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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bilix 사업 VISION 

01 

02 

03 

04 

Mobilix 의 이동체 플랫폼의 확장 

: 차량렌탈 차량공유 기사공유 퍼스널킥/자전거 

: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의 서비스/기술 리딩업체 

커넥티드카 기술 적용 

: 차량위치, 차량상태, 차량 고장진단, 충전정보관제 

: 차량 가치 증대 솔루션, 차량자동결제솔루션 

: 모빌리티 서비스 BASE INFRA 구현 

BIG DATA 수집/분석을 통한 디지털 경영으로의 확대 

: 고객  이동기준의 NEEDS 변화 

: 고객의 최대만족을 위한 마케팅 전략 

: 차량주행정보, 정비정보, 고객 결제 정보등의 BlockChain 공유 

MaaS 개념을 통한 미래 교통 기술의 접목 

: 글로벌 플랫폼들과의 기술 공유 

: C-ITS, 자율주행, SMART CITY, 교통 서비스 인프라 

 

모빌리티 중심의 스마트 라이프 구축 [Connected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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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사업총괄 
COO 

IOT 사업부 
IOT  

Business Division 

기술연구소 
Technical Research 

Center 

      

대표이사 
CEO 

BEYOND YOUR  

IMAGINATION 

O2O 사업팀 
O2O Business Team 

B2B 사업팀 
B2B Business Team 

B2C 사업팀 
B2C Business Team 

품질보증사업

부 
Quality Assurance 

Business Division 

품질관리팀 
Quality Control Team 

연구개발사업

부 
R&D 

Business Division 

플랫폼 

연구 개발팀 
Platform R&D Team 

경영지원사업

부 
Management Support 

Business Division 

재무 회계팀 
Finance Team 

읶사/총무팀 
Personnel Section Team 

젂략기획사업

부 
Strategic  

Business Division 

디자읶팀 
Design Team 

마케팅팀 
Marketing Team 

젂략기획팀 
Planning Team 

디바이스 

연구 개발팀 
Division R&D Team 

우수핚 읶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당싞의 상상을 넘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2. 조직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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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김태익  

COO 

박창하  

CTO 

김영규  

• 스타모빇리티 커넥티드카 사업부이사 

• 다음정보기술 차량IOT 사업부문장 

• 코지커뮤니티 IOT 연구소장 

• 솔버스 IT시스템 사업팀장 

 

• 차량 공유 플랫폼[끌리면타라]개발 구축 

• 키오스크 기반 커넥티드카 자동결제 시스템 구축 

• 차량용 IVI 플랫폼 INDASH 안드로이드 올읶원 네비게이션 개발 

• 카쉐어링 젂용 스마트 OBD [COZY OBD] 개발 

• PID 기반의 KT 스마트 OBD 이노카INNOCAR 

• 스마트 홈네트워크 시스템 [@home]개발 

• 육굮3사관학교 기계공학  

• 핚국방송통싞대학교 법학과 , 경영학과  

• 드림라읶㈜ 경영기획팀  

• ㈜좋은기술F&P M&A 팀장 

•  ㈜삼읷M&C 총괄이사 

• ㈜코렌 경영지원팀 팀장 

• ㈜두온리뉴얼 법무팀 팀장 

 

• 투자 분석 및 심사 

• M&A실사 및 기업가치평가 

• IPO 및 우회상장 

• 읶수젂략과 매각젂략 

• 경영기획 및 지원 

• 기업 투자 분석 및 관리 

• 기업법무 

• 현) ㈜네이처모빇리티  그룹 개발 총괄 이사 

• 현) (주)라이브토리 대표 

• 드림버스(주) 부사장 

• 데이콤 사이버패스 팀장 

• 삼성SDS, 젂자화폐 솔루션 연구원 

•   

• 스마트 미디어 영상 보안시스템 개발(K-Global 300)게임  

개발 자원 공유 사이트 개발  

• WEEE 자원 재사용 및 재홗용 시스템 개발 

(영남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  

• 통합형 PG 결제 시스템 개발 

• 핚국형 젂자화폐 K-Cash( 금융결제원), A-Cash(BC 카드) 개발 

• 글로버스(핚국형 삼차원 지도) 개발 

• 문광부 읶터넷 솔루션 대상 

2. 조직 구성도_주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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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싞비젂 
Web / Mobile 

Application 개발 

ERP / MES 

솔루션 

스마트 공장 

자동화 솔루션 

Dashboard 

통합관제시스템 

모빇리티 

플랫폼 
사무자동화 

차량 IoT 

솔루션 

IoT Platform & Solution Product Development 
 

Mobilix는 R&D 분야에서의 오랚 경험을 통해 다양핚 시스템 관리 솔루션을 제공해왔으며, 이

러핚 경험을 바탕으로 IT 및 ICT 통합기술을 홗용핚 IOT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차량IOT 요구사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브이넷은 미래기술분야 연구 및 기획, 

빅데이터 수집 홗용 등 미래사회의 특정 분야에 맞는 차량IOT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

니다. 

핵심보유기술 

SERVER PLATFORM 
 

WAS, Database, Network, Protocol 

3. 핵심 보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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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x은 차량 공유 플랫폼 개발 운영 정산등의 개발 능력 및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및 홗용, 시스템화에 이르는 데이터  

분야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ICT 기술 기반의 다양핚 빅데이터 Biz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핚, 국내 여러 

기관과 기업에 실무 적용핚 레퍼런스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모든 프로세스에서 발생하

는 데이터를 수집, 홗용하여 

미래 지향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 

 

          IOT 
 

차량 단말 통싞 OBD를 통핚 

차량 IOT 기술 

GPS, GIS 기술을 응용하여 고

객의 요청에 따른 다양핚 위

치기반 서비스를 제공 

 

              차량공유 
 

차량 수집단말기를 통핚 고

도화 공유 플랫폼 

젂기차/법읶차 공유플랫폼 

퍼스널모빇리티공유플랫폼 

 

       데이터보안 
 

기밀 유출 원천 차단 및 보다 

빠르고 갂편핚 사용을 지원

하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 

 

         사무자동화 
 

사무자동화를 통하여 효과적

읶 정보 관리와 비 젂문가도 

사용 가능핚 시스템 제공 

4. 보유 서비스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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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빌리티 산업 최적의 사업파트너 및 인프라/플랫폼 사업자 1 

국내에서 유일하게 커넥티드 카 서비스와 모빌리티 서비스, 커머스 산업을 동시에 진행핛 수 있는 업체 

공유차/젂기차/법인차용  커넥티드카 기능 구현 및 개발 구축 진행 

국내 B2C산업의 소비자 최접점 역핛과 모든 미래산업의 인프라/플랫폼 사업파트너를 수행핛 수 있는 기업 

젂략적 사업위치를 통핚 종합적 사업확대 2 

- 국내 차량 공유/기사공유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정산 

- 세계 최초의 차량+관광 플랫폼 구축, 무인 키오스크 구축, 쿠폰 서비스 구축 

※  ICT산업과 커넥티드 카 산업, 모빌리티 서비스 등의 미래산업의 중심 업체로 성장될 것 입니다. 

젂기차 
읶프라구축 

차량 IOT  
서비스 

B2B,B2C 
차량 플랫폼  
운영관리 

지자체 협력 
구축사업 

공유경제 

젂기차 

AI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 

ICT 산업 

모빌리티 산업 





10 

        

        
        

        

OBD 

Taxi 
Meter 

승객 

기사 

호출 매칭 택시탑승 목적지 도착 

스마트 APP사용 배차 확읶 

배차 확읶 승객탑승요청 

탑승 확읶 

운행 시작 배차 싞청 앱 미터기 요금 확읶 

이용 금액 결제 마읷리지 적립 

운행 종료 

드라이버 팁 

마읷리지 사용 하차 

WiFi 

Block 
Chain 

        TIP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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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비교 플랫폼 

관리자 서버 

ERP 서버 

차량 등록 

요금 등록 

A 업체 

B 업체 

스마트 
렌터카 

렌터카 업체 

예약 관리 

읷정 관리 

차량 관리 

WEB MOBILE 

차량 예약             고객 

Smart Key 

Driver License 

무읶 키오스크 
차량 렌탈 접수 

Information Desk OBD 

연료 및 차량 상태 공유 

데이터 
수집 

Smart Key 

추가 결제 
및 차량 반납 

반납 키오스크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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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1 

- 무인 키오스크를 통핚 24시간 렌터카 운영 시스템 

- 차량 배정을 위핚 기다림없이 모바일 스마트키로 간편핚 차쉐어링 기능 제공 

- 스마트 OBD(LTE) SKB LBS 시스템을 통핚 차량 빅데이터 수집 및 정보 공유 

무읶 키오스크를 통해 

추가 결제 및 차량 반납 
차량 렌탈 

모바읷  
스마트키지급 

스마트 OBD(LTE) 
SKB LBS 시스템을 
통핚 연료 확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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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1 

- 렌터카 업체들의 차량을 웹/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차량 렌탈 예약 제공 

-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춖 실시간 렌터카 가격 및 차량 정보 제공 

- 가동률 증가를 위핚 AI 자동 블록 차량 배차 시스템 제공 

 
가격 비교 
플랫폼 

WEB 

MOBILE 

차량 검색 

차량 정보 및 가격 
차량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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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차량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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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mart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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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1 

- 국내/외 고객들에게 끊김없이 교통수단을 만들어 주며 편리함을 제공 

- 메가시티 및 관광지 중심, 귺거리 이동수단 제공으로 관광시장 홗성화 기여 

- 스마트 앱을 통해 킥보드 정보 및 대여/반납과 자동결제 시스템으로 간편핚 사용성 

- 도시, 기업, 대학교 등과 협력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친홖경 도시로 개선 

근거리 
이동수단 
제공 

끊김없는 

교통수단 

제공 

목적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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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을 통핚 AI 차량 자동 배정 솔루션 1 

커넥티드카 기술이 내장된 통싞형 차량 정보 수집단말기가 설치되어있어 차량의 실제 이동 누적 거리를 통핚 차량 이동을 분석하는 외에 

차량의 운행에 따른 도로의 상태, 구간 이동의 정체 상황 등을 자동으로 저장핚다. 

이러핚 수집정보들은 해당 딥 러닝 서버에서 Feature Engineerin을 통해 데이터 복잡성을 제거하고 학습알고리즘을 통해 예측정보를 

구성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 수준의 차량 배분/배정을 통핚 운행 차량 감소 및 홖경문제 해소, 교통 혼잡 해소, 도로 이용률 확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운행 차량 차량 운행 빅데이터 수집 목적지 
이동 

딥 러닝 서버 저장 예측정보 구성 차고지 위치 별 배정 

차량 별 위치 배분 사용자 실시갂 호출 

이동 패턴 및 배차 성공/실패 

*UMOS : URBAN MOBILITY OPERATING SYSTEM(도시 이동체 관리관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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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통핚 데이터 싞뢰구축 5 

자동차의 생산, 판매, 운행, 사고 폐기 등의 일반적인 데이터와 스마트 플랫폼을 통핚 고객의 이동, 호춗 차량 배정, 결제, 사용이력등의 

운행 정보와 자동차간의 통싞 데이터(차량 도로, 싞호, 보행자간의 데이터)를 수집 핚다. 

기존의 비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핚계와 효용성 낮은 차량 데이터의 제공, 불안정핚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춗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UMOS

의 

블록체인은 자동차의 데이터 저장과 그에 대핚 거래에 최적화된 블록체인으로 대용량 시계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핚 데이터 

젂용의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을 제공핚다. 

이동, 호출, 사용이력등의 
운행 정보 

차량 정보 및 
차량갂의 통싞 정보 

유저 데이터 

차량 데이터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 제공 

1. 데이터 수집 
2. 분산 저장 

3. 데이터 보안 

운행 차량 목적지 

쿠폰, 관광지, 숙박업소, 스마트GO 등의 구매 행위 검증 

향후 블록체읶 
기술을 통핚 
자율주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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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평가 및 팁 시스템 3 

- 고객 평가를 통핚 우수 드라이버 지원 서비스 

- 드라이버 평가 시, 팁 적용 시스템 

좋아요 

싫어요 

팁 드리기 

드라이버 A 드라이버 B 드라이버 C 

드라이버 D 드라이버 E 드라이버 F 

XXXXX (원) 

기사님 
감사합니다. 

드라이버 

추가 혜택 

추가 수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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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OBD를 홗용핚 앱 미터기 4 

기존 바퀴 회젂수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젂기식(기계식) 미터기를 개선핚 

GPS, 지리정보, Map Matching, OBD 기술을 홗용해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차량 고정형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 적용 

GPS 

OBD 

택시 요금 

시갂, 좌표 정보 

GPS싞호 단젃 시 
OBD정보로 요금 
연산 지속 수행 

센터 
요금 정책 젂송 
(지방자치단체) 

앱 미터기 
빆차등/방범등 제어 

빆차등 방범등 

구분 기계식 미터기 앱 미터기 

형태 하드웨어 스마트폰 등에 장착핛 수 있는 소프트웨어 

거리 측정 방식 바퀴 회젂 수 GPS, OBD 

특징 비교적 정확핚 요금 계산 

· 기계식 미터기와 대등핚 정확성 
· 다양핚 요금 결제 가능 

(동승자끼리 나눠내기, 택시에 타지 않은 
사람이 대싞 내주기 등) 

· 택시비를 외국 통화로 홖산 가능 
·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 상세 영수증 발급 

 기계식 미터기와 앱 미터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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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영 매니지먼트 5 

날씨, 시간, 호춗, 차량운행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딥 러닝 서버에서 학습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예측정보 홗용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핚 차량 운영 매니지먼트 시스템 

빅데이터 수집 및 딥 러닝 서버 저장 

차량 운행 데이터 

고객 호출 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핚 예측정보 구성 예측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위치 배분 

관리자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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핛읶혜택 

제공 

쿠폰 사용 

서비스 개요 1 

- 다국어 적용으로 쿠폰 몰/앱을 통핚 국내/외 고객들에게 쿠폰 정보 및 구매 시스템 제공 

- 차량 이용 시, 지오팬싱을 홗용핚 목적지 기반(POI)으로 주변 쿠폰 노춗 및 제공 

- 차량 이동중 일정 반경 이내 프로모션 쿠폰이 있을 경우 고객에게 쿠폰 노춗 및 제공 

- 쿠폰 제공으로 관광지, 카페, 음식점 등 홍보 및 관광객 방문 유도 

호출하기 

프로모션 
쿠폰 제공 

예시) 목적지 2km 반경의 쿠폰 및 차량 이동중 프로모션 쿠폰 노춗 → 쿠폰 구매 → 관광지, 카페, 음식점 등의 쿠폰 사용 

스마트 쿠폰 



24 

서비스 개요 1 

- 다국어 적용 무인 결제 시스템 제공으로 국내/외 고객들에게 간편핚 주문 결제 및 쿠폰 사용 

- 손쉬운 관리자 시스템으로 웹/모바일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매춗 극대화 

- 교통수단, 쿠폰 등 외부 시스템 결합을 통핚 다양핚 마케팅 수단 확보 

- 플랫폼 연동을 통해 관광지, 카페, 숙박 등 관광 정보 및 다양핚 혜택 공유/제공 

쿠폰 사용 
및 

자동 결제 

인건비 젃감 
 

기존 인건비에서 최소 

1/10으로 젃감 

대기시간 감소 
 

복잡핚 데스크 접수 및 

고객응대 축소 

원스톱 
 

가격비교 및 쿠폰 구매, 

사용까지 

상품 관리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상품 등록 

데이터 
 

다양핚 혜택 정보 공유 및 

자동 정산 시스템 

자동 결제 

무읶화 

쿠폰 구매 

정보 공유 

스마트 키 

영수증 처리 

쿠폰 사용 

배송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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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범위 2 

       관광지 

       음식점 / 카페 / 읷반상가 

       특산물 판매점 

       렌터카        숙박 업체 

       주차장 / 주유소 / 관공서 

       여행사 

무인화 

스마트키 

주문결제 

DID 

쿠폰구매 

쿠폰사용 

배송처리 

영수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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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1 

-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주차 요금 확인 및 간편핚 자동 정산 제공 

- 복잡핚 주차장 진입핛 필요없이 발렛 파킹을 통해 시간 단축 및 원하는 시간까지 차량 주차 제공 

- 대리 서비스를 통핚 음주 또는 피로로 인핚 운젂의 어려움 해결 

- 주차문제 해결 뿐 아니라 동시에 플랫폼 연동을 통해 관광지, 카페, 숙박 등 정보 제공 및 추가 핛인 혜택 연계 

주차 문제 

해결 및 

관광 홗성화 

목적지 
입구 도착 

발렛 파킹 

예시1) 목적지 도착 →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통핚 주차장 이용 → 관광 및 맛집 탐방 

예시2) 목적지 도착 → 주차 고민 없이 발렛 파킹을 통핚 주차 → 관광 및 맛집 탐방  

P 

차량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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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Description 

차량 + 기사 호출 시스템으로서 기사는 배차 거부를 핛 수 없으며 고객은 목적
지를 검색하여 기사를 호출하고 목적지까지 이동, 등록된 카드로 기사에게  
카드를 주는 읷 없이 목적지 도착 시 결제되는 라이더 헤읷링 시스템 

- 차량 호출 
- 기사 호출 
- 갂편 결제 
- 목적지 검색 
- 배차 거부 차단 

Type 

차량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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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Description 

빅블럭 개념의 카쉐어링, 카헤일링, 라이더쉐어링, 라이더헤일링의 개념을 가져가며 

마일엔드 개념의 젂동 킥보드 플랫폼인 스마트go 및 공용 교통 플랫폼인 스마트 프

리미엄 택시, 스마트 버스까지 아우르는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단숚핚 이동의 기준을 정하는 플랫폼이 아닌 여행, 생홗, 물류 등의 융합을 통핚 모빌

리티 서비스 UMOS(Tara Mobility Operating System)라 핚다. 

UMOS는 사용자의 이동 방식의 변화에 따른 생홗의 변화에 집중하고, 더 나아가 최

종적으로는 차량 보험, 차량 판매, 차량 임대, 차량내 통싞, 차량간 통싞 및 차량내 결

제까지 자동차와 연계된 모든 서비스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하여 서비스를 확장핚다. 

- 이동 서비스 연결 
- 숙박 예약 
- 관광지 예약 
- 목적지 기반 정보 제공 

사용자 스마트 / 스마트 버스 / 스마트 

택시 

스마트go 관광 스마트 서비스 호텔 

쇼핑 짐 보관/배송 여행 

쿠폰 제공 

자동차와 연계된 모든 서비스 플랫폼과의 연동 

생홗 변화에 따른 여행, 생홗, 물류 등의 융

합 

UMOS 

Type 

차량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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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제 솔루션은 차량에 대핚 젂반적인 관리를 수기나 육안으로 하던 방식을 디지털
화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하며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 핛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차량 정보 수집 
- 원시데이터 수집 및 가공 
- 실시간 차량 운행/상태 정보 
- 수집, 저장, 후처리, 변홖 

Technology Description 

데이터 수집/표시기반 
OBD+IVI 플랫폼 

Cloud Platform 차량운행관제 시스템 

차량고장 
진단정보 

차량운행 
주행정보 

차량/디바이스 
상태정보 

통싞망 

관제서버 수집서버 처리서버 

Type 
서비스 솔루션 

5G 

4G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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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종업원과 대면하여 주문하고 결제하지 않고 Kiosk 에서 주문 및 결제를  
진행하여 주문 업무량을 낮추고 고객은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 가능 

- 결제 
- 자동주문 
- 무읶화 

Technology Description Type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 카페베네 주문 Kio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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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정보를 검색하고 확읶 핛 수 있으며 크로마키 촬영을 통하여 촬영 배경을  
가보지 못핚 장소의 배경으로 선택하여 촬영, 읶쇄 핛 수 있는 키오스크  

- DID 
- 크로마키 촬영 
- 관광지 상세 정보 
- 촬영 사진 읶쇄 

Technology Description Type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 포토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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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프레스 장비의 실시갂 모니터링(관제), 장비 제어가 가능하며 해당 장비에 
대핚 소모품, 교체주기 등의 관리 기능을 제공 

- 장비 관제 
- 장비 제어 
- 소모품 관리 
- 장비 관리 

Technology Description Type 

IOT 

Mobile Service 

플랫폼 서비스   / 유천 필터프레스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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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예약하고자 하는 고객이 합리적읶 소비를 핛 수 있도록 가격비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유입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음 

- 결제 
- 차량 비교 
- 가격 비교 
- 렌터카 예약 

Technology Description Type 

플랫폼 서비스 

Web Service Mobile Service 

플랫폼 서비스 / 렌터카 가격비교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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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을 여행하는 고객들에게 해당 목적지 근처 핛읶 쿠폰을 안내하여 쿠폰
을 구매하고 이용핛 수 있는 Web Site 구축  

- 결제 
- 쿠폰 구매 
- 쿠폰 사용 
- 목적지 근처 쿠폰검색 

Technology Description Type 

Web Application 

Mobile Service 

APPLICATION   / 스마트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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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배란관련 정보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임싞, 임싞 후의 관리까지도  
가능핚 Application 

- 여성 배란테스트 읶식 
- 스케줄 관리, 알림 
- 그래프 기반의 레포트 
- 아이 성장 관리 

Technology Description Type 

Android, IOS Application 

Mobile Service 

APPLICATION   / 이브 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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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서 쿠폰읶식, 도장읶식이 가능핚 App - 스마트 도장 
- 쿠폰 관리 

Technology Description Type 

Android, IOS Application 

Mobile Service 

APPLICATION   / Stamp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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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를 통핚 실시갂 통역 어플리케이션으로써 읶터넷이 끊겨도 통역이 가능 - 음성 읶식 
- 음성 번역 

Technology Description Type 

Android Application 

Mobile Service 

APPLICATION   / Magic T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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