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tion Based Service
Location Pathfinder. Devices & Services Development

1. 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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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EN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회사명`

(주) 아센코리아

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3. 1401

소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2011년 부터 중소기업청 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심사를 통과하여
INNO-BIZ 인증 확인을 받았습니다.

대표전화

TEL) 02-6267-7810 FAX) 02-6499-2940

대표이사

황국연

설립일

2007. 12. 12.

자본금

3.6억 원

기술분야

GNSS, DR, UWB, RF Sensing, Sensor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선정시 가점의
부여가 되며, 연구개발 세제 혜택, 연구원 취업시
지원금 제공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확인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 정보 사업허가서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임직원수

12명 (21년 1월 현재)

위치사업자 신청 심사를 통해

주요사업

GNSS Module, Receiver, 위치정보 소프트웨어

위치정보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위치정보 사업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위치정보의 취급 및 저장, 활용이 가능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여부확인이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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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직도

ASCEN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RGANIZATION
CEO

관리이사

연구소장

기술상무

하드웨어(2명)

소프트웨어(2명)

임베디드(2명)

프로젝트/영업(2명)

생산/고객지원(3명)

회로개발
시험분석

프로그램개발
PC,스마트폰

펌웨어
OS Porting

솔루션 개발
기술 영업

고객지원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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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연혁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SCE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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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11’ ~ 2022’

2007’ ~ 2010’

2022

Jun

H사 스마트마이닝 관제 단말기 개발

2021

Sep

G 건설사 프리케스트콘크리트 관제 단말 개발

2021

Jun

L 사 자율주행 트렉터 단말기 개발

2020

Jul

조달청,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 (GNSS 2종)

2019

Jul

과기 정통부 장관상 표창, 위치기반서비스 최우수상

2018

Jun

P 항만 관제 시스템 M 방송 RTK module 개발

2017

May

M 방송, S 전자, H 자동차 기술 협약/사업 진행

2017

Jan

스마트 하이웨이 위성인프라 사업 참여

2016

Mar

유럽 EUREKA Day. Sweden 참가

2016

May

본사 확장 이전. 서울 금천구 파트너스타워

2013

Dec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2013

May

해군 잠수함 전력화, 국민 안전처 사업 참여

2012

Feb

서울지방 중소기업청장 표창

2011

May

본사 확장 이전. 서울 금천구 한라 시그마 밸리

2011

Jul

기업 부설 연구소 인증. 한국 산업기술 진흥협회

2010

Apr

중소기업청 신기술 사업화 개발과제 선정

2009

Sep

벤처기업 인증. KIBO 기술보증기금

2008

Dec

본사 확장 이전. 한림 벤처타운

2007

Dec

(주)아센코리아 설립. 수원시 조원동

경영이념
고객의
“요구,만족,신뢰”

끊임없는 도전
무한 창조정신
철저한 자기관리

행동규범
남다른
“생각,전략,행동”

사훈
새로운
“도전,창조,관리”

개발및 프로젝트 실적
DevelopmenPerformance
2022 ~ 2010

ASCENKOREA

2009 ~ 2007

DMB RTK 기반 정밀 측위 수신 S/W, F/W 모듈 개발

Active GPS Antenna 개발

Jamming 감지를 위한 GNSS Jamming Alarm 장치 개발

PDA 향 USB GPS 수신기 개발

보정신호 처리 정밀 DGPS 모듈 개발(특허 등록)
무선 인터넷 지원 WIFI+GNSS 수신기 개발(특허 등록)

아이스테이션 PMP용 GPS 수신기 개발

정밀 측량 장치 시리즈 GNSS 수신기 개발(특허 등록)

레저 , 핸드폰용 뚜벅이 GPS 수신기 개발

연안 준설 관제 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 등록)

위치 관제가 가능한 GPS 구명조끼 개발(특허등록)

IDGPS, Smart 수신기,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원거리 전송 GPS+RF 시스템 개발 (10Km 연정 가능)

Bluetooth, 데이터 Logging GPS 시리즈 개발

공군, 항공기, 전투기 향 GPS 수신기 개발, 공급

66채널 GPS 모듈, 수신기 개발

초소형 GPS 수신기 GPS680 개발

51 채널 GPS Serial/USB 수신기 개발

범용 GPS 수신기, Black Box 향 개발

32 채널 GPS Serial/USB 수신기 개발

차량 등화 성능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라이다 Sensor 성능 검증 시스템 개발

휴대형 뚜벅이 GPS 개발

전기버스 주행 성능 검증 System 납품

16채널 GPS Serial 수신기 개발

공군 기지 정찰 Drone System 장비 납품

GNSS 기반 측위 모듈 출시, 정밀 GNSS 수신기 개발

LTE 통신 기반 RTK 수신 정밀 위치 측정기 개발 (KT 와 공동 개발 완료)
원격지 비상 상황에 따른 선박 Motion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보정 신호 처리 Bluetooth GNSS 수신기, GNSS S/W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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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제품 안내

ASCENKOREA

Customer GPS/GNSS Products

Module & Board & Dongle

범용 & 산업용 수신기

고 정밀 GNSS 수신기

다기능
[ATKROVER/GNSS]
고정밀 GNSS Board

[AKBU3/4/6 GNSS]
GNSS Board

범용

[L1/L2 RTK Module]
ANT + GNSS Module

[AKA250/350]
GNSS 안테나

[PA6C/PA6H]
안테나 일체형

모듈/Board

[AKA150/Ant]
GPS 안테나

[GMMG3/SL3C]
GNSS Module

[AKPNC/GNSS]
관제용 수신기

[AK770-BT]
Bluetooth 수신기

[GPSIND]
산업용 수신기

[AK 770-Logger]
GNSS 수신기

[GPS631]
GPS 수신기

[GPS620]
GPS 수신기

[AKTBOX]
고 정밀 RTK

[AKN Series]
RTK GNSS Sets

모델명 :AKN1MBT
안테나 분리형

[AKTA]
안테나 일체형

[AKT980R/DMB]
RTK GNSS

모델명: AKNB
안테나 일체형

FULL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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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 정밀 GNSS + LTE 내장 (모델명 : AKT980R)

ASCENKOREA

GPS,GLONASS,Galileo,BeiDou, QZSS 지원
Vector 안테나, Heading, Pitching, Rolling 측정
RTK, VRS, Bluetooth,450MHz RF, LTE
H 8mm + 1ppm/ V 15mm + 1ppm 정확도

GPS update rate : max 100Hz
NMEA2000 CAN output 가능
자체 배터리 내장 가능( 8시간 가량)
무게 : 1.4Kg(배터리 내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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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 정밀 GNSS + LTE 내장 (모델명 : AKTA)

ASCENKOREA

GPS,GLONASS,Galileo,BeiDou, QZSS 지원
수신기, 안테나 일체형
RTK, VRS, Bluetooth,450MHz RF, LTE

H 25mm + 1ppm/ V 15mm + 1ppm 정확도

GPS update rate : max 50Hz
IP 등급 : IP 67
자체 배터리 내장 가능( 6시간 가량)
무게 : 1.26Kg(배터리 내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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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 정밀 GNSS + LTE 내장 (모델명 : AKN940)

ASCE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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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GLONASS,Galileo,BeiDou, QZSS 지원

수신기, 안테나 분리형
RTK, VRS, Bluetooth,450MHz RF, LTE
H 0.01m+ 1ppm (RTK) 정확도

GPS update rate : max 20Hz
외관 LED 통해 6가지 상태 확인
자체 배터리 내장 가능( 6시간 가량)
무게 : 240g(배터리 내장 시)

제품소개 : 초소형 GNSS 수신기 (모델명 : AKR940)

ASCENKOREA

GPS,GLONASS,Galileo,BeiDou, QZSS 지원

수신기, 안테나 일체형
RTK, VRS
H 0.01m _ 1ppm (RTK) 정확도

GPS update rate : max 10Hz
232 통신 6pin 커넥터 장착
크기 : 43mm x 43m x 21mm 초소형
무게 : 90g 초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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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 GNSS 저장 장치 (모델명 : AK 770)

ASCENKOREA

GPS 와 CLONASS 지원
블루투스 지원 (무선모바일 연동)
GPS update rate : 0.2Hz
35시간 작동 가능

가속도 모드 지원
자동차 모드 지원
특정지점 및 좌표 기록
생활 방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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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 범용 GNSS 수신기

ASCENKOREA

Industrial GNSS Module
산업용 GPS Products

SMD GNSS Module
Smart GNSS Module
Customized GNSS Module
GNSS Board / System / Design

GNSS Module

Smart GNSS

GNSS Board

GNSS 수신기

모델명: AKTIND
산업, 선박용 GPS
산업 환경 적합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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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소개- 관제용 GNSS SYSTEM
부산 P 항만 실시간 차량 위치 관제 시스템 개발

• GNSS수신단말 170대, 관제프로그램 개발, 설치공사
✓ 미들웨어프로그램개발 (위치수신정보취합)
✓ Visualizer 프로그램개발 (차량이동경로표시, 차량속도표시)
✓ TOS(Terminal Operating System) 데이터연동기능
✓ Wi-Fi 통신, 속도표시FND, 원격다운로드지원GNSS 단말개발

<항만이동관제용측위시스템Diagram >

<항만이동관제용단말>

<항만이동관제용측위 Server Design>

<항만이동관제용Visualizer 화면>

ASCE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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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소개- 위치기반 차량 주행 성능 시험 장치

ASCENKOREA

현대 자동차 주행 성능 시험(차량 쏠림) GNSS장비 개발 계약 체결(1차:2016년, 2차:2017년, 3차:2018년)
• 주행쏠림측정용고정밀 GNSS 장비 개발 (모델명 D-Box)
✓ 고속갱신고정밀 헤딩값계산알고리즘개발(1차계약)
✓ 목적지예측및판정기준계산알고리즘개발(2차계약)
✓ 다수의Can통신메시지처리기능구현개발(3차계약)
✓ 양산적용을위한기능개선개발(3차계약)
<D-Box 개발시료장비>

<D-Box 양산장비이미지 (>

<차량쏠림측정결과Low Data>

<차량쏠림측정개념도>

<출고차량 주행쏠림측정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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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 소개- 추측 항법 장착 GNSS 수신기

ASCE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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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 연구원. 차량 평가용 GNSS장비 개발 계약 체결(2020년, 시제품 공급 2021년)
한국 산업기술 시험원. App Meter 평가 장비, 분석 Software 개발(2021년)

• 자율 주행 차량 위치 및 거동 상태 모니터링
✓ 차량전원사용가능, 자체배터리내장(8시간)
✓ 추측항법기능+ LTE 모뎀내장
✓ NMEA, ASCII 형식데이터출력
✓ Wi-Fi 통신, BT 통신지원가능, USB 연결가능
[그림] 추측 항법 장착 차량

[그림] 음영 구간 위성 신호/추측 항법

[그림] 도심 구간 위성 + 추측 항법 vs 단독 위성 항법

터널, 교량 하부 등 GNSS 수신 불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위치정보 생성
저가의 3D Sensor와 RF를 바탕으로 · 융합 측위 제품 개발

→ GNSS 기반 10cm, 융합 측위 기반 높은 정확도를 확보함. “Wireless 추측 항법 !!”

적용사례 소개- 자율주행 트렉터용 GNSS 수신기 개발
농기계 생산 업체 자율주행 트렉터 양산용 GNSS장비 개발 계약 체결(2021년)

• 자율 주행 농기계 GPS 수신기
✓ Dual Antenㅜa 지원(Heading)
✓ 방진, 방수등급IP67
✓ NMEA, 2000 CAN dbc데이터출력
✓ Wi-Fi 통신, BT 통신, 232, USB 통신지원

Gnss
module

ASCE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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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레 소개 - 레일 이동장치 충돌 방지 솔루션
P제철사 레일 이동 장치간 충돌방지 솔루션 개발(2022)

• 재해방지위한레일이동형장치간의충돌방지솔루션개발
✓ Pusher Car 와Transfer Car 간GNSS, DR , UWB 기반충돌예방
✓ 사전경보시스템등을통한인명피해사전차단가능
✓ 고온분진등의열악한환경대비고성능GNSS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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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소개 - 교량,사면 측위용 고정밀 GNSS
모니터링 업체 E사 교량, 사면 측위용 High Rate 고정밀 GNSS 개발
• 교량, 노후건물, 사면측위고정밀GNSS 개발(모델명:AK1000)
✓ 노후건물붕괴예방, 산사태사전경보GNSS 개발
✓ 100Hz 고출력GNSS로보다세밀한데이터획득가능
✓ Triple Band 기반jamming 감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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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소개 - 실내외 통합형 GNSS 장비
G 건설사. 적재장 위치 측위 시스템 계약 체결(2021년, POC 2021.11월)
실내외 연속 측위. GNSS + Sensor + UWB Combo 제품 개발 / 실내외 연속 측위 요구 증가

• PC업체 야적장내 PC자재 위치 모니터링
✓ PC 생산공장(실내) UWB 측위
✓ 야적장(실외) GPS 기반측위
✓ 측위단말활용서버전달및 실시간모니터링가능

ASCE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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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ASCENKOREA

모듈 설계 관련 기술

초소형, 고감도 GNSS/PDR 모듈 설계

저전력 GNSS/PDR 모듈 설계 기술

GNSS Passive, Active 안테나 설계 & 매칭 기술

모드 제어 소프트웨어가 가능한 펌웨어 기술

고감도 신호 입력, RF 노이즈 필터링 설계

요구에 맞는 제품 사양 통신 출력 제작 기술

제품관련 기술

무선, 유선 GNSS 수신기 제작 기술

신뢰성 높은 제품 특성 설계 제작 기술. 환경조건

무선 인터넷, RF 연동 마이컴 적용 제품 설계 기술

원격 위치 관제가능 GNSS 제품 개발

사용 환경 및 사용자 요구별 User Interface 설계

고객 요구에 따른 방수, 방진, 방염 제품 설계 기술

시스템 관련 기술

네트워크 관리 가능한 단말 시스템 설계 기술

무인 위치 관제 시스템 설계, 설치, 평가 기술

위치 관제 시스템 설계, 적용, 평가 기술

재 방사 시스템 설계, 설치, 평가 기술

고정밀 보정신호 송신, 수신, 시스템 설계 기술

무선 위치인식 및 건물 내 위치인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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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거래처

ASCE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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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및 특허증 보유 현황

ASCENKOREA

GNSS 관련 특허 8종 보유
CE인증서 보유
FCC인증서 보유
방송통신 적합 등록 필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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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도자료

중앙일보 2018.07.03 13:00

ASCENKOREA

중앙일보 2011.06.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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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Location Pathfinder. Devices & Services Development.
Customer’s need is our mission!

Ascen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