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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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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식회사데이사이드 (DAYSIDE, Inc.)

대표이사 신 윤 철 설립일 2008년 11월 14일

사업자등록번호 220-87-74238 자본금 50,000,000원

벤처기업인증 제 20090103318호 임직원 수 32명

전화수익보유특허 터치 방식을 이용한 입력 제어 방법 및 시스템 기업부설연구소 소프트웨어 연구소

주요 사업분야 스마트폰, TV 기반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개발, 인증시스템 개발, 백오피스 시스템 개발

보유 솔루션
FIDO 표준 기반 인증 서버, 클라이언트, Authenticator

(Dayside FIDO Server, Dayside FIDO Client, Dayside FIDO Authenticator - FIDO 인증 획득)



1. 회사 개요

4

• 스마트폰,TV/셋탑 관련 단말과 서버 모두에 걸친 핵심 기술 보유
• 다양한 단말 OS 환경과 서버 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발 경험 보유
• KT, SK, CJ ENM, LG전자,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시스템 구축 경험을 통해 검증된 기술력 보유

멀티 플랫폼 환경의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개발 전문 기업

열정

유연

윤리

행복
학습

합리

용기

존중

• 패스워드 입력의 번거로움 없이도 보안은 오히려 강화한 FIDO 기반의 인증 솔루션 보유
• FIDO* 전 솔루션(Server , Client, Authenticator)에 대한 FIDO alliance 의 Certification 획득
• 지문, 목소리, 안면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증 솔루션과 결합 가능

FIDO 기반 인증 솔루션 전문 기업

•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 개발 장비 지원, 복리후생에 적극적 투자
• 도서 구입 및 교육비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자기계발 독려
• 안식 월, 시차출퇴근제, 동호회 지원 등 직원의 행복을 최우선 하는 기업 문화 조성
• 2018년, 2019년 2년 연속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 FIDO (Fast IDentity Online) :  PKI 기반의 암호화 기술에 기반하여, 패스워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보안은 더
강화되고 개방적이며 확장성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인증 관련 기술표준

데이사이드는 …



2. 연혁

2014 ~ 2017

확장된 영역에서 입지를 다져 나가다

- SKT MTR 운영 계약

- 본점 소재지 확장 이전

- ISO9001 인증(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통합)

- KT GiGA Genie 화자인식 서비스 개발

- FIDO 인증 획득 (Dayside FIDO Authenticator)

- FIDO 인증 획득 (Dayside FIDO Server 및 Dayside FIDO Client)

- LG전자 Vision Solution 표준 UI 개발

- 특허 취득 (터치 방식을 이용한 입력 제어 방법 및 시스템)

- KT 스마트 멀티인증 플랫폼 개발

- KT 전사통합 CMS ITO 수행 (CAI/OPG)

- 2015년 상반기 삼성 Tizen 향 In App Purchase 추가개발 및 유지보수

- 학원 교육용 mobile Pad App 개발

- CJ E&M 채널 관련 개발 및 유지보수

- NFC 기반 제품 인증 시스템의 안테나 위치정보 관리 기능 개발

- 라오스 조세행정 정보 시스템 구축 컨설팅

- 삼성전자 Tizen 향 In App Purchase 추가개발 및 유지보수

- KT뮤직 지니 안드로이드 앱 개발 5

2018 ~ 현재

제 2의 도약기

- KT PASS앱 인증서 구축, 휴대폰결제 간소화 개발

- 통신3사 PASS결제 연동 개발

- KT 고객센터 목소리인증 솔루션 개발 / 서비스 고도화

- KT 인증앱/KAF/SMAP 유지보수 / 고도화

- KT 기가지니 TTS 엔진 내재화 시스템 개발, 화자인식 서비스 유지보수

- SKT 로밍 시스템 유지보수 개발

- SKT T아이디 App SDK 개발 운영

- CJ ENM 채널 대상 양방향 서비스 신규 / 유지보수 개발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2018,2019)



2. 연혁

2008 ~ 2009

회사의 기반을 다져나가다

- 본점 소재지 이전

- 벤처기업 인증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기업)

- KT Windows mobile  / Android 통합 미디어 플레이어 개발

- KT 뮤직 무선도시락 유지보수 (~2010)

- KTF 뮤직 뮤직포털 통합개발

- KTF 동영상 인프라 유지보수 (~2015)

- 성남판교지구 U-City 모바일 민원 서비스 구축 사업 착수

- ㈜데이사이드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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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3

축적된 기술 기반, 사업 영역을 확장하다

- CJ E&M 티브로드 & HCN 캐치온 서비스 개발 계약

- LG ESS용 Android 앱 개발

- CJ E&M CES 서비스 개발

- CJ E&M LG 스마트 TV NC 4.0 기반 CTC 및 양방향서비스 개발

- CJ E&M Mnet AOD 양방향 서비스 개발 및 유지보수

- KT DLM 구축

- LG 스마트TV 마이캐치온 서비스 개발

- LG전자 스마트 그리드 앱 개발

- 삼성전자 Ebook 개발

- 삼성전자 Readers Hub 개발/유지보수, Learning Hub FastFileUpload 시스템 개발

- SKT Game Center 안드로이드 어플 개발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구소명: 소프트웨어 연구소, 인정서 번호: 제2011111098호)

- KT 향 차량용 멀티미디어 서버 인프라 개발

- KT 대상 다양한 미디어 플레이어 / eBook 뷰어 개발



3. 사업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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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 기술과 서버 기반 시스템 구축 기술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

Business

단말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 서버 기반 시스템 구축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마트 TV / 셋탑

어플리케이션

개발
PC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

웨어러블 앱

개발

인증 시스템

개발

서비스 서버

개발

관리 및 정산/

통계 시스템

개발

음성 인식 및

영상분석

플랫폼 구축

• CP/MCP 관리
• 과금/정산/통계 관리
• 리소스 관리

• 음성인식 플랫폼
• 영상분석 Open API 플랫폼

• 고속 파일 전송 서버
• 콘텐츠 스트리밍/다운로드 서버

• OAuth 2.0, OpenID Connect 
표준 준수

• GSMA ID G/W Architecture 구현
• FIDO기반 multi-factor 인증

• 스마트 워치 앱

• 매장 음악 플레이어
• 고속 파일 전송 클라이언트
• VISION 검사 어플리케이션 개발

• 채널 컨텍스트 인식 기술 응용 앱
• 방송채널 연동형 앱
• EPG 연동 앱
• 영화 VOD 서비스 앱

• FIDO 기반 인증 앱 / In-App 결제 앱
• 동영상 및 음악 플레이어
• E-Book 뷰여 / 교육용 앱
• BLE * 프로토콜 응용 앱
• 가전 제어용 앱
• 키보드 앱

* BLE : Bluetooth Low Energy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



4.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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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을 통해 행복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기업

Vision

IT 기술을 통해
사회에 이로움을 주는 기업

혁신적 기술,제품,서비스 구현

분야별 최고의 인재 양성

행복한 일터, 지속적인 교육



• 경영기획

• 재경

• 인사

• 총무

5.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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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심의 조직 구성 및 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기획

• 서비스/어플리케이션 디자인

• 품질관리

• 서버 인프라 구축 / 개발

• 웹 기반 서비스 시스템 및 솔

루션 개발

• FIDO 기반 인증 플랫폼 구축

• 서버 인프라 구축 / 개발

• 웹 기반 서비스 시스템 및 솔

루션 개발

• 음성 인식 및 영상 분석 플랫

폼 구축

• 케이블 TV / IPTV 기반 서비스

개발

• 스마트 TV 기반 서비스 개발

• 스마트 폰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

• mobile 응용 기술 연구 / 개발

• FIDO 인증 기술 연구 / 개발

소프트웨어 연구소 서비스 개발 신사업 개발 컨버전스

디자인 & QA 경영지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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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 솔루션

패스워드 없이 보안은 더욱 강화한 FIDO 1.0 표준 기반의 인증 서버, 클라이언트 및 Authenticator

FIDO Certification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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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유 기술

12

• 기술분류 : FIDO 기반의 생체인증 시스템

• 기술명칭 : 핀테크 보안

• 평가기관 : NICE 평가정보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2. 보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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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대기업의 다양한 상용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검증된 기술력

대용량 웹 기반 서비스 설계/구축/운영
유,무선 연동 서비스 설계/구축/운영
CMS 설계/구축/운영
웹페이지 퍼블리싱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기술 06

RTP/RTSP, HTTP 스트리밍 서버
RTP/RTSP, HTTP 스트리밍 플레이어

Contents 전송 기술 05

OCAP / ACAP
Google TV / Android TV
Netcast

TV 기반 기술 04

Android/iOS app
Tizen app

Windows Mobile app
HTML5 / 하이브리드 app
Windows / Mac OSX app

Smart Watch app
ePub/PDF parser/renderer

다양한 OS/Device 대상 기술 01

Dayside FIDO Server
Dayside FIDO Client

Dayside Authenticator
인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기술

FIDO 기반 인증 기술 02

동영상 플레이어
멀티미디어 파일 파서

DirctShow 필터

코덱 응용 기술 03

03

01

02

03

04

05

NEW
PRODUCT



3. 주요 고객사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과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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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인증 플랫폼 구축

• KT인증 앱(PASS by KT) 개발

• 기가지니 화자인식 및 TTS 서비
스 개발

• 고객센터 목소리인증 솔루션 개
발

• 스마트 멀티인증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

• KT향 최초 Android 단말 기반 통
합 미디어 플레이어 개발 외, iOS, 
Windows Mobile, BMP, WIPI 등
다양한 플랫폼 기반 미디어 플레
이어 개발 프로젝트 수행

• SKT 로밍 시스템 유지보수 개
발

• T아이디 App SDK (Android, 
iOS) 개발 및 운영

• T world 구조개선

• 개방형 본인인증 서비스 모바
일 개발

• SKT UCMS eSIM Remote 
Provisioning 개발

• SKT 통합 ID 구축 – 모바일
App SDK  개발

• ESS(Energy Storage System) 제
어용 앱 개발

• LED 전구 제어용 앱 개발
(Bluetooth 4.0 기반인 저전력 프
로토콜을 이용한 전구 제어용 스
마트폰 앱)

• 가정 내 각 전기기기의 전력 사
용량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Android 단말용 어플리케이션인
‘스마트 그리드’ 앱 개발

• 삼성 WatchOn 연동 PIP 서비
스 개발

• 케이블 TV 기반 M.net AOD 
연동형 및 독립형 서비스 개발

• 케이블 TV 기반 영화채널 연
동형 및 VOD 포털 서비스 개
발

• 스마트 TV 기반 양방향 데이
터 서비스 앱 개발

• 스마트 TV 기반 마이 캐치온
영화 VOD 서비스 앱 개발

• 마이 캐치온 Android 앱 개발



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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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개요
FIDO (FIDO: Fast Identity Online) 기반의 생체인증을 위한 서버 시스템 구축과 Android, iOS 사용자를 위한

인증 어플리케이션 개발

개발내용

• PASS by KT(구, KT인증) 앱 개발

• FIDO Client 연동 생체인증

• 회원가입/휴대폰 본인확인

• 본인인증 이력조회 / 인증수단 관리

• 휴대폰결제 서비스

• 금융생활(부가서비스 연동)

• PUSH 연동

개발환경
• 단말 : Android, iOS

• 언어 : JAVA, Objective-C

PASS BY KT(구, KT인증) 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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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Application

프로젝트개요
얼굴 인식, 음성 인식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 구축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

Android/iOS SDK 개발

개발내용

• 신분증 사진 유효성 검증

• 생체정보 등록 기능

• 생체정보를 이용한 로그인 기능

• 생체정보 삭제(탈퇴) 기능

• 3rd party 앱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SDK 형태로 개발

• Android / iOS 용 SDK 개발

개발환경
• 단말 : Android, iOS

• 언어 : JAVA, C, Objective-C

SK C&C 개방형 본인 인증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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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Application

프로젝트개요

SKT 통합 ID 인증 서버와 연동하여, SKT의 다양한 앱들(모바일T월드, T멤버십 등)이 통합 ID로 로그인을 수행하고, 로그인

수행 결과로 전달되는 SSO 토큰(로그인 수행 정보)을 모든 앱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앱들이 계정 선택 만으로 간편하

게 로그인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SDK 형태로 개발

개발내용

• ID/PW 로그인 기능(웹뷰)

• SSO 로그인 기능

• SSO 로그아웃 기능

• 이관(ID/PW, SSO) 로그인 기능

• Tworld 자동 로그인 기능

• SSO 토큰 동기화 기능

• 회원가입 페이지 등 웹뷰 연동

개발환경
• 단말 : Android, iOS

• 언어 : JAVA, C, Objective-C

SKT 통합 ID App SDK 개발



18

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Application

프로젝트개요
지니에서 제공하는 풍부한 음악 콘텐츠를, 다양한 장르, 테마, 업종에 맞게 미리 선곡된 채널을 통해, 24시간 중단 없이 제

공하는 매장용 PC 플레이어 개발

개발내용

• 스트리밍 플레이어 개발

• 네트워크 불량 시, 비상 음원 로컬 재생

• 편성표 기반의 파일 다운로드 스케줄링 및 파일 암/복호화

• 스토리지 관리

• 중복 스트리밍 방지 처리

• 정산 로그, 디음송, CM송, PM 처리

• 자동/수동 업데이트 개발

• 트레이 아이콘, 자동 실행, 자동 로그인 처리

• 서버 API 연동

개발환경
• 단말 : POS, PC (Windows XP 호환)

• 언어 : C#, .NET Framework 3.5 SP1

샵&지니 PC 플레이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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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Application

프로젝트개요
CJ E&M이 보유한 다량의 인기 콘텐츠의 다양한 유통 경로 확보를 위하여 삼성 WatchON App 내에 플러그인 앱(스마트폰

/TAB) 개발

개발내용

• 스트리밍 플레이어

• 플레이어 UI 및 컨트롤

• 콘텐츠 찜하기, 예약 및 알림, 좋아요

• 예약/시청/찜한 콘텐츠 편집

• 유료 네트워크 사용에 따른 플레이어 재생 제한

• 회원 가입 및 이용권 결제 연동

• Push Client 기능 개발

개발환경
• 단말 : Android (Gingerbread 이상)

• 언어 : JAVA

삼성 Watch On PIP(Platform in Platform ) App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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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Application

프로젝트개요
라디오를 청취하듯이 다양한 음악 성향을 가진 개설자가 개설한 방(채널)에 참여하여 개설자가 선곡한 곡을 함께 청취하거

나, 직접 방(채널)을 개설하여 자신이 선곡한 곡을 청취자와 함께 감상하며 채팅으로 의견을 나누는 기능 개발

개발내용

• 홈(방 목록) / 친구 리스트, 개설/참여/나가기 기능개발

• 서브 메뉴 기능 및 UI 개발 (초대내역, 친구 초대, 재생목록,

함께듣는친구, 재생 곡 SNS 공유)

• 플레이어 UI 및 채팅 서비스 개발 (채팅 메시지 송수신, 최신

참여자 목록, 참여자 프로필)

• widget, 잠금 모드 UI 개발 및 콘트롤 기능 제한

• 오디오 플레이어 서비스 연동 및 제어

• API 서버 연동

• 채팅 엔진 연동

• Push Client 기능 추가 개발

개발환경
• 단말 : Android (Gingerbread 이상)

• 언어 : JAVA

KT music 지니플레이어 뮤직허그 기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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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Application

프로젝트개요
BLE(Bluetooth Low Energy) 모듈이 탑재된 LG전자의 LED 램프와 연동하여 램프의 On/Off/Dimming 과 수면/외출/독서

등의 다양한 모드 제어를 할 수 있는 iOS 기반의 앱 개발

개발내용

• 램프 검색 및 등록

• 방/램프 배치

• 램프 제어-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 (On/Off/Dimming)

• 기상/수면유도/커티시/외출/보안/귀가/독서/    영화감상/전

화수신 모드 제공

• 램프 보안 설정 및 초기화/인증

• Bluetooth Low Energy 통신

• OAD를 이용한 램프 펌웨어 자동 업데이트

개발환경
• 단말 : iOS (5.1 이상)

• 언어 : Objective-C

LG전자 Bluetooth Low Energy 조명제어 용 iOS App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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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Application

프로젝트개요

CJ E&M에서 iOS, Android 플랫폼 환경에서 N-Screen 기반으로 고화질 영화콘텐츠를 Streaming 및 Download로 서비스

제공중인 마이캐치온 APP의 기능추가 및 성능개선을 통해 보다 고객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도화

개발

개발내용

• iOS, Android App 안정화

• iOS, Android 기능 추가 개발

• iOS, Android 로그인 프로세스 단일화 개발

• iPhone5 UI 지원 개발

• Android TAB App 신규 개발

• Push Client 및 푸시관리 페이지 개발

개발환경

• 서버 : Windows / MS-SQL

• 단말 : Android (Gingerbread 이상) 및 iOS

• 언어(서버 / 단말) : ASP.NET, C#, JavaScript / JAVA, Objective-C

마이캐치온 모바일 App 고도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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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Application

프로젝트 개요
가정용 에너지 관리 장치인 HeMS G/W와 연동하여, 가정 내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가전 기기의 제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

개발내용

• 기기 목록 표시 및 기기 제어

• 기기 설정 예약

• 실시간 전력 사용량 표시

• 통계 그래프 및 차트 표시

• LG Remote 프로토콜(RUIP) 연동

• HeMS G/W 설정 제어

• LG Remote 프로토콜(RUIP) 및 클라우드 서비스 연동

개발환경
• 서버 : Android (Gingerbread 이상)

• 언어 : JAVA

LG전자 Smart Grid 클라이언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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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Application

프로젝트개요 WEB 상의 News, Blog 등 다양한 컨텐트를 수집하여 interaction 가능한 형식으로 보여주는 Android 기반 뷰어 개발

개발내용

• 수집한 정보를 전자책 표준인 EPUB 규격 지원

• 콘텐츠(article) 내용 편집

• Comments 작성 기능

• 수집한 콘텐츠를 친구와 공유하고

• 친구 EPUB에 댓글(reply) 달기 기능

개발환경
• 서버 : Android (Android 3.0)

• 언어 : JAVA

삼성전자 Semantic Web Magazine 뷰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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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Application

프로젝트개요 Android모바일 플랫폼 환경에서 ePub, 만화,오디오 북 등다양한 포맷을 지원하는 전자책 뷰어 개발

개발내용

• KT olleh 마켓을 연동 (콘텐츠 구매)

• 사용자 ePub 및 만화 콘텐츠 지원

• KT DRM 및 외부 DRM 연동

• 3D 페이지 넘김 효과

• 내용 검색

• 메모 삽입, 하일라이트, 즐겨 찾기 등 각종 편의 기능

• 폰트 종류/크기/색상 설정, 페이지 넘김 시간 설정 등

사용자 설정 기능

개발환경
• 서버 : Android (éclair 이상)

• 언어 : JAVA

KT Android 플랫폼 지원 eBook 뷰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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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Application

프로젝트개요
Android 및 iOS 기반의 Phone및 PAD에탑재되는 AOD/VOD Player 개발프로젝트로서 개인보유 (Local.Ucloud등)의콘텐츠및 KT

의마켓(올레 TV.,올레뮤직등)에서구매한콘텐츠를통합적으로관리하고재생하는통합플레이어를개발

개발내용

• 로컬,스트리밍 재생 및 다운로드 기능

• 플레이어 목록 관리 기능 및 마이 플레이 기능

• 구매보관함 DB연동 및 Parsing기능

• 개인 콘텐츠의 공유 및 업로드 기능

• 스킨 및 계정 설정기능

• 사진 이미지 Viewer기능

• E-book Viewer 기능

• Ucloud 및 올레뮤직,올레TV,올레e-book 서버연동

개발환경
• 서버 : Android (éclair 이상) 및 iOS

• 언어 : JAVA, Objective-C

KT olleh 플레이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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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Application

프로젝트개요
Android 기반의 AOD/VOD Player 개발 프로젝트로서 단말에 preload 되어 KT 리얼벨, Show Video 서비스, Show

MyPC 연동 서비스 제공

개발내용

• 지원 코덱

- video: MPEG4/H.264/WMV

- audio: AAC, AAC+, WMA, MP3..

• KUN 브라우저 연동

• 로컬 재생, 스트리밍(RTP/RTSP) 재생

• 다운로드 기능

• 벨소리 설정 기능

• 콘텐츠 보관함 기능

• OPEN MAX 연동

• KT 서비스 어플 연동(Show MyPC 등)

개발환경
• 서버 : Android donut, éclair

• 언어 : JAVA, C/C++

KT Android 통합미디어플레이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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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서버 시스템

프로젝트개요
KT 음성합성 내재화 엔진을 사용한 TTS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서비스 유연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고 음성합성 서비스에 대

한 효율적 관리 기능 구현

개발내용

• 클라이언트 인증 및 예외 기능

• 음성합성 요청 문장 내 태그 처리

• In-Memory 기반의 상용구/캐시 활용

• 문장단위 Thread 처리를 통한 처리 속도 향상

• 음성합성서버의 요청 처리 수 제한 기능

• 음성합성엔진을 통한 음성합성 처리

• 상용구/캐시/사용자사전 관리

• 서버 관제 및 통계 기능

개발환경

• OS : Linux (CentOS, Ubuntu)

• 언어 : JAVA

• 프래임워크&DB : Spring 4.1.6, JDK 1.8

• M/W : Apache, Tomcat

GiGA Genie TTS 내재화 엔진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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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서버 시스템

프로젝트개요
KT 영상분석 엔진을 사용하여 이미지로부터 얼굴을 검출하고 검출된 얼굴로부터 성별, 연령, 표정, 인식을 위한 정보 추출

하는 시스템 구축

개발내용

• 업로드 이미지 Caching

• 얼굴 검출을 위한 KT 영상분석 엔진 연동

• 얼굴 분석(성별, 연령, 표정 추정) 정보 제공

• 얼굴 특징 값 비교를 통한 유사도 정보 제공

• API별 통계 및 서비스 관제 기능

개발환경

• OS : Linux (CentOS)

• 언어 : JAVA

• 프래임워크&DB : Spring 5.0.9, JDK 1.8

• M/W : Apache, Tomcat

영상분석 Open API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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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서버 시스템

프로젝트개요 사용자의 목소리 파일을 업로드 받아 훈련하여 음성동화를 생성해주는 개인화 서비스 구축

개발내용
• 동화서비스 제어서버 구축 (HA)

• 음성훈련/합성서버 제어 기능

• 음성동화 생성작업에 대한 제어 및 통지 기능

• 서버 상태 모니터링

개발환경

• OS : Linux (CentOS, Ubuntu)

• 언어 : JAVA

• 프래임워크&DB : Spring 4.1.6, JDK 1.8

• M/W : Apache, Tomcat

내 목소리 동화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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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서버 시스템

프로젝트개요
FIDO (FIDO: Fast Identity Online) 기반의 생체인증을 위한 서버 시스템 구축과 Android, iOS사용자를 위한 인증 어플리

케이션 개발

개발내용

• OpenID Connect 기반 ID Gateway

• FIDO Server 관리 기능

• FIDO 인증앱 통계 관리 기능

• 정산 / 통계 관리 기능

• 서비스 모니터링 기능

• KT 인프라 연동 기능

개발환경

• OS : Linux

• 언어 : JAVA

• 프레임워크&DB : Spring 4.0, Oracle

PASS BY KT(구, KT인증) 앱 서버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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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서버 시스템

프로젝트개요
정부의 간편결제 강화 및 모바일 금융 활성화 기조에 따라 신규 인증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 증대에 맞추어 KT내 다

양한 DB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 플랫폼 구축

개발내용

• 인증 ID Gateway

• 명의자 기반 간편 인증

• B2B 대용량 인증 서비스

• KT 인프라 연동 기능

• 사용자 관리 기능

• 서비스 APP 정보 관리 기능

• 정산 / 통계 관리 기능

• 서비스 모니터링 기능

개발환경

• OS : Linux

• 언어 : JAVA

• 프레임워크&DB : Spring 4.0, Oracle

KT 스마트멀티인증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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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서버 시스템

프로젝트개요
KT 유/무선 서비스에 제공되는 콘텐츠의 통합 관리와 고객의 구매 및 이용관련 행위를 수집/분석하는 CMS 시스템 구축.

파트너 사업자의 정보관리, 콘테트 입고, 공급요청 검토 및 계획 등록등 공급활동을 위한 CP Site 구축

개발내용

• 파트너 관리/계약 관리

• 콘텐츠 공급/입고 관리

• 콘텐츠 공급 요청 관리

• 파트너 계약/콘텐츠 수급 통계

• 판매 / 이용 통계

• 콘텐츠 현황 정보

개발환경

• OS : Linux

• 언어 : JAVA

• 프레임워크&DB : Spring 3.2, Oracle

KT 통합 CMS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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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서버 시스템

프로젝트개요
심각해지는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안활동을 체계화. 이런 활동으로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SD), 침입차단시스템

(IPS),DDoS방지 시스템, 웹방화벽 등의 다양한 보안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통합보안관리시스템 구축

개발내용

• Firewall, Router, IPS 장비 로그 실시간 수집

• Server, DB등의 시스템 로그 실시간 수집

• 위험 분석 및 알람 기능

• 침입차단 정책 관리

• 실시간 모니터링 Dashboard 기능

• 보안관제 리포트 기능

• 자산관리 기능

개발환경

• OS : Linux

• 언어 : JAVA

• 프레임워크&DB : Spring 3.2, MARIADB, C++

통합보안관제시스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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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서버 시스템

프로젝트개요
삼성전자의 교육 콘텐츠 서비스인 삼성러닝과 전자책 서비스인 삼성북스의 CP들이 대용량 콘텐츠를 기존 방식 대비 최소

10배 이상 빠르게 업로드 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개발

개발내용

• 업로드 클라이언트 및 서버 개발 : UDP 기반의 고속 전송 프

로토콜 사용 (UDP 환경 사용 불가 시, TCP 지원)

• Agent Server 개발 : 업로드 서버의 동적 증설(Auto Scaling) 

및 효율적인 트래픽 분산(Load Balancing) 처리 시스템 개발

• 관리 포털 개발 : 다 거점 서비스의 일원화된 운영 포

털 사이트로서 전체 서버 및 시스템 모니터링, 정책

관리 및 통계 기능 제공

개발환경

[Server]

• 서버 : Amazon EC2, Linux 

• 언어 : C++

[Client]

• 단말:  Internet Explorer,  ActiveX

• 언어 : C++

[Agent Server & Management Portal]
• 서버 : Amazon EC2, Linux
• WAS : Jboss 7.1
• 언어/Framework : JAVA, Spring, FreeMarker, 

MyBatis, PL/SQL

삼성전자 Fast FileUpload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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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서버 시스템

프로젝트개요
Readers Hub Store 구축을 통해 도서, 신문, 만화, 잡지, 교육 등의 e-Reading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제공하고, 글로벌 확산

의 기반을 마련하는 서비스 시스템 개발

개발내용
• Seller Portal  및 Admin Portal 개발

- 디스플레이, 이벤트, 통계, 정산

개발환경

• 서버 : Amazon EC2 Cloud,  Linux

- WAB : Apache / WAS : Jboss 5.0

• 단말 : Internet Browser, ODC(삼성 ebook 단말)

• 언어 : JAVA, Spring Framework, REST, MyBatis , XML, PL/SQL

삼성전자 Readers Hub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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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서버 시스템

프로젝트개요
Daum TV+의 VOD 서비스를 위한 관리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로서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장르, 구매, 계정, 공지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

개발내용

• 계정 등록/수정 관리 기능

• 신규/인기/추천 콘텐츠 관리 기능

• 장르별 콘텐츠 관리 기능

• 어플리케이션 관리 기능

• 메뉴 생성, 기획물 관리 기능

• 구매 내역 관리 기능

• 문의, FAQ 관리 기능

• 콘텐츠 API 서비스 기능

개발환경

• OS : Linux

• 프레임웍 : jQuery, Tomcat 7.0.23, Spring 3.1.0, MyBatis 3.0.6, JSP/JSTL, JDK 1.7

• DB : MySQL 5

DaumTV+  서비스 관리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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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셋탑/TV

프로젝트개요
CJ헬로비전 케이블 TV에서 이벤트 참여, 투표 참여, VOD 정보 이동, 영어 학습 VOD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OCAP(Open

Cable Application Platform) 기반의 연동형 및 HTML5 기반의 독립형 투니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개발내용

• VOD 플레이어

• 영어 VOD 콘텐츠

• 레벨 별 / 시즌 별 영어 VOD 콘텐츠

• 아동 상품 정보 SMS 전송

• 투니버스 상품 가입

• 이벤트 배너

• 이벤트 참여

개발환경

[연동형]

• 단말 : OCAP 기반 케이블 셋탑박스

• 플랫폼 : OCAP, JavaTV

• 언어 : Java

[독립형] 

• 단말 : 클라우드 기반 케이블 셋탑박스

• 플랫폼 : Web

• 언어 : html5 , JavaScript, Backbone.JS

투니버스연동형/독립형서비스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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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셋탑/TV

프로젝트개요

LG U+의 영화채널(OCN, OCN시리즈, 캐치온, 캐치온플러스, 채널CGV, 수퍼액션)에서 영화 VOD, 편성 프로그램, 이벤트,

영화 랭킹, 핫이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캐치온 상품 가입, 이벤트와 투표 참여, EPG 연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ndroid 기반의 연동형 어플리케이션 개발

개발내용

• 편성 프로그램

• 영화정보 핫이슈

• 영화 퀴즈

• 이벤트 참여

• 영화 랭킹

• 캐치온 상품 가입(VOD + Channel)

• VOD EPG 연동

• 트리거

• 이벤트 배너

• 영화 추천(오늘은 뭘 볼까?)

개발환경

• 단말 : Android 기반 IPTV 셋탑박스

• 플랫폼 : Android

• 언어 : Java

LG U+ TV 영화연동형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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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셋탑/TV

프로젝트개요
SK BTV의 스타일채널(tvN, 온스타일, 올리브)에서 편성 프로그램, 이벤트, 핫이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벤트와 투표 참

여, EPG 연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ndroid Web기반의 연동형 어플리케이션 개발

개발내용

• 편성 프로그램

• 스타일정보 핫이슈

• 이벤트 참여

• 스타일 랭킹

• 트리거

• 이벤트 배너

개발환경

• 단말 : Android 기반 IPTV 셋탑박스

• 플랫폼 : Web

• 언어 : html5, JavaScript, AngularJS

SK BTV 스타일연동형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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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셋탑/TV

프로젝트개요

KT IPTV의 영화채널(OCN, OCN시리즈, 캐치온, 캐치온플러스, 채널CGV, 수퍼액션)에서 영화 VOD, 편성 프로그램, 이벤트,

영화 랭킹, 핫이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캐치온 상품 가입, 이벤트와 투표 참여, EPG 연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CAP(Advanced Common Application Platform) 기반의 연동형 어플리케이션 개발

개발내용

• 편성 프로그램

• 영화정보 핫이슈

• 영화 퀴즈

• 이벤트 참여

• 영화 랭킹

• 캐치온 상품 가입(VOD + Channel)

• VOD EPG 연동

• 트리거

• 이벤트 배너

• 영화 추천(오늘은 뭘 볼까?)

개발환경

• 단말 : ACAP 기반 케이블 셋탑박스

• 플랫폼 : ACAP, JavaTV

• 언어 : Java

KT Olleh TV 영화연동형 서비스 유지보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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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셋탑/TV

프로젝트개요
티브로드와 현대방송 케이블 TV의 캐치온포털 채널에서 캐치온 VOD 정보, VOD 재생, 영화 찾기, 재생 내역, 공지사항, 이

벤트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OCAP(Open Cable Application Platform)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개발내용

• 캐치온 VOD 메뉴 브라이징

• VOD 플레이어

• VOD 재생 내역

• 프로모션 영화

• 영화 찾기

• 이벤트 참여

• 캐치온 상품 가입

• 이벤트 배너

• 공지사항

개발환경

• 단말 : OCAP 기반 케이블 셋탑박스

• 플랫폼 : OCAP, JavaTV

• 언어 : Java

티브로드 / 현대방송(HCN) 캐치온 VOD 포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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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수행 사례 – 셋탑/TV

프로젝트개요
LG 스마트TV에 탑재된 Netcast 4.0 기반의 ACR Solution Plugin 을 통해 서비스 대상 채널 (CJ E&M 및 공중파)을 인식하

고, 채널에 특화된 Trigger 를 노출하여 양방향 서비스 메뉴 및 commerce app 연동을 하도록 하는 앱 개발

개발내용

• ACR Plugin 연동을 통한 지정자(Trigger) 노출

• 지정자 및 광고 배너 스케줄 제어

• 프로그램 편성정보 연동

• 방송 부가정보 연동

• 이벤트 연동

• commerce 채널 app 연동

• 투표 및 공지사항 서비스 제공

• 통계 제공을 위한 데이터 연동

개발환경

• 단말 : LG Smart TV

• 언어 : HTML/HTML5, Java Script 

• 플랫폼 : NetCast 4.0, ACR 

CJ E&M 양방향서비스(CES) Front App 개발



5.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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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Location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94길 53 화성빌딩 4층
(우: 06130)

fax) 070-7500-1400

tel) 02-569-7990

mail) support@dayside.co.kr

㈜데이사이드
강남구 강남대로 94길 53

화성빌딩 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