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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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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2011년 부터 중소기업청 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심사를 통과하여

INNO-BIZ 인증 확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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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사업자 신청 심사를 통해

위치정보 사업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위치정보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위치정보의 취급 및 저장, 활용이 가능하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여부확인이 가능합

니다..

회사명 (주) 아센코리아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3.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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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황국연

설 립 일 2007. 12. 12.

자 본 금 3.6억 원

기술분야 GNSS, DR(Car, Pedestrian), UWB, Sensor

임직원수 15명 (18년 2월 현재)

주요사업 GNSS Module, Receiver, 위치정보 소프트웨어

주요면허 정보통신공사업, 위치정보사업자

ASCE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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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회사연혁

2011’ ~ 2017’

2007’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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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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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경영이념

고객의
“요구,만족,신뢰”

사 훈

새로운
“도전,창조,관리”

행동규범

남다른
“생각,전략,행동”

끊임없는 도전
무한 창조정신
철저한 자기관리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SCENKOREA



43. 사업화/Project 실적

Customer Satisfaction Performance

S 전자 무인 로봇용 위치 측위 Block Project 수주

H 자동차 차량 시험용 GNSS 수신 시스템 Project 수주

M 방송사 정밀 GNSS 수신기 개발(DMB 신호 기반) 완료

30톤 미만 어선용 GPS 수신기 시스템 공급(동,서,남해)

육군, 중대 위치정보 단말(PRE) GPS&  Jamming Alarm 공급

해양 항만청 & 위성항법 사무소, DGPS 수신기 공급

공공 자전거용 GPS 시스템 공급 완료

부산 항만 컨테이너 차량 물류용 GPS 시스템 공급 완료

공군, 전투기 수송기용 GPS 수신기 공급 완료

선박 구조물 관제 시스템 사업 협력 추진 완료

부산 신 항만, 항만 STD 관제용 정밀 DGPS 시스템 공급 완료

조달청, 토지 자산 측정용 정밀 GPS 공급 사업 공급 완료.

대기업, 영업 차량 관리 시스템 공급 완료. 

2017 ~ 2010 2009 ~ 2007

농어촌공사, 자산관리용 위치 단말 시스템 공급 완료

한국 전력공사, 전신주 관리용 시스템 공급 완료

국토 해양부, KLIS 사업 GPS 모듈 공급 완료

경찰청, UTIS 사업 GPS 모듈 공급 완료

대기업(현대자동차,LIG, 삼성 등) 위치 정보 시스템 공급 완료

대기업, 미국 Taxi, 위치 관제 시스템용 GPS 단말 공급 완료

KTX, 고속 주행 위치정보 취득용 위치 시스템 공급 완료

대학 연구소(서울대, 연세대,고려대,KAIST 등) GPS 공급 완료

공기관 연구소(ETRI, 해양항만청, 국토부 등) GPS 공급 완료

중국, 자동차 운전 평가 시스템용 GPS공급 사업 진행 완료

아이스테이션, PMP용 GPS 수신 단말 공급 완료

ASCENKOREA



5
사업계획서

ASCENKOREA
4. 개발실적 – Development Performance

2017 ~ 2010 2009 ~ 2007

GNSS 수신처리 초소형 모듈 출시, 정밀 GNSS 수신기 개발

보정 신호 처리 Bluetooth GNSS 수신기 개발

Jamming 감지를 위한 GNSS Jamming Alarm 장치 개발

보정신호 처리 정밀 DGPS 모듈 개발(특허 등록)

무선 인터넷 지원 WIFI+GNSS 수신기 개발(특허 등록)

정밀 AKN1M 시리즈 GNSS 수신기 개발(특허 등록)

GPS Board AKU 시리즈 개발

IDGPS, Smart 수신기 개발

원거리 전송 GPS+RF 시스템 개발 (10Km 연정 가능)

공군, 항공기, 전투기 향 GPS 수신기 개발, 공급

초소형 GPS 수신기 GPS680 개발

범용 GPS 수신기, Black Box 향 개발

PDA 향 GPS 수신기 개발

Active GPS Antenna 개발

PDA 향 USB GPS 수신기 개발

아이스테이션 PMP용 GPS 수신기 개발

레저 , 핸드폰용 뚜벅이 GPS 수신기 개발

위치 관제가 가능한 GPS 구명조끼 개발(특허등록)

Bluetooth, 데이터 Logging GPS 시리즈 개발

66채널 GPS 모듈, 수신기 개발

51 채널 GPS Serial/USB 수신기 개발

32 채널 GPS Serial/USB 수신기 개발

휴대형 뚜벅이 GPS 개발

16채널 GPS Serial 수신기 개발



65. 제품 소개 – GNSS 수신기

Smart, SMD GPS Module

WIFI + GPS Module

Customized GPS Module

GPS Board / System / Design

Customer GPS/GNSS Products

USB, Serial, Bluetooth, 고정밀 제품군

Industrial GPS/GNSS Module

산업용 GPS 제품군

USB, Serial, BT GPS Receiver

High Precision GPS Receiver

GPS Data Logger

Customized GPS System Design
L1/L2 RTK GNSS Receiver

ASCENKOREA

GPS Module Smart GPS/GNSS GPS/GNSS Board GNSS Receiver

GNSS Car Test 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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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6. 조직도

연구소장 기술이사

회로개발
시험분석

CEO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임베디드 생산/고객지원프로젝트/영업

프로그램개발
PC,스마트폰

펌웨어
OS Porting

솔루션 개발
기술 영업

고객지원
생산

사업계획서

ASCENKOREA

관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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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핵심 기술 사업계획서

ASCENKOREA

초소형, 고감도 GNSS/PDR 모듈 설계

GNSS Passive, Active 안테나 설계 & 매칭 기술

고감도 신호 입력, RF 노이즈 필터링 설계

저전력 GNSS/PDR  모듈 설계 기술

모드 제어 소프트웨어가 가능한 펌웨어 기술

요구에 맞는 제품 사양 통신 출력 제작 기술

모듈 설계 관련 기술

무선, 유선 GNSS 수신기 제작 기술

무선 인터넷, RF 연동 마이컴 적용 제품 설계 기술

사용 환경 및 사용자 요구별 User Interface 설계

신뢰성 높은 제품 특성 설계 제작 기술. 환경조건

원격 위치 관제가능 GNSS 제품 개발

고객 요구에 따른 방수, 방진, 방염 제품 설계 기술

제품관련기술

네트워크 관리 가능한 단말 시스템 설계 기술

위치 관제 시스템 설계, 적용, 평가 기술

고정밀 보정신호 송신, 수신, 시스템 설계 기술

무인 위치 관제 시스템 설계, 설치, 평가 기술

재 방사 시스템 설계, 설치, 평가 기술

무선 위치인식 및 건물 내 위치인식 시스템

시스템관련 기술



98. 제품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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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레저용 제품

정밀 GNSS 제품

GNSS 수신기

모듈 개발

연구 개발

사업계획서

ASCENKOREA

GPS 수신기
70cm 정밀도

정밀GNSS
안테나일체형

GNSS 수신기
L1/L2 RTK

GNSS 수신기
L1/L2 RTK

MKT GPS Module
저전력, 25X28

PDR Module
GPS + Sensor

GNSS Module
저전력, 10X10

Timing Module
GNSS+센서

+L1/L2

범용 GPS 수신기
2.0m 정밀도

소형 GPS수신기
2.0m 정밀도

GNSS 수신기
2.0m 정밀도

GNSS 수신기
1.5m 정밀도

Wearable Device

wireless 
interface, DR, 
Compact Size

Small size & High 
Accuracy and precision
L1/L2 RTK, DMB Receiver

Essential embedded 
handling with DR, GNSS 
core

레저용
연속20시간

레저용
3인치 칼라

레저용
Map & Logging 

정밀 GNSS, 보정 신호 S/W

BT-RAW GNSS, RF Communication

RAW Message, 2주파, 지적 재조사 Project

Korea SBAS System, DGPS for Marine

.Flexible Device

.OS embedded

.Sports Target

.Long usage

GNSS + Controller
2cm 정밀도

GPS 수신기
BT4.0, L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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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참고1. 홈페이지, 주요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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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참고2. 주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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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참고3. RTK GNSS Receiver ASCENKOREA



14참고4. Bluetooth수신기 /GNSS Antenna ASCENKOREA



15참고5. RF 재 방사 시스템 ASCENKOREA



16참고4. 신문보도자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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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Location Pathfinder. Devices & Services Development.

Customer’s need is our mission!

Ascen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