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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볼트마이크로

부스번호 : H116

대 표 : 김성일

전 화 : 02-798-2048

팩 스 : 02-795-2048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41 (한강로1가, 의성빌딩2층)

홈페이지 : www.vaultmicro.com

업체소개 :

(주)볼트마이크로는 2009년에 설립되어 IoT, 모바일, 자동차 및 각종 임베디드 분야에 필요한 디바이스 드라이

버 및 운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각종 운영체제 기반의 모바일 솔루션과

다양한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 제어 소프트웨어 등 안정적이고 높은 성능의 제품을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

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네트워크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핵심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

정적인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시켜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Easy Connectable

카메라와 스마트폰 유선 연결을 해제해도 무선으로 자동 연

결되어 영상이 유지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 특징

USB연결로 Wi-Fi/Bluetooth 기기 자동 페어링 기능

유무선 카메라 프로토타입 제품 보유

2. CameraFi

스마트폰에 연결 가능한 USB 카메라 커넥티비티 소프트웨어

* 특징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 연결 USB현미경, 내시경 사용자의

70%가 카메라파이 사용. Google Play에서 USB Camera App

부분에서 1위

사진 및 영상 보기, 녹화 및 공유 가능

3. CameraFi Live

USB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라이브스트리

밍 방송 기능 제공

* 특징

YouTube, USTREAM, Twitch, Wowza와 RTMP/RTSP 서버를 사

용하여 실시간으로 라이브스트리밍 가능

비디오: USB 카메라/ 내장형 카메라, 오디오: UAC/In-Mic

4. CameraFi 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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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카메라(후방카메라)를 연결가능한 자전거 앱

* 특징

후방카메라 연동 가능, 사진 및 영상 보기, 녹화 및 공유 가능,

거리 및 속도 계산, 위치 추적, bike 히스토리 저장 가능

5. Vault Connectivity Software

자동차, 텔레매틱스, 휴대폰, 셋톱박스, POS등 다양한 디바이

스에서 통신모뎀(모듈)과 쉽게 통신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

웨어

* 특징

Qualcomm, LGE, CGT와 같은 다양한 2G/3G/LTE/LTE-A 모뎀

제어 가능,

LTE 또는 LTE-A에서도 속도 저하 없이 높은 속도의 네트워크

를 지원,

기기 제조업체들은 호환 모뎀연결을 위해 디바이스 드라이버,

호환 프로토콜 그리고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 없이 빠르게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