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COMPANY INTRODUCTION 다울지오인포회사소개

지도 중심의 다양한 플랫폼, 

다울지오인포는

세상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대표이사

회사명

주요사업

설립일

(주) 다울지오인포

김 인 규

2002년 4월 1일

직원수 62명 (2020년 기준)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707호.705호 (구로동, 우림E비즈센터 1차)

전화번호 02-2068-2903

GIS 공간 DB

콘텐츠 구축

GIS Service 공급

GIS Solutions 개발

SI 사업

홈페이지 www.dawul.co.kr



ORGANIZATION 다울지오인포조직도2

대표이사
CEO

GIS
사업부

GIS DB 구축팀

Map조사모니터링팀

고객 대응 팀

출판 지도 제작 팀

전략
사업부

사업총괄 관리 및
전략기획팀

서비스 운영팀

영업 팀

사업기획팀

개발
사업부

솔루션 개발팀

ASP 사업팀

디자인팀

업무지원 개발팀

경영
지원부

경영지원팀

지점 관리팀

오프라인 지점 운영

COO
CFO

다울지오인포는 "사람중심의기술개발"이라는비젼을가지고새로운문화창조를지향합니다. 



09 K-Block 특허출원

07 Dawul지도모바일앱출시(실내측위융합)

06 DawulIMS(다울실내지도서비스) 엔진개발

01 Qualcomm Technologies 실내측위업무제휴

08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업무제휴

06 SenionLab실내측위업무제휴및데모출시

04 "DawulGIS" 플랫폼개발출시(서버군, 웹, 모바일,  Indoor 길찾기)

10 Dawul주소전환ASP 서비스오픈

2012국토디지털엑스포전시참가

04 다울맵플러스CS 개발출시

(주)중앙항업업무제휴체결(항공영상촬영/공급업체)

03 (주)큐로보인터네셔널업무제휴체결(검색엔진개발업체)

01 다울GIS 통합서비스오픈

10 "Dawul지도" V2 웹서비스오픈

2011국토디지털엑스포전시참가

08 부동산전문관리S/W 다울맵USB 특허취득

07 전국다울부동산지도V2 구축및서비스시스템개발완료

05 경매와지도의만남 "맵옵션" 서비스오픈

03 부동산지도컨텐츠 (개발지구, 아파트상세정도) 서비스시작

02 관광안내"신명나는경주투어" 모바일앱개발/출시

01 국토연구원"공간정보융복합가치사슬과파급효과분석" 연구참여

11 등산지도"맵팟마운틴" 모바일앱개발/출시

10  전남"녹색토지박람회" 참가(부동산지리정보시스템)

09  전국부동산지도"웹누리" 웹지도서비스오픈

07 (주)어니언텍업무제휴체결(GIS솔루션/모바일앱개발업체)

06  벤처기업등록

02  측량업등록수치지도제작(2010-2-15)

01  (주)다울지오인포법인설립

10 전남 "녹색토지박람회" 참가(동산지리정보시스템)

05 전국지도측량협회심사등록

02 측량업등록지도제작업등록

12  부동산지도전국DB구축완료

10 부동산서식관리S/W "다울폼매니져" 개발

08  "다울이" 캐릭터상표출원

05  부동산지도"웹누리" ASP 서비스오픈

02 NHN(주) 네이버지도지도공급및업무수행

"DawulGIS"(웹, C/S) 엔진개발

12 전국부동산GIS DB구축완료

11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등록

07 지도통합전문서비스 "Dawul몰" 오픈

04 다울설립(우리지도, 한백지리정보합병)

다울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출판사/통신판매등록

"다울" 상표출원

10 에버GIS 업무제휴

03 부동산전문S/W "다울맵플러스" 전자지도개발

01 반경축척자실용실안등록

10 (주)이지스코리아합병(S/W개발)

08 출판지도쇼핑몰 "우리지도몰" 오픈

03 통신판매업등록

10 "Ezido" 전자지도개발

09 (주)엔지스테크널러지업무제휴

07 고진지리정보합병(DB구축업체)

05 한백지리정보설립

01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출판업등록

04 우리지도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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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삼아항업업무협약체결_항공영상서비스

09아로정보기술업무협약체결_대중교통서비스

06 Dawul도보길찾기엔진개발

04 도보네트워크DB 구축

07 <CCTV 기반행동인식시스템,방법, 및상기방법을실행,

컴퓨터판독가능한프로그램을기록한매체> 특허등록

05 다울지오인포-인포스드격자주소활용을위한협약체결

01 다중복합신호기반측위시스템TTA 인증

서울시-다울지오인포지도서비스향상을위한협약체결

06다울부동산지도개선

04 2018년네이버동반성장파트너사선정

10 직비통신을이용한실외측위방법특허등록

09 실내위치참조정보생성방법및시스템특허등록

02 네이버동반성장파트너협약

공간과가치사업제휴

01 엔디씨에스사업제휴

08  전국영문지도, 중문지도, 일문지도서비스개발

07  실내현장조사Tools 스마트폰버전개발

06  서울시3년연속공간정보유통플랫폼사업수주

05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API 유통대행계약

02  네이버동반성장파트너협약

11 실내현장조사Tools 테블릿버전개발

10 다국어사전Tools 개발

06 DawulVRS(다울경로탐색) 엔진개발

04 슈퍼테크놀러지사업제휴

03 네이버동반성장파트너협약

02 빅데이타기반실내외측위기법특허출원

01 현대엠엔소프트사업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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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동산서비스DawulGISASP

06 엘지화학, 위치기반통합관제구축(TMS,1차)_컨설팅

인천시, 이동약자와보행자용정밀내비게이션데이터구축및개방

티모빌리티, 21년배경컨텐츠DB 구축

병무청, 병역의무자여비자동산정시스템자동차길찾기솔루션

라이선스계약

05 서울시, 2021년지도정보플랫폼보안성강화및

운영관리기능개선용역

서울시, SDW 기반항공드론영상통합관리체계구축용역

04 인천시, 2021년디지털트윈확장및GIS데이터댐구축

0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데이터SOS 체계및Open API 통합

서비스제공기반구축

이비카드, 지리정보데이터라이선스공급계약

11 광주광역시, 도로노면파쇄위치관제시스템서버포팅

10 네이버, 건물상세정보유지보수용역업무위탁

티모빌리티,20년T-map 서비스용지적편집도DB 구축

09 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전통시장정밀지도구축및개방사업수주

현대엠엔소프트 ,Extended POI DB 라이선스제공

현대오토에버, Extended 지리정보데이터라이선스계약

07 SK텔레콤, 5G기반 시범실내AR 도보네비게이션서비스개발

현대자동차, 부동산자산관리시스템구축 (솔루션/개발)

해피로지스틱스, Dawul지도ASP  서비스

05메쉬코리아배송구역관리시스템다울지도공급및유지보수계약

서울시, 수질자동검사시스템아리수맵기능개선개발용역

현대엠엔소프트, 도보네트워크DB 라이선스제공

서울시, 2020년지도정보플랫폼고도화구축사업수주

04  네이버부동산개발계획컨텐츠운영툴개발및유지보수계약

03  포티투닷, 모빌리티사업지리정보데이터라이선스공급계약

01  2020~2021 서울시지도정보플랫폼운영및유지보수 용역

오롯소프트, Dawul지도ASP 서비스

11 코리아크레딧뷰로, 격자/집계구건물정보매핑구축용역

10 현대엠엔소프트외부POI DB 구축용역계약

네이버부동산건물상세정보유지보수용역

09 부동산114 , 웹모바일Dawul지도포팅서비스제공

현대엠엔소프트Extended POI DB 라이선스제공

네이버부동산개발계획정보지도구축및유지보수

08 한국감정평가협회지도서비스및데이터공급5년계약수주

07 AXA 손해보험, 긴급출동관제시스템 Dawul지도공급

한화호텔&리조트TMS 지도ASP  서비스

06 서울고속터미널TMS 주소정제 ASP  서비스

네이버부동산개발계획정보지도DB 구축

05 서울시지도정보플랫폼고도화구축사업수행사선정

04 에세텔, 택시콜관제프로그램지도공급서비스

하나금융티아이, 하나에프앤아이NPL투자정보시스템구축

지도서비스개발용역계약

01 서울시지도정보플랫폼운영및유지보수용역사업수행사선정

네이버2019~2021 네이버지도DB 구축3년계약수주

엔포스시스템지도ASP 제공계약체결

11  행정안전부, 자동차길찾기서비스제공

10  네이버부동산건물상세정보운영 소프트웨어개발용역

09  네이버부동산집합건물단지정보DB 구축

08  삼성화재출동기사위치안내서비스솔루션도입

네이버부동산건물상세정보DB 구축용역

네이버, 실내지도7차 DB 구축용역

07  산림청,  병해충발생구역지도서비스제공

2018년스마트GIS 인천구축용역

06  서울시, 수질관리시스템재구축및아리수맵구축용역사업수주

05 서울시, 2018년공간정보플랫폼기능고도화사업사업자선정

바글바글, 화물물류운송서비스지도ASP 서비스

이루온LBS, 지도ASP  서비스

01 서울시, 2018년공간정보플랫폼유지관리및운영사업

엘리소프트, 주정차관리시스템지도ASP  서비스

12 리더스옥션, Dawul부동산지도ASP 서비스

네이버실내지도6차DB 구축용역

11 마케팅포커스, 국민카드Dawul지도ASP 서비스

10 부산광역시청, 주정차관리시스템Dawul지도ASP 서비스

SK텔레콤, 17년5G TF 시범서비스 Infra 구축지리정보현행화용역

네이버부동산아파트상세정보지도2차구축

LS전선, DawulVRS경로탐색라이선스유지보수

08 충청소방본부, 긴급구조표준시스템Dawul지도라이선스공급계약

07 삼성화재, 2017년컨택지도시스템유지보수

인천광역시, 2017년스마트GIS 인천구축사업용역

06 인성데이타, Dawul지도ASP 서비스 계약

04 마스타자동차관리, 위치관제시스템Dawul모바일웹지도및

경로탐색ASP 서비스계약

03  씨엔티테크, 외식주문중계GIS시스템Dawul지도서비스계약

네이버부동산아파트상세정보지도구축용역계약

인천광역시, 2017 인천시지도및DB 유지관리

02 우아한신선들, Dawul지도, 경로탐색, 주소정제전환ASP 서비스

01 경찰청, 교통사고지점관리시스템Dawul지도ASP 서비스

대법원, 등기/경매/가족관계GIS 시스템Dawul지도서비스

국민은행, 마케팅블록도입CPS 재구축Dawul지도ASP 서비스

메쉬코리아, 배달프로그램지리정보데이터라이선스제공계약

서울시, 2017년공간정보플랫폼외3종유지관리및운영사업

네이버, 2017-2018 네이버지도전국지도DB 구축2년계약수주

BGF 리테일, 종합전산시스템유지보수Dawul지리정보서비스

12 동림티엔에스, 서울시교통신호제어시스템 지도서비스제공

11 아모레퍼시픽지도기반영업지역관리스템고도화개발용역

LH택지정보시스템, Dawul지리정보데이터라이선스제공

호텔신라, OSD2차-인천공항실내네비게이션개발용역

08 인천광역시, 행정정보MAP서비스구축

서울관광마케팅, 외국인모바일장터중국어지도및도보길찾기서비스

07  더케이손해보험, 출동차량관제시스템구축Dawul지도및경로탐색서비스

05 네이버, 실내지도5차구축용역

SK텔레콤, 차세대OSS 유선망통합관리시스템Dawul지도서비스구축



07 KB국민은행부동산정보서비스용Dawulmap서비스

06 서울시공공체육시설정보시스템구축용역

코리아크레딧뷰로 K-아틀라스시스템 Dawul지도ASP 서비스

05 아모레퍼시픽가맹점영업관리시스템구축및고도화

KTNET, MyCoex재구축실내지도및솔루션/앱개발용역

Qualcomm Technoligies(미국) 실내측위연동개발용역

서울시2014 공간정보플랫폼기능개선용역

04  도시철도안전교육센터설계연구용역

국감정평가협회DawulGIS솔루션리소스지오코딩제품납품

03 서울시GIS운영SW 유지보수사업

네이버, 네이버지도지적기반DB구축2014~2016 3년계약수주

11  이니스프리, 영업관리시스템지도ASP 서비스제공및서비스개발

09  산림청, 등산로폐쇠구간웹서비스고도화개발및구축

SK& C&C, 투르크메니스탄2차확장지도DB구축

08 현대엠엔소프트, 전국지번DB 공급및유지보수

코리아크레딧뷰로, GIS 기반상권블록공동구축용역

07 서울시2013 모바일공간정보플랫폼지도플랫폼개발

BNP파리바카디프생명도로명주소변환개발

02 알엔에이올스, 지도및주소정제서비스

12 SK C&C, 투르크메니스탄아슈하바트지도DB 구축용역

11 산림청, 등산로폐쇄구간관리시스템개발용역

10 나비스오토모티브시스템즈, 전국지번DB공급및유지보수

경찰청, 112시스템전국표준화통합구축지도컨텐츠공급

07 제주한국전력, 제주도지도서비스

05  코리아크레딧뷰로, 전국지번DB공급및유지보수

네이버, 전국지적도및지하상가컨텐츠공급및구축

SK텔레콤지오비젼, KB국민은행지도ASP 서비스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지도, 항공영상서비스제공및개발용역

03 NHN, 네이버지도지적도및개발지구, 지하상가공급/구축

지모드, KT안심이서비스위치관제, 일반지도서비스

02  경찰청 ,112시스템전국표준화및통합구축1차사업

01 한국감정평가협회. 지가정보시스템지도기반솔루션및지도서비스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실내지도서비스제공

10 집사람 , 부동산지도API 서비스

한국부동산닷컴, 부동산지도API 서비스

09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산로GPS 데이터납품

05 마스타자동차관리,  Dawul지도 포팅서비스

0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도로명주소정보화사업용역

06 NHN, 네이버지도새주소DB 구축

경북경주시관광안내시스템스마트폰용지도공급

NHN비즈니스플랫폼, 부동산매물DB & 지도DB연계용역

02 텔레팩, 파파존스위치기반서비스지도DB공급

09 엠아이웍스, 전국상세화단지및수변공원, 지번DB납품공급

07 다와옥션, 전국부동산지도서비스제공

굿옥션, 전국부동산지도서비스제공및API 서비스

04 NHN, 네이버전국등산로지도 DB 구축

포천시국, 공유지표시지적도구축유지보수

02 NHN, 네이버전국지적기반상세지도구축

12 철원군, 군사시설보호구역통제/제한구역데이터용역

11 NHN, 네이버부동산지도아파트DB구축

08 성남시, 도시계획총괄도책자및안내도제작

06 스피드옥션, 부동산지도API 서비스

04 포천시 국, 공유지표시지적도구축및책자제작

02 팅크웨어, 전국법정경계/ 전국지번DB공급및유지보수

강화군, 삼산면홍보안내도제작

10  엠아이웍스, 지리정보데이터 라이선스공급및구축

밀양시, 새주소생활안내지도제작

09 영등포구, 새주소동별안내지도제작

04 팅크웨어, 2007년 전국주소데이터공급

12 철원군, 군사시설보호구역DB구축

10 양양군,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편집구축

06 철원군, 군사시설보호구역행정위탁지역도제작

03 안성시, 도로명및건물번호생활안내지도제작

06 철원군, 군사시설보호구역사전분석도제작

05 철원군, 군도& 농어촌도로확, 포장공사실시설계용역

RESULT 다울지오인포주요사업실적4 유비쿼터스GIS 서비스를위한공간정보인프라구축의미래기술을제시합니다.

04 테라핀테크, Dawul지도ASP 및POI 검색배치프로그램개발용역

03 영등포구, 2016년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용역

경찰청, 2016년112시스템통합유지관리Dawul지도서비스

LG전선(현LS전선), 수배송관리시스템경로탐색엔진공급

0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안심인프라및서비스구축을위한정밀

위치결정기술및지원서비스개발

삼성화재, 컨텍센터지도시스템개선SW도입계약,

01  아모레퍼시픽, Dawul지도서비스및영업관리시스템유지보수

서울시, 2016년GIS 운영S/W 및공간정보플랫폼운영및유지보수

11  마켓컬리, 유기농식품물류관제서비스Dawul지도및경로탐색,

주소정제/전환ASP 서비스

10  호텔신라, 신라면세서울점/공항점실내지도구축및지도ASP 서비스

SK텔레콤, 15년AM(주소표준화시스템) SW유지보수사업지도서비스

09 네이버 ,실내지도DB구축위탁계약

08 KTNET, myCoex3.0 유지보수용역

06 한국국토정보공사, 도로명주소구역안내도제작용역

05 BGF리테일, 포털시스템 지리정보데이터라이선스제공

스피드옥션/ 굿옥션부동산지도및컨텐츠ASP 서비스

04 서울시,2015년서울형지도태깅과공간정보플랫폼활용확산용역

경찰청, 112모바일시스템통합유지관리사업지도유지보수

03 현대엠엔소프트, 전국지번DB 유지보수

팅크웨어, 전국지번DB 유지보수

일마일 , 지리정보데이터라이선스제공

산림청, 입산통제구역시스템운영유지보수

01 아모레퍼시픽지도ASP 서비스및시스템운영관리

11  네이버 ,실내지도구축업무위탁계약

10  신영이에스디 '국민은행 IDC시스템' DawulmapASP 서비스

09  산림청등산로폐쇄구간관리시스템웹서비스고도화용역

08  네이버 ,실내지도 DB 구축용역계약

SK텔레콤, 주소기반좌표통합관리체계구축MAP컨텐츠서비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R&D사업



“ 언제 어디서나 신뢰받는 최고 품질의 서비스 추구 ”
다울지오인포는자체보유한 GIS 통합플랫폼을기반으로위치기반의다양한 Business Model을제시합니다.

GIS 공간Data

SI 사업GIS 기반Service

GIS Solution



Key Features

01. GIS Solutions

“DawulGIS 솔루션”은 다양한 플랫폼 지원, 고성능 서비스 API, 운영 관리 툴, 상호 응용성 보장 등의

특징으로 사용자는 고성능/고픔질의 GIS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고,

운영자는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최적의 GIS 플랫폼입니다.

02

 서비스 기능 단위의 대용량 공간 데이터 경량화 제공

 서비스 기능 단위로 로우레벨 최적화

 공간/비공간 indexing 제공으로 빠른 검색 제공

 고성능 서비스 API제공으로 운영 비용 최소화

 저비용으로 시스템 구축 및 확장 구축이 가능

 RDBMS 도입 비용 없이 지도 서비스 구현 가능

03

01

 다양한 운영 환경 지원

 소프트웨어 간편 설치

 GIS공간 데이터 신속한 업데이트

성 능

비 용

운 영

04

 응용 환경 최적화를 위한 신속한 기술 지원

 응용 환경 최적화를 위한 로우레벨 커스터마이징 가능

기술지원

Dawul GIS
솔루션

지리정보시스템

지도서비스 , 검색 , 지오코딩 ,공간분석엔진

차량 경로탐색 / 도보 경로탐색

자동차최단·최적경로탐색엔진

실내지도 서비스

실내지도서비스, 검색, 보행자깇찾기엔진

주소 표준화

주소정제 , 전환및새우편번호부여엔진

BUSINESS AREA5 다울GIS 솔루션은GIS 엔진, 실내지도엔진, 길찾기엔진기반의통합GIS 솔루션을구성하고있습니다. 다울지오인포사업영역

도보최단·최적경로탐색엔진



Key Features

“DawulGIS 공간 Data” 는 현실성과 정확성을 만족한 GIS 공간 콘텐츠를 제공을 위하여

다울지오인포만의 지도개발 Process로 데이터를 구축/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차별화된 GIS공간정보의 지속적인 구축을 통한 국내 최대 볼륨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 (배경·주소·POI·행정계), 종별 상세, 테마/주제별 통계 콘텐츠 등

 국문, 영문, 중문, 일문 등 다국어 지도 및 세계지도 구축

01 GIS 콘텐츠 다양화 및 지속적인 신규 콘텐츠 구축

02

 다양한 데이터 취득, 콘텐츠별 담당자 지정으로 볼륨 강화 및 전문성 확보

국내 최대 볼륨의 GIS 공간 콘텐츠 보유

06

 모든 배경 DB와 검색 DB의 연계성 작업, 작업 히스토리 관리

배경 데이터와 검색 데이터의 일치화 및 이력 관리

03

 전국 네트워크망 활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고객사 수정 프로그램 운영 등

지도개발 프로세스로 정확한 데이터 구축

04

 테마/주제별, 종별별, 기본 배경, 실내 지도 등 모든 Layer의보행자 중심의 DB 구축

 도보 네트워크, 보행자 길찾기 데이터 구축

타 업체와 차별화된 GIS 공간 데이터 상세화 구축

05

 통합 좌표 관리 체계 구축, Layer 세분화, 국가 표준 정보와 일관성 확보

수년간의 노하우로 데이터의 체계적인 구축/관리

02. GIS 공간 Data

BUSINESS AREA5 다울지오인포만의GIS Data 구축프로세스를통해GIS 비즈니스에적합한GIS 공간데이터를구축하고있습니다. 다울지오인포사업영역

다울지오인포
GIS Data

P O I

테마성콘텐츠

개발정보

법 / 행정계도보네트워크

다국어지도

주소

기본배경



Key Features

GIS 기반으로 Business 모델 및 마케팅 수립을 추구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콘텐츠와 최적의 솔루션으로 고객의 Needs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저비용/고품질 퀄리티의 GIS 기반 Service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02

 핫플레이스, 등산, 개발 정보, 통계 정보

 골프장, 실내, 아파트, 공사 중 정보

 K-Blcok, Life Zone, 레저 등

테마/주제별 서비스

06

 ASP(임대/포팅), 구축형, 고객 요구 사항을 반영한 서비스 구축

고객 맞춤형 서비스

03

 지번주소, 도로명 주소, 행정계

 확장 콘텐츠 (테마/주제별 서비스 항목)

다양한 검색 서비스

04

 차량 경로, 실외 보행자, 실내 보행자, 대중교통(버스/지하철 등) 길 찾기

경로 탐색, 길 찾기 서비스

05

 주소정제/도로명 주소 전환

주소 표준화 서비스

03. GIS기반 Service

BUSINESS AREA5 다울지오인포는GIS기반으로GIS Business모델및마케팅수립을추구하고있습니다. 다울지오인포사업영역

01

 일반, 부동산, 항공, 실내, 국문, 중문, 영문, 일문, 편집 지적, 개발정보, 용도

다양한 지도 서비스



Key Features

04. SI 사업

GIS 솔루션 및 GIS 공간 콘텐츠 보유, 다방면의 보유기술, 분야별 최적의 인적자원, 

교육 및 유지 보수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공공기관, 민간기업, 해외 SI 용역 등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합니다.

 저비용/고성능 GIS 솔루션 보유

 다양하고 정확한 GIS 공간 콘텐츠 보유

01 자 원

02

 DB 입력/가공 기술, 전국 네트워크 망, 현장조사

 커스터마이징 개발, 기술 지원, 서비스 기획, 웹 디자인

보유기술

03

 분야별 최적의 전문 인력 보유 및 투입 가능

(프로젝트 PM, 품질관리, 실무, 운영 관리, 디자인, 기획 등)

인 력

04

 교육 조직 구성으로 체계적인 교육 지원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교육 유지 보수

BUSINESS AREA5 다울자체보유하고있는GIS솔루션, GIS Data를기반으로공공기관, 민간기업, 해외SI 용역을진행하고있습니다. 다울지오인포사업영역

SI
Business

GIS 데이터

테마형 GIS 데이터

GIS 솔루션

실내지도 솔루션

길찾기 솔루션

지도표준화 솔루션

R&D 연구

국책과제
04

 공공기관, 민간기업, 해외 SI용역 성공적 수행

(서울시 지도정보플랫폼 개발, 투르크메니스탄 지도 구축,

myCoex실내 App 개발, 인천시 디지털트윈 확장 및 GIS데이터댐 구축 사업 수행, 교통안전R&D 수행 등)

경 험



01 사업파트너 - 민간기업

다울지오인포파트너쉽6 PARTNERSHIP Dawul GIS 솔루션및콘텐츠공급, 지도서비스및 SI 용역을통해다양한기업들에게GIS 통합서비스를제공합니다.

02 사업파트너 - 공공기관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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