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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참석

• 제주 / 대구 / 서울모터쇼 참여

•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

자율주행셔틀 운영

• 자율주행 수소 버스 사업 수주

• 자율주행 AI 컴퓨터 사업 참여

• 대구시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선정

• 세종시 “규제특구” 사업자 선정

• 스프링고 / 키오스크 / 스마트

차고지 런칭

• 문재인 대통령 자율주행 간담회

참석

• K Global 300 기업 선정

• 셔틀 기업 협업 (나브야/이지마일)

• 인공지능자율주행 연구센터 설립

(충북대)

• 기가코리아 자율주행

프로젝트 참여

• 광주 국제 그린카 전시회 참여

• 스마트서밋 아시아 전시회 참여

• 세종시/대구시/강원도/경남/판교

시험운행

• (주) 스프링클라우드 설립

• 벤처기업 인증

• TIPS 과제 선정 외부투자유치

• 자율주행 보안 솔루션 (블랙베리)

• 인포뱅크와 자율주행셔틀서비스

협력

• 광주과학기술원 AI 과제 선정

• 충북대 자율주행 기술이전 협약

2017 2018 2019 2020

•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업무보고 행사 참석

• SW고성장클럽 200 예비고성장기업 선정

• 자율주행 우편 배달 서비스 국책 과제 선정

• 군산 온리원 관광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수주 예정

• 국산 자율주행 셔틀 개발 협업

(자동차연구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율주행시스템 구축

수주

• 미국 실리콘밸리 해외 지사 설립

• AI 양재 허브 입주 (서울 연구소 설립)

•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국산 자율주행 셔틀

기반 공동기술개발 추진'

회 사 명 (주)스프링클라우드

설 립 일 2017년7월6일

대 표 이 사 송 영 기

자 본 금 452백만원 (2019년12월기준)

주 소 대구시/ 제2판교/ 오창/세종시

종 업 원 수 56명 (2020년6월현재)

홈 페 이 지 http://tasio.io

투 자 사
신용보증기금및
자율주행관련기업(만도등)

사 업 분 야 자율주행모빌리티운영및데이터분석서비스

협업, 혁신 그리고 가치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 본사 : 대구광역시수성구알파시티1로160, 307호

• 판교연구소 : 경기기업성장센터523~524호

• 오창연구소 : 충북대학교융합기술원544호

• 세종연구소 :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606~607호

• 양재연구소 :서울특별시서초구태봉로114

• 앤로와 '자율주행로봇기반 공동사업' 협약

• 자율주행 최초 이동거리기반

요금부과서비스 ‘타시오M’ 발표

• 이스라엘 Autofleet과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협력

• 자율 주행 산업의 국제 안전 협회

'Safety pool’ 가입

• 2020년 우수 벤처 기업 선정

• 대한민국 최초 자율주행 한정면허 획득
(7월 확정)

• Microsoft 2020년 스타트업 선정

• 중기부 BIG3 자율주행 빅데이타 서비스

기업 선정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간 중심
서비스 구현

데이타기반
새로운 가치 생성

회사 소개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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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상표 등록증 저작권 등록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주요 인증 현황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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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협업기관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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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고는 자율주행차량 운영을 위한 토털 솔루션 입니다. 자율주행 셔틀 운영사는 스프링고 솔루션 도입을 통해

차량용 라우터, 호출용 app, 오퍼레이터 app, 관리자용 관제사이트, 데이터 처리 플랫폼을 단기간에 구축하여 비용절감 및 안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율주행 셔틀차량 운용에 필요한 All-in-One 패키지

차량용라우터 셔틀 호출 APP. 정류장키오스크 안전요원APP. 스마트차고 차량 관제 시스템

모빌리티 토탈 솔루션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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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자율주행 셔틀 자율주행 배송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청소로봇

모빌리티
플랫폼

스프링클라우드
핵심기술

• 자율주행 차량 정보 송수신 기술

• 자율주행 클라우드 연계 기술

• 인프라 연동 및 데이터 분석 기술

• 다중 센서 반 자율주행

Visualization

→무인 주행 실증 기술

• 근거리 배송용 전기트럭 개발 국내

생산업체와 협력

•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 적용 구간

배송 서비스 개발

• 다양한 배송 서비스 개발

• 중속 기반 자율주행 택시용 시스템

개발

• 온디맨드 기반 서비스 구축

• 자율주행 통합 데이터 센터 확장

•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 키트

• 다중센서 융합 및 자동주행 시나리

오 생성

• 인공지능 자율주행 데이터 분석 서

비스

적용 분야

• 신개념 대중 교통

• 유명 관광지

• 테마파크

• 배송, 택배 서비스

• 우편 서비스

• 리테일 배달 서비스

• 신개념 대중 교통 • 스마트 시티

• 대학 캠퍼스

• 스마트 아파트단지

완전 무인 자율주행의 목표를 위해 L4/L5 구간 자율주행을 통한 “인증, 면허 및 핵심 기술 적용과 수익 모델 확보”

• 저속 / L5

• 중속 /L4, L5

• 고속 / L4

라이다(LiD
AR)네트워크 카메라

3D 카메라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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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차고지 ]

[ 스마트 키오스크 ]

*실제 운영 화면입니다

메인화면 지도 출발지 선택 도착지 선택 탑승인원선택 호출 직전 호출 완료

모빌리티 관제 서비스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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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기술의 향상을 위해 “ 데이터 기반 분석 서비스 ” 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HD Map 생성 및
서비스

데이터 수집, 가공 및 학습
데이터 생성

자동화된 시나리오 생성, 
가상화

자율주행 기능 검증
서비스

스프링고 - HDMAP 스프링고 - DATAi 스프링고 - vPlan 스프링고 - STEP

• 가장 편리하고 유지 보수가 편리한

자율주행용 HD Map생성 및

서비스 제공

• 카메라, 라이다 및 레이다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이를 이용하여 인공 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생성 기술

• 엣지 케이스 생성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생성 및 가상화 데이터를

생성하여, 자율주행 시스템을 기술

향상을 위한 데이터 생성 기술

• 인지 기능의 정확도를 분석 하기위한

통합 검증 서비스

자율주행 데이터 서비스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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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구분 내용

승차인원 15인승 좌석 11, 입석 4

치수 - 4,750 x 2,111 x 2,650 mm

최대 속도
자율주행모드 기준 18km/h(4륜 구동)

수동 기준 25km/h

최대중량 - 3,450kg세부

스펙

스프링카 SCN_00X

평균속도
18km/h

18
kph

자동
경사판

운행 시간
(최소12 ~ 최대16시간)

승차인원
15인승

맵 생성 및
경로 구축

장애물 최대
인지거리
(전방 100m/측방 40m)

• 자율주행 4단계의 전기차 셔틀

•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상시 운영 중인 차량으로

안전성이 검증됨

• 2016년 4월부터 350,000명 이상

탑승하였음

특장점

• 100% 전기로 움직이며 운전석이 없는 완전자율주행 단계

• 관제실에서 운행을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 최장 9시간 동안 운전자 없이 주행 가능

• 실내 온보드 디지털 스크린 탑재 (주행 정보, 노선 위치 파악 가능)

•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자율주행서비스의 안전한 구축과 서비스 운영으로
미래 모빌리티 가치 제공

자율주행 셔틀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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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군산도 2.8km 구간
자율주행

• 관광객을 위한 자율주행 셔틀

• 4대, 차고지, 키오스크, 
데이타허브

• ‘20년 8월 1일 서비스 시작

• 12개월 후 부터 유상 운송

• 호수 공원 주변도로 1km

• 주민들의 교통 수단 실증

• 2대, 차고지, 키오스크, 
데이타허브

• V2X

• 대구 수성알파시티 2.4km

• 입주 직원을 위한 셔틀

• 3대, 차고지, 키오스크, 
데이타허브

• V2X

• 규제샌드 박스, 유상 운송, 결제

• 교대 900m 

• 학생, 교직원을 위한 셔틀

• 1대, 차고지, 키오스크, 
데이타허브

• ‘21년 하반기 부터 유상 운송

군산 고군산도 세종 호수공원

대구 수성 알파시티 서울 과기대

주요 운행사례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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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킨텍스

코엑스세종시

대구시

자동차
부품

연구원

서울시

군산대

제주도

국민대 육군
LG,SK,
현대 등

국내 시범운영 사례10



스프링클라우드 ,
미래와 만나십시오

support@aspringcloud.com

/springcloud www.tasio.io /springcloudNaver Band: Tasio

L: +82-31-778-8328
F: +82-31-8019-8013

https://www.linkedin.com/company/springcloud/
http://tasio.io/
https://www.facebook.com/springcloudinc/?view_public_for=159358204632754
https://band.us/band/63962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