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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 [공통] 최근 3년 이내 출시한 앱
(단, 2020년 이전에 출시되었으나 최근 새롭게 개편한 앱 일부 포함) 

• 월간활성사용자수(MAU) 1천 이상
• 스토어 누적 다운로드 1만 이상
• 투자유치금액 10억원 이상
• 주요 액셀러레이터 투자
• 주요 경진대회 입상
• ‘최초’, ‘최대’, ‘급성장’ 수식어 보유

*   [공통] 기준은 모든 서비스에 적용하였으며, 그 외의 기준은 일부 부합하는 경우 작성



스토리네이션 (Storynation)

젤리페이지 (Jellypage)

딸기콩 (Ddalgicong)

1. Book



세계관 및 웹 소설 공동 창작 플랫폼

Book iOS Android

• 독자스스로세계관을만들고그세계관을통해다른독자들과소통할수있는독특한컨셉의플랫폼

• 세계관창작부터작품출판까지의모든프로세스를한곳에서경험할수있으며, 누구나쉽게작가라는직업을시작해볼수있는시스템을구축함

• ‘Tori AI’라는자체기술을활용하여사용자가작성한글을교정해주고더좋은표현을추천해주어글쓰기의허들을낮춤

• 세계관을바탕으로나만의스토리를쓰고독자의후원받기및스토리유료화를통해수익창출이가능함

출시: 2022.03.29    ㅣ 업데이트: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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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Android출시: 2022.03.29    ㅣ 업데이트: 2022.11.02

[ 세계관설정]

추가카드버튼을통해누구나자유롭게
세계관설정에동참할수있는기능제공

[ 스토리만들기설정]

사용자가소설쓰는것에만집중할수있도록
본인만의이미지선택혹은샘플이미지를제공

[ 스토리작성]

문장을다듬고싶을때, 하단의Tori AI 아이콘을
선택하면새로운표현을제안

[ 핵심키워드기반리스트]

세계관페이지에서특정스타일, 핵심세계관등의
키워드로콘텐츠정보확인이가능하고

해당키워드를누르면관련세계관리스트제공

Book



온 가족 독서 플랫폼

Book iOS Android

• 부모가직접자녀의문해력수준이나취향을고려해콘텐츠범주를정하고미션과보상을줄수있다는점에서에듀테크를보완한서비스

• 부모가자녀의문해력에맞게독서연령범위를조절할수있는‘스마트대시보드’, 부모가제시한미션도서를모두수행시자녀가보상받는‘퀘스트’가대표적기능

• 아이가성취감을느끼고진행할수있도록퀘스트를수행할때마다누적되는‘나의업적’과‘나의배지‘ 등으로독서성취량을시각화하여보여줌

• 독서중하이라이트/메모/검색/공유기능을제공하여사용자편의성을높임

출시: 2022.01.11    ㅣ 업데이트: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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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Android출시: 2022.01.11    ㅣ 업데이트: 2022.09.15

[ 퀘스트작성하기]

부모가자녀에게직접퀘스트를보내고
퀘스트내용, 기간, 보상등직접설정가능

[ 독서리포트]

부모가자녀의독서행태를쉽게알수있도록
수치화된데이터, 그래프등이포함된

독서리포트제공

[ 나의배지]

자녀가미션을수행하고목표량을달성했을때,
동기부여가될수있도록배지제공

[ 키워드프로필]

본인이획득한성취에따라키워드를제공하고
키워드를조합하여프로필설정이가능

Book



어린이 대상 오디오 북 서비스

Book iOS Android

• 자녀가전자기기의화면에의존하지않고(screen-free) 성장하길바라는부모들의바람이커지며어린이대상오디오콘텐츠시장이크게성장할것으로전망됨

• 딸기콩서비스는2021년4월에출시되어2022년2분기까지21만7,000명의회원모집, 매출액575억원으로높은성장세를보임

• 어린이대상에맞게단순히취향에맞는콘텐츠가아닌상황별콘텐츠추천, 부모가직접오디오북을녹음할수있는기능등다양한맞춤형콘텐츠를제공해주고있음

• 7,000여종에달하는국내외아동도서를제공하며국내서비스중가장풍부한콘텐츠를지니고있음

출시: 2021.04.15    ㅣ 업데이트: 2022.10.25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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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iOS Android출시: 2021.04.15    ㅣ 업데이트: 2022.10.25

[ 바로Play!]

재생중이었던콘텐츠를이어서들을수있는
바로Play! 기능을홈화면상단에배치

[ 상황별맞춤큐레이션]

차 안에서, 밥먹을때등부모가필요에따라적절한
콘텐츠를선택할수있는상황별큐레이션제공

[ 레코드스튜디오]

사용자가원하는스토리를선택하고
녹음하여직접오디오북생성가능

[ 맞춤콘텐츠설정]

자녀의연령및관심분야를설정하면
자녀에게적합한콘텐츠를추천



요긱 (Yogig)

긱몬 (Gigmon)

2. Business



지역 기반 조건에 맞는 N잡을 찾아주는 부업 거래 플랫폼

iOS Android

• 내위치에기반해주변에서시간단위로수행할수있는100여개이상의부업(펫시터, 돌봄등) 일자리를노출하고, 시급/평점을기준으로탐색할수있는기능을제공함

• 초기사용자에게는단순한난이도의N잡수행을제안하고, 이를통해경력을쌓아추후더나은조건의일거리를찾아진행할수있도록제공함

• 개인의재능상세내용과거래내역을담은블록체인기반의이력서/포트폴리오인‘NFT CV’를통용이력서로사용하고있음

• 의뢰인과N잡수행자간의상호평가시스템을도입하여, 보다신뢰감있는일자리정보를제공함

Business 출시: 2022.08.28    ㅣ 업데이트: 2022.10.05

13



14

[ 수익비교]

동일한형태의업무이지만플랫폼별로
차이가있는일자리간의수익을한눈에

비교할수있도록제공

[ 일자리상세정보]

일자리를선택할때해당업무의특징을
빠르게고려할수있도록서비스에서

특징을요약해제공

[ 활동후기]

사용자들의후기에서별점외난이도/일거리등
다양한기준을제시하여업무에대한체감을

높일수있도록제공

[ 일자리열람수안내]

몇명의사용자가일자리를열람했는지
실시간으로노출하여사용자가
빠른선택을할수있도록유도

iOS AndroidBusiness 출시: 2022.08.28    ㅣ 업데이트: 2022.10.05



지역 기반 재능 직거래 플랫폼

iOS Android

• 전문지식을필요로하는영역부터취미재능(타이핑하기, 액세서리제작등) 영역, 생활밀착형재능(반려견산책, 고민들어주기등)까지다양하게거래되고있음

• 판매자의활동지역인증을통해구매시신뢰를높이며, 판매자/구매자상호간후기를작성하도록하는상호평가시스템을제공함

• 판매자와채팅문의로실시간소통할수있으며, 빠른거래를위한편리한관리시스템(푸시알림, 판매관리등)을제공하고있음

• 플랫폼내판매자의상품등록및구매자거래시수수료를부과하지않음

Business 출시: 2021.09.26    ㅣ 업데이트: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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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동네찾기]

지역을설정하여해당지역기반으로
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제공

[ 태그별목록]

일자리의카테고리에맞게태그를부여하여
특징을빠르게파악할수있고, 

태그별일자리를모아살펴볼수있도록제공

[ 게시자신원인증]

일자리를게시하기위해선별도의
신원인증이필요하며, 인증이완료되었음을
프로필옆에표시해게시자에대한신뢰향상

[ 일자리제안]

해당지역에원하는일자리가없을경우, 
전체지역을자동적용하여원하는일자리를

빠르게찾을수있도록제안

iOS AndroidBusiness 출시: 2021.09.26    ㅣ 업데이트: 2022.09.16



그루우 (Groo)

우주펫 (Spacepet)

펫나우 (Petnow)

3. Companion Animals/Plants



인공지능 기반 반려식물 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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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on Animals/Plants Android출시: 2022.02.11    ㅣ 업데이트: 2022.11.08 iOS

• 반려식물분야최초로중소벤처기업부기술창업투자프로그램인‘팁스’에선정됨

• 일반소비자의식물소비과정을데이터화하여실시간으로문제상황을해결하고자함

• AI 식물진단을통해사진한장으로식물의질병상태를진단할수있으며수시로발생하는궁금증은커뮤니티게시판을통해전문가상담으로해결이가능함

• 사용자환경에맞는식물을쉽게탐색할수있도록하며식물관리스케줄및알림을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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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on Animals/Plants Android출시: 2022.02.11    ㅣ 업데이트: 2022.11.08 iOS

[ AI 식물진단]

식물이미지를업로드하면식물의잎과
줄기를인식하여세부적인상태진단

[ 진단서]

AI가진단한병명과
조치법및예방법에대한상세정보제공

[ 가드닝스케줄]

식물특성, 화분종류, 실내환경을반영해
최적의관리스케줄을자동생성

[ 커뮤니티]

식물종류혹은주제(식물Q&A, 전문가Q&A)등
원하는채팅유형을선택하여정보교류가능



우리 동네 반려동물 돌봄 커뮤니티

20

Companion Animals/Plants Android

• 지역기반반려인커뮤니티를구축하여반려동물돌봄메이트를찾을수있도록지원하고있음

• GPS 지역인증과동물병원내원내역을통해승인된반려동물보호자들만활동이가능함

• 이웃반려인의프로필소개, 이웃과의도움횟수(Give & Take) 및후기, 평점을통해사용자가안심하고이용할수있도록함

• 추후자체평가시스템과보험, 수의사상담등을통해플랫폼차원의신뢰도확보에주력할예정임

출시: 2021.12.04    ㅣ 업데이트: 2022.11.05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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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on Animals/Plants Android출시: 2021.12.04    ㅣ 업데이트: 2022.11.05 iOS

[ 이웃펫]

우리동네이웃을추천하고원하는기준
(동물종류, 가입순, 접속순)으로이웃탐색지원

[ 돌봄품앗이]

‘돌봄요청’, ‘돌봄제공’을원하는반려동물에대해
사진, 일시,키워드를통해간편하게정보조회

[ 커뮤니티]

커뮤니티에서‘일상’, ‘궁금해요’, ‘실종신고’로
구성된카테고리를선택하여

원하는유형의게시글확인가능

[ 신뢰지수]

반려인인증여부확인, 커뮤니티활동, 돌봄내역, 
이웃후기, 프로필완성도등서비스내부의활동을

종합적으로고려한신뢰지표제공



반려동물 비문 인식 기반 신원 등록/조회 서비스

22

Companion Animals/Plants Android

• ‘CES 2022’에서국내스타트업중유일하게최고혁신상을수상함

• 반려견의신원확인을위한비문인식기술을탑재하고생체정보등록과조회에필요한과정을인공지능으로자동화함

• 비문은반려견마다생김새가달라사람의지문과같은역할을하므로비문사진2만장을자체확보하여인식기술을개발함

• 국내유실및유기동물이매해10만마리이상발생하는문제를일부해결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출시: 2021.10.08    ㅣ 업데이트: 2022.10.25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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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on Animals/Plants Android출시: 2021.10.08    ㅣ 업데이트: 2022.10.25 iOS

[ 홈]

AI 생체인식기술을통해반려동물의비문을
촬영하여칩이식수술, 병원비지출과같은

번거로운절차없이간편하게신원등록

[ 가이드]

의문사항에대한질의응답, 비문인식절차등에대한가이드에서
그림,사진, 이해하기쉬운용어를사용하여친근하게설명

[ 반려생활정보]

반려생활을위한주요정보를
쉽게찾을수있도록탐색화면의전면에배치



레미 (Remy)

붐코 (Boomco)

투덥 (2DUB)

4. Education



카카오브레인의 AI 언어 분석 기술 기반으로 구성된 ‘AI 청킹’ 영어 학습 서비스

iOS Android

• ‘AI 청킹’이란, AI 언어분석기술로영어문장을분석하여의미/호흡단위로쉽게읽을수있도록돕는기술을말함

• 기술을통해사용자는정확한발음과억양을익히는것은물론, 의미단위의영어학습을습관화할수있음

• 오디오북으로영어를읽는‘읽기모드’, 영상으로영어를읽는‘영상모드’, 나만의단어장에별도로모아공부하는‘단어학습’기능을제공함

• 영어원서, 연설문, 뉴스및칼럼등다양한콘텐츠를제공함

Education 출시: 2022.07.15    ㅣ 업데이트: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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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및난이도설정]

분야별구분된태그및개인수준별레벨변경
기능으로취향/수준별학습할콘텐츠

탐색이편리하도록제공

[ 쉐도잉학습]

영어의미/호흡단위로끊어읽고,
쉐도잉할수있도록돕는학습기능제공

[ 순서배치학습]

해석된한글을보고영어를청킹단위로선택하고
배치하며재밌게학습할수있도록돕는기능제공

[ 문장뽀개기]

청킹단위의영어를한글로해석하며
재밌게학습할수있도록돕는기능제공

iOS AndroidEducation 출시: 2022.07.15    ㅣ 업데이트: 2022.08.18



학습 보상 체계(L2E, Learn to earn) 기반의 언어 학습 플랫폼

iOS Android

• 교육을통해클레이튼기반의LER 토큰을채굴하며블록체인중심의교육생태계형성을목적으로함

• 레벨별제공되는커리큘럼과퀴즈, 기사등다양한콘텐츠를활용하여학습하고포인트를획득할수있음

• 학습을통해포인트를쌓고각시즌이끝날때합산순위별로LER 토큰을보상받을수있는‘언어학습보상시스템(L2E, Learn to earn)’이설계되어있음

• LER 토큰형태로획득한보상은레벨업그레이드또는코스및평가수강을위해플랫폼내에서사용할수있음

Education 출시: 2022.04.11    ㅣ 업데이트: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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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과제]

퀘스트와같은게이미피케이션이접목된
다양한학습커리큘럼을제공

[ 언어학습]

한글이제시되면영문답변을선택하고
정답을맞히면포인트를제공하는모션을보여주어

사용자의학습의지를지속적으로높임

[ 레벨별퀴즈]

레벨별퀴즈를통해자신의수준에맞는학습을
재미있게할수있도록제공

[ 레벨별학습챕터]

현재학습하고있는챕터를카드형태로보여주고,
다가올학습도미리안내하여성취욕구증진

iOS AndroidEducation 출시: 2022.04.11    ㅣ 업데이트: 2022.10.13



유명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장면을 더빙하는 영어 스피킹 커뮤니티 플랫폼

iOS Android

• 영상속영어더빙을연습하며공부할수있고,알파세대에서는일상(장래희망, 오늘의공부내용등)을공유하며SNS처럼활용하기도함

• 개인이더빙한짧은영상을업로드하고, 타인이올린영상에반응및댓글달기가가능함

• 여러사람이함께더빙하는기능과영어외의주제로대화할수있는커뮤니티공간을통해자유롭게대화를나누며친구를사귈수있음

• 수업준비과정을최소화하고스피킹에최적화된학습콘텐츠를제작할수있는‘선생님용투덥’서비스를출시함

Education 출시: 2021.07.23    ㅣ 업데이트: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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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상세]

콘텐츠성격에맞는태그를부여하고, 
해당태그기준으로정렬된콘텐츠목록제공

[ 더빙혼자하기]

제시된영상을통해대화상황을파악하고, 
억양의높낮이가표시된사운드그래프를통해

억양과뉘앙스를익히면서더빙할수있도록제공

[ 더빙함께하기]

여러사용자가캐릭터를하나씩맡아서함께
한장면씩더빙하는‘더빙함께하기’기능제공

[ 스토리]

사용자간영어학습외다른주제의대화할수있는
공간을제공하여커뮤니티형성유도

Education iOS Android출시: 2021.07.23    ㅣ 업데이트: 2022.10.13



모멘티카 (Momentica)

젭 (ZEP)

리타 (Lita)

5. Entertainment



저작권이 있어
캡쳐 불가

아티스트의 순간을 저장하는 디지털 컬렉터블(Digital collectibles)플랫폼

32

Entertainment iOS Android

• 글로벌블록체인플랫폼기업레벨스(Levvels)가케이팝팬덤문화를확장하기위해개발한디지털컬렉터블플랫폼

• 세계적으로사랑받는아티스트의모습을디지털카드형태로기록하고수집, 거래할수있는기능을제공함

• 이용자는공개된적없는내최애의사진과영상콘텐츠, 무대위순간들을디지털카드로소장가능함

• 아티스트의새로운컨셉을담은디지털카드와디지털의특성을살린아티스트의음성등다양한유형의콘텐츠가지속해서제공될예정임

출시: 2022.10.17    ㅣ 업데이트: 2022.10.30



iOS Android출시: 2022.10.17    ㅣ 업데이트: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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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

[ 드롭스(Drops) ]

한정발매되는팩의드롭스이벤트(팩오픈이벤트)
진행상태를놓치지않도록상단에서알림제공

[ 팩(Pack) 상세정보]

팩에포함된다양한
테이크(아티스트사진및영상)확인가능

[ 아티스트라이브]

상단의라이브이이콘을통해다양한아티스트의
소식을실시간으로시청가능

[ 컬렉션북]

테이크를감상한후나만의감성으로
테이크를큐레이션한컬렉션북제작가능

저작권이 있어
캡쳐 불가



회의와 모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오픈형 메타버스 플랫폼

Entertainment

• 한국판게더타운(Gather.town)이라고불리는오픈형메타버스플랫폼

• 메타버스내회의, 모임진행가능하며공간을자유롭게꾸밀수있고참가자들과함께게임(간단한OX 퀴즈, 라이어게임, 땅따먹기게임등)도즐길수있음

• Z세대이용자들이주체적으로콘텐츠를만드는3D 기반제페토와달리ZEP은도트그래픽과쉽게조작할수있는캐릭터들로사용자들이친숙하게사용할수있음

• 웹기반으로작동해빠르고간단하게접속할수있고, 최대5만명까지같은공간에접속이가능함

출시: 2022.03.16    ㅣ 업데이트: 2022.09.23 iOS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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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

[ 회의하기]

다양한테마의메타버스공간에서소통하며
함께제공되는화상통화기능을통해회의가능

[ 다양한테마의스페이스]

다양한테마의스페이스(독서실, 결투장, 
백화점, 펍등)경험가능

[ 아바타꾸미기]

다양한모습으로직접아바타를꾸밀수있으며
꾸미기가번거로울경우랜덤아바타설정도가능

[ 초대하기]

기생성된초대링크를복사하거나QR코드를
생성하여스페이스에친구를쉽게초대가능

iOS Android출시: 2022.03.16    ㅣ 업데이트: 2022.09.23



원하는 게임 파트너를 찾고 보이스 채팅을 즐기는 소셜 게이밍 서비스

Entertainment

• 게임을즐기는사용자들은양질의게임을하기위해게임파트너관리를매우중요시함

• 리타는1:1 플레이어면접방식을제공하여선호하는게임파트너를발굴할수있도록도움

• 게임의능력심사뿐만아니라그들의팀워크와의사소통능력을중점적으로평가함

• 마음에맞는파트너를찾느라게임을할시간이줄어드는불편한상황을사전에방지할수있음

출시: 2022.02.17    ㅣ 업데이트: 2022.11.04 iOS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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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

[ 플레이어리스트]

플레이할게임을선택하고함께하고싶은
파트너의성별, 레벨, 포지션등을선택후탐색

[ 프로필]

플레이어의프로필에서
평점, 의뢰수, 음성소개등의정보확인

[ 플레이어리뷰]

조회한플레이어와함께게임을했던
다른플레이어들의리뷰조회

[ 의뢰]

선호하는플레이어와채팅을통해포지션등의
추가정보문의및일정조율이가능하며

결정되면게임진행

iOS Android출시: 2022.02.17    ㅣ 업데이트: 2022.11.04



돈리멤버 (Donremember)

소유 (Sou)

커피하우스 (Coffee house)

6. Finance



개인 간 돈거래 관리 서비스

39

Finance iOS Android

• 금리인상에따른1금융권과2금융권대출에대한부담증가로개인간대출이증가하고있음

• 채권자와채무자가실명인증후상호동의를받고돈거래를기록할수있어객관적근거자료확보가용이함

• 개인간대출내역을간편하게기록하고변제독촉자동화알림서비스를제공함

• 인간관계를유지하면서도지인간신뢰도높고투명한돈거래가가능한시스템으로발전하고있음

출시: 2022.03.28    ㅣ 업데이트: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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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대시보드]

대시보드를통해다양한채권, 채무기록을
한눈에볼수있도록제공

[ 돈거래세부내용작성]

돈거래세부내용기록에대한단계를
우측상단에안내함으로써

진행과정을명확히알수있도록제공

[ 실명인증필요안내]

채권자와채무자의실명인증을통해
‘상호본인인증후동의’기능으로
한쪽이임의로수정불가하게설계

[ 상환기일알림]

채권자와채무자모두에게SMS 문자를통해
알려주는‘상환기일알림’기능을미리안내

iOS Android출시: 2022.03.28    ㅣ 업데이트: 2022.06.16



건물 조각 투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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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iOS Android

• 일반인의접근이어려웠던고가의상업용부동산을수익증권화해주식처럼사고팔수있는부동산수익증권거래소

• 자신이소유한건물의지분만큼임대수익을매월정산해서받을수있음

• 소유건물에대한공모청약이후건물의수익증권을여러매로나누어발행함

• 금융위원회가인가한혁신금융서비스로증권이거래될수있는특례를받아안전한거래가가능함

출시: 2022.03.27    ㅣ 업데이트: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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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홈]

부동산매물을실제이미지를통해생생하게
보여주며감성적인사진을통해매물의매력을높임

[ 매물상세정보]

주식처럼매물을구매할수있는주가와함께
구체적인이미지를보여줌으로써구매를유도

[ 임대수익내역]

캘린더포맷을통해 임대수익내역을보여주어
월수익을쉽게확인할수있도록제공

[ 건물상세정보]

지도상에서건물위치를확인할수있도록하고
구체적인건물상태를확인할수있도록하여

신뢰도를높임

iOS Android출시: 2022.03.27    ㅣ 업데이트: 2022.10.26



주식 매매 및 주식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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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iOS Android

• 기존증권사의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와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결합한주식커뮤니티플랫폼

• SNS 기반본인인증후나의투자내역을공유하며주식정보를공유할수있음

• 실거래포트폴리오를기반으로활동하기때문에작성한게시물에대한신뢰도확보가가능함

• 2020년12월OBT(공개시범서비스) 단계부터국내최초로신한금융투자와연동한서비스를선보였으며연동증권사를빠르게늘리고있음

출시: 2021.11.03    ㅣ 업데이트: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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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 프로필‘태그’설정]

자신을나타내는태그를
프로필에표시할수있게하여

사용자간유의미한교류를도움

[ 게시판]

다양한기준으로게시물을분류하여볼수있으며,
작성시뉴스링크를첨부할수있게하여

작성내용의근거보강장치제공

[ 사용자가만든테마]

사용자가직접종목을묶어테마를만들수있도록
하여팔로우하고있거나관심있는사용자의

관심종목을쉽게참고할수있도록제공

[ 사용자프로필]

투자인플루언서팔로우기능을통해
다른회원의포트폴리오를참고하거나

작성한게시물을받아볼수있는기능제공

iOS Android출시: 2021.11.03    ㅣ 업데이트: 2022.11.03



보틀벙커 (BOTTLE BUNKER)

팔도감 (8dogam)

땡겨요 (Ddangyo)

7. Food & Drink



나만의 와인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서비스

Food & Drink iOS Android

• 코로나19장기화로인해홈술트렌드가일상에정착하면서마트나편의점채널에서의주류소비가증가함

• 주류법상와인은오프라인에서만구매가가능하여‘보틀벙커’를통한주류정보제공/픽업예약등의기능으로오프라인매장과연계한고객경험강화에주안점을둠

• 앱을통해가격이나맛뿐만아니라사용자의취향, 함께하는음식, 와인을마시는상황등다양한조건에따라적합한와인을추천해줌

• 전문적이고세분화된와인큐레이팅을통해소비자들의관심을락인시킬수있음

출시: 2022.07.10    ㅣ 업데이트: 2022.08.04

46



47

Food & Drink iOS Android출시: 2022.07.10    ㅣ 업데이트: 2022.08.04

[ 와인피디아]

와인에대한관여도를높이기위해
기본적인정보(와인고르는팁, 마시는팁)를

상세히확인할수있도록제공

[ 와인검색]

다양한종류의와인을컬러이미지와함께제공하여
직관적으로와인종류파악이가능

[ 테이스팅노트기록]

구매한와인에대한시음기록을통해
다음와인선택시참고할수있도록제공

[ 제품상세–지점선택]

앱과재고시스템연결을통해
제품픽업전매장별재고를실시간으로제공



제철 먹거리 직거래 플랫폼

Food & Drink iOS Android

• 우수한품질의농수축산물을생산하는생산자와소비자를연결하는직거래플랫폼

• 신선식품산지직송유통시장은아직모바일전환이더디기때문에기회요인이될수있을것으로봄

• 품질에유난히까다로운고객층인40~50대여성고객들을위해자체품질테스트를통과한상품만을엄선하여제공함

• 고객뿐만아니라생산자가사용하기에편하게구성하여, 그동안직거래에막연한어려움을겪었던생산자들의직거래진입장벽을낮춤

출시: 2022.03.21    ㅣ 업데이트: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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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 Drink iOS Android출시: 2022.03.21    ㅣ 업데이트: 2022.11.10

[ 오늘의특가]

매일달라지는특가상품을
오늘, 내일, 모레라는표현을사용하여

직관적으로일정파악이가능하도록제공

[ 테마식품탭]

메인에서홈탭옆을테마탭으로구성하여
지속적으로바뀌는콘텐츠를통해

앱이용에생동감을부여

[ 로그인/회원가입] 

‘구매하기’를누르면휴대전화인증만으로
자연스럽게진행되는단순가입시스템적용

[ 생생산지소식]

산지직송이라는점을드러낼수있도록
현장의생생함을영상콘텐츠를통해제공



금융권 최초 배달 서비스

Food & Drink iOS Android

• 타배달앱과비교해낮은가맹비용으로소상공인사이에서인기를얻고있음

• 금융연계서비스이기때문에빠른정산및일매출실시간입금이가능함

• ‘땡겨요적금우대금리’나‘땡겨요할인쿠폰’ 등금융연계상품을배달서비스에적용하여제공함

• 주문사용자에게는기존배달서비스와비슷한기능및혜택과더불어지역화폐사용이라는차별화혜택을제공함

출시: 2021.12.28    ㅣ 업데이트: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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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 Drink iOS Android출시: 2021.12.28    ㅣ 업데이트: 2022.09.30

[ 홈]

‘땡겨요’라는브랜드명을활용한당기기기능으로
서비스이용에재미요소제공

[ 맛스타]

소셜기능을강화한‘맛스타’기능으로
리뷰콘텐츠에서바로장바구니담기가가능

[ 주문하기] 

마이신한포인트를적립할수있는
‘땡겨요카드’를명시하여금융권배달앱의

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안내

[ 음식점지도]

음식점위치를해당음식아이콘으로표현하여
직관적으로음식종류를파악할수있으며

이용에재미를더함



픽셀팔스 (Pixel Pals)

비디스커버 (B  ̂DISCOVER)

민트AI (MintAI)

8. Graphics & Design



픽셀 캐릭터를 키울 수 있는 다마고치 형 서비스

• 픽셀형애완동물로모바일화면을꾸미고, 위젯및Dynamic Island를통해먹이를주고, 함께놀고상호작용할수있음

• Z세대에게유행한캐릭터육성게임‘포켓몬스터’,’메이플스토리’를보면‘키우기’ 형식은인기있는게임요소임

• 키우기포맷의다마고치형식과레트로한픽셀아트가어우러져사용자들의과거의향수를불러일으키어인기를끌고있음

• Dynamic Island 영역을재밌게활용함으로써, 이후다른서비스에서해당영역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해답을얻기위한참고자료가될수있음

Graphics & Design 출시: 2022.10.25    ㅣ 업데이트: 2022.10.31 iOS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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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스크린위젯]

락스크린에서도설정한캐릭터들을
확인할수있도록제공

[ 홈위젯]

다이내믹아일랜드영역을활용한캐릭터
배치와상호인터랙션할수있는위젯지원

[ 밥주기/놀기]

픽셀형태의캐릭터를모바일화면에배치하여핸드폰을꾸미고, 
해당캐릭터에게먹이를주거나, 놀아줄수있는인터랙션제공

Graphics & Design 출시: 2022.10.25    ㅣ 업데이트: 2022.10.31 iOS Android



카카오브레인 AI 기반의 텍스트를 이미지로 생성해 주는 서비스

iOS Android

• 제너레이티브AI(Generative AI)는사용자가AI에어떤것을만들어달라고요구하면, 그요구에맞춰서결과를만들어내는인공지능을말함

• 학습데이터의분포를따르는유사한데이터를생성하는모델이기때문에, 원본과유사하지만동일하지는않은, 

즉실존하지는않지만있을법한새로운디지털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또는코드등의창작물을연속적으로만들수있음

• 이앱은카카오브레인의이미지생성모델을기반으로탄생한AI 아티스트‘칼로’를활용함 (1억8,000만장의텍스트-이미지데이터셋을학습으로이미지생성가능) 

Graphics & Design 출시: 2022.10.13    ㅣ 업데이트: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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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선택질문]

초보사용자를위해단계별로스타일(유화, 수채화, 
연필, 네온, 일러스트등), 배경화면, 시간대, 

색조등의키워드를차례로선택할수있도록제공

[ 창작물제안및선택]

사용자가선택한답변에맞는여러시안의창작물을
약5초내제안하고, 다운로드및공유기능을

추가로제공

[ 창작물탐색]

다른사용자가AI로만든창작물을
탐색할수있는목록제공

[ 이미지재창작]

다른사용자가만든창작물을형성한
텍스트를기반으로 다른시안을살펴보고

나만의이미지를재생성가능

iOS AndroidGraphics & Design 출시: 2022.10.13    ㅣ 업데이트: 2022.11.01



AI 기반 사진 품질 향상/고화질 복원 서비스

iOS Android

• AI 기술과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기반으로저화질사진을고화질로변경하거나, 사진을만화, 페인트등의여러스타일로변화시킬수있음

• 타사진변환서비스와해당앱의차별점은스타일변화가아닌, AI 기술을통한화질이낮고오래된사진을고화질로사진품질을올리는기능임

• 이러한AI 기술이접목된포토인핸서앱과웹서비스들이다양하게출시되고있음

• 사진관련기술과AI의접목은사진의편집및복원기술의향상에서부터새롭게생성하는과정까지전영역에서이루어지고있음

Graphics & Design 출시: 2021.07.22    ㅣ 업데이트: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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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스타일/포토인핸서]

사진을만화스타일로변경하거나, 
사진의품질을올리는인핸서기능제공

[ 오래된사진복원/페인트]

오래된사진을복원하거나, 
페인트스타일로변형하는기능제공

[ 채색/흠집수리]

흑백사진을컬러사진으로변형하거나, 
오래된사진의흠집을보정하는기능제공

[ 이미지보정]

원본사진과가공이미지를좌우배치하여
작업결과비교가편리하게제공하며,

직관적이고쉬운좌우스와이프인터랙션UI를제공

iOS AndroidGraphics & Design 출시: 2021.07.22    ㅣ 업데이트: 2021.12.06



썰즈(sir’s)

아토닥 (Atodoc)

스쿼트챌린지 (Squat challenge)

9. Health & Fitness



남성 SHD(Stigmatized Health Disease) 타겟 의료 건강관리 플랫폼

60

Health & Fitness Android

• 남성‘SHD’란타인에게드러내기어려워하는질환으로탈모, 성기능, 비만등을포함함

• SHD 질환을고민하는사람들은점차많아지고있으나병원방문기피경향으로인해치료에어려움이존재함

• 비대면진료, 시술연결, 의사상담, 홈케어까지포함한폭넓은건강관리서비스를하나의앱에서원스톱으로제공하고있음

• 전문가가선별한남성건강에대한의학정보콘텐츠또한함께탑재하고있음

출시: 2022.03.28    ㅣ 업데이트: 2022.08.25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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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 Fitness Android출시: 2022.03.28    ㅣ 업데이트: 2022.08.25 iOS

[ 비대면진료]

예약된시간에제휴된의사가전화로
비대면진료를진행하며진료후진료비를결제하면

약사가처방전확인후처방약배송

[ 시술정보]

남성시술과관련해
시술원리, 시술시간, 비용등의정보와

상담할수있는제휴병원연결

[ 전문가Q&A]

주변에물어보기어려운문제를
의사와약사에게익명으로질문하면

24시간이내답변제공

[ 의학저널]

광고없이전문가가선별한남성건강에대한
의학정보를간편하게확인가능



성인 아토피 중증도 예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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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 Fitness Android

• 아토피피부염은재발률이높은만성피부면역질환으로국내환자는약100만명에달함

• 20세이상성인환자는점차증가추세이며, 이중약40%는평균유병기간이11년이상으로가장심각한중증단계에해당됨

• 제품광고중심의소아대상서비스를제공했던기존아토피앱과는다르게성인중증아토피환자에집중하고있음

• 사진촬영과3가지문항체크만으로도아토피환자에게필요한정보를확인할수있음

출시: 2022.08.25    ㅣ 업데이트: 2022.08.25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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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 Fitness Android출시: 2022.08.25    ㅣ 업데이트: 2022.08.25 iOS

[ 최근나의기록]

증상기록데이터를기반으로점수를계산하고
이를시각화하여그래프형태로제공

[ 진료/처방내역타임라인]

국민건강보험에서진료및처방내역을불러와
한번에모아보기및관리가가능

[ 비대면진료]

증상이나타난부위를카메라로촬영하고, 증상과관련한3가지질문에답변하면
아토피부위의크기를피부분석AI가예측



실시간 AI 스쿼트 코칭 서비스

64

Health & Fitness Android

• 카메라를활용하여화면을보고스쿼트를하면AI 코치가즉각적으로피드백을제공함

• 스쿼트가끝나면AI가자세를분석하여개수, 시간외에도자세의정확도와유의해야할에러포인트를리포트형태로안내함

• 개인혹은팀플레이로방을개설하여친구및가족들과함께스쿼트챌린지에도전할수있음

• 자세분석리포트및챌린지수행히스토리를통해지속적으로스쿼트기록관리가가능함

출시: 2022.07.06    ㅣ 업데이트: 2022.10.20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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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 Fitness Android출시: 2022.07.06    ㅣ 업데이트: 2022.10.20 iOS

[ 실시간코칭]

원하는스쿼트횟수및세트를설정하면
AI가실시간으로스쿼트개수를카운팅하고

잘못된자세영역에대해피드백

[ 챌린지]

친구및가족등지인을초대하여
정해진기간내챌린지를수행할수있도록

동기부여

[ 분석]

세트가종료되면스쿼트자세의정확도점수와
유의해야할포인트티칭제공

[ 히스토리]

분석된리포트는자동으로
히스토리에저장되어지속적으로관리가능

2



미니창고다락 (Dalock)

오늘수거 (Oneul sugeo)

럭셔리앤올 (Luxury&All)

10. Lifestyle



도심형 공유 창고 서비스

67

Lifestyle Android

• 개인물품보관부터픽업및배송, 보관물품처분이가능한공유창고를제공함

• 의류, 도서, 생활용품, 이삿짐등개인물품을사용자가원하는크기의창고유닛을선택해원하는기간만큼보관할수있음

• 현재서울·경기지역을비롯해지방주요도심지역을중심으로40여개지점을운영중임

• AI 무인관제솔루션을통해보관물품에대한보안, 24시간온도습도관리를제공함

출시: 2022.08.02    ㅣ 업데이트: 2022.11.03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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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Android출시: 2022.08.02    ㅣ 업데이트: 2022.11.03 iOS

[ 지점가상투어]

가상현실(VR)을활용하여실제물건을
보관할지점의모습을생생하게조회가능

[ AI 무인관제 솔루션]

장마, 습기에대비하여
현재유지되고있는지점별온습도를제공하여

지속적으로관리되고있음을표현

[ 유닛사이즈]

유닛사이즈를가늠할수있도록
대표적인물품을예시로표현

[ 스마트패스]

무인으로운영되는창고를
loT기반스마트패스를통해

지점출입부터창고개방까지지원



라스트 마일 폐기물 문전 수거 서비스

69

Lifestyle Android

• 일반가정이나소규모사업장을대상으로발생하는모든종류의폐기물배출을올인원으로제공함

• 수도권최대의재활용선별장과의MOU를통해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관악구,동작구전지역을대상으로서비스를운영하고있음

• 서비스신청시제공되는밀폐형수거함에쓰레기를별도의세척, 분류, 종량제봉투없이담고문앞에배출하면일괄수거가진행됨

• 최근사무실을대상으로폐기물배출을돕는올인원오피스서비스도새롭게출시함

출시: 2022.03.04    ㅣ 업데이트: 2022.11.02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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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Android출시: 2022.03.04    ㅣ 업데이트: 2022.11.02 iOS

[ 쓰레기없는삶알아보기]

사용자친화적인표현을통해
서비스에대한친숙함을높임

[ 매거진]

서비스에서환경을위하는방법, 
쓰레기를처리하는방법,

서비스변경이유등을매거진형태로제공

[ 수거키트]

종량제봉투, 세척, 분류필요없이
제공되는수거키트에담아수거신청을하면

밤11시이후쓰레기를수거

[ 올인원티켓]

월정액요금제인올인원티켓을통해
가격할인혜택을부여하여구독유도



국내 최초 비대면 온라인 명품수선 플랫폼

71

Lifestyle Android

• 집에서명품수선, 케어를신청하면고객에게검증된명품수선사를연결하고수선은물론정기케어, 리폼, 리셀, 보관, 대여까지토탈케어서비스를제공함

• 발품팔필요없이전국에위치한수선사의견적을무료로제안받고원하는견적을선택할수있음

• 현재플랫폼에는250여개의수선전문업체들이입점해있으며모바일앱에서결제, 수거및케어후배송까지진행상황을한눈에파악할수있음

• 고객이의뢰한수선내역에대해서실시간으로모니터링할수있다는점에서기존수선앱이나수선사에서운영하는자체웹서비스와차별화됨

출시: 2021.10.04    ㅣ 업데이트: 2022.11.03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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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Android출시: 2021.10.04    ㅣ 업데이트: 2022.11.03 iOS

[ 견적의뢰]

수선가이드를참고할수있고
수선할명품을사진촬영하여

손쉽게견적의뢰

[ 사용자리뷰]

사용자리뷰에서수선을맡긴명품의
Before & After에대한사진비교제공

[ 견적비교]

전국의여러명품수선사에서제안하는
견적내용과프로필을비교하여선택가능

[ 진행알림]

수선완료예정일, 수선사의견, 진행단계와
같은진행상황을실시간으로제공



메듭 (Medb)

11. Medical



지역 기반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 플랫폼

iOS Android

• 근거리의진료예약부터화상진료, 처방까지질환에따른비대면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O4O(Online for Offline) 플랫폼을목적으로함

• 비대면진료서비스의후발주자임에도불구하고의료인, 약사와상생하는정책을통해비대면진료업계내3번째로많은수의제휴동네의원및약국을확보함

• 장소(현위치, 집, 회사등)를등록하면반경내의특정질병을진료받을수있는병원리스트를노출하며, 병원및의사선택후화상/음성진료진행이가능함

• 진료를본후처방전이있으면, 배달원이진료를본병원과가까운약국에서처방받아사용자에게전달하는프로세스를제공함

Medical 출시: 2021.11.18    ㅣ 업데이트: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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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기존에방문했던병원을홈화면에서‘내가다니는
병원’으로등록하여질병에대한반복적진료및

약처방에편리하도록제공

[ 병원소개]

의사소개시프로필사진을노출하여신뢰감을
형성하고, 아이콘을활용하여진료과목을

이해하기쉽게제공

[ 병원리뷰]

사용자들의후기에서문장형태그를선택한
현황을노출하여, 개별적인후기를확인하지않아도

빠르게파악할수있도록제공

[ 병원탐색]

병원탐색은진료과별(내과, 가정의학과등) 뿐만
아니라질환별(감기/몸살, 코로나19 등)로

가능하도록제공

iOS AndroidMedical 출시: 2021.11.18    ㅣ 업데이트: 2022.10.11



모두의충전 (Evmodu)

그리고 (Greego)

탭! (TAP!)

12. Mobility



전기차 충전 서비스

Mobility iOS Android

• NFC를기반으로불안정한전기차충전방식을개선하는기술을개발중임

• 사업자가달라여러개의충전카드를발급하고소지하는결제방식을간편통합결제솔루션인‘모두페이’로전환시키고있음

• 한국전력공사, 환경부, 휴맥스, 지커넥트와협약을맺고결제솔루션을확대하고있음

• 일반고객뿐만아니라전기택시, 전기화물차이용자부터법인까지넓은고객층을보유하고있음

출시: 2022.05.09    ㅣ 업데이트: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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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iOS Android출시: 2022.05.09    ㅣ 업데이트: 2022.10.28

[ 모두페이통합결제]

해당하는카드의이번달사용금액및구체적인
결제내역을한화면에서보여주어

히스토리파악편리

[ 충전소조건필터]

보유차량조건에맞는
충전소찾기필터설정가능

[ 마이카차량연동] 

마이카에서연동된보유차량의정보확인이
가능하며연동할수있는브랜드를

로고와함께직관적으로파악할수있게제공

[ 충전소찾기]

지도에표시된충전소를선택하면
해당충전소의충전가능여부및충전기정보, 

요금정보등을상세히확인가능



제주도 내 이동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Mobility iOS Android

• 친환경이동수단과대중교통을연계하는통합교통플랫폼

• 목적지까지의대중교통위치및탑승/하차관련정보와 모빌리티대여·반납서비스를함께제공함

• 대중교통과마이크로모빌리티간환승서비스를제공함

• 도심내단거리이동에서도자가용을이용하거나관광지주변적절한이동수단이부족해렌터카를이용했던관광객들에게새로운이동경험이가능해질전망임

출시: 2022.01.27    ㅣ 업데이트: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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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iOS Android출시: 2022.01.27    ㅣ 업데이트: 2022.09.14

[ 위치기반이용가능모빌리티현황]

해당위치에서이용가능한모빌리티의종류및
대수를안내하고바로대여할수있도록

QR코드인식기능제공

[ 주변스마트허브]

스마트허브내이용가능한모빌리티및
모빌리티별이용시간당비용을안내

[ 버스이동정보] 

지도상에서버스가이동하고있는모습을
이미지로보여주어체감소요시간단축

[ 경로검색결과]

경로검색시, 도보와마이크로모빌리티, 
대중교통을조합하여최적의경로안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Mobility iOS Android

• 서울시가2026년까지1,500억원을투입할예정인자율주행차인프라구축을위한계획의시작점

• 서비스지역내에서출발지와도착지를입력하고호출하면인공지능(AI)이차량과승객의위치를파악하고실시간으로이동경로를분석함

• 이용데이터가쌓일수록배차알고리즘이정교해져승객의대기시간과이동시간을단축할수있음

• 안전한이동을위해차량및안전교육을받은safety driver가동승하여운행지원하며현재서울상암지역에서만서비스제공중임

출시: 2021.11.15    ㅣ 업데이트: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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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iOS Android출시: 2021.11.15    ㅣ 업데이트: 2022.10.24

[ 지도상차량정차위치]

자율주행차량을이용할수있는영역을밝게
표시하여분리하고영역내정차위치를안내하여

이동가능구간을쉽게확인할수있도록제공

[ 운행차량정보및이동경로]

해당경로에서이용할수있는
자율주행차량에대한정보제공

[ 지도상경로표시] 

출발과도착위치를명료하게표시하여
위치및경로에대한쉬운인지를도움

[ 한바퀴돌기]

특정위치에서출발및도착을선택하지않고도
체험개념에서이용하고싶을경우를위해

‘한바퀴돌기’ 서비스제공



왁타버스뮤직 (Waktaverse Music)

문다 (Moonda)

오디오 (Odio)

13. Music



게임 유튜버 ‘우왁굳’의 메타버스 콘텐츠인 ‘왁타버스’ 속 뮤지션들의 음악차트 제공 서비스

Music

• 게임유튜버‘우왁굳’이진행하는메타버스콘텐츠‘왁타버스’ 세계관의뮤지션음악을들을수있음

• ‘우왁굳’은‘왁타버스’를통해서바이벌오디션을진행하여‘이세계아이돌’이라는버추얼걸그룹선보였는데,

데뷔곡의조회수가현재1,100만이넘어가는등버추얼아티스트들의노래가선풍적인인기를끌자왁타버스뮤직앱을출시함

• 실시간비교차트, 아티스트카테고리, 검색기능등의기존뮤직플랫폼들과같은기능을제공하고있음

출시: 2022.10.27   ㅣ 업데이트: 2022.10.31 iOS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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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iOS Android출시: 2022.10.27   ㅣ 업데이트: 2022.10.31

[ 순위리스트]

누적, 실시간, 일간, 주간, 월간의
순위리스트를제공

[ 아티스트]

왁타버스세계관의아티스트별
노래를선별하여제공

[ 플레이어]

재생화면에서뮤직비디오가
함께제공되어시청가능

[ 뉴스]

유튜버팬카페에올라오는아티스트소식, 
노래이슈등의소식을한곳에모아제공하며, 

선택시팬카페링크연결



Music

• 아이에게딱맞는방문악기레슨선생님을찾아주는O2O 플랫폼으로까다로운선발절차를걸쳐검증된국내외명문대학출신선생님들과함께진행함

• 희망악기, 아이의성향, 원하는선생님스타일정보를입력하면24시간이내로실력과신원이검증된선생님을추천함

• 담당매니저가아이의연습현황을체크하는등선생님매칭부터사후관리까지지속적으로전담케어를해준다는점에서차별점을지님

• 악기대여도가능하여악기구매에대한부담없이자유롭게서비스이용이가능함

출시: 2022.01.26   ㅣ 업데이트: 2022.08.25 iOS Android

유‧초등 대상 악기 레슨 매칭 플랫폼

86



[ 고객센터플로팅버튼]

고객센터상담으로이어지는플로팅버튼을제공하여
어느화면에서나빠른상담진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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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iOS Android출시: 2022.01.26   ㅣ 업데이트: 2022.08.25

[ 레슨선생님찾기]

레슨선생님을찾을때아이정보, 달성목표등
상세한조건을설정하여빠르게적합한선생님을찾

을수있도록도움

[ 문다뉴스]

레슨뿐만아니라문다에서주최하는
연주회등다양한소식제공

https://files.slack.com/files-pri/T02MHEDN604-F04AGNFQ4GP/img_1776.png
https://files.slack.com/files-pri/T02MHEDN604-F04AGNFQ4GP/img_1776.png
https://files.slack.com/files-pri/T02MHEDN604-F04AGNFQ4GP/img_1776.png
https://files.slack.com/files-pri/T02MHEDN604-F04AGNFQ4GP/img_1776.png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운드 콘텐츠 구독 서비스

Music

• 집중, 수면, 명상등사용자가산만한주위환경에서나에게집중할필요가있을때사용할수있는3D 사운드스케이프콘텐츠를제공함

• 공간음향및동적머리추적기술을활용해사용자가움직여도사운드가주변에고정되어몰입감있는사운드를구현함

• 오디오의인터렉션방식, 음향효과를사용자주도적으로조절할수있는데소리의거리감, 방향등을설정할수있음

• 원형인터페이스믹싱을사용자가조절해사운드스케이프를커스터마이징할수있으며, 매력적인애니메이션이함께표현됨

출시: 2021.06.06   ㅣ 업데이트: 2022.10.12 iOS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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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iOS출시: 2021.06.06   ㅣ 업데이트: 2022.10.12

[ 사운드편집]

기존에세팅된값에본인이원하는음향효과를
원형인터페이스안으로드래그하여

사운드믹싱이가능

[ 사운드재생배경]

사운드스타일에따라
다양한애니메이션으로배경화면제공

[ 세션]

사용자가편집한음악은
별도의저장과정이없이세션에바로저장

[ 아티스트링크]

각음악소개하단에사운드아티스트와
모션그래픽디자이너의링크를제공하여

관련아티스트로의접근성을높임

Android



오늘, 여의도 (Today, Yeouido)

오뉴 (ONEW)

이슈묍 (issue moebius)

14. News & Magazines



입법 정보 조회 서비스

91

News & Magazines

• ‘내손안의작은국회’를표방하여입법정보를조회할수있도록지원함

• 발의되거나개정되는복잡한입법정보를쉽고간편하게확인할수있음

• 법안과관련된뉴스기사를제공하여법안의사회적배경을신속하게파악할수있도록함

• 다른분야의정보제공서비스처럼‘법’이라는분야에서도나의관심사에기반한콘텐츠를확인할수있도록함

출시: 2022.10.31    ㅣ 업데이트: 2022.10.31 iOS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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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Magazines

[ 의안상세]

발의혹은개정된법안의진행현황과
핵심내용에대한안내제공

[ 개정내용]

개정된법안내용을쉽게확인할수있도록
기존안과함께노출

[ 법안관련뉴스]

법안상세내용하단에
관련뉴스를함께제공하여

법안에대한이해증진

[ 스크랩& 알림]

원하는법안을스크랩하고
변경사항이있을때마다알림

iOS Android출시: 2022.10.31    ㅣ 업데이트: 2022.10.31



5060세대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대상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iOS Android

• 흩어져있는문화정보및액티비티등을한곳에모아제공하며, 비슷한연령대및관심사, 취미를가진사람들과교류할수있는커뮤니티형성을목적으로함

• 주타겟층이은퇴를앞두고가족중심의소비패턴이자기계발, 패션, 미용등자기중심으로변화하는5060세대‘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 임

• 액티브시니어는능동적인소비경향과적극적인도전정신이젊은이들과다름없어‘젊은노인’이라는뜻의‘욜드(YOLD, Young Old)’라고도불림

• 타겟들은주체적이고적극적인라이프생활을즐기며,자신을위해시간과돈을아낌없이투자하기때문에관련된산업이뜨고있음

News & Magazines 출시: 2022.09.13    ㅣ 업데이트: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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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개인의관심사를설정하면데이터에기반하여, 
맞춤형콘텐츠(여행, 액티비티, 문화, 도서등)

추천제공

[ 큐레이션상세]

세대맞춤내용으로구성된라이프스타일콘텐츠
열람이가능하고, 관련액티비티및상품을

구매할수있도록연계제공

[ 액티비티상세정보]

태그를활용하여해당콘텐츠를
빠르게파악할수있도록제공

[ 액티비티상세본문]

타겟층을고려하여, 다른서비스보다
큰텍스트크기및간격, 이미지로구성

iOS AndroidNews & Magazines 출시: 2022.09.13    ㅣ 업데이트: 2022.10.24



집단 지성 형성을 돕는 YTN의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iOS Android

• 에디터가그날의중요한이슈10여건을선정하고, 이를3문단으로요약·정리해서저녁6시에제공함

• YTN 기사를우선제공하는것이아닌전체범위내에서좋은기사를고르며, 발행된기사보다재분석·기획기사에초점을맞춤

• 타사에서제공하는기사를바로노출하기보다제목을재구성하고, 여러기사정보와함께관점을재정립하여정리해서제공함

• 기사콘텐츠제공뿐만아니라사용자의능동적인참여를독려하는‘묍링크’, ‘찬반Poll’서비스도함께제공하고있음

News & Magazines 출시: 2022.06.30    ㅣ 업데이트: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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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그날의이슈를3문단으로요약·정리해서
저녁6시에제공

[ 묍링크]

댓글작성시이슈이해를돕는관련링크를
첨부하도록하여근거기반의집단지성창구마련

[ 랭킹]

깊고넓게이해할수있도록돕는
‘묍링크’가많이달린기사순위를제공

[ 이슈Poll]

각이슈에대한다양한사용자들의의견을
확인할수있는설문조사형식의‘찬반Poll’제공

iOS AndroidNews & Magazines 출시: 2022.06.30    ㅣ 업데이트: 2022.07.19



비브 (ViiV)

캐럿 (Carat)

타입캐스트스토리 (Typecast Story)

15. Photo & Video



여행 브이로그 자동 편집 서비스

Photo & Video iOS Android

• 자동으로영상을분석하여음악선택, 영상자르기, 영상합치기로여행브이로그를자동으로완성함

• 피드(Feed) 페이지내에완성된여행브이로그를업로드할수있어이용자간유익한정보와콘텐츠공유를활성화함

• 위치와지도정보가담긴여정이브이로그영상과함께표출되는것이특징임

• 영상과함께동시송출되는지도·장소정보는여행상품과연계할수있으며연계수수료를통해수익창출이가능함

출시: 2022.08.03    ㅣ 업데이트: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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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속여행경로및위치정보제공]

전세계사용자들이피드에업로드한영상의하단에
여행경로와위치정보를함께제공

99

Photo & Video iOS출시: 2022.08.03    ㅣ 업데이트: 2022.10.31

[ 원터치AI 편집]

편집을원하는이미지, 영상을선택하여
AI 자동편집을누르면추가설정없이

바로영상편집을진행하여결과물제공

[ 자동편집프로그레스바]

오랜시간이소요되는작업시간을
3개의원으로구성된프로그레스바로표현하고

이를순차적으로보여주어지루함을완화

Android



크리에이터가 만든 감성 필터,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필터 플랫폼

Photo & Video

• 인스타그램크리에이터들의직접만든감성필터, 스티커가매주출시되고유/무료로사용할수있으며, 개인이직접필터크리에이터가되어서출시신청이가능함

• 피드에서다양한크리에이터들이적용한필터를탐색하고마음에드는필터를찾으면상세설명을보고추가할수있음

• 앱내카메라로찍은사진에구매한필터를적용하여편집이가능함

• 필터구매전필터효과를미리사용하며색감을비교해볼수있음

출시: 2021.12.27    ㅣ 업데이트: 2022.10.28 iOS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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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미리보기]

필터적용전/후의사진을제공하여필터색감을확인해볼수있으며
본인의사진으로도미리보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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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Video iOS출시: 2021.12.27    ㅣ 업데이트: 2022.10.28

[ 크리에이터]

프로필에서크리에이터가만든필터를조회하고
마음에드는크리에이터는팔로우가능

[ SNS 필터추가]

기존SNS에서사용했던본인혹은타인의필터를
추가하여다른SNS에서활용가능

Android



다양한 AI 음성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

Photo & Video

• 사용자가AI 캐릭터를선택하고텍스트입력하면해당캐릭터의목소리로바꿔주는서비스

• 실제사람이말하는듯한영상을쉽게제작할수있으며콘텐츠제작을필요로하는이들을위한음성합성구독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B2C와B2B를동시공략해1인크리에이터를포함중소기업, 대기업등을주요고객으로확보하고있음 (e.g. 구독형독서플랫폼인밀리의서재에서오디오북대량

생산이가능해짐, NS홈쇼핑의경우일반성우대신활용, 알파세대중틱톡유저들중심으로본인만의콘텐츠제작을위해많이활용함)

출시: 2021.04.30    ㅣ 업데이트: 2022.04.22 iOS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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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주기/놀기]

픽셀형태의캐릭터를모바일화면에배치하여핸드폰을꾸미고, 
해당캐릭터에게먹이를주거나, 놀아줄수있는인터랙션제공

[ 캐릭터대사설정]

캐릭터에대사를넣는과정에서끊어읽기시간, 
스피드, 말하는스타일등의상세한세부설정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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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Video 출시: 2021.04.30    ㅣ 업데이트: 2022.04.22

[ 목소리스타일필터검색]

사용자가원하는스타일의캐릭터를
필터항목에서조건별로설정하며검색가능

[ 유저/오리지널콘텐츠리스트]

유저콘텐츠와오리지널콘텐츠를함께제공하여
다양한콘텐츠를확인할수있고,

본인이만든콘텐츠도업로드하여공유가능

AndroidiOS



카피즈 (Copiez)

메이더 (MADERR)

태그룸 (Tagroom)

16. Productivity



문서 스캔 및 전자 문서 관리 서비스

Productivity

• 문서를스캔하고전자문서로변환하여저장해주는서비스

• 저장된문서의텍스트를인식하고저장하여알림형태로필요정보를알려줌 (e.g. 부동산임대계약서-만료일이62일남았어요.)

• 종이문서가아닌카피즈에저장된전자문서또한법적효력이있어앱을통한다양한문서의관리가가능함 (e.g. 부동산임대계약서, 중고차매매계약서등)

• 높은수준의보안서버와블록체인기술로보관하여안정성을높임

출시: 2022.08.05    ㅣ 업데이트: 2022.10.28 iOS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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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vity iOS출시: 2022.08.05    ㅣ 업데이트: 2022.10.28

[ 문서내텍스트검색]

문서의텍스트가자동으로분석되어
계약서내에있는단어까지검색가능

[ 법적효력안내]

서비스사용자들의의문점을해소하고
서비스활성화를위해해당앱을통한계약서

스캔본의법적효력이있음을여러화면에서안내

Android

[ 문서정보홈알림]

각문서의중요정보(e.g. 계약만료일762일남음)
를텍스트분석으로자동파악후,

홈화면에알림형태로제공

[ 등록할수있는문서예시]

서비스사용이익숙지않은사용자를위해
등록이가능한문서들의예시를

실물자료를바탕으로제공



코드 없이 웹앱을 만들어주는 서비스

Productivity

• 전문코딩기술이없어도10가지내외의간단한정보입력(노코드)만으로 iOS, Android 모바일웹앱제작가능

• 무료웹앱제작뿐만아니라까다로운앱스토어심사등록을대신해주고푸시발송, 기능수정등웹앱운영관리기능을무료로제공함

• 개발자의몸값상승과인력난속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들의O2O 디지털전환을돕고있음

• 상단(숨기기, 이미지, 텍스트), 하단(숨기기, 툴바, 탭바), 메인(URL 입력)을설정하여웹앱을제작하는방식으로손쉬운과정을지니고있음

출시: 2021.12.08    ㅣ 업데이트: 2022.10.26 iOS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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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brain

[ 제작하기]

상단(숨기기, 이미지, 텍스트), 하단(숨기기, 툴바, 탭바), 메인(URL 입력)설정만으로웹앱제작가능
웹앱이만들어지면앱이름, 앱아이콘등을설정하여최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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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vity iOS출시: 2021.12.08    ㅣ 업데이트: 2022.10.26

[ 완성본확인]

상단, 하단, 메인설정후다음단계에서
완성본바로확인가능

[ 이용권구매]

앱등록과관련한심사대행서비스, 
광고제거와푸시연동등추가기능에대한

이용권구매가능

Android



메타버스 형식의 캠스터디 서비스

Productivity

• 메타버스요소가결합된스터디앱 (자칭 '메타버스도서관')

• 자신의캐릭터(아바타)를설정하고원하는방에입장하여여러사람들과함께공부를할수있음

• 아바타가의자나벤치에앉으면라이브룸이생성되고모여진사람끼리공부를하게되며, 비디오와타이머중하나를선택하여공부하는모습을기록할수있음

• TAGR(태거: 가상머니)를통해아바타를꾸밀수있는아이템을살수있으며,퀘스트를통해TAGR를획득할수있음

출시: 2021.11.07    ㅣ 업데이트: 2022.10.21 iOS Android

109



[ 인터페이스]

게임과같은인터페이스로캐릭터를움직이고
버튼선택을최소화하여손쉽게조작가능

[ 미리보기]

온라인스터디의분위기를파악할수있도록
미리보기기능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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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vity iOS출시: 2021.11.07    ㅣ 업데이트: 2022.10.21

[ 실시간화면공유]

온라인스터디원들의공부과정을
실시간으로공유하며서로간동기를부여

[ 실시간스터디검색]

현재실시간스터디의리스트를제공하며
‘비디오만’, ‘현재월드만’, ‘팔로우만’의필터로

사용자가원하는방식의스터디탐색가능

Android



세이프홈즈 (SafeHomes)

자리톡 (Zaritalk)

랜드북 (Landbook)

17. Property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정보 서비스

Property iOS Android

• 일명‘부린이’를위해부동산계약전, 중, 후체크리스크를제공하고등기부등본과건축물대장등을바탕으로자동권리분석리포트를발급해주는서비스

• 분석리포트를제공하고실시간으로등기부등본과건축물대장을조회해볼수있어부동산초보자들이느끼는부담감과걱정을덜어줌

• 권리분석전문가들이자동분석된리포트를바탕으로한번더검토해고객에게쉬운용어로설명을하는1대1 전문가상담서비스도함께제공함

• 스스로권리분석을할수있는이들이라면원하는부동산주소만입력할시, 열람이즉시가능한‘10초등기부등본’서비스를제공하여맞춤형서비스를구성함

출시: 2022.07.10    ㅣ 업데이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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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분석리포트]

사용자의보증금전세/월세계약때사용자의보증금을안전하게지킬수있는집인지
등기부등본을바탕으로분석하여리포트제공및

HUG 보증보험가입가능유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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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iOS출시: 2022.07.10    ㅣ 업데이트: 2022.08.08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열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열람가능

[ 전세계약안전체크리스트]

전세계약시체크해보아야할요소들을
계약전/중/후로나누어정보제공

Android



임대인이 이용하는 무료 임대관리 서비스

Property iOS Android

• 월세고지서, 자동기록임대장부, 임대인커뮤니티, 공실해결을위한부동산정보발송, 계약·세무일정알림등의기능을제공하는임대관리종합서비스

• 원룸, 오피스텔, 빌라, 상가, 사무실등을운영하는임대인의체계적인수납관리를돕는‘임대장부’ 서비스로기존의수기방식을디지털로손쉽게처리가능하도록함

• 주민센터방문, 공인인증서도필요없이계약서사진만으로전월세신고가가능하며, 현재수수료도면제하여제공하고있음

• 계약만료가임박한방을주변부동산20곳에한번에전송해빠르게임차인을구해주는‘공실해결’ 서비스를제공하여임대인의걱정과불편함을줄여줌

출시: 2021.08.31    ㅣ 업데이트: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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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상세정보]

홈화면에서세입자정보를누르면계약/수납에관한상세정보가제공
사용자가남긴메모도함께확인이가능하여세입자관리가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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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iOS출시: 2021.08.31    ㅣ 업데이트: 2022.10.18

[ 임대장부]

임대정보를기록하면홈화면임대장부에
건물, 세입자정보, 수납정보가정리되어제공

[ 반복일정]

주기적으로납부해야하는세금일정목록이
제공되고개별알림설정가능

Android



인공지능 건축설계 기술을 활용해 토지개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Property iOS Android

• 자체개발한인공지능건축설계엔진으로각종건축법규를반영해분양혹은임대할신축건물의설계를시뮬레이션하고그에따른개발비용과수익추정이가능함

• 시세는부동산에묻고설계는건축사무소에문의하는흩어진프로세스를통합, 일반인도한번에해결할수있도록하여새로운서비스전략을보임

• 소형주택개발사업성검토는무료로제공, 상업시설, 오피스텔개발사업성검토, 오프라인자문의경우건당이용료를수수하는등의수익모델을보임

• 인공지능이추정한적정거래가,주변분양/시세를바탕으로한수익성미리보기서비스도제공하여사용자가수익을고려하며개발을진행할수있도록함

출시: 2021.10.27    ㅣ 업데이트: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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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iOS출시: 2021.10.27    ㅣ 업데이트: 2022.07.28

[ AI 건축분석]

일반사용자가파악하기어려운건축분석을
AI가평면계획, 조건별설계안비교, 사업성계산, 

전문가연결까지원스톱프로세스로제공

[ 신축건물시뮬레이션]

신축건물의3D를제공하여360도보기, 
해가비치는모습등실제건물의시뮬레이션가능

[ 신축사례를통한입지정보]

사용자의땅주변으로신축사례를제공하여
객관적인현황파악및분석이가능

[ 툴팁]

분석카테고리마다툴팁을제공하여사용자들이
이해하기어려울수있는부분을추가설명

Android



식후경 (Sisik)

프리즘 (Prizm)

스타일봇 (Style Bot)

18. Shopping



온라인 시식 서비스를 경험하고, 최저가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푸드 플랫폼

iOS Android

• 국내최초로온라인시식서비스를시작했으며, 사용자가자유롭게먹어보고입맛을찾아갈수있도록제공한다는운영목적을가짐

• 배송비만지불하면1~2명정도가먹을수있는양의시식제품배달이가능하고, 시식후일정기간내에최저가로구매할수있도록제공함

• 소비자에게제공하는시식제품은식후경에서전량매입해전달하여판매자의부담을줄임

• 소비자도리뷰, 마케팅등을통해대량구매했다가입맛에맞지않는실패경험을방지할수있어합리적인구매를할수있음

Shopping 출시: 2022.09.30    ㅣ 업데이트: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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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상세정보]

시식상품은일정인원에게한정으로만제공하고
신청인원현황노출을통해구매유도

[ 시식핵심Point]

시식상품상세에서식품성분및사이즈, 당류등을
고려해특정대상에게추천하는근거요약제공

[ 키즈밀, 반려동물상품목록]

성인뿐만아니라어린아이, 반려동물까지
상품대상을확대하여제공

[ 추후오픈상품목록]

추후오픈할상품을모아보여주어
사용자의기대감을향상시키며서비스재접속유도

iOS AndroidShopping 출시: 2022.09.30    ㅣ 업데이트: 2022.11.01



브랜드의 스토리 및 가치를 전달하는 디지털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

iOS Android

• 브랜드가가진다양한스토리와가치, 철학등을고감도숏폼영상과라이브방송등의디지털미디어콘텐츠를세련되게담아제공함

• 개별상품을강조하는것이아닌,오프라인매장에브랜드가입점한느낌으로브랜드의가치를온라인에서도다채롭게느낄수있도록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유명한패션, 가구, 조명등다른플랫폼에서는쉽게찾아볼수없는아이덴티티가명확한브랜드들이입점되어있으며,독점프로모션을진행하고있음

• 타플랫폼대비3배높은고해상도영상콘텐츠를담을수있는기술력과소셜·라이브기능을갖춰어느공간에서촬영해도고해상도영상을송출할수있음

Shopping 출시: 2022.02.22    ㅣ 업데이트: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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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브랜드상세정보]

각각의브랜드를이미지가아닌영상콘텐츠로
제공하여온라인에서도브랜드감성을

더실감나게느낄수있도록제공

[ 브랜드팔로우]

SNS처럼특정브랜드를구독해서
모아볼수있는팔로우기능제공

[ 탐색]

상품탐색탭에서검색창과추천상품목록을
함께제공하여탐색의편의성을높임

[ 콘텐츠상세정보]

브랜드소개내의콘텐츠를선택하면, 영상/이미지/
텍스트가결합된상품소개콘텐츠를제공하여
관련정보를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도록제공

iOS AndroidShopping 출시: 2022.02.22    ㅣ 업데이트: 2022.10.20



AI 기술 기반 가상의 패션 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머스 플랫폼

iOS Android

• 사용자의패션취향및실물의류데이터를기반으로판매중인상품과믹스매치하여스타일링을제안함

• 실물의류를촬영하면인공지능기술로자동인식, 분류, 저장됨

• 자체개발한추천인공지능인‘AI 제니(Jennie)’를통해사용자의취향에맞는스타일링을제공하고, 이를쇼핑커머스와연결함

• 최근더한섬닷컴사이트의가상피팅서비스개발관련계약체결및카페24의패션브랜드자사몰피팅서비스공급계약으로B2B 서비스모델로확장중임

Shopping 출시: 2022.02.14    ㅣ 업데이트: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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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선택]

첫사용자의가상모델을설정하고, 취향에맞는
스타일을추천해주기위해간단한인터랙션의

사진선택설문진행및스타일유형추천

[ 가상피팅룸]

저장한의상을기반으로피팅해볼수있으며, 
AI의추천으로하나의옷에맞는

전체코디추천제공

[ 나만의옷장]

사용자가보유한옷들을촬영하면AI 기술기반으로
자동분류되어디지털옷장에보관할수있으며, 

앱에서저장된옷을활용하여스타일링추천제공

[ MY 스타일/ LOOK BOOK]

내가설정한가상스타일을저장하여모아볼수
있는공간과저장한스타일링을타사용자와

공유할수있는공간제공

iOS AndroidShopping 출시: 2022.02.14    ㅣ 업데이트: 2022.09.28



링크트리 (Linktree)

하이팔 (HiPal)

슈퍼카라운지 (SURA)

19. Social Networking



링크 인 바이오 빌더 서비스

126

Social Networking Android

• 전세계2,500만명이넘는크리에이터가사용하고있는링크인바이오(Link-in-bio) 서비스로인기를끌고있음

• 다중하이퍼링크를허용하지않는기존의소셜미디어에대한불만을해결하기위해시작됨

• 여러링크를하나의바이오(Bio)에서모아볼수있도록하여콘텐츠공유및상품판매등이용이하도록지원함

• 링크트리에프로필링크, 음악재생목록, 팟캐스트, 관심사, 음식메뉴등원하는정보를쉽게추가할수있음

출시: 2022.07.11    ㅣ 업데이트: 2022.10.27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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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Networking Android출시: 2022.07.11    ㅣ 업데이트: 2022.10.27 iOS

[ Appearance ]

프리셋템플릿을선택하여
배경, 버튼, 폰트등의디자인요소를커스텀

[ Analytics]

총클릭수, 클릭률, 전환율, 위치, 장치등
다양한영역의수치를분석하여제공

[ Preview ]

자신의홈페이지, SNS 주소등을연동하고
디자인한페이지를링크(linktr.ee/[username]),

QR 코드형태로공유

[ Subscription ]

유료결제에서는비디오링크, 링크썸네일등의
추가적인기능지원



무전기 컨셉의 온라인 소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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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Networking iOS Android

• 무전기인터렉션으로상대방과대화하는독특한컨셉의서비스

• 앱을종료한후에도상대방이연락하면무전기소리를들을수있음

• 일대일통화뿐만아니라최대100명까지그룹통화가가능함

• WhatsApp, Messenger, Telegram 등앱의알림을사용자가지정한말풍선모양으로바꿔전달할수있음

출시: 2022.03.10    ㅣ 업데이트: 2022.11.01



129

Social Networking iOS Android출시: 2022.03.10    ㅣ 업데이트: 2022.11.01

[ 무전]

무전기모양의가운데원을탭하여음성전달이
가능하게함으로써실재감및재미부여

[ 친구목록]

친구목록에서무전기아이콘을클릭하면
바로연결할수있으며친구목록에있는사람들과

그룹챗가능

[ 친구초대] 

24시간동안유효한나만의코드나QR을통해
친구초대가능

[ 마이페이지]

Go online을선택하면Public Square에노출되고
랜덤으로모르는사람들로부터
무전연락을받을수있도록제공



국내 최초 드라이브 커뮤니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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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Networking Android

• 기존자동차커뮤니티및동호회활동에서신규회원이쉽게적응하기에는어려움이있는것에착안하여시작됨

• 차량이없거나슈퍼카가아니어도가입이가능하며드라이브의매력에푹빠진사람들을위한문화공간을제공함

• 마음에맞는사람과드라이브하며맛집투어도하고재미있게놀고싶을때실시간으로만날수있음

• 추후VIP 회원들을대상으로호텔, 다이닝, 항공사, 골프등여러분야의컨시어지서비스를접목하여제공할계획임

출시: 2021.10.08    ㅣ 업데이트: 2022.10.25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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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Networking Android출시: 2021.10.08    ㅣ 업데이트: 2022.10.25 iOS

[ 안전및보안]

자동차상해종합보험가입검증시스템을통해
보다안전한드라이빙매칭을조성

[ 커뮤니티]

차량, 서킷, 캠핑과같은차량관련분야외에도
운동, 연애, 재테크등다양한주제로소통

[ 취향선택]

개인이선호하는드라이브, 나의음악취향등을
선택하여표시하고맞춤콘텐츠제안

[ RPM 평가제도]

매칭상대의드라이브매너, 음악선곡센스,
드라이브코스선정등을평가하는
후기제도인RPM 평가제도시행



리얼그라운드 (REALGROUND)

여다 (Yoda)

20. Travel



스카이 뷰와 360°뷰로 캠핑장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까지 가능한 플랫폼

Travel iOS Android

• 10년이상의캠핑경험을보유한캠퍼들이모여직접보고느낀실제경험을바탕으로제작됨

• 캠핑장을예약하는상황에서발생하는다양한불편함의해소를목적으로함

• 드론파노라마와VR 360°이미지로제작된캠핑장정보확인이가능함

• 지속적으로캠핑라이프사이클에맞춘다양한부가서비스를출시할예정임

출시: 2022.06.03    ㅣ 업데이트: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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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iOS Android출시: 2022.06.03    ㅣ 업데이트: 2022.11.03

[ 캠핑장뷰안내]

360°뷰와드론으로촬영한스카이뷰를통해
캠핑장의모습을생생하게확인가능

[ 캠핑장리스트]

지역에따른캠핑장리스트에날씨정보를함께
제공하여예약판단을도움

[ 텐트설치장소확인] 

텐트설치장소의사이즈를AR(증강현실)을통해
사전에측정가능

[ 캠핑장배치도확인]

미니맵을통해캠핑장배치도를열람할수있으며, 
선택시해당사이트(캠핑장위치)로바로이동가능



알고리즘 기반 맞춤형 여행 스케줄 제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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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iOS Android

• 나의취향과여행지에대한정보를입력하면, 여행동선및스케줄을설계해줌

• 한국90개도시의50만건의장소고유속성데이터와자체개발한AI 추천엔진에기반해개인맞춤형국내여행일정을무료로큐레이션해줌

• 고객의연령대, 관심사, 이동동선뿐아니라장소별휴무일과영업시간, 반려견/아이출입가능여부까지고려해일정을제작함

• 대중교통을이용한여행코스안내는다소미흡한상태임

출시: 2021.04.09    ㅣ 업데이트: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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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iOS Android출시: 2021.04.09    ㅣ 업데이트: 2022.10.19

[ 나의여행]

지난여행의지역, 기간, 사진등을포함한
콘텐츠가기록되어여행회상에용이

[ 여행일정주문]

여행일정을만들기위해필요한정보를‘권장’과
‘선택’으로구분하여입력에대한부담최소화

[ 여행일정상세정보] 

지도상의여행경로를통해대략적인거리를
확인할수있으며하단에서는여행순서별내용을

상세하게파악가능

[ 추천여행지]

특정여행지가추천된근거를알수있는
태그를함께제공하여신뢰도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