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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긴급구조 LTE 기반 측위 개발(ETRI)

스마트시티 관제 시각화 컨설팅(N3N)

N3N 융합관제 기술 개발 MOU 체결

중기부 디딤돌과제 선정(2020)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특허 등록 4건, 출원 1건

NICE 기술평가 – TCB 3등급(우수)

기보 기술보증기업

2019 위치기반 서비스 공모전 입상

‘에스오엑스’ 소개

주요 제품/서비스

“STAYON.box : 위치응용 및 검증을 위한 범용 SW 플랫폼”

에스오엑스는 "위치응용 및 검증을 위한 Software 플랫폼", STAYON.box"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치 측위, 위치데이터 분석 및 처리, 위치정보

시각화 등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업 및 기관 대상으로 여러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위치/공간정보 프로젝트 및 연구

개발을 수행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치응용 SW 프레임웍을 개발하였습니다.

STAYON.box를 기반으로 특정 장소내 사람들의 이동 및 방문 경향을 분석하는 군집 행동정보 분석, 시설 내 방문객 밀집도와 감염 의심자의 동

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염관제 응용 등으로 파트너 사와 함께 다양한 Use Case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업 정보

대인 및 대물에 대한 위치를 응용하려는 니즈는 많으나 적용할 물리적 환경이 복잡 다양함에 따라 도입 시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STAYON.box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환경과 니즈를 충족하면서도 ROI를 만족시킬 위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TAYON.box Location SDK는 다양한 HW의 조합을 가능하게 하여 밀집도가 높은 곳이든 임시적 환경에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든, 현장에 따

라 유연하게 아키텍쳐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STAYON.box Orchestration 프레임웍은 위치응용을 빠르게 구축하고 고객이 운영중인 레거

시 시스템과 통합을 용이하게 합니다. 엣지기술 적용으로 복잡한 시스템 연결없이 단독으로 위치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STAYON.box는 위치 응용이 필요한 곳 어디든 최적의 ROI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에스오엑스’ 보유 기술 및 서비스

# 비 GPS 측위 기술 : GPS가 닿지 않는 곳에 대해 WiFi와 LTE 무선신호를 이용하는 측위 기술. 긴급상황에 응용 가능

# Drilldown Play : 파워포인트로 저작한 슬라이드를 3차원 지도 형식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기술. 현장 모니터링 시각화에 응용

# SOX Works : HR 컨설턴트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역량진단 서비스

# Make Random : 업무와 SW 테스트에 필요한 임의의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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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dAD6USGlyCuQggyOFgv34Qm-r1ceGQgA


SOX Edge

행동 정보
(접근, 체류)디바이스

카운트

디바이스 센싱
에 따른

접근성 확인

1

3

-스마트폰무선신호를센싱하여사람들의접근, 군집, 이동정보등을획득

-방문빈도, 체류시간, 재방문등집계

- Edge 자체적으로데이터를집계처리함 (인텔리전스)

- Edge를멀티로운영할때대상에대한정밀실내측위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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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PC

행동 정보에 대한
통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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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응용 Edge = 데이터수집 + 데이터집계 + 데이터및위치시각화

사용자 응용 모듈 (CMS)

밀집도 Warning !!

신호센싱 및 위치데이터 처리(SDK)

데이터 시각화

위치 데이터 기본 집계

신호데이터 처리 및 위치 변환

대물에 대한 신호 센싱

데이터 분석 및 변환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위
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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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
스

앱

방문자 및 근태관리 매장 방문고객 분석

서비스 품질 관리접근 제한 시설 관리

STAYON.box의 응용

* 전체데이터분석은서버나클라우드에서수행함



현장모니터링시각화 = 3차원대시보드저작기술 + 실시간데이터표출
-모니터링현장에대한대시보드를 PowerPoint로저작하여 GIS Mapping기술로시각화

- STAYON.box대시보드연계기술

-관련특허보유

Detail Slide Detail Slide

웹변환

데이터
바인딩

시나리오에따라
대시보드슬라이드저작

현장모니터링(알람 표출)

실시간데이터 바인딩

모바일연계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