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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증가하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

01 문제정의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교통 데이터 수집

정보수집 스마트시티 성과 현황

2016년 2025년

1.1조 달러

2022년

0.4조달러

2.0조달러 이상

자료출처 :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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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기 어려운 인프라 건설 비용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이 비쌈

CCTV 미설치 지역, 
외곽 범위 지역은 
데이터 확보가 어려움

투자비용 대비 
떨어지는 효율성



교통 데이터 수집 왜 어려울까요?

01 문제정의

4

기존 교통 데이터 수집에는 크고 작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프라 검지기를 이용한 교통 정보 수집

Painpoint

DTG(Digital Tacho Graph)를

이용한 정보 수집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 수집

이동 통신 기지국 데이터 활용

별도 패널을 활용한 교통 정보 수집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이 비싸고 미설치 지역에는 교통 정보 사각 지대 발생

별도의 DTG 장비가 필요하고 화물차 중심의 이동 정보만 획득 가능

데이터 수집 후 획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위치 정확도가 낮고 별도 교통 정보와 통합 분석이 필요함

패널 모집과 정보 수집 S/W 교육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림



02 문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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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라이브 소싱 교통 빅데이터

이런 한계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데이트 음영 지역 해소 정화한 GPS 
단위 위치 수집

사용자 중심 
데이터

트립 단위 
분석 데이터인프라 투자 비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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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라이브 소싱 교통 데이터 범위
사용자 중심 교통 데이터 수집 방법

0201

0706

실시간 교통 데이터 수집
OD(Origin-Destination) 분석,

GPS 정밀좌표, 속도 데이터에 대해

실시간 수집 가능

탄소배출량 측정 및 감소
운행 습관 분석(급정거, 급출발 등)을

분석하여 탄소거리를 측정하여

탄소저감 솔루션을 제공

개인 이동 복합 데이터 분석
대중교통, 개인차량, 개인 이동의

복합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행 목적 분석 가능

맞춤형 교통 정책 제공
열악하거나 자립도 떨어지는

지역 중심 통행권을 분석하여

맞춤형 교통 정책을 제공

05

03

08

주행 인식을 통한 분석
사용자 개입 없이 주행 인식을 통한

동수단 전환 상황에 맞춤형

교통 정보 제공 가능

사용자 이동 패턴 분석
사용자 이동 패턴 분석을 통한

주요 주행 경로 또는

출발지, 목적지 분석 가능

교통 기술 체계 개선
사용자들의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전자에게 도로 상황을 제공하고

교통 기술 체계를 개선

04

데이터 음영 지역 해소
시민/교통 통신원 제보를 통해

데이터 수집 음영지역 해소

실시간 돌발 교통 정보 수집 가능



02 문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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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라이브 소싱 교통 데이터 구조
데이터에 대한 권리, 수익 분배, 데이터 관리 플랫폼

• 정부,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데이터 공급 체인 구성

• 보상(인센티브) 제공

• 사용자 거부감 낮춤

• 습관형 서비스 구축

크라우드소싱 기반 
교통 데이터 처리

데이터수집

참여보상

데이터공급/가공

데이터구매
사용처 수요처



03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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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보상형 모바일 교통 데이터 수집 서비스
별도의 장치 없이 일상의 모든 주행 정보를 기록하고 포인트를 이용한 모바일 쿠폰/자동차 용품 구매 지원

• 수집된 정보 가공한 교통혼잡도 

• 출퇴근 시간 교통수단 이용 비중

• 차량운행 행태 평가(사고위험도)

빅데이터 분석 및 학습

• 교통정보 수집의 능동적 참여 유도

• 다양한 제휴사 연계 서비스 제공

• 제공된 포인트 사용처 확대중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 스마트폰 센서 통한 사용자 행동 분석

• 교통수단판별 라벨링

• 차량 이동궤적데이터 수집

크라우드소싱 교통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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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라이브 소싱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교통 제보 
접수 방식 개선(교통)


• 기존 전화 접수 방식에서 앱을 통한 
제보 방식으로 변경하여 음성 데이터 STT 
(Speech To Text)를 통한 음성 > 텍스트 변환 
데이터와 제보 위치 정보 수집


•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제보 위치와 제보 정보, 
스마트시티 CCTV 연동 정보 제공

• 교통 정보 사각지대 해소 (내비게이션, 교통관제)

• 시민 참여형 주행 정보를 표준 노드/ 링크로 매핑 
• 링크별 평균 속도를 수집 및 도로 링크별 
미래 속도 예측 

• 링크별 미래 속도 및 이벤트를 예측하기 위해서 
딥러닝 모델 중 Conventional 
LSTM(ConvLSTM)을 이용 

• 시민 참여형 교통 주행 데이터 학습을 통해 
교통 정보 사각지대 85% 이상 해소

• 전주시 관광 유입객 분석 (정책개발)

• 교통 빅데이터 OD 정보를 활용한 위치기반 
클러스터링 수행


• 전주지역 주요 관광지 매핑을 통해 시간대별 
관광지 이용 행태 분석

•전주지역 관관지 개발 전략 수립 
기초 자료 활용

사례 1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례 2 : 경찰청, 교통센터 사례 3 : 전주시

실시간 도로 속도 모니터링 돌발 교통 정보 수집 지역관광 및 교통 수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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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크라우드소싱 교통 정보 수집 기술

도보 상태 자동차 상태

기점 주행

정차 종점

스마트폰 : 비활성 모드 (도보상태)

사용자 행동 탐지 + 지오펜스 + 속도 변화 탐지

행동 상태 변환

(도보->자동차)

최초위치

(1) watchdog

(2) 강제종료

(3) 행동 상태 변환 (자동차->도보)

주행

이동속도
행동 상태 변환

(자동차->정지)

스마트폰 : 활성 모드 (백그라운드 이동 궤적 생성 지원)

주기적인 이동 궤적 수집

도보 상태

상태정보중 

최종 정차 위치

주행인식 주행종료인식

기점보정

GPS 신호 정확도 기준

종점보정

기종점 보정 사유

• (문제정의) GPS 신호 수신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 지하철 구간의 경우, GPS 위치 정확도 문제가 발생함

• (해결방안) GPS accuracy 값을 이용하여 일정 threshold 이하 위치값만 사용

• (accuracy 값이 낮을수록 GPS 신호 세기가 크거나 위치정확도가 높은것을 의미함) 

지오펜싱 설정

원격전송

주행정보 원격전송

저전력 백그라운드 정보수집 전략 
• 지오펜싱과 도보 상태 인식 기능 사용

• 주행모드인 경우만 위치정보 수집 (전력소모 줄임)

•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이동 궤적 생성 지원

cloud

server

이동궤적#1 이동궤적#2행동탐지

위치인식

지오펜싱

위경도 변화, 속도 변화 탐지

이동 궤적 보정

이동시간, 이동거리 계산

위드라이브 소싱 기반 정보 수집

배터리 소모 효율 최적화 모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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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빅데이터 수집 및 보유

B I G D A T A

2.4만명 10만회

200만km 매일

18.4억km / 8325만건 / 8.5TB

20만명 / 4만명 / 2.4만명누적사용자/MAU/DAU

수집거리/건수/용량 (총)

200만km / 10만건 / 15GB수집거리/건수/용량 (일평균)

* 2019.12.30, Sample data, 출발지점



04 서비스 확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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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X 커뮤니티 = 쇼핑몰, O2O 서비스

사용자 커뮤니티 운영
자동차 관련 컨텐츠 & 뉴스 제공

자동차 용품 쇼핑몰 운영
위드라이브 포인트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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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X 상용차 = 화물차 전용 서비스
상용차 사용자 대상 전용 서비스 : 전용 커뮤니티, 운임료 계산, 화주 평가 서비스 제공

화물차 전용 페이지 화물차 전용 커뮤니티 업체정보 운임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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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X 환경 = 에코드라이빙 캠페인
자동차 운전 습관에 따른 탄소배출 측정 정보 제공

에코드라이빙 페이지 정보 입력 캠페인 참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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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X 자동차 = 디지털 스마트키 “키닷”

비대면 O2O 자동차 케어 서비스 
지원하는 스마트 디지털 키

• 모바일 앱을 통한 자동차 잠금제어, 
비대면 O2O 자동차 케어 서비스 예약

비대면 자동차 키 전달을 지원하는 스마트 디지털 키 H/W

• 위드라이브 사용자 포인트 연계 상품으로 최초 개발, 
구독형 디지털키 제품

• 자동차 기종 상관없이 키 모양에 따라 높은 
호환성 사용지원, 차키 분해 필요 없음

키닷 S/W (키닷앱)키닷 H/W (키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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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X 자동차 = 스마트 차량 관리 솔루션 “키플릿”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스마트 차량 관리 솔루션

통합 차량관리 솔루션 : 키플릿

• 차량 스마트키 비대면 공유 및 동작 제어

• 수집된 주행 데이터 분석을 통한 탄소 배출량, 
유류비 절감, 차량 상태 등의 리포팅 제공

자동차 플릿 관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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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X 이동 = 관광 NFT 플랫폼

NFT 와 크라우드소싱 기술

행동탐지 위치인식

지오펜싱

위경도 변화 속도 변화감지

이동궤적 보정 이동 시간,거리 계산

NFT

• 위드라이브 주행인식 기술 확보 완료 
(실 주행데이터 건수, 용량)

• 지오펜싱 기술 활용하여 블록체인 도입

위치 인식 기술과 블록체인 결합

• 블록체인 기반 무드투언 관광 NFT 융햡기술 구현

교통 빅데이터 
서비스

NFT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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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X 글로벌 = 지속가능한 교통 정보 수집

• 일반 시민이 데이터 수집 참여를 통한 보상(리워드) 제공 방식 -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데이터 수집 - 데이터 분석 - 데이터 활용 전주기 서비스 도입 

• 데이터 기반 연구 활용을 위한 로컬(local) 교통 빅데이터 확보

•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계 사업 확장 : ITS, IT, 교통 서비스 등

• 교통 인프라 구축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 차원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성 보장

• 교통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조사 비용, 예산 절감 효과

<크라우드소싱 교통 정보 활용 : 교통 정보 사각 지대 해소, ITS 활용, 국내 실증>

UN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목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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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P (참여-보상)

교통 빅데이터 확보

데이터 수요처 제휴

2019 2020 2021 2022 2023 - 2024
• MVP 서비스 개발 및 검증

• 초기 사용자 확보

• 서비스 마케팅, 교통 빅데이터 확보

• 데이터 수요처 확보 - 사용자 보상 체계 구축

•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 및 가공

• 서비스 마케팅 실시 - 사용자 확대

• 서비스 품질 개선, 캠페인 사용자 확보

• 포인트 활용 체계 개선, 추가 매출 실현

• AI 기반 분석 솔루션 개발 / 교통 마이데이터

• 블록체인 기술 개발

• 해외 서비스 개발 및 출시

• 환경, 에너지 융합 분야 서비스 확장

• 사용자 서비스 확장 : HW, O2O, 글로벌

• 관광 NFT 기술개발

2025 - 2030
• 멀티모빌리티 해외 확장 서비스 개발 및 출시

• 교통수단 별 서비스 제공 : 빅데이터 분석 및 AI 학습

• 응용 서비스 확장 : 관광 NFT 기반 광고 비지니스 모델

• 글로벌 빅데이터 처리 및 Ai 활용(국가별 맞춤형 솔루션) 

누적 다운로드 5만

일 활성 사용자 2만명 이상

스마트시티 실증

분석 레퍼런스 확보

자동차 광고 수요처 제휴

자동차 O2O 서비스 제휴교통 분석 AI 솔루션 개발

교통 빅데이터 IDC 구축

HW 연동 제품 개발

커뮤니티 서비스 개발

쇼핑몰 및 결제 엔진 연동

블록체인 연동 기술 확보

해외 글로벌 서비스 출시

누적 다운로드 20만 누적 다운로드 50만

환경 / 에너지 연계 분석 기술 개발

탄소배출 리포팅 기술 출시

국가별 특성화 서비스 출시

화물차 전용 서비스 출시

관광 NFT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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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한 서비스형 백엔드(BaaS) 플랫폼 개발” (연구책임, 2014.07 ~ 2015.05) - 창업 맞춤형 사업 
• “자전거 및 이륜차 B2X 안전서비스 개발” (공동연구책임, 2014.12 ~. 2016.03)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 “다중센서 융복합 기반 실시간. 모바일 교통정보시스템 개발” (세부연구책임, 2013.6 ~. 2018.12) - ICT 융합 인력양성 사업 
• “크라우드소싱 기반 스마트 교통 정보 수집 및 공유. 시스템 개발” (연구책임, 2018.06.12 ~ 2019.06.11)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
제 

•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구글맵(Google Maps) 기반의 증강현실(AR) 적용 실내공간용 보행자 내비게이션 플랫폼 개발” (공동연구, 2019.04.05 ~ 
2021.12.31) - 교통물류연구사업 

• “교통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민 참여형 교통 수집 플랫폼” (연구책임, 2020.07.13 ~ 2020.12.11) - 인천스타트업파크 “품(POOM)” 실증 상
용화 지원 사업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공급 및 가공 기업 등록 : 6건 수행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공급 기업 등록 : 1건 수행 /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 
사업 : 1건 수행 

• “위드라이브 케어 : 비대면 자동차 케어 서비스 매칭 플랫폼 서비스” (주관책임, 2021.05.01 ~ 2022.02.28) -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 “전기차 베터리를 활용한 50kW급 저탄소 친환경 이동식 전력저장공급장치 개발” (공동연구책임, 2022.04.01 ~ 2025.03.31) - 그린벤처 프로그램 

R&D 
• “건설기계용 400kW급 이동식 충전 시스템 개발” (공동연구책임, 2022.04.01 ~ 2025.12.31) - 전기식 건설 기계용 충전 인프라 및 기반 기술 개발

2006. 03 ~ 2010. 02 :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공학박사 
2010. 02 ~ 2012. 12 : 국방과학연구소, 제2기술연구본부 / 선임연구원 
2013. 01 ~ 2017. 09 : (주)노벨룩스 공동창업 / 대표이사 
2017. 09 ~ 현재 : (주)위드라이브 / 대표이사

대표이사  여명호

• 대표자는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센서 네트워크 분야 연구 주제로 국제 저명학술지 (SCI, SCI-E) 12편,  
국제학술대회 14편, 국내학술대회 및 KCI(국내학술지인용색인) 80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음.

주요사업실적

연구실적

소속 직책 성명 역할 주요 경력

본부
대표이사 여명호 서비스 총괄 / 사업운영 정보통신공학과 공학박사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

원

기술고문 / 이사 문철 기술자문 / 연구개발 전파공학과 공학박사 / 한국교통대학교 재직 교수

연구소
연구소장 박형순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석사 / (주)마크애니 차장

연구원 임수아 UI/UX 디자인 시각디자인 학사 

서비스개발

팀장 이현종 웹 개발 / 백엔드 개발 컴퓨터정보과 전문학사 / (주)노벨룩스 대리

리더 정종찬 iOS 앱 개발 기계과 전문학사

리더 한준희 안드로이드 앱 개발 컴퓨터공학과 학사

리더 김현근 웹 서비스 개발 컴퓨터공학과 전문학사

리더 김지현 웹 서비스 개발 컴퓨터공학과 전문학사

서비스운영

팀장 김선영 서비스 운영 및 마케팅 경영정보학과 학사 / (주)대우건설 과장

리더 윤수영 서비스 운영 및 마케팅 항공경영학과 전문학사 / BMW, 광고기획사 대리

리더 최유진 서비스 운영 및 마케팅 호텔경영학과 학사

세종본부 본부장 이수안 공공기관 연계 사업 영업 마케팅 경영정보학과 석사 / (주)카페인마케팅 대표

해외서비스
팀장 김태영 빅데이터 분석, 해외 서비스 개발 바이오 생명과학과 학사 / 스페인어, 영어 능통자

리더 강필균 유럽 시장 진출, 해외 서비스 개발 경영정보학과 석사과정 / 오스트리아 거주

H/W 개발
팀장 성동욱 하드웨어 기획 총괄 정보통신공학과 공학박사 / KAIST Post-doc

연구원 이병주 하드웨어 개발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석사 / (주)보아스SE 

팀(Team) 인력구성

• 데이터 분석 및 보안 분야 전문 인력 보유

•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In-House 팀 구성

• 서비스 운영 및 마케팅 인력 보유

• 하드웨어 전문 인력 추가 고용 예정 (2인)

• 해외 서비스 분야 인력 고용 예정 (2인)

• 공동 IDC 인프라 보유 (고성능 GPU서버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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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참여가 더 멋진 교통 환경을 만듭니다.
2017 법인 설립, 한국교통대학교 기술 투자 (기술지주 참여 1호 기업)


커넥티드카 연구센터 설립 (기업부설연구소)

위드라이브 본사 이전 (충주->인천)

운전 습관 분석 베타서비스 “위드라이브” 출시

한국교통대학교-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 국제공동연구 “교통 약자를 위한 실내 길안내 서비스”

LG사이언스파크 오픈랩내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2019

교통통신원 제보 플랫폼 베타서비스 “위드라이브톡 - 교통 통신원 제보 서비스”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방송 경인본부, 교통 정보 라디오 패널 참여

2018
시민 참여형 교통 정보 서비스 프로토타입 개발

현대자동차그룹 플랫폼 사업팀 PoC 협업 - 교통 데이터 품질 개선

SK네트웍스 위드라이브 포인트 제휴 할인 계약 체결

국토연구원, 교통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업무 제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우수 사례 선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공급/가공 기업 등록

인천경제자유구역, 스타트업파크 “제품사업” 실증상용화 사업 선정p

한국교통대학교내 공동 IDC 센터 설립

교통 빅데이터 활용 공모전, 우수상 수상

데이터 공급 및 가공 기업 등록 / 교통 데이터 상품 3종 게시

2020
데이터 품질 개선 및 데이터 수요처 제휴

2021
데이터 공급 및 가공 기업 등록 / 교통 데이터 추가 상품 5종 게시

한국교통대학교, “자율 주행 차량 국민 인식 설문 조사” 업무 대행

국토연구원 “COVID-19로 인한 도시 모빌리티 변화 패턴 연구” 교통 데이터 공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교통 엣지 컴퓨팅 기반 교통 우회 유도를 위한 교통 서비스 개발”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 “노약자,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교통 안전 정보 서비스”

데이터 공급 및 가공, 교통 서비스 기능 확장 개발

주요 연혁

주요 서비스

사업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설립일

사업분야

세부분야

주 생산품목

개발예정품목

주식회사 위드라이브

여명호

2017.09.07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교통 정보 서비스 / 데이터 분석 및 가공 /

교통 빅데이터 데이터셋 / 교통 정보 분석 서비스

교통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 교통 정보 서비스 (퀵네비, 우회도로 유도 서비스, 실내 내비게이션)

자본금 0.5억 임직원수 12명

WE+DRIVE = 우리는 운전한다. "참여형 교통 정보 서비스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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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활용

• 사용자 확보 : 20만명 (MAU 4만 | DAU 2.4만)

• 누적 포인트 : 9.8억 포인트 (3.4억 포인트 사용)

• 자동차 O2O 쇼핑몰 개발

• 세차, 정비, 타이어 업체 계약 추진

• 자동차 용품 제휴사 확보

• 해외 포인트 활용처 조사

스마트 디지털키

•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수행

• 초기 시제품 개발 완료 (통신 프로토콜, 특허, SW)

• 제품 생산 금형 추가 개발

• 제품 패키지 개발

• 구독형 결제엔진 연동 기술 개발

• 국내외 인증 진행 : KC 인증, 해외 인증 등

환경, 교통  
캠페인 서비스

• GPS - 도로 변환 기술 개발 완료 / 특허출원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 공동 IDC 인프라 확보

• 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성

• 캠페인 프로세스 개발 : 환경, 에너지, 교통

• 공공기관, 지자체 캠페인 제휴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 탄소발자국 등 환경 정보 도시화 기능 개발

해외 사업화
• 해외 사업화 전담 인력 확보 

• 해외 시장 조사 및 포인트 사용, 법률 검토

• 유럽, 일본, 우즈베키스탄 현지화 추진

• KOICA CTS, 우즈베키스탄 지원 사업 추진 (심사중)

데이터 품질 개선

• 복합 모빌리티 데이터 수집

• MaaS 연동 서비스 및 플랫폼 개발

• 모바일 주행인식 SDK 서비스 개발 : 서비스 확장

•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

• 교통 마이데이터 종합 관리서비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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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기반 
교통 데이터 수집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SK, 카카오, 네이버

삼성카드, 바이카  
등 O2O 서비스

교통정보를 통해 교통 혼잡 개선 및 사고 예
방 솔루션 구축 하려는 공공기관

교통변화 예측 솔루션을 통해 내비게이션 
개선 및 정확도 개선을 수행하려는 기업

교통 사용자 수요 분석을 통한 라이프스타
일 인사이트 도출 및 O2O 서비스 제안

고도화된 데이터 공급

파트너 협력을 통한 
솔루션 개발 수행

O2O 맞춤형 서비스 제안

교통 데이터 인사이트 분석  
및 데이터 공급 판매 진행

내비게이션 고도화 개발  
수행 플랫폼 제안

API 등을 통한  
지역 맞춤형 정보 공급

목표 고객 및 시장

도시 교통수단별  
수집 & 분석

스마트 시티 브레인 
빅데이터 구축

AI

AI

AI

AI

AI 학습

   교통수단 별 데이터 분석 기술로 도출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 제시 및 ‘시민 참여형 교통 정보 수집 체계’ 도입 
   모빌리티 빅데이터 수집, AI 분석 통한 ‘글로벌 스마트 시티 브레인’ 역할 수행 및 교통 관련 다양한 시장 진출

녹색이음

탄소배출도MasS

도시개발교통정책

DRT

확장 서비스

확장 서비스

데이터 거버넌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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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센서 데이터 기반 이동 궤적 생성 및 교통수단 식별 기술 보유

• 자동 이동 궤적 저장 기술 : 3축가속도센서, 지자계센서, WiFi, Bluetooth, GPS 모듈로부터 
수집된 OS 레벨 행동 데이터와 지오펜싱 기술을 결합하여 자동차 주행 상태를 식별하고, 
GPS 이동 궤적을 기록하는 기술 보유


• 백그라운드 활성화 기술 : 도보 상태에서 자동차 상태로 바뀌는 경우, 스마트폰 앱을 백그라운
드 상태에서 활성 상태로 변경. 불필요한 GPS 모듈 사용을 줄이고 스마트폰 베터리 소모를 
줄임으로써 크라우드소싱 참가자 불편 감소


• 기종점 자동 인식 기술 : 사용자 입력없이 사용자 행동 상태, GPS 이동 정보, watchdog, 
geo-fencing 기술을 결합하여 자동으로 기종점 구간을 인식하고 분리하는 기능 제공  


• 이동 수단 승하차 개념을 적용하여 도보-자동차, 자동차-도보 전환 시점 인식 설계 

• 이동궤적 및 기종점 보정 기술 : 지하주차장, 지하도, 지하철은 GPS 정보 수신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위치 추정의 문제가 발생함. 이동 궤적 생성시 GPS 위치좌표를 활용하는 
경우, 기점, 종점 위치 오차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경향을 발견하고, GPS 신호세기와 정확도를 
함께 기록하여 주행 종료시 기종점 위치를 보정하여 이동궤적 생성

특허등록, 10-2237-9070000, 사용자 이동 경로에 기반한 이동 수단 식별 방법 및 시스템

(주)위드라이브

         -  크라우드 소싱 기반 스마트 교통 정보 수집 및 공유 시스템 개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2018.06~ 2019.07) : 성공 판정


- 교통데이터 수집 정확도 : 100%., 음성인식 인식율 : 94% 달성(도로교통공단)


- 교통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민 참여형 교통 정보 수집 플랫폼 
(인천스타트업파크, 2020 실증상용화 지원사업, 2020. 07. 13 ~ 2020. 12. 11), 우수 판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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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일자 내용 비고

1 특허등록 22.03.29. 맞춤형 공간 안내 방법 및 시스템 10-2381834
2 특허출원 21.12.13. 블루투스 기반 스크류 리니어 모터와 서보 모터를 이용한 범용 스마트키 제어 장치 10-2021-0177436
3 특허출원 21.11.11. 궤적 데이터 도로 네트워크 매칭 방법 및 시스템 PCT/KR2021/016413
4 특허출원 21.10.20. 궤적 데이터 도로 네트워크 매칭 방법 및 시스템 10-2021-0140313
5 특허등록 21.04.02. 사용자 이동 경로에 기반한 이동 수단 식별 방법 및 시스템 10-2237907
6 특허등록 16.06.28. 시간과 주파수 영역 채널 추정 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추정 시스템 10-1636061

7 특허등록 14.12.15. 분산 교통 데이터 관리 시스템 10-1475037
8 저작권 22.01.11. AI 기반 자동차 주행 인식 및 주행 기록 솔루션 C-2022-004420
9 저작권 22.01.06. ML 컴포넌트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 C-2022-001063
10 저작권 22.01.05. 이미지 기반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객체 정보 식별 서비스 C-2022-000849
11 저작권 22.01.05. 자연어 처리 기반 평판 분석 레포팅 서비스 C-2022-000848
12 저작권 22.01.05. 모바일 앱 기반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 C-2022-000803
13 저작권 21.12.31. 지도 기반 POI 단위 센싱 데이터 그래프 시각화 서비스 C-2021-060355
14 저작권 21.12.31. 개인 정보 활용 동의 기반 통합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C-2021-060346
15 저작권 21.12.30. 통합 주유소 단위 유가 정보 수집 모듈 C-2021-059705
16 저작권 21.12.29. 이동 경로 기반 추가 비용 산출 모듈 C-2021-059112
17 저작권 21.12.29. 전국 단위 날씨 정보 수집 모듈 C-2021-059111
18 저작권 21.12.29. 전기 전자 장치의 배터리 수명 / 교체시기 예측 모듈 C-2021-059110
19 저작권 21.12.29. 지도 기반 사고다발지역, 시설 정보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 C-2021-059109
20 저작권 21.12.28. 시계열 오염도 데이터를 활용한 오염도 예측 모듈 C-2021-058650

No 구분 일자 내용 비고

21 저작권 21.12.28. 통합 자동차 정보 조회 서비스 C-2021-058649

22 저작권 21.12.28. 위치 기반 격자 단위 통계 분석 및 시각화 모듈 C-2021-058648

23 저작권 21.12.28. 지오펜스 기반 교통 혼잡도 분석 서비스 C-2021-058647

24 저작권 21.12.28. 지오펜스 기반 교통 정보 안내 서비스 C-2021-058646

25 저작권 21.12.28. 지오펜스 기반 위치 통계 확인 서비스 C-2021-058645

26 저작권 21.12.28. 지오펜스 기반 위치 통계 구축 서비스 C-2021-058644

27 저작권 21.12.28. 그래프 기반 실내 최적 경로 탐색 모듈 C-2021-058643

28 저작권 21.12.28. 시공간 특성을 고려한 작업 동선 최적화 서비스 모듈 C-2021-058642

29 저작권 21.08.04. 이동 궤적 데이터 도로 네트워크 변환 모듈 C-2021-031057

30 저작권 21.02.08
 체험 기반 AI 학습 프로그램 C-2021-006203

31 저작권 20.09.28 구글맵 기반 실내외 내비게이션 서비스 C-2020-033322

32 저작권 20.09.28 구글맵 기반 실내외 내비게이션 연동 서버 모듈 C-2020-033321

33 저작권 20.09.23 passinfo(패스인포) C-2020-032796

34 저작권 19.02.25 모바일 음성 인식 기반 교통 제보 서비스 C-2019-005438

35 저작권 19.02.25 지도 기반 교통 정보 통합 관제 웹 서비스 C-2019-005437

36 국내수상 20.10.29 교통 빅데이터 활용 공모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상

37 국내수상 22.02.03 산학협력우수기업 선정 - 충북대학교 총장상

특허 및 저작권 보유 현황

협력 네트워크 현황 서비스 운영 및 빅데이터 처리 인프라 (산학 공동 IDC 구축)

노드 클러스터Ingestion & Query 성능 교통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조,

•한국교통대학교내 교통 데이터 센터 운영

•고성능 GPU 서버 (6대) / 데이터 스토리지 장비 (1대)

•인프라 장비 기부, 산학 공동 연구 실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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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 플랫폼

전문 광고 플랫폼

교통 데이터 판매

자동차 정비, 세차, 보험 등 관련 O2O 연계 서비스 제공 
제휴업체 : 카앤피플, 오토그루밍, 오토오아시스, 스피드메이트 등

자동차와 관련된 전문 광고 서비스 제공 
제휴업체 : 한국타이어, 현대자동차, SK네트웍스, 삼성화재, 캐롯손해보험 등

교통 빅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대학, 연구소, 지자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운전 차량, 주행 경로, 운전 습관, 이동 패턴 등 데이터 공급 및 가공 서비스 제공

유형별 협업 체계 구성

주요협력네트워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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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데이터 관련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목표)

총자산 66 163 309 523 600

자기자본 50 50 50 50 50

매출액 28 89 255 927 3,245

영업이익 -60 -20 64 350 1,200

연평균성장율 (%) - 217.86 186.52 263.53 250.06

영업이익율 (%) -214.29 -22.48 25.1 37.76 36.98

시민 참여형 
캠페인 플랫폼 개발

자동차 케어 연동 
플랫폼 개발

포인트형 
교통 서비스 출시

자동차 관련 
제휴 네트워크 확보

교통 빅데이터 
분석 기술 확보

캠페인 플랫폼 
실증 실시

2019.12 2020.05 2021.06 2021.12 2022 - 2023

• 17만명사용자확보/6.5억Km주행데이터확보

• 한국교통연구원 빅데이터 공모전 우수상 수상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교통엣지플랫폼 실증사업

• 현대자동차 플랫폼 제휴 PoC 사업 수행

• 현대기아차 그룹 커넥티드카 플랫폼 연동

• 카앤피플(출장세차), 스피드메이트, 카수리, SK에너지

• 파트존, 타이어픽, 카버샵 등 제휴 네트워크 확보

산학연 공동 연구 
국가 R&D 사업 스마트시티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 비대면 O2O 자동차 케어 서비스

• 출장 세차, 출장 정비, 타이어, 기타 상품

• 스마트 디지털키 기반 비대면 프로세스

• 산학 공동 IDC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 인공지능 분석 통합 클라우드 개발 : WEverse

• AI 주행인식 솔루션 개발 : WEcore

• 교통 빅데이터 활용 수요처 확보

• 데이터 활용 응용 서비스 개발 

• 주행기록장치 개발

• BLE 기반 이동 수단 식별 기술 개발

• 캠페인 운영 플랫폼 개발

• 한국교통공단 : 안전속도 5030 캠페인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플랫폼

• 시민 참여형 교통 캠페인 실증

• 크라우드소싱 교통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 학습을 통한 도로 노드 링크 정
보 구축 및 유지 보수 플랫폼 개발 


• 교통엣지컴퓨팅 : 도시브레인 연동

• 교통 마이데이터 사업

• 블록체인 기술 적용 : 글로벌 모델

• 멀티 모빌리티 빅데이터 수집

• 스마트시티 인프라 결합

• 수요자 중심 교통 서비스 제공 

( MaaS, DRT, EST, 녹색이음)

단계별 사업화 목표 및 내용

해외 서비스 진출

• 지하철, 대중교통 연계 서비스

• 신남방, 배트남, 개발도상국 대상 교
통 정보 수집 인프라 서비스 개발


• 국가별 정책 맞춤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공급

2023-2024



GOOD TO GREAT
당신의 참여가 더 멋진 교통 환경을 만듭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