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 BIG DATA

BEYOND
BIG DATA

온라인 세상은 기업과 언론에 의해 생산된 수없이 많은 양의 정보와 뉴스가 넘쳐나며
개인이 만들어 낸 글/사진/영상과 같은 콘텐츠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발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위팝은 이 무수히 많은 빅데이터 속에서 당신이 필요한 이야기를 끌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더 간단히 세상 속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넘치는 무한한 정보의 바다를 함께 걷겠습니다.

BIG DATA
BUSINESS

위팝은 소셜미디어 컨텐츠 관리툴인

디겟으로 획득한 소셜 빅데이터를 분류 및 분석이 가능하게끔 하고

사용자가 소셜미디어 상에서 다양한 주제(키워드‧이미지‧동영상‧음원 등)를 검색하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리포트 형태로 받아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 서치 엔진

디파인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상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징후를 읽어내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디마인드

개발을 산학협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내에서 개인 간에 콘텐츠를 소비하고 평가하는
활동(좋아요, 댓글, 공유 등)을 분석하여 세분화된 데이터를 얻고, 이를 통해 마케팅·영업·정책결정·
리서치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CUSTOM
PLATFORM
BUSINESS

위팝은 다년간 개발 현업에 몸담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전문인력이 모여, 2018년 5월 기술기반 IT
스타트업인 주식회사 위팝을 설립 한 이래, 현재까지 폭 넓은 빅데이터기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팝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수집 및 정제, 분석을 필요로하는 기업과의 업무제휴
(M.O.U) 및 개발 계약을 통하여,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구인·구직 플랫폼인
플랫폼

R:ESPEC, O2O 주문 키오스크 플랫폼 및

INsite를 개발 중 입니다.

대학 내 학사관리 / 재학생 경력구축

LABARATORY
RESEARCH & DEVELOPMENT

위팝의 기업부설연구소는 빅데이터 관련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인하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경정신의학과(협의 중)와 산학협력을 통하여

디마인드 시스템

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디마인드란 미디어로부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우울증, 자살 학교 내 따돌림 등을 소셜빅데이

터로부터 징후를 읽어내고 분석함으로써, 선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 입니다.
위팝의 빅데이터 연구개발이 단순히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합니다.

BUSINESS OVER VIEW

소셜미디어 컨텐츠 및 소셜미디어 사용자 반응(좋아요, 댓글, 공유 등)에 대한
자동화 관리툴로써, 잠재고객을 찾아내고 이들을 그룹관리 할 수 있는 솔루션 입니다.

소셜미디어 컨텐츠 및 소셜미디어 사용자를 분석하고 키워드(주제어)를 통해 원하는
검색결과를 리포트 형태로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서치엔진입니다.

소셜미디어 상의 사회문제(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우울증, 자살 등)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징후를 읽어내고, 선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예방하는 시스템 입니다.

빅데이터 수집, 정제, 분석이 필요한 비지니스에 대하여, 사용자 경험(UX)에 입각한
플랫폼을 설계하고 핵심기능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데스크탑 및 iOS/Android App
개발을 함께 합니다.

직관적인 정보인 영상을 통한 구인·구직을 중계하는 사업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개인의 경력 및 이력사항을 상시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입니다.
리스펙은 위팝의 가족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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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7

청년 내일채움 공제 가입 / 중소기업진흥공단

181220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181212

가족회사 인증 / 인천대학교

181203

벤처기업 확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181120

가족회사 인증 / 인하대학교

181108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셜미디어 사용자 감정분석시스템 및 방법

181002

> 특허출원 10-2019-0000313
SNS 사용자의 소셜미디어 특이점 정보 분석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 정보제공 시스
템 및 방법
> 특허출원 10-2019-0000313

180921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 NICE평가정보(주)

180920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180801

디겟 > 상표등록 출원 40-2018-0106297

180524

주식회사 위팝 설립

CER T IFICAT ION S

BENEFIT S & R EW AR DS

• 월 - 금 주 5일제 및 탄력근무제 운영

Work

• 업무능력평가에 따른 투명한 포상제도
• 자유로운 발언 및 토론을 지향하는 회의
• 신입 직무교육(OJT)을 통해 개개인의 성장을 도모

• 중식 제공/야근 시 석식 제공

Life

• 고급 원두 커피 및 각종 음료 제공
• 미식을 위한 주 1회 특식데이
• 직원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회식

• 자유로운 연·월차 사용

Balance

• 개인의 취미와 경험을 나누는 워크샵
•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도서 및 온라인 강좌 지원
• 생일/결혼기념일 축하 이벤트

OR GAN IZAT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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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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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팝

기업 부설 연구소 :

정부사업 입찰 / 프로젝트 및 사업관리

빅데이터 관련 연구개발 / 커스텀 플랫폼 제작 / 산학협력

기획/디자인팀

영상콘텐츠제작팀 :

개발팀

뉴미디어·바이럴영상 기획 및 제작

기획팀

영

업

팀:

산학협력팀

제작팀

공공기관 / 기업대상 사업제안

2018년 5월, 다년간 개발 현업에 몸담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전문인력이 모여,
기술기반 IT스타트업

주식회사 위팝을 설립했습니다.

현재까지 폭 넓은 기술기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관련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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