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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주)�로드피아는

로드피아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고의 중심을 사람에 맞추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서비스 하겠습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늘 새로운 도전과 다양한 시도와 접근을 통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 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꿈을 꾸고 행동하는 로드피아가 되겠습니다.

사람

기술

진심

최고의 기술만이 세계를 지배 할수 있습니다.

로드피아는 최고의 인재를 바탕으로 끊임 없이 기술을 배우고 서비스에 적용하겠습니다.

하늘을 감동 시키는 것은 진심입니다.�진심이야 말로 IT시대의 핵심이라 할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진심을 통해서만 사람을 바라 볼수 있습니다.



회사개요

회 사 명 ㈜로드피아 설립연월일 2004. 03. 04

대표자명 변창수, 이상덕 (각자대표) 사업자등록번호 206-81-88807

주

소

본 사
(425-13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643-7 안산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 105호

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486 디지털엠파이어2차 103동 1511호

업태(업종) 서비스/데이터베이스, 제조/정보통신기기, 서비스/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생산품목 네비게이션앱 개발, 영상처리 솔류션, 스마트카 솔류션 개발, 안전운전 DB, GIS DB 구축 솔루션

기업신용도
및 기업규모

기업신용등급
BB

(한국기업데이터
2010. 01.04)

현금흐름등급
CR-2

(CR1:매우양호 ~ CR6 : 미흡)

총 자 산 992백만원(2011년) 종업원수 16명(개발자:10명)

대표이사 주요 이력

이 름 변 창수

학력
l KAIST�기계공학과 석사졸업(전공:�전산유체역학)(1994.02)

l 경북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1992.�02)

주요 이력

l 삼성상용차 :�엔진개발

l 네모텔 :�LGU+향 폰 네비게이션 개발

l 파워로직스 :�전기자동차용 BMS(Battery�Management�System)개발

l 삼성화재향 차량 관제 및 원격제어 시스템 개발

l 삼성화재 스마트 드라이브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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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이탈 경고 시스템

삼성화재 마일리지 앱

Auto Keeper 서비스(차량용 OBD 서비스) 

Navigation

Mobile Solution’s



삼성화재 마일리지 보험앱
LGU+와 삼성화재 보험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용 블랙박스와 무선통신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서비스.

사고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서버로 차량정보와 동영상을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현재 삼성화재의 마일리지 보험으로 판매중인 서비스임

• 발 주 처 : LGU+

• 개발환경 : iOS, Android

•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서비스 중



Auto Keeper 서비스(OBD서비스)
Auto�Keeper는 로드피아에서 서비스 중인 상품으로 차량용 OBD동글과 안드로이드 (4.2이상),�아이폰
(4S이상)�앱 및 서버를 통해 다양해 차량 및 운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2008년 이상 자동차 적용

l 운행정보 저장(1년분)
l 운행데이터 저장(약 30일 데이터)

http://www.auto-keeper.com

§ 경제운전, 안전운전 안내
§ 운행 이력 관리
§ 운전습관 분석 안내
§ 차량 상태 표시
§ 소모품 교체 알림
§ 고장진단 알림

§ 서비스 소개
§ 운행이력 관리
§ 소모품 교체 이력 관리
§ 고장 진단 이력 관리
§ 랭킹 관리
§ 매월 이메일 서비스

OBD

App Server

블루투스통신



Phone Navigation
GPS 안테나가 내장된 핸드폰 사용자가 경로탐색 서버를 통하여 경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핸드폰에서

경로안내를 수행하는 폰 네비게이션 서비스

• 발주처 : 현대자동차,LGT

• 개발환경 : Wipi, midp



차선인식, 차선이탈경고시스템(LDWS)
핸드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도로의 차선을 인식하여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 경고음을 출력하여 운전자로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 발 주 처 : 자체 개발

• 개발환경 : iOS, Android

• 앱스토어,Tstore 등록 서비스 중



T map  개발

SKT 주력 네비게이션 서비스인 T map을 약 5년간 개발 납품하였음.

안드로이드 , iOS, 바다 플랫폼과 위피 플랫폼상에서 개발 용역 수행 서버 통신 및 GUI 포팅

T map Black Box 기능 개발 납품등 다양한 부가 기능 개발 용역 수행 이력이 있음

• 발 주 처 : SK

• 개발환경 : iOS, Android, Wipi , Bada

T map

T map T map Block Box 기능

T map Block Box



도로 시설물 조사/관리 시스템

영상 및차량 위치 관제 시스템

전자 지도 편집툴

로봇 관제 시스템

GIS/LBS Solution’s



로봇 관제 시스템
무선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로봇의 위치를 중앙 서버에서 관제 하는 시스템으로 로봇의 위치를 파악하여 충돌체

충돌 여부, 경로 이탈 여부 서버에서 판단하여 로봇에게 수정경로및 이동명령을 하달 하는 서버관제 프로그램

• 발주처 : 공동개발

• 개발환경 : VC++6.0



영상 및 차량 위치 관제 시스템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간의 통신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의 위치를 서버로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차량을

관제하는 시스템으로 운행이력, 위치추적, 이벤트관리, 차량관리, 통계 기능

• 발주처 : 자체개발

• 개발환경 : Web, Android, iOS



전자 지도 편집툴
전자지도에 각종 오브젝트를 편집 할 수 있는 툴로서 배경색과 특수 명칭 및 가로수/공원/가로등 등의 기존

전자지도에서 볼 수 없는 디자인된 아이콘들을 추가 수정 할 수 있는 전자지도 편집 툴이다.

• 발주처 :  SK

• 개발환경 : VS2008



도로 시설물 조사/관리 시스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또는 가로수의 정보를 편집 할 수 있고 또한 조사자와 설치자들에게

서버에서 작업지시를 내리도록 하는 도로시설물 조사/관리 시스템으로 RFID와 연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 발주처 : 자체 개발

• 개발환경 : UMPC, PDA, Server

※GS 인증 제품

관리자용

조사자용

서버데몬



측정 소프트웨어

영상 주차 유도 시스템영상 보안 시스템

PC SW Solution’s



영상 보안 시스템
사용자의 PC에 웹카메라를 이용하여 사무실 혹은 가정에 외부의 침입이 있는 경우 움직임을 감지하여 침입

영상을 이메일과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이다.

• 발주처 : 자체

• 개발환경 : VC++

※GS 인증 제품



영상 주차 유도 시스템
주차유도 시스템은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 하는 경우 주차되어 있지 않은 주차면을 알려 주어 주차 시간을 단축해

주는 시스템으로 시스템 전체 개발이 가능하다. 주차면에는

주차판단 센서(초음파)를 설치 하여 주차 여부를 안내 한다. 

관제프로그램은 주차 여부를 주차면 별로 표시함은 물른 각종 통계 자료를 출력하는 기능이 있다.

• 발주처 : 자체

• 개발환경 : VC++6.0



측정소프트웨어
차량 충돌 테스트 전,후 더미와 차량의 측정포인트들을 측정하여 그 변화량을 비교 분석하고 보고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임,

3차원 레이저 측정기로 와 통신을 통해 측정 포인트들의 좌표를 입력 받아 좌표축설정등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충돌전후 좌표의 변화량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임.

현재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납품된 프로그램임

• 발주처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 개발환경 : VC++



차량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

NRMS

공항만 포털 모니터링 시스템

방사능관련 SW



공항만 포털 모니터링 시스템
공항망 입출 차량과 차량에 탑재된 수입물품들의 방사능을 자동 측정하고 방사능 수치가 기준 이상인 경우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하는 솔루션.

차량번호판 인식, 방사능 측정장비 연동,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임

• 발주처 : 원자력 연구소

• 개발환경 : VC++



NRMS
Network Radiation Monitoring System으로 원격지에 있는 다수의 방사능 측정장비로 부터 방사능측정값을 수신

받아 방사능 선량 계산, 방사능 종류를 분석, 저장 및 보고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 발주처 : 원자력 연구소

• 개발환경 : VC++



차량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
차량에 장착된 방사능 측정기로 부터 방사능 측정값을 차량에 탑재된 전광판에 표시하고

측정값은 서버로 전송하여 관리자가 차량의 위치와 방사능 수치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 발주처 : 월성 원자력 발전소

• 개발환경 : 안드로이드, VC++



Client’s



기분좋은내일
은무엇입니까? 

(주)로드피아는

고객의기분좋은내일을위해

내일처럼노력합니다.



THANK YOU

010-9206-9204 csbyun@roadpia.co.kr www.roda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