스템

⚫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 DGB 캐피탈 홈페이지 고도화(18.02~18.07)

개발(11.01)

개선(15.07~16.01)

⚫ 차세대 WPS 플랫폼 구축(18.01~18.06)

⚫ KT 기프티쇼 모바일 서비스 개발 (10.09)

⚫ CJ ONE 모바일 채널 개편(15.03)

⚫ KT WiFi 측위 시스템 구축 (10.06)

⚫ U안심알림이 서비스 개편(15.01)

⚫ KT 그룹GIS 플랫폼 구축 (10.03)

⚫ 스마트 렌탈 솔루션 구축 및 운영(15.01~현재)

⚫ KT 지하철 측위 시스템 구축 (09.12)
⚫ ETRI U서비스를 위한 아이폰 클라이언트 시제품

제작 (09.09)
⚫ ㈜아크로퓨처 설립 (09.07)

⚫ CJ제일제당 “THE KITCHEN”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14.10)

⚫ 대구대학교 기초학력평가 시스템
구축(17.12~18.02)
⚫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포털 인트라 운영 및
기능개선 사업(17.10~17.12)
⚫ KT LBS 통합 유지보수(17.07~현재)

⚫ KT WPS 개발 유지보수(~13.12)

⚫ KT 오픈인증플랫폼 구축(17.04~17.10)

⚫ KT 소상공인 포털 시스템 구축(13.04)

⚫ DGB 캐피탈 PC/모바일 홈페이지 구축(17.09)
⚫ DCG 쇼핑몰 구축(기획)(17.02)

7

4. 주요 사업 실적

Mobil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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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자동차_운전연수 매칭 서비스 플랫폼 개발 구축 사업(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부문)
1) “운전결심 앱” 은 위험한 불법운전 연수를 근절하고, 합법적이며 안전한 운전연수 매칭 서비스 제공
2) 연수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등록하면 고객 주변의 가장 가까운 연수 학원과의 매칭 기능 제공
3) 인증된 학원과의 채팅 상담 기능 제공 및 운전과 관련된 필요 상식 정보 제공

9

2) MY르노삼성/MY Renault Korea Mobile Application 통합 운영
1) 르노삼성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내 차량관리 및 멤버십 혜택 제공
2) 이지커넥트 원격 시동 / 공조 기능 제공 / 내차 정보 조회 / 채팅 상담 기능 제공
3) 내 차 보험사 콜센터 연결 및 리콜 알림, 오너를 위한 혜택 가득한 이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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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J제일제당 “THE KITCHEN”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1) “CJ The Kitchen 앱” 은 CJ 제일제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념일, 날씨에 어울리는 맞춤형 레시피를 제공하는 서비스
2) 추천레시피(기념일, 날씨, 제철, 일별)와 테마별 레시피 및 동영상 레시피를 제공
3) CJ제일제당의 다양한 브랜드/제품과 연계한 레시피 소개
4) 모바일 앱 접근성 준수를 통한 인증마크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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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CG 쇼핑몰 모바일 앱 기획
1) “DCG world 앱”은 라이프스타일의 품격과 여유를 쉽고 빠르게 쇼핑할 수 있는 종합 쇼핑몰
2) 오늘의 기획전 및 이벤트와 입점 브랜드 별 디자이너의 제품 및 인기 제품 쇼핑 가능
3)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맞춤 검색 및 카테고리 검색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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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
1) “마이카 정보” 는 자동차의 기본정보를 비롯하여 정비 이력,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정기 검사 이력, 주행거리이력 등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2) 디자인 UI/UX 리뉴얼을 통해 가독성있는 디자인 트랜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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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사업 실적

Web Site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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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GB 캐피탈 모바일 채널 기능개선 사업(1/2)_홈페이지(PC/Mobile WEB)
1)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및 신규상품 개발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일관된 경험 및 One Pass 서비스 제공
2) 국내 금융 IT 시장의 디자인 트렌드 및 DGB캐피탈 브랜드 가치를 고려한 디자인 개선을 통해 DGB캐피탈만의 통일된 Brand
Identit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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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GB 캐피탈 모바일 채널 기능개선 사업(2/2)_Mobile Office
1) 직원들의 효과적인 외부 업무를 위하여 현장에서도 모바일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고, 업무 생산성 향상 기대
2) 현장에서 물건 검수 및 여신 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모바일을 통한 방문 관리 및 물건 검수 업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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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GB 캐피탈 홈페이지 고도화(1/2)_홈페이지(PC/Mobile WEB)
1) 홈페이지를 통한 대 고객 서비스 상품의 확대 제공 및 UI/UX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채널 개선 사업
2) 본인인증 수단 및 전략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온/오프라인 채널 어디든지 다양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3) 개인화 서비스(MY DGB)를 통해 상품내역 확인 및 정보변경이 가능하며, 각종 증빙서류에 대한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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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GB 캐피탈 홈페이지 고도화(2/2)_중고차 제휴사 사이트(PC/Mobile WEB)
1) 중고차 제휴사를 위한 지원 채널로 제휴사를 통한 중고차 금융 활성화 기대
2) 한도조회 신청, 한도조회 상담이력, 차량정보 확인, 자동차 시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휴사의 업무 효율성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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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대학교 기초학력평가 서비스 구축
1) 대구대학교의 개별화, 지능형, 수준별 교육 훈련 프로그램
2) ARS 자동 응답 교환기 시스템을 통해 매일 학습이 진행되며, 학습평가 및 일정 서비스 제공
3)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회원 관리 및 학습자료/커뮤니티 관리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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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T CBS 활용 위치기반 지오펜싱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1) “kt Smart Zone Cast” 는 광고주가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에 위치한 캠페인 앱 설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광고, 이벤트와 같은
캠페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Mobile Target Marketing Tool 서비스
2) 지역 Targeting과 관련한 他솔루션 대비, 고도화된 Pin-Point Targeting 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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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KT Smart [Zone Cast] 플랫폼 구축
1) “SKT Smart [Zone Cast] 플랫폼” 은 광고주가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에 위치한 캠페인 앱 설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광고, 이벤트
와 같은 캠페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Mobile Target Marketing Tool
2) 지역 Targeting과 관련한 他솔루션 대비, 고도화된 Pin-Point Targeting 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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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GB 캐피탈 모바일 웹 홈페이지 구축
1) “DGB 캐피탈 모바일 홈페이지” 는 모바일 웹을 이용하여 DGB캐피탈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2) 보안, 표준화 정책 준수(전자정부3.0, 금감원), 안정적 모바일 서비스 운영(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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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U 안심 알리미 서비스 개발/유지보수
1) “U 안심 알림이 서비스” 는 GPS와 Wi-Fi, 3G망의 위치를 활용한 빠르고 정확한 실시간 위치정보제공과 언제 어디서든 보호자와
음성 통화가 가능하며, 보안 관제 기관과의 연동을 통한 긴급출동 서비스가 지원되는 위치기반 안심 서비스
2) 실시간 위치추적 및 긴급호출기능과 안전 Zone 지정 및 최대 10개 번호까지 발신 통화 가능

23

8) KT 위치정보 자기 제어 구축 및 유지보수
1) “KT 위치정보 자기 제어” 는 고객의 설정에 따라 KT 위치기반 정보 서비스에 고객의 위치정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2) 위치 제공 전체 제한, 일 제공 횟수 제한, 지역 제한, 요청 번호 제한, 시간/요일 제한, 측위 기술 제한 등의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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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사업 실적

솔루션 &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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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GNSS 측위 시스템” 개발
1) 단순한 위치 / 주소정보 제공에서 고객 및 서비스를 고려한 지능형 위치정보 제공 목표
2) 구축 기간 ’18. 07 ~ ’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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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능형 위치정보 시스템” 개발
1) 단순한 위치 / 주소정보 제공에서 고객 및 서비스를 고려한 지능형 위치정보 제공 목표
2) 구축 기간 ’18. 07 ~ ’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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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안전통신망 A 사업구역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1)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경찰·소방·지자체 등 재난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PS-LTE* 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통신망 구축
2) 경찰, 소방, 지자체, 해경, 군, 의료, 전기, 가스 등 8대 분야 333개 기관(24만명)
3) 구축 ’18～’20년(3년간) / 운영 ’19~25년(7년간)
4) 자사의 LBS 솔루션 납품 및 커스터마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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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치정보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1) 위치 품질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분석 및 최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측위 정확도 개선
2) 위치정보 기술/솔루션의 플랫폼화를 통해 고객의 사용성 및 편의성 증대
3) 구축 기간 ’19. 03～’19. 06

위치 측정 결과의 신속한 분석
▪ 위치 측위 결과에 대한 자동 분석으로
신속한 분석 결과 리포트 제공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문제 발생 시 개별적 상황 전파 및
분석으로 실시간 현황 파악

최적 알고리즘 적용
▪ 각 시스템(위성/WiFi/기지국)별로
위치 상황별 최적의 로직 적용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분석으로 최적의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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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밀 위성 보정 플랫폼 개발
1) Seamless한 정밀측위 솔루션 확보 및 서비스 Infra 구축
2) 위성 측위 보정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Infra 구축
3) 구축 기간 ’19. 01～’19. 06

위성 정밀 측위 인프라
CBC
(Cell Broadcast Center)

GNSMART

Broadcasting
보정 정보 가공
VRS 매핑
Unicasting

운영관리

Geo++ SSRG
over CBS Msg.
Geo++ SSRG
over TCP

전국 VRS
관리 정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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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용량 트래픽 처리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차세대 WPS 플랫폼 구축
1) IoT 인프라 상용화에 따른 WiFi 측위 수요의 가파른 증가 및 이를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수요에 대응하고 측위품질 개선 및
VOC 분석과 대응을 통한 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한 “차세대 WPS 측위 인프라” 구축
2) WiFi 측위 요구의 증가에 따른 기존 WPS 측위 처리성능 개선
3) 측위 수요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평적 확장‘ 구조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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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BS 지오펜싱 플랫폼 고도화(2018)_Open API 개발
1) 외부 시스템 및 타 통신사 CBS플랫폼과의 연동을 위한 Biz-Ad Open API 구축
2) Open API 사용 & 캠페인 추가 기능 사용을 위한 Biz-Logic 및 서비스 Web 개선
3) Open API 관리 및 효율적 플랫폼 운용을 위한 운영관리 Web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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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마트 렌탈 관리 솔루션 구축 및 운영
1) “스마트 렌탈 솔루션” 은 기존의 보유하고 있는 운송 상품을 기본 데이터로 해서 각 영업소 및 대여점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품에 대한 통합 관리 및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기반의 최신 기법을 적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업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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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T 통합 LBS 유지보수
1) “KT LBSP” 는 KT 위치기반 서비스에 필요한 가입자의 위치 정보를 각종 측위 시스템(GPS / Wi-FI / 기지국)을 통해 획득 후 제공
2) 위치 조회 요청/대상자의 인증, 위치 획득, 위치 조회 이력 관리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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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T 오픈인증플랫폼 구축
1) “OSCA”는 소셜ID 인증, KT 인증을 포함하는 다양한 ID Provider와 연계하여 개방형 사용자 로그인 및 확인 서비스를 제공
2) 사용자의 ACCOUNT 프로파일을 중심으로 연계된 SERVICE 프로파일을 통합 관리/운영

KT Service

Kt.com

CLIP

KT ENERGY

OSCA (Open Service Customer Authentication)
Module

Legacy Interface

ACCOUNT
Management

SMS 점유 인증

LOGIN
Management

CTN 인증

Legacy 연동
KT SCAP 연동

Social 연동

본인 확인

SERVICE
Management

Social Interface

BATCH
Management

Social oAuth 2.0

기타 Service
데이터 Repository

ONM

Pinterest(예시)

Instargram(예시)

……..

Account Profile

Login Profile

Service Profile

Authenticatio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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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분석

정보 관리
분석 Report

통계

시스템 모니터링

11) 현대 MnSOFT 스마트링크 센터 시스템 구축
1) “현대 MnSOFT 스마트 링크 센터” 는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정보 서비스 센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표준 체계 설계 및 통합
운영체계 관리를 가능하게 함
2) 부가 정보의 수집, 가공 및 제공을 포함하여 통합 컨텐츠 라이프사이클을 지원하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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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act us

02-6925-1234

02-6280-2134

help@acrofuture.com

(06258) 서울 강남구 도곡로 2길 14
(도곡동), 규원빌딩 3F

■ 저희 회사와 사업 제휴/의뢰를 원하시거나, 입사 지원을 원하시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를 통해 연락 주십시오.
▪ 사업 문의

소속

담당자

연락처

e-Mail

acroFuture/전략기술팀

이종범 이사

010-2999-7240

snake0207@acrofu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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