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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국내최초당구스코어보드시스템개발사 (주)큐스코



4

2. 연혁

20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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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및인원

사업의핵심인개발/영업파트는내부조직화,

기타디자인/퍼블리싱파트는외부파트너협업을통해

효율적이고유연한조직과인력운용으로안정적인서비스를제공합니다.

• 큐스코 스코어보드 및
시스템 개발 운영

• 영상시스템 개발 및 운영
• 대회 전용 운영 서비스 개발

개발팀

• 큐스코 플랫폼 영업 및
마케팅

• 구장 운영 및 큐스코 서비스
컨설팅

영업 및 지역총판팀

• 구장 내 큐스코 장비 설치
및 A/S (스코어보드, 
카메라, 정산시스템 등)

• 대회 진행 시 장비 설치

설치 및 A/S 팀 디자인 퍼블리싱

• 큐스코 스코어보드 및
웹사이트 디자인

• 큐스코 및 제휴 서비스
웹페이지 퍼블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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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영역

전문당구선수와동호인들이즐길수있는인프라및서비스구축, 운영과

각종대회를성공적으로진행할수있는다양한관련사업을진행합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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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실적

2013년서비스시작이후전문선수와동호인들의관심과이용으로

국제캐롬연맹(UMB) 및 (사)대한당구연맹공식스코어보드선정되었으며2018년을기점으로

연200%의성장율을기록하며빠르게성장하고있습니다.

누적클럽수

1,324개

누적테이블수

6,884대

누적회원수

203,3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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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실적

고객과구장에게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유료서비스인

2021년런칭된큐니프리미엄회원과큐니가맹점은

높은서비스의만족도와혜택으로가입자가빠르게증가하고있습니다.

큐니 프리미엄 회원 큐니 프리미엄 가맹점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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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실적

큐스코는단순히제품만을판매하는타사와달리

지속적인서비스개발및업데이트로

고객만족도와이용자들의선호도가매우높으며시장점유율을높여가고있습니다.

구장 점유율 테이블 점유율

B사

46%

Z사

15%

큐스코

39% B사

42%

Z사

13%

큐스코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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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실적

누적경기수

17,645,298회

꾸준한서비스의이용율증가로’21년누적경기수1,000만회를돌파하였으며

누적경기와함께축적된영상콘텐츠는유튜브를통해제공되어

콘텐츠의공유및확산을통해서비스를확장해나아가고있습니다.

26,872

8,271

35,25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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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큐스코는최근4개년(2017~2020) 간연평균175%의성장율을기록하였으며

2021년부터안정적인수익을바탕으로지속적인투자를진행하여

새로운도약을준비하고있습니다.

5. 주요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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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실적

수준높은경기기록및분석력을인정받아

국내외당구연맹과글로벌클래스대회의공식스코어보드로선정되었고, 

다수의국내/국제경기운영을통한시스템구축과노하우를보유하고있습니다.



13

6. 큐스코보유인증서

큐스코는저작권을인정받은국내최초의당구스코어보드시스템이며,

후발주자들이결코따라올수없는전문기술력을인정받아벤처기업으로등록되었습니다.

큐니 상표등록
2021.02.26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2020.12.02

스코어보드 디자인등록
2019.11.04

3CC 마스터즈 기술 특허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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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큐스코보유인증서

큐스코는저작권을인정받은국내최초의당구스코어보드시스템이며,

후발주자들이결코따라올수없는전문기술력을인정받아벤처기업으로등록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등록
2012.10.22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확인서
2018.09.06

3C서바이벌 저작권 등록
2018.12.03

스코어보드 및 관리 시스템 특허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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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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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큐스코서비스소개

CUESCO 에는즐거움, 감동, 새로움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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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큐스코서비스소개

당구를더욱즐겁게즐길수있는새로운경험, 그중심에큐스코가있습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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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큐스코서비스소개

큐스코는지속적인연구개발과축적된노하우를바탕으로

차별화된기능과디자인을적용한업데이트지속적으로실시하며

스코어보드의트렌드를선도하고있습니다.

•

•

•

•



19

8. 큐스코서비스소개

국내최초빌리어즈디지털스코어보드큐스코는

동호인과파트너들의피드백을적극반영하고연구하여

타경쟁사대비월등한디자인과성능,차별화된콘텐츠를제공하고

지속적인업그레이드를통해한발더앞서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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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큐스코서비스소개

큐스코스코어보드는국내당구인들의다양한니즈를충족할수있도록

국내외대회및클럽에서즐길수게임들을하나의스코어보드에서제공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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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큐스코서비스소개

구장을방문하시는대기고객을쉽고편리하게관리가능한대기시스템은

대기손님등록부터테이블현황보기, 테이블배정까지원스톱서비스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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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큐니서비스소개-콘텐츠

큐스코User에게는+@의혜택을,구장주에게는매출증대에도움을주는

다양한큐니콘텐츠로서비스의재미를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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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큐니서비스소개-콘텐츠

큐스코User에게는+@의혜택을,구장주에게는매출증대에도움을주는

다양한큐니콘텐츠로서비스의재미를더합니다.



24

9. 큐니서비스소개-콘텐츠

큐스코User에게는+@의혜택을,구장주에게는매출증대에도움을주는

다양한큐니콘텐츠로서비스의재미를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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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큐니서비스소개–큐니프리미엄회원

일반회원들과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프리미엄회원제를운영하여

게이미피케이션요소를도입, 더욱더당구의매력을즐기실수있으며

다양한리워드를함께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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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큐니서비스소개–가맹서비스

큐니가맹점서비스로방문고객에게는큐니콘텐츠에서즐길수있는특별한혜택을드리고

이를통해가맹점방문율을높여구장주의매출증대에도움이되는서비스를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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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큐스코가격안내

합리적인가격과압도적인퍼포먼스의큐스코스코어보드는

구장주와고객모두를만족도를높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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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큐스코가격안내

구장에최적화된카메라장비와고화질의영상은게임의수준을높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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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큐스코가격안내

큐스코스코어보드와연동되는정산시스템은

구장운영에필요한다양한기능을제공하는효율적인관리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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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큐스코가격안내

큐스코스코어보드와연계되어더욱편리한대기시스템과대기디스플레이는

손님들에게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구장주분들에게최적화된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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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경쟁사기능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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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경쟁사기능비교표



㈜큐스코는
전세계모든당구종목에서없어서는안될서비스를만들어나아갑니다.

당신이있는곳이당구가되는Smart Billiards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