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파이 - iOS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주소 : https://apps.apple.com/kr/app/축구파이/id1555203573?l=en

#####################################################
※2020년 관광기업혁신바우처 - 대형 바우처(1억)
#####################################################

훈련 영상을 봐도 나의 훈련 영상을 올려도 포인트가 쌓이는 축구파이!
챌린지 영상을 봐도 챌린지를 도전한 영상을 올려도 포인트가 쌓입니다.
나의 체격도 주기적으로 올려보세요.
축구파이에서는 축구로 하는 모든 활동이 포인트가 됩니다.
축구파이는 축구로 놀면서 포인트와 데이터를 쌓는 내 손안의 디지털 축구 놀이터입니다.

React Native로 개발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참여기간 2020년 11월 - 2021년 02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Android iOS MySQL Laravel (PHP) React native / React



축구파이 - 안드로이드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 그래픽

설명

주소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faentasium.footballcash

#####################################################
※2020년 관광기업혁신바우처 - 대형 바우처(1억)
#####################################################

훈련 영상을 봐도 나의 훈련 영상을 올려도 포인트가 쌓이는 축구파이!
챌린지 영상을 봐도 챌린지를 도전한 영상을 올려도 포인트가 쌓입니다.
나의 체격도 주기적으로 올려보세요.
축구파이에서는 축구로 하는 모든 활동이 포인트가 됩니다.
축구파이는 축구로 놀면서 포인트와 데이터를 쌓는 내 손안의 디지털 축구 놀이터입니다.

React Native로 개발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참여기간 2020년 11월 - 2021년 02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Android iOS MySQL Laravel (PHP) React native / React



My Korea Trip

카테고리 개발

분야 웹

설명

주소 : http://13.124.201.193/

#####################################################
※2020년 관광기업혁신바우처 - 소형 바우처(2,000만원)
#####################################################

여행 관련 웹 서비스입니다.
해외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계획할때 필요한 여러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여행 일정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 서비스입니다.

참여기간 2020년 11월 - 2021년 01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AWS 모바일웹 Laravel (PHP)



abckeypad-W

카테

고리
개발

분야애플리케이션

설명

주소 : https://apps.apple.com/us/app/abckeypad-w/id1565105297

사전식 순서로 배치되어 자모음 순서만 알면 초보자도 쉽게 입력이 가능하며 문자 표시창이 자모음 배열키 뿐만 아니
라 추천 문자 입력까지 가능한 세계 유일한 기능으로 작은 화면으로 인한 기존 워치 키보드의 한계를 극복한 키보드 앱
입니다. 한글 자모음 4개 만으로 모든 글자 작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각 글자 키패드 크기가 커져 오타
도 줄임과 동시에 한결 편리 해졌습니다. 사전이 있는 모든 언어에 적용이 가능 합니다. 사용빈도가 높은 자모음들에
넓은 면적의 자판을 배정하여 입력 오류를 줄였습니다. 이 앱은 한국 미국 등록특허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Apple Watch 용 영어 키보드입니다.

참여

기간
2021년 03월 - 2021년 05월

참여

율
100%

이미

지

관련

기술
iOS Swift keyboard watchkit APPLE WATCH OS



ㄱㄴㄷkeypad-W

카테

고리
개발

분야애플리케이션

설명

주소 : https://apps.apple.com/us/app/ㄱㄴㄷkeypad-w/id1565105487

사전식 순서로 배치되어 자모음 순서만 알면 초보자도 쉽게 입력이 가능하며 문자 표시창이 자모음 배열키 뿐만 아니
라 추천 문자 입력까지 가능한 세계 유일한 기능으로 작은 화면으로 인한 기존 워치 키보드의 한계를 극복한 키보드 앱
입니다. 한글 자모음 4개 만으로 모든 글자 작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각 글자 키패드 크기가 커져 오타
도 줄임과 동시에 한결 편리 해졌습니다. 사전이 있는 모든 언어에 적용이 가능 합니다. 사용빈도가 높은 자모음들에
넓은 면적의 자판을 배정하여 입력 오류를 줄였습니다. 이 앱은 한국 미국 등록특허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Apple Watch 용 한글 영어 키보드입니다.

참여

기간
2021년 03월 - 2021년 05월

참여

율
100%

이미

지

관련

기술
iOS Swift keyboard watchkit APPLE WATCH OS



abckeypad-P

카테

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주소 : https://apps.apple.com/us/app/abckeypad-p/id1565104956

사전식 순서로 배치되어 자모음과 알파벳 순서만 알면 초보자도 쉽게 입력이 가능하며 사전이 있는 모든 언어에 적용
이 가능 합니다. 사용빈도가 높은 자모음과 알파벳들에 넓은 면적의 자판을 배정하여 입력 오류를 줄였습니다. 이 앱
은 한국 미국 등록특허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iOS용 영어 키보드입니다.

참여

기간
2021년 03월 - 2021년 05월

참여

율
100%

이미

지

관련

기술
iOS Swift keyboard



ㄱㄴㄷkeypad-P

카테

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주소 : https://apps.apple.com/us/app/ㄱㄴㄷkeypad-p/id1565104943

사전식 순서로 배치되어 자모음과 알파벳 순서만 알면 초보자도 쉽게 입력이 가능하며 사전이 있는 모든 언어에 적용
이 가능 합니다. 사용빈도가 높은 자모음과 알파벳들에 넓은 면적의 자판을 배정하여 입력 오류를 줄였습니다. 이 앱
은 한국 미국 등록특허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iOS용 한글 영어 키보드입니다.

참여

기간
2021년 03월 - 2021년 05월

참여

율
100%

이미

지

관련

기술
iOS Swift keyboard



코코아콜백 - 카카오톡, 문자 콜백서비스

카테고

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주소 : https://m.onestore.co.kr/mobilepoc/apps/appsDetail.omp?prodId=0000754106&scYn=Y

휴대폰과 유선전화 통화 후, 상대에게 상황별(수신, 발신, 부재중) 메시지를 카카오 알림톡과 문자로 자동 발송
하는 콜백 서비스입니다.

안드로이드 네이티브로 개발하였습니다.

참여기

간
2020년 05월 - 2020년 12월

참여율100%
이미지



관련

기술
MySQL AWS kotlin Laravel (PHP) 코틀린



DSF - spam filter <위시켓 이용 약관에 의해 수정된 내용입니다.>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스팸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팸차단하는 어플을 이용하게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들도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당사가 직접 개발해서 쓰고 있는 스팸 필터입니다.
아직은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듈로 iOS 스팸필터 extension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시켓 이용 약관에 의해 수정된 내용입니다.>

참여기간 2020년 03월 - 2020년 03월
참여율 100%

이미지

아이폰 스팸 필터 설정 화면입니다.

관련 기술Swift SMS and MMS Message Filtering



COSBALL (코즈볼) - iOS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 그래픽 · 영상

설명

https://apps.apple.com/us/app/cosball/id1533208179

React Native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OpenCV를 이용해서 안면인식 프로세싱을 통한 분석으로 화장품을 추천하고 구매하는 서비스입니다.
OpenCV 관련 다양한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간 2020년 06월 - 2020년 11월
참여율 100%
이미지

메인 화면입니다.



OpenCV를 이용해서 안면인식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세싱을 하는 화면입니다.

프로필 화면입니다.

관련 기술OpenCV



COSBALL (코즈볼) - 안드로이드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 그래픽 · 영상

설명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app.cosball

React Native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OpenCV를 이용해서 안면인식 프로세싱을 통한 분석으로 화장품을 추천하고 구매하는 서비스입니다.
OpenCV 관련 다양한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간 2020년 06월 - 2020년 11월
참여율 100%
이미지

메인 화면입니다.



OpenCV를 이용해서 안면인식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세싱을 하는 화면입니다.

프로필 화면입니다.

관련 기술OpenCV



삼성전자 S-patch 대표 작품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기존에 부정맥을 측정하는 방식은 상당히 불편했다. 

커다란 측정 기기를 일주일씩 달고 측정해야 하는 상당히 불편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간단한 디바이스를 달고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심전도 데이터를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고 향후 의사선생님께서 PC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상태를 관찰하고 진찰하는 토탈 솔루션을 개발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디바이스의 부착 상태등을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탑재

참여기간 2019년 08월 - 2019년 12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Android C# 블루투스



신시어 : 믿고 먹는 진짜 맛집 가이드 - iOS 대표 작품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맛집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입나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일정 반경 안에 있는 맛집을 찾아줍니다.
아울러 맛집을 평가하는 듯 SNS 기능도 있습니다.

https://apps.apple.com/kr/app/id1229574392

참여기간 2017년 12월 - 2018년 02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Android PHP iOS MySQL 웹 위치기반



Tripme LIVE - 트립미 라이브 - Android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링크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merryholiday.tripme

시청자와 채팅을 통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마음에 드는 여행자에게 선물을 보내고 여행과 도전을 후원,

생방송 중 투표를 통해 시청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행자를 위한 1인 미디어 라이브 방송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참여기간 2018년 05월 - 2018년 07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Android 채팅 라이브방송 Live



지도버튼

카테고리 개발

분야 웹

설명

링크 : http://jidobutton.com/

복잡한 코딩과 툴을 공부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한장의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쉽고 빠른 웹페이지 제작 플랫폼 입니다.

참여기간 2019년 01월 - 2019년 05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javascript PHP jQuery Web



better.BEE - iOS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내 주변에 보조배터리 대여소를 표시해주며,

QR 코드를 스캔하여 결제 및 대여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참여기간 2020년 05월 - 2020년 06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iOS 위치기반 QRcode



알잠 - Android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링크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inity.sleepcoach

아기잠 전문가와 아기를 위한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아기의 수유, 수면, 배변 등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련된 평균 데이터를 숫자 및 그래프 형식으로 제공하며,

권장 데이터와 비교가 가능한 육아 프로그램 서비스 입니다.

참여기간 2019년 09월 - 2019년 10월
참여율 30%

이미지

관련 기술Android iOS



알잠 - iOS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링크 : https://apps.apple.com/kr/app/id1439529004

아기잠 전문가와 아기를 위한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아기의 수유, 수면, 배변 등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련된 평균 데이터를 숫자 및 그래프 형식으로 제공하며,

권장 데이터와 비교가 가능한 육아 프로그램 서비스 입니다.

참여기간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참여율 50%

이미지

관련 기술Android iOS



POSTING - Android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링크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posting.devstories.com.posting_android

학교별 게시판에 포스트잇(글/사진) 을 업로드하여 공유하고,

자신만의 포스트잇을 작성하여 관리가 가능하며

뗀 사람과 함께 채팅까지 가능한 소통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참여기간 2018년 03월 - 2018년 07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Android PHP iOS cakephp



POSTING - iOS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링크 : https://apps.apple.com/kr/app/id1489671544

학교별 게시판에 포스트잇(글/사진) 을 업로드하여 공유하고,

자신만의 포스트잇을 작성하여 관리가 가능하며

뗀 사람과 함께 채팅까지 가능한 소통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참여기간 2018년 12월 - 2019년 01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Android PHP iOS MySQL cakephp



인터월드

카테고리 개발

분야 웹

설명

링크 : http://www.interworld.or.kr/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험료 가격비교와 함께 바로 보험 신청도 할 수 있는 웹 사이트 입니다.

참여기간 2016년 06월 - 2017년 06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PHP Web



REALMATE

카테고리 개발

분야 웹

설명

링크 : https://realmate.co.kr/

일회성 원데이 모임활동을 직접 호스팅하고, 참가할 수 있는 소모임 활동 플랫폼

자신이 원하는 지역, 연령, 활동타입에 따라 원하는 모임에 참여하며, 

원하는 주제의 밋업을 언제든지 쉽게 호스팅이 가능한 웹사이트 입니다.

참여기간 2019년 05월 - 2019년 11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PHP MySQL Web laravel mobileweb 결제



Creditmeka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휴대용 무선 단말기 및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통합 결제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가맹점 관리 및 간편한 계좌이체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참여기간 2019년 06월 - 2019년 08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Android PHP laravel 결제



Star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휴대용 무선 단말기 및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통합 결제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가맹점 관리 및 간편한 계좌이체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참여기간 2020년 05월 - 2020년 06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Android PHP laravel 결제



MC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휴대용 무선 단말기 및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통합 결제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가맹점 관리 및 간편한 계좌이체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참여기간 2019년 02월 - 2019년 04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Android PHP laravel 결제



Starball - Android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devstories.starball_android

나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데이팅 어플

AI 얼굴인식과 성향 알고리즘으로 최적의 선호 상대를 빠르게 찾아주며,
오직 스와이핑만으로 매칭, 서칭, 정보보기가 다 되는 차세대 UI/UX 로 편리하며,
자동 번역 채팅으로 언어 제약 없이 글로벌의 누구와도 자유롭게 대화 가능한 앱입니다.

참여기간 2018년 12월 - 2019년 05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Android iOS MySQL Python Django 위치기반



Starball - iOS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링크 : https://apps.apple.com/kr/app/id1474762791

나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데이팅 어플

AI 얼굴인식과 성향 알고리즘으로 최적의 선호 상대를 빠르게 찾아주며,
오직 스와이핑만으로 매칭, 서칭, 정보보기가 다 되는 차세대 UI/UX 로 편리하며,
자동 번역 채팅으로 언어 제약 없이 글로벌의 누구와도 자유롭게 대화 가능한 앱입니다.

참여기간 2018년 12월 - 2019년 05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Android iOS MySQL Python Django 위치기반



신시어 : 믿고 먹는 진짜 맛집 가이드 - 안드로이드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맛집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입나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일정 반경 안에 있는 맛집을 찾아줍니다.
아울러 맛집을 평가하는 듯 SNS 기능도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hamel.android

참여기간 2016년 07월 - 2016년 09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안드로이드 PHP / MYSQL 웹



스마트 배란측정기 오뷰 / SMART O'VIEW

카테고

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https://itunes.apple.com/kr/app/스마트-배란측정기-오뷰-smart-oview/id1301062505?l=en&mt=

배란테스트 오뷰(체액분석기기)와 함께 어플을 이용하여 당신의 배란일과 생리예정일을 보다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타액(침)을 이용한 체액분석기기인 오뷰를 이용하여 정확한 배란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날짜 주기법의 배란일 계산기로 가임기, 비가임기를 확인하고,
사용자의 오뷰 결과와 함께 가임기의 정확성을 극대화시킵니다.

- 스마트폰으로 오뷰 결과 촬영 및 배란기 확인
- 월간 달력보기(오뷰캘린더)를 통해 배란, 생리예정일 체크의 편리성
- 배란기와 생리일을 미리 알려주는 알람기능
- 나만의 다이어리 비Â번호 기능
- 배우자와 결과 공유하기

참여기

간
2017년 10월 - 2017년 11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
술

iOS 분석



B2IN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devstories.b2in.android

방글라데시에서 수학관련 문제 풀이 커뮤니티입니다
학생이 질문을 올리면 선생님이 답변하는 시스템입니다.

참여기간 2017년 11월 - 2018년 03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PHP 안드로이드 채팅



초잼 - 학습 타이머 및 분석 서비스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devstories.chojaem.android

Translate the description into English using Google Translate?
★ 한 문제 한 문제 초를 측정하고 수학문제 분석해 주는 학습앱 초잼 

수학 공부 시간 측정, 수학 학습 통계, 학습시간 분석까지!

--------------------------------------------------------------------------------

1) 내가 풀고 있는 수학 문제집의 한 문제 별 공부 시간 측정

2) 수능시험 대비 과목별 아날로그 시계 활용 시험보기 지원

3) 과목별 공부시간측정 

4) 내가 푼 수학 문제집 분석과 공부시간을 비교해 주는 통계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1. 수학 시험 시간이 부족한 학생 
(한 문제 별 소요시간과 수학 단원 별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2.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보기를 원하는 학생
(수능 과목별 아날로그 시계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3. 학습 계획을 하고자 하는 학생
(국, 영, 수, 기타 과목 기간별 학습시간 분석 통계를 제공 합니다.)

참여기간 2017년 12월 - 2018년 02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PHP 안드로이드 빅데이터



1365자원봉사알리미

카테

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vol1365

- 활동 승인알림 : 신청한 자원봉사활동의 승인 여부 알림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신청한 자원봉사에 대해 관리자의 자원봉사활동 승인 여부 및 봉사활동일 및 시간의 내
용이 Push 메시지로 제공 됩니다.

- 활동일 사전알림 : 자원봉사활동 날짜 사전 알림
봉사참여안내를 위해 신청한 봉사활동일 3일전, 1일전에 봉사일 안내 내용이 Push 메시지로 제공 됩니다.

- 실적등록 알림 : 활동의 자원봉사의 실적 등록 여부 알림
봉사 활동 후 해당 수요처 및 지역자원봉사 센터에서 봉사실적을 등록 한 경우 승인 내역이 Push 메시지로 제공
됩니다.

참여

기간
2017년 11월 - 2017년 12월

참여

율
100%



이미

지

관련

기술
PHP 안드로이드 푸쉬



쉼걸음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어진 트랙킹 코스 상품을 이용자가 구매한후 길안내를 시작하면

어플리케이션 상의 지도에 현재 위치부터 이동해야할 코스를 보여주며 이용자는 그 코스를 따

라 트랙킹을 하면 되는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어플에서 현재 어디에 있는지 코스위에 현재

위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코스를 완주하게 되면 총 걸었던 걸리, 칼로리 소모량등

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품구매는 PG사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여기간 2016년 08월 - 2016년 10월
참여율 100%
이미지

메인



이용자가 구매한 길안내 코스 상품 목록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 목록

관련 기술Android PHP 위치기반 여행 네비게이션



해강 고등학교 U-School

카테고

리
개발

분야 웹

설명

학생들의 출결을 raid 카드를 통한 출결인증 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서 각 학급 전등 관리(온/오프관리), 식단을 통
관리하고 해당 식단을 각 학급에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수 있고, 기자재 입출입을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시스
템 입니다.

참여기

간
2007년 05월 - 2007년 12월

참여율100%
이미지

u-school 통합 메인 화면



u-school 각 학급 전등 제어 관리

관련

기술
포트폴리오 '관련 기술'이 없습니다.



KT sky Life 시청점유률 분석 시스템

카테

고리
개발

분야 웹

설명

KT sky Life 시청점유률 분석 시스템 스카이라이프를 이용하는 셋톱박스에서 로그가 수집되며 수집된 대용량 로그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분석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배치 작업을 통해 사용자들의 시청형태를 분석하여 각종 통계데이터
를 생성하는 프로젝트 입니다.

spring Framework, jms, oracle, apache hadoop, Apache HBase, apache hive 등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참여

기간
2013년 06월 - 2013년 12월

참여

율
100%

이미

지

업무시스템 로그인 화면



시청 점유률 분석 요청 목록 및 분석 결과

관련

기술
Oracle spring Hadoop bigdata SPARK



FlyGood - Android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링크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flygood

참여기간 2017년 07월 - 2017년 08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Android 결제





예스24 LIVE - Android

카테

고리
개발

분야애플리케이션

설명

링크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yes24.Live

‘예스24 라이브’는 공연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앱입니다. 예스24 공연을 통해 공연 라이브 티켓을 구매하고,
예스24 라이브 앱을 통해 공연을 실시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의 열기를 느끼고 싶지만 거리가 멀어서, 표가 매진되어서 갈 수 없던 공연을 어디서든 편리하게 모바일로
감상하세요.

참여

기간
2017년 05월 - 2017년 07월

참여

율
100%

이미

지

관련

기술
Android 스트리밍



자리똑독 - Android

카테

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링크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devstories.hakdok.android

자리똑독은 학생,학부모를 위한 학습공간찾기 교육지도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자리똑독을 통하여 1)독서실을 찾고 2)독서실을 비교하고 3)독서실을 예약하고 4)나의 공부데이터를 기록하여
스터디 패턴을 분석 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간
2017년 01월 - 2017년 05월

참여

율
100%

이미

지

자리똑독 사용법1



자리똑독 사용법2

자리똑독 사용법3

관련

기술
Android 위치기반 결제



셀푸드 - iOS 대표 작품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링크 : https://itunes.apple.com/kr/app/id1202793991?mt=8

기존 배달앱에서 정해져 있는 메뉴를 선택하여 주문하는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재료를 추가 하거나 빼면서 커스텀 하여 주문할수 있는 신개념 음식 주문 앱 입니다.

참여기간 2016년 11월 - 2017년 06월
참여율 100%
이미지

셀푸드



음식 목록

나만의 음식 만들기

관련 기술Android iOS SNS 위치기반 결제



셀푸드 - Android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링크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selfood.android

기존 배달앱에서 정해져 있는 메뉴를 선택하여 주문하는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재료를 추가 하거나 빼면서 커스텀 하여 주문할수 있는 신개념 음식 주문 앱 입니다.

참여기간 2016년 11월 - 2017년 06월
참여율 100%
이미지

셀푸드



음식 목록

나만의 음식 만들기

관련 기술Android iOS SNS 위치기반 결제



루킹 - Android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링크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gentlmen.android

게이, 이반, 레즈, 동성애 업소를 찾아 주는 애플리케이션 입니다.

본인의 위치부터 가장 가까운 업소를 찾거나 같이 갈 사람을 찾아 채팅과 소모임을 만들어

즐길수 있는 어플입니다.

참여기간 2017년 02월 - 2017년 05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Android 위치기반 채팅



아이찾기 - iOS

카테고

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링크 : https://itunes.apple.com/kr/app/id1098103439?mt=8

아이찾기 서비스는 아이와 동행중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 앱을 통해 인근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서등의
유관기관으로 전달 하여 아이를 빠르게 찾을수 있도록 도와, 아이의 실종을 막고자하는 앱입니다.
모바일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며, 아이를 잃어버린 장소에서 아이 찾기 요청을 하게 되면, 아이를 찾아줄만한 주
변 회원을 찾아 등록된 아이의 정보를 전달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특정시간 후에는 경찰서, 미아보호소등의 유관기
으로 전달합니다.

참여기

간
2016년 06월 - 2017년 01월

참여율100%

이미지

관련

기술
Android iOS 위치기반 voip



아이찾기 - Android

카테고

리
개발

분야 웹

설명

링크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odaeng.findkid

아이찾기 서비스는 아이와 동행중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 앱을 통해 인근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서등의
유관기관으로 전달 하여 아이를 빠르게 찾을수 있도록 도와, 아이의 실종을 막고자하는 앱입니다.
모바일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며, 아이를 잃어버린 장소에서 아이 찾기 요청을 하게 되면, 아이를 찾아줄만한 주
변 회원을 찾아 등록된 아이의 정보를 전달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특정시간 후에는 경찰서, 미아보호소등의 유관기
으로 전달합니다.

참여기

간
2016년 06월 - 2017년 01월

참여율100%

이미지

관련

기술
Android iOS 위치기반 voip



견적다오

카테고리 개발

분야 웹

설명

링크 : http://daodao.co.kr

주거공간/상업공간 인테리어 부터 부분시간에 대한 비교 견적을 제공 하는 사이트입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원하는 곳의 인테리어 견적을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해당 업체들은 견적

을 제시하게 되고 사용자는 원하는 견적을 선택할 수 있는 웹사이트 입니다.

참여기간 2017년 01월 - 2017년 04월
참여율 100%
이미지

실시간 견적 상담 현황



시공사례

파트너 소개

관련 기술비교견적



Test and Evaluation System

카테고리 개발

분야 웹

설명

링크 : http://tesystem.co.kr

설명 추가중

참여기간 2017년 02월 - 2017년 04월
참여율 100%
이미지

te system 소개



레벨테스트 소개

주요 특징

관련 기술영어 온라인학습



DarryPhotter(작가용) - Android

카

테고리
개발

분

야
애플리케이션

설

명

링크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lkbrown.darry_photter.grapher.android

대리포터는 실시간 DSLR 사진촬영 서비스입니다.
사용자앱에서 근처에 있는 촬영작가에게 촬영 요청을 하면 작가의 폰에 푸쉬로 요청이 가고 작가는 요청한 사용자를
DSLR 카메라로 촬영후 작가 폰에서 전송 버튼을 누르면 고퀄리티의 사진이 사용자의 폰에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참

여기간
2016년 11월 - 2017년 02월

참

여율
100%

이

미지

사용자가 촬영요청



사진 촬영

사진전송

관

련 기
술

Android in-app



DarryPhotter - Android

카

테고리
개발

분

야
애플리케이션

설

명

링크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lkbrown.darry_photter.android

대리포터는 실시간 DSLR 사진촬영 서비스입니다.
사용자앱에서 근처에 있는 촬영작가에게 촬영 요청을 하면 작가의 폰에 푸쉬로 요청이 가고 작가는 요청한 사용자를
DSLR 카메라로 촬영후 작가 폰에서 전송 버튼을 누르면 고퀄리티의 사진이 사용자의 폰에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참

여기간
2016년 11월 - 2017년 02월

참

여율
100%

이

미지

메인이미지



촬영작가 검색

검색된 작가에게 촬영여청

관

련 기
술

Android in-app



텐더- Tender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링크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tender.android

전형적인 만남 채팅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일정 기준에 의해 상대방을 검색하고
채팅방에서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간 2016년 11월 - 2016년 12월
참여율 100%
이미지

아이콘입니다.



메인 페이지입니다

채팅 목록입니다

관련 기술안드로이드 SNS 채팅 미팅 만남



아이봇트 - i bought - 안드로이드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링크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ibought.android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 동영상을 SNS의 타임라인을 통해서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기능들은 일반적인 SNS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과 동일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처럼 동영상에 필터를 입힐 수 있고
이 영상은 사용자의 손동작에 따라 살아있는 사진이 됩니다.
또한 자이로스콥을 이용해서 폰을 좌우로 움직이면 사진이 살아서 움직이게됩니다.

동영상과 사진에 대한 다양한 고급 테크닉을 활용해서 개발된 작품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의 최절정의 고급 기능들을 활용해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참여기간 2016년 08월 - 2017년 01월
참여율 100%
이미지

동영상 촬영을 의미하는 아이콘입니다.



살아있는 사진이 나오는 타임라인입니다.

동영상 촬영화면입니다.

관련 기술안드로이드 SNS 동영상 인스타그램 필터



아이봇트 - i bought - iOS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링크 : https://itunes.apple.com/kr/app/i-bought./id1163658910?l=en&mt=8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 동영상을 SNS의 타임라인을 통해서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기능들은 일반적인 SNS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과 동일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매우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처럼 동영상에 필터를 입힐 수 있고
이 영상은 사용자의 손동작에 따라 살아있는 사진이 됩니다.
또한 자이로스콥을 이용해서 폰을 좌우로 움직이면 사진이 살아서 움직이게됩니다.

동영상과 사진에 대한 다양한 고급 테크닉을 활용해서 개발된 작품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의 최절정의 고급 기능들을 활용해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참여기간 2016년 08월 - 2017년 01월
참여율 100%
이미지

동영상 촬영을 의미하는 아이콘입니다.



살아있는 사진이 나오는 타임라인입니다.

동영상 촬영화면입니다.

관련 기술iOS SNS 동영상 필터 자리로스콥



삼성생명 - 2016 날리지페어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삼성생명 연말 이벤트용 안드로이드 어플입니다
삼성생명 직원분들이 로그인하고 문제를 풀고 발표자를 평가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기간 2016년 10월 - 2016년 11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안드로이드



삼성생명 - 2015 날리지페어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삼성생명 연말 이벤트용 어플입니다
삼성생명 직원분들이 로그인하고 문제를 풀고 발표자를 평가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기간 2015년 10월 - 2015년 11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안드로이드 삼성



모테가 팝다트 - iOS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온라인(앱)으로 다트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는 매장에 유저들의 플레이 영상을 볼수 있고, 
앱으로 상대 유저에게 대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전 신청시 다트 게임기가 설치된 오프라인 매장에서 게임을 즐길수 있는 App이며, 
위치기반/O2O/동영상 스트리밍 기술이 접목되어 개발 되었습니다.

주소 : https://itunes.apple.com/kr/app/motega-pabdateu/id1118852052?mt=8

참여기간 2016년 02월 - 2016년 08월
참여율 100%
이미지

메인 화면



내 위치를 기준으로 팝다트가 설치된 매장 찾기

내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사용자 목록 보기

관련 기술iOS 위치기반 스트리밍 o2o in-app



모테가 팝다트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온라인(앱)으로 다트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는 매장에 유저들의 플레이 영상을 볼수 있고, 
앱으로 상대 유저에게 대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전 신청시 다트 게임기가 설치된 오프라인 매장에서 게임을 즐길수 있는 App이며, 
위치기반/O2O/동영상 스트리밍 기술이 접목되어 개발 되었습니다.

주소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otega.popdart

참여기간 2016년 02월 - 2016년 08월
참여율 100%
이미지

내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사용자 목록 보기



내 위치를 기준으로 팝다트가 설치된 매장 찾기

이벤트 쿠폰

관련 기술Android 위치기반 스트리밍 o2o in-app



밍글 - 대학생 미팅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 iOS

카테고리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대학생들을 위한 쇼셜 미팅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미팅팀 구성, 미팅 매칭 알고리즘 적용, 사후 평가 등 다양한 SNS 요소가 있습니다.
채팅기반의 미팅어플입니다.

주소 : https://itunes.apple.com/kr/app/ming-geul-daehagsaeng-miting/id1105312757?
l=en&mt=8

참여기간2016년 02월 - 2016년 05월
참여율 100%
이미지

아이콘



상대 이성팀목록

채팅화면

관련 기
술

iOS Python Django 채팅 미팅



밍글 - 대학생 미팅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대학생들을 위한 쇼셜 미팅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미팅팀 구성, 미팅 매칭 알고리즘 적용, 사후 평가 등 다양한 SNS 요소가 있습니다.
채팅기반의 미팅어플입니다.

주소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letsmingle.android

참여기간 2016년 02월 - 2016년 05월
참여율 100%
이미지

아이콘



상대 이성팀목록

채팅화면

관련 기술Python 안드로이드 Django 채팅 미팅



우편 메일 발송 시스템 구축

카테고리 개발

분야 웹

설명

메일 발송 시스템에 대한 포탈서비스입니다
네이버 메일, 다음 메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일 수신, 메일 발송, 우편봉투, 편지지선택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메일 포탈서비스입니다.

http://greenpostbox.co.kr/

참여기간 2015년 10월 - 2016년 02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HTML5 웹 smtp 메일 우편



언박스 홈페이지

카테고리 개발

분야 웹

설명

공연관련 컨텐츠를 올리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유료 컨텐츠인 경우 결제솔루션을 통한 결제를 통하여 구매하게 됩니다.
다양한 공연을 올리는 회원이 공연을 등록하게 되면 
공연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연 티켓을 구매하게 됩니다.
후에 구매한 티겟들도 관리할 수 있구요
쇼핑몰, 예약, 결제 등 포탈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기간 2015년 07월 - 2015년 10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HTML5 웹 파이썬



모인글키보드(한자.한글.영어)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한글/한자/영어 키보드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이론을 접목한 키보드입니다
안드로이드용 키보드이며 한자에 더욱 특화된 키보드로
한자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로 만들어진 키보드입니다.

참여기간 2016년 01월 - 2016년 06월
참여율 100%
이미지

로고입니다



한글키보드입니다.

한자키보드입니다.

관련 기술안드로이드 알고리즘 키보드 한자 한문



수리공-인테리어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신개념 인테리어 O2O 서비스로써 온라인으로 인테리어 견적 문의할 수 있고 
업체는 견적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기능
[지역/거주지로 검색]
지역별/거주지별로 검색하여 수리공에서 진행 된 인테리어 수리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시공 사례: 원하는 검색에 맞게 수리부분을 빠르게 찾고 믿을 수 있는 사례 확인 가능
· 견적 요청: 수리를 원하는 사진만으로 방문견적 없이 언제 어디서나 견적서를 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기본정보/의뢰인/인테리어 업체 FAQ확인 가능

[상세 견적 작성]
인테리어 업체가 굳이 우리집에 방문하거나 혹은 인테리어 업자를 찾아 다닐 필요 없이 
서로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수리부분 사진과 상세 요청서만으로 
여러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서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사진 첨부: 원하는 수리 부분을 사진촬영하여 첨부한다.
· 견적 요청: 수리 부분, 거주형태, 치수, 희망공사일 등을 기입하여 견적요청을 한다.
· 견적 확인: 업체로부터 실시간 견적서를 받아 확인하고 맘에 드는 견적서를 채택한다.

[알람 기능]
본인이 작성한 견적요청에서 수리업체에서 견적서를 제시하면 수리 알람을 
실시간으로 알립니다.

[에스크로 서비스]
의뢰인의 수리대금을 수리공측에서 예치하고 있다가 모든 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인테리어 업체에게 24시간 이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 공사 대금 입금/수리시작
· 수리공: 에스크로 시스템을 통한 공사 대금 보호
· 인테리어 업체: 공사 완료 24시간 이후 수리공>업체로 공사 대금 입금

참여기간 2016년 04월 - 2016년 06월
참여율 40%
이미지



관련 기술안드로이드 쇼핑몰 SNS 결제 o2o서비스



캐쉬플라워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돈버는꽃배달 캐시플라워 - 전국꽃배달서비스
어플로 꽃배달을 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꽃관련 쇼핑몰로 각종 결제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으며 포인트 적립 등
쇼핑몰 토탈 솔루션입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ashflower.android

참여기간 2016년 01월 - 2016년 03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PHP Node.js 안드로이드 쇼핑몰 꽃



언박스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각종 유료/무료 공연 상품을 사용자가 올리고 참여하는 어플입니다
공연관련 쇼핑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공연을 올리면 참여를 원하는 사용자는 결제과정을 거쳐 공연 티켓을 구매하게됩니다. 
티켓이 발행되면 공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종 결제 솔루션 또한 적용되어 있습니다

웹 : https://www.unbox.to/
iOS : https://itunes.apple.com/kr/app/unbox/id1057800077?l=en&mt=8

참여기간 2015년 08월 - 2015년 10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iOS 쇼핑몰 웹 공연 반응



시사IN Live - 싱싱한 뉴스 생생한 분석 시사인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뉴스 전문 채널 시사IN 어플입니다.
뉴스 매거진 성격의 어플입니다
실시간으로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참여기간 2011년 05월 - 2011년 09월
참여율 90%

이미지

관련 기술포트폴리오 '관련 기술'이 없습니다.



갤럭시 노트 데이 기부

카테고리 디자인

분야 웹

설명
갤럭시 노트 데이 기부용 어플

참여기간 2012년 12월 - 2013년 02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포트폴리오 '관련 기술'이 없습니다.



갤럭시 노트 데이

카테고리 디자인

분야 웹

설명

세상에 없던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라!
삼성 갤럭시 노트 데이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크리에이티브를 갤럭시 노트 유저들과 함께 즐기고 만들고
나누는 세상에 없던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입니다
당신의 크리에이티브가 삼성 갤럭시 노트와 만나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된 새로운 감성을 만들어 내고
잊고 지내던 추억과 찰나의 영감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고
더 놀라운 세상을 발전 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삼성 갤럭시 노트 데이가 오늘 당신과 함께 하는 이유입니다
<2013년 1월 22일 갤럭시 노트 데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기간 2012년 12월 - 2013년 01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포트폴리오 '관련 기술'이 없습니다.



골프 날씨 - 케이웨더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국내 최대 날씨회사인 케이웨더에서 운영하는 골플날씨입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kweather.golf

참여기간 2011년 09월 - 2011년 12월
참여율 90%

이미지

관련 기술포트폴리오 '관련 기술'이 없습니다.



트래블팁 - iOS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여행관련 어플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사진 및 동영상을 회원들끼리 공유하는
버티컬 SNS 서비스입니다

주소 : https://itunes.apple.com/kr/app/teulaebeultib/id1057804384?l=en&mt=8
웹 : http://traveltip.kr/

참여기간 2015년 09월 - 2015년 12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iOS SNS 여행



트래블팁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여행관련 어플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사진 및 동영상을 회원들끼리 공유하는
버티컬 SNS 서비스입니다

주소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traveltip.android
웹 : http://traveltip.kr/

참여기간 2015년 05월 - 2015년 10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안드로이드 SNS 여행



나도 브랜드 티셔츠 디자이너 - 유디자이너샵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셔츠 커스텀 프린팅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올린 이미지를 제품인 옷에 프린팅하는 쇼핑몰로서
사진을 올릴 때 다양한 사진 편집 기능이 있습니다
옷 위에 적절하게 이미지를 배치해야하는 매핑기술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쇼핑몰로서도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쇼핑몰 기능이외에 쿠폰발행및 결제, 포인트 지급 및 결제로 사용, 
기프트카드 발급 등 다양한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 트랜드인 SNS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여 회원들간의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서비스입니다.

참여기간 2015년 12월 - 2016년 02월
참여율 100%
이미지

아이콘



편집 및 제품과 이미지 맵핑 후 상세화면

목록, 쿠폰발행 목록

관련 기술안드로이드 쇼핑몰 SNS 편집 결제



아이엠웨이 한자키보드 체험판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안드로이드용 한자 키보드입니다.
새로운 이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만들어진 한자 키보드입니다.

주소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imway.hanjakb

참여기간 2015년 02월 - 2015년 07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안드로이드 키보드



selts - 온라인 영어 문제은행&테스트 솔루션

카테고리 개발

분야 웹

설명

온라인 이러닝 시스템입니다

교사 - 문제저작, 문제은행 구축, 시험지 제작,
학생 - 시험지 풀기, 자동채점, 자체 공부

등 온라인에서 교사로서 문제를 만들고 시험지를 저작하고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참여기간 2010년 02월 - 2010년 10월
참여율 100%

이미지

selts 홈페이지

관련 기술웹 이러닝 영어 학습



영업이지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iOS 어플리케이션으로 영업관리 모바일 시스템입니다.

https://itunes.apple.com/us/app/yeong-eob-iji/id994444253?mt=8

참여기간 2015년 05월 - 2015년 05월
참여율 30%
이미지

로고



업무관리

일정관리

관련 기술iOS



ditto - sticker keyboard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iOS 8부터 가능해진 3rd party 커스텀 키보드입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미국 국적에 법인에서 미국에서 출시된 어플입니다.
네이버 라인등 스티커 키보드입니다

https://itunes.apple.com/us/app/ditto-sticker-keyboard/id980550469?l=ko&ls=1&mt=8

참여기간 2014년 05월 - 2015년 06월
참여율 100%
이미지

로고



설명1

설명2

관련 기술iOS 키보드



나는요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알바생과 사장님들의 경력관리를 위한 상호 시스템입니다.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개발로 제작되었습니다.

알바생은 매번 손으로 쓰는 이력서가 아닌,
과거에 일했던 점포에서 승인을 받은 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증받은 경력으로 경쟁력을 어필해보세요!
사장님들은..
알바생의 인증된 경력사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다 우리 점포에 어울리는, 보다 성실한 알바생을 구인하게 도와줍니다.
'옐로우카드' 시스템으로 고용한 알바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nanunyo.nanunyo

참여기간 2015년 06월 - 2015년 06월
참여율 100%

이미지

아이콘

관련 기술포트폴리오 '관련 기술'이 없습니다.



지마켓 - #봄신발그램 이벤트

카테고리 개발

분야 웹

설명

인스타그램 과 페이스북을 이용한 이벤트
각 SNS의 API를 이용해서 이벤트 진행

참여기간 2015년 03월 - 2015년 03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지마켓



타임메신 - SNS, 이성찾기, 위치기반, 연인, 인연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전형적인 페이스북같은 버티컬 SNS입니다
좀 다른 점은 자신이 과거에 다녔던 위치를 기반으로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SNS에 주요 기능인 타임라인, like 등 SNS의 주요기능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주소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timemesine.android

참여기간 2015년 06월 - 2016년 02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안드로이드 SNS 영상 페이스북 사진



지마켓 - 취향저격 SPA 토너먼트

카테고리 개발

분야 커머스, 쇼핑몰

설명

지마켓 SPA 토너먼트 이벤트입니다

남여 성별을 선택하고 
자시에게 맞는 상품을 토너먼트/월드컵 방식으로 선택하고
FACEBOOK API를 이용해서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참여기간 2015년 02월 - 2015년 03월
참여율 100%

이미지

이벤트 페이지

관련 기술HTML5 api SNS 이벤트 페이스북



창의인성M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초등학교를 위한 활용도 높은 No.1 콘텐츠 [창의인성M]입니다.
별도로 사용권이 부여된 학교의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발된 어플입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link.smartm.smartm

참여기간 2014년 10월 - 2014년 12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PHP 안드로이드 하이브리드



육아상식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육아분야 1위 업체인 육아상식의 SNS 어플

커뮤니티 사이트에 걸 맞는 SNS 어플리케이션으로써 다양한 
버티컬 SNS의 기능을 겸비한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SNS 서비스의 거의 모든 기능을 총망란한 막강 파워 울트라 짱 어플!!!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babycarestory.babycarestory

참여기간 2014년 11월 - 2015년 02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PHP 안드로이드 SNS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삼성생명 - 2014 날리지페어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삼성생명 2014년 연말 이벤트 어플

각 사원들 로그인 후 투표 및 자신의 사진 업로드, 한마다 쓰기 등 기능 제공
시상식을 위한 임직원/사원을 구별한 투표 시스템 구현

참여기간 2014년 10월 - 2014년 11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안드로이드 SNS 이벤트 삼성



지마켓 - SNS에 사진 올리고 커플장갑 받기

카테고리 개발

분야 커머스, 쇼핑몰

설명

지마켓 2014년 크리스마스 이벤트

#2hearts1

이라는 해쉬태그를 이용해서 sns에 사진을 올리는 이벤트
패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등 세계 3대 SNS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벤트로
해당 해쉬태그를 단 사진을 서버단에서 검색엔진처럼 자동으로 수집해서 보여주는 서비스

참여기간 2014년 12월 - 2014년 12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api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S-Mate 와이즈캠프 알리미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초등 온라인 교육사이트 와이즈캠프(http://www.wisecamp.com) 
정회원의 학습 및 출석 활동 기록, 적립 포인트, 회비 납부 결과 등의 정보를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간편하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 앱입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입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wisecamp.smate

참여기간 2014년 11월 - 2014년 12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PHP 안드로이드



지마켓 - 나는 미생의 어떤 캐릭터?

카테고리 개발

분야 커머스, 쇼핑몰

설명

지마켓의 미생 관련 이벤트

일정 갯수의 질문을 통해서 미생의 등장인물을 추론해 주는 이벤트
결과로 나온 정보를 facebook 을 통해서 게시하는 기능 제공

참여기간 2014년 12월 - 2014년 12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모바일 이벤트 facebook



카카오라인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소개하는 어플입니다

다양한 카테고리별 채널 순위를 소개하고 추천하는 어플입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paving_brick.kakaoline

참여기간 2014년 11월 - 2015년 01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안드로이드 SNS 카카오스토리



지마켓 - instagram 오픈 이벤트

카테고리 개발

분야 웹

설명

지마켓 - instagram 오픈 이벤트
#가방_속스타그램

지마켓이 instagram sns 서비스를 오픈하면 진행한 이벤트로
인스타의 사진 중에서 #가방_속스타그램 이라는 해쉬태그가 걸린 이미지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보여주는 서비스.

서버에서 검색엔진처럼 인스타그램의 API를 활용해서 사진을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참여기간 2015년 01월 - 2015년 02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SNS 이벤트 커머스 인스타그램 쇼셜



스타일 맵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스타일 맵은 전국에 있는 편집샵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편집샵들의 위치, 전화번호, 영업시간 등의 기본정보 뿐만 아니라,
각 편집샵이 취급하는 브랜드, 세일,입고 등의 새로운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주소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stylemap.android

참여기간 2014년 06월 - 2014년 07월
참여율 100%
이미지

로고



메인

관련 기술포트폴리오 '관련 기술'이 없습니다.



허쉬 - HUSH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마음속 있던 이야기! 이제는 허쉬로 소통함
기존 SNS에 지친 이들이여 허쉬로 오심!
눈치 보며 마음속에 담아 두던 이야기들 허쉬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함

◆ 회원가입 없이 한방에 끝.
별도의 정보입력, 회원가입 없음
내가 소속된 학교, 직장을 선택하기만 하면 끝

◆ 더욱 새로워진 기능!!
소식 : 우리 학교, 회사의 모든 이야기 눈치보지 말고 등록해!
톡 : 더 은Â한 이야기! 실시간 익명 채팅 톡에서 얘기해!
투표 : 근질근질 궁금하면 바로바로 익명 투표에서 투표해!
-----------------------------------------------------------------------
안심!!!! 허쉬에서 작성된 모든 글은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됨 
그 누구도 절대 알 수 없음….레알익명…..
-----------------------------------------------------------------------
허쉬(HUSH)는 학교, 직장의 사람들과 익명으로 소통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모든 이용자는 소속된 학교, 직장을 선택한 후, 쉽고 빠르게 허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HUSH 존'은 미리 제공하는 학교와 직장으로 비Â이 보장되는 공간입니다. 
기존 페이스북(facebook), 카카오톡(Kakao talk), 
카카오스토리(Kakao Story), 라인(Line)과는 다른 소통을 경험해보세요.

참여기간 2014년 07월 - 2014년 09월
참여율 100%
이미지

허쉬로고



허쉬존 검색

채팅

관련 기술iOS 채팅 쇼셜



지마켓 - 나와 어울리는 인테리어 스타일은?

카테고리 개발

분야 커머스, 쇼핑몰

설명

- 웹, 모바일에서 동시에 진행한 이벤트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동시 진행 이벤트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의 API를 활용해서 서로 결과를 공유하고 
자신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한다. 
- 지마켓과 연계하여 경품 추천 및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능 제공

참여기간 2014년 09월 - 2014년 10월
참여율 100%

이미지

지마켓 메인 페이지

관련 기술포트폴리오 '관련 기술'이 없습니다.



지마켓 - 나의도시는 어디? 이벤트

카테고리 개발

분야 웹

설명

- 웹, 모바일에서 동시에 진행한 이벤트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동시 진행 이벤트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의 API를 활용해서 서로 결과를 공유하고 
자신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한다.

- 지마켓과 연계하여 경품 추천 및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능 제공

참여기간 2014년 08월 - 2014년 08월
참여율 100%

이미지

PC용 이벤트 페이지

관련 기술api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공유



래핑퍼피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강아지를 키우는 어플입니다
다양한 웃음 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며
웃음 소리에 다양한 효과음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를 디테일하게 컨트롤하는 게임입니다.

참여기간 2011년 03월 - 2011년 05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포트폴리오 '관련 기술'이 없습니다.



Isswa

카테고리 디자인

분야 웹

설명

사과를 빠른 시간에 빨리 떨어트리는 게임입니다
정기적으로 순위를 선정하는 어플입니다.

참여기간 2011년 10월 - 2011년 12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포트폴리오 '관련 기술'이 없습니다.



골든벨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교수님이 문제를 내고 학생들이 문제를 맞추는 교수학습 지원 게임 어플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내고 학생들은 정답을 맞추고 
이력관리를 통해서 학습진도를 확인하는 어플입니다.

참여기간 2012년 01월 - 2012년 03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포트폴리오 '관련 기술'이 없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카테고리 개발

분야 웹

설명

국립자연휴양림"앱은 휴양림을 예약하려는 고객들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휴양림예약, 휴양림 조회, 예약취소, 휴양림 안내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여기간 2012년 05월 - 2012년 07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포트폴리오 '관련 기술'이 없습니다.



입소문닷컴 - 순천 여수 광양 생활정보 서비스

카테고리 디자인

분야 웹

설명

벼룩시장처럼 지역 생활 포탈 솔루션 어플입니다

1. 맛집 멋집 쿠폰할인,
2. 배달및 주변검색
3. 부동산
4. 구인구직
5. 아르바이트
6. 자동차
7. 생활용품

등 다양한 행활정보 제공 및 주문입니다.

참여기간 2011년 02월 - 2011년 09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포트폴리오 '관련 기술'이 없습니다.



클린쿡 - 맛집 찾기

카테고리 디자인

분야 웹

설명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업소 소개 및 주문 어플입니다

1. 쿠폰발행
2. 테마별 검색
3. 주변검색
4. 채팅 및 커뮤니티
5. 즐겨찾기

등 주문 어플에 있는 모든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참여기간 2010년 12월 - 2011년 02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포트폴리오 '관련 기술'이 없습니다.



삼톡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채팅어플로서 채팅서버 개발 및 안드로이드 어플 개발하였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bcinfo.sam_talk

참여기간 2014년 05월 - 2014년 07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포트폴리오 '관련 기술'이 없습니다.



음주문제 선별검사 AUDIT-K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AUDIT-K란, 세계보건기구에서 위험음주자를 사전에 선별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조기에 개입하여 
폐해를 감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를 우리나라의 성인 남녀에게 적절히 적용하기 위한 선별검사입니다.

음주치수를 검증할 수 있는 문제를 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태를 알려주는 어플입니다.

참여기간 2013년 02월 - 2013년 03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포트폴리오 '관련 기술'이 없습니다.



스마트맘 SmartMom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세계최초 개인맞춤별 육아 콘텐츠 제공
어플리케이션 스마트맘 서비스 신설
육아 어플리케이션의 진수를 맞보실 수 있는 어플
양질의 정보와 풍부한 콘텐츠를 통해 
시기별 개일별로 맞춤으로 제공 되는 육아전문 어플리케이션이입니다.

참여기간 2012년 01월 - 2012년 03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포트폴리오 '관련 기술'이 없습니다.



명품천국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명품 상품 중고 거래 쇼핑몰입니다.
지마켓과 같은 구조이며 안드로이드, 아이폰, 관리자단 백오피스 등 full 스팩을 개발하였습니다.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ux1009

참여기간 2013년 07월 - 2014년 02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포트폴리오 '관련 기술'이 없습니다.



이톡

카테고리 개발

분야 애플리케이션

설명

채팅어플로서 채팅서버 개발 및 안드로이드 어플 개발하였습니다.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bcinfo.etalk

참여기간 2014년 01월 - 2014년 06월
참여율 100%

이미지

관련 기술포트폴리오 '관련 기술'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