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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사 후퍼
http://www.whooper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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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후퍼는 2010년 설립되어 모바일 결제사업과 모바일 게임 사업을 운용하고 있는 젊은 인터넷 벤처 기업입니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모바일 결제 스타트업으로서 2012년 9월 페이앳 이란 결제 서비스를 런칭하였고, 현재는 기술 노하우와 영업채널을 기반으

로 사업자를 위한 결제 서비스 범위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01 WHOOPER 소개

• 2010 07     후퍼소프트㈜ 법인 설립

• 2012 10     모바일 현장 결제 솔루션 “Payat 페이앳” 런칭

• 2012 12     서울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 2013 07     서울 금천구 가산동 대성디폴리스 525 본사 이전

• 2013 12     2014년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 2015 11     일학습병행제 기업 선정

• 2015 12     투자정보제공 서비스, “투모다” 런칭

• 2016 07     벤처기업확인 재등록

• 2016 09     법인명 변경 후퍼소프트(주) -> 후퍼(주)  

WHOOPER 소개 COMPANY PROFILE

회사명 후퍼(주)

주요서비스 페이앳, 투모다

주요사업 인터넷 서비스 기획 및 컨설팅, 제작,

스마트폰 어플 개발 및 공급,

모바일 결제 시스템 구축,

모바일 게임 개발 등

대표이사 김웅겸

설립일 2010년 7월 12일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525호

임직원수 22명 (2016.08)

관계사 ㈜나이스정보통신 (대표:홍우선)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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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퍼관계사

후퍼고객사

관계사및고객사 PARTNERS AND CLIENTS



포트폴리오 PORTFOLIO

PORTFOLIO
금 융 . 결 제

서 비 스 . 플 랫 폼

교 육 . 솔 루 션

사물인터넷 . 블루투스

WHOOPER 자사 프로젝트

기 타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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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재표증명 등 사업자의 민원증명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연금가입내역,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등 개인증명서까지 모바일로 간

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작한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03 포트폴리오 _ 금융·결제 6

나이스 평가정보 모바일 민원증명 전송앱 원클릭마스터

#나이스평가정보 #스크래핑 #전송모듈 #공인인증서로그인 #금융권보안시스템

금융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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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세무증명서와 기업의 현장사진을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바로 제출가능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03 포트폴리오 _ 금융·결제 7

한국기업데이터 세무증명서 간편 전송앱 퀵파인드

#한국기업데이터 #스크래핑 #전송모듈 #공인인증서로그인 #금융권보안시스템

금융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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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은행 창구에 들러서 개설해야만 했던 계좌를 스마트폰을 통한 신분증 인식과 타기관계좌 연동인식을 통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펀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03 포트폴리오 _ 금융·결제 8

비대면 펀드계좌 개설 서비스 펀드바로개설

#OCR 모듈 연동 #KOSCOM금융공동망 전문연동 #백신 #위변조방지 #금융보안

금융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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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수임고객의 세무관련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무업무 관리 앱입니다. 

03 포트폴리오 _ 금융·결제 9

세무사와 수임고객의 세무업무 앱 세무링크

#GCM #PDF생성 #알림게시판

금융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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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카드사 지출내역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카드 지출내역 관리 앱입니다. 월별 상세 내역 및 등록 카드별 결제 예정 금액과 결제일을 표시해줍니다.  

‘삼성 갤럭시5’에 기본 탑재되었습니다. 

03 포트폴리오 _ 금융·결제 10

모든 카드사 지출내역을 한 곳에서, 지출내역 앱

#카드 #지출관리 #통계

금융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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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메뉴는 현대카드가 보유한 방대한 카드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맛집을 선정하여 추천해주는 미식가이드 서비스입니다. 마이메뉴는 외식 전문가의 리뷰와 전문 포토그

래퍼가 촬영한 사진으로 콘텐츠의 차별화를 꾀했으며, 매년 2회 실시하는 현대카드 고메위크 이벤트를 앱을 통해 확인하고 예약 및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3 포트폴리오 _ 서비스·플랫폼 11

현대카드 마이메뉴 리뉴얼 프로젝트

#인터랙션디자인 #데이터분석 #리뉴얼

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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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의 위성/케이블TV 서비스를 모바일, PC 환경으로 이식하였습니다. STB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VOD를 모바일, PC환경에 맞춰 UI, 시스템 프로세스등을 재구성했으

며, 이용자가 좀 더 손 쉽게 결제하고 시청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셋탑과의 연동을 통해 TV와 PC, 모바일 간 완벽한 N-Screen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03 포트폴리오 _ 서비스·플랫폼 12

티브로드 모바일TV

#N-Screen #셋탑연동 #동영상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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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을 위하여, 중국인 대부분이 사용하는 유명 결제 서비스 WeChat PAY의 손쉬운 결제를 위해 WeChat PAY와 연동, 금액에 맞는 QR을 생성하여 바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03 포트폴리오 _ 서비스·플랫폼 13

모바일 WeChat QR 결제 서비스

#QR생성 #다국어지원 #스트링관리 #API를 통한 host변경

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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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Active X 설치를 통해 진행되던 캘린더 편집기를 HTML 을 이용하여 무설치 웹 편집기로 변경 개발하였습니다. 사진 자르기, 회전, 크롭등 사진편집기능에서부터

월별 기념일 입력 등 캘린더 편집의 모든 기능을 웹으로 구현하였습니다.

03 포트폴리오 _ 서비스·플랫폼 14

HTML 캘린더 편집 서비스 찍스 캘린더

#HTML to Canvas #웹편집 #서버렌더링 #인화이미지생성

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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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편집, 텍스트 편집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모바일로 디지털 포토북을 제작할 수 있게 만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사진필터적용, 사진보정, 텍스트편집, 스티커편집 등 디카북을 커스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되었습니다. 

03 포트폴리오 _ 서비스·플랫폼 15

모바일 사진첩 편집 서비스 찍스디카북

#사진편집 #인화이미지생성 #이미지전송 #포토앱

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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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인테리어 플랫폼 서비스로 인테리어 프로 및 일반 이용자들이 인테리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치기반을 통해 주변을 검색하고, 유저끼리 메시

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이미지 등록시 사진 최적화 및 퀄리티 향상을 위한 서버사이드 후처리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03 포트폴리오 _ 서비스·플랫폼 16

건축 및 인테리어 플랫폼 하우즈프로

#이미지최적화 #Sendbird #메시지 #팔로우 #위치기반검색

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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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DNA 분석을 신청 및 구매, 분석 후 결과물을 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DNA 검사 서비스입니다.  DNA 검사 결과를 재가공해 보고서로

제공합니다. 엑셀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통한 주문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03 포트폴리오 _ 서비스·플랫폼 17

온라인을 통한 DNA 분석 서비스 DNAGPS

#주문시스템 #오프라인구매 연동 #보고서PDF변환

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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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 시 배달 기사, 상점, 지사가 배달 관제를 할 수 있는 앱입니다.   배달 기사는 배달 기사앱을 통해 주문 배정을 관리 하고, 상점과 지사는 배달 지사 앱을

통해 기사 위치 확인 및 주문 관리가 가능합니다. 

03 포트폴리오 _ 서비스·플랫폼 18

배달 기사, 상점, 지사를 위한 배달 관제 서비스

#CS프로그램 연동 #신주소변환 #메시지 #실시간GPS

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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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송출되는 비가청 음파를 어플리케이션의 음파 인식 솔루션을 통해 인식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음파인식 솔루션을 통해 앱 내 특정 페

이지로 이동하여, 퀴즈/투표/메시지 전송 형태의 다양한 실시간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시스템에서 음파 생성 및 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03 포트폴리오 _ 서비스·플랫폼 19

#비가청음파인식 #Second Screen #워터마크

세컨드 스크린 앱 소머즈 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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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애니원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안드로이드용 애니메이션 동영상 서비스입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관리자 시

스템을 통해 콘텐츠, 회원, 앱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03 포트폴리오 _ 서비스·플랫폼 20

애니메이션 동영상 서비스 망고애니원

#동영상플레이어 #동영상DRM #인제스트 #쿠폰발급 #정액권결제

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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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온앤온정보시스템의 맘스원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음마넷 시스템의 모바일 서비스 입니다. 웹과 모바일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완

벽하게 상호연동 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메뉴를 좀 더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뉴스 스탠드 형식의 메뉴와 카테고리를 이용하였습니다. 

03 포트폴리오 _ 서비스·플랫폼 21

유아기관 모바일 솔루션 맘스원

#푸시서버구축

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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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리시스템 걸음마넷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학부모와 관리자측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사진등록, 

투약의뢰, 승하차관리 등 PC로 이루어지던 서비스를 모바일로 완벽하게 이식하였습니다.

03 포트폴리오 _ 서비스·플랫폼 22

유아기관 모바일 솔루션 걸음마넷

#푸시서버구축

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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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마니아는 할인 쿠폰과 주변 고객 검색 시스템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배달 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소비자용 앱, 가맹점용 앱, 가맹점 사이트, 내부 관리자 사

이트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매장 정보부터 주문 정보까지 관리 가능한 통합 배달 플랫폼입니다. 

03 포트폴리오 _ 서비스·플랫폼 23

배달음식 주문 앱 배달마니아

#위치기반 검색 #쿠폰 #페이앳연동

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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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학습 앱 ‘BIGBOX’와 연동하여 일부 학습 기능 이용 및 활동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개발했습니다. BIGBOX 앱의 동영상 학습 기능을 웹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과 웹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동이력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3 포트폴리오 _ 교육·솔루션 24

#기존앱연동 #통계그래프 #반응형웹 #High chart

영어 학습 및 리포트 서비스 BIGBOX 교육 ·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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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사이버 대학의 모바일 웹 서비스를 iOS 및 안드로이드 각 플랫폼의 네이티브 앱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앱 서비스로 개발함과 동시에 네이티브 앱의 푸시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수신 대상 지정 및 도착지 설정이 가능한 메시지 발송, 메시지 수신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통합 푸시 메시지 전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푸시 메시

지 수신 후 일정시간 이상 확인하지 않는 학생들에 한해 대체 SMS를 발송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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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사이버대학교 SMART HYCU 3.0

#APNS #GCM #푸시 #예약발송

교육 ·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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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의 대명사 문정아 선생님의 강의를 필두로 한 중국어 학습 전문 태블릿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맞춰서 최적화된 하드웨어 디코딩을 이용하였

습니다. 동영상 즐겨찾기, 북마크 등의 기능을 통해 학습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태블릿의 사진촬영, 터치패드 기능을 이용해 실시간 질문답변 기

능 게시판도 구현하였습니다. 

중국어 학습 전문 태블릿 앱 챠이니즈

#학습동영상 #불법방지DRM #플레이어 #태블릿전용앱

교육 ·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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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도씨는 10년의 학원경력을 가진 유명 인터넷 강사 "이태호" 선생님의 수학강좌를 필두로 하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 서비스입니다.  DRM적용/배속기능/구간반복

/즐겨찾기 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편리하게 동영상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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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전용 학습기 37도씨탭

#DRM적용 #동영상플레이어 #불법복제방지 #파일암호화

교육 ·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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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도씨는 10년의 학원경력을 가진 유명 인터넷 강사 "이태호" 선생님의 수학강좌를 필두로 하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 서비스입니다. 최대한 많은 데스크탑 OS를 지원

하기 위해서 MS의 ActiveX가 아닌 SilverLight 기술을 채택하였습니다. 

<전용동영상학습플레이어>

온라인 강의 사이트 37도씨닷컴

#SilverLight #자체개발 스트리밍서버 #암호화 전송 #인터넷강의 #웹동영상플레이어

교육 ·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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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System은 SK텔레콤의 통신 인프라를 담당하는 Network O&S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지식관리시스템입니다. HTML5 Canvas 라이브러리를 커스터마이징 해

순서도를 그리거나 자료를 링크할 수 있는 콘텐츠 작성 툴을 구현했으며, 이를 Chromium 소스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앱 브라우저를 통해 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4개 외부 개발사의 9개 가량의 기존 시스템과 연동해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며, Elastic Search 검색엔진을 통해 통합검색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직무/작

업 맞춤형 퀴즈 시스템을 통해 직무 테스트 준비에 도움을 주도록 구성되었으며, 각종 활동에 따른 마일리지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자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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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지식관리시스템 워크시스템

#매뉴얼제작툴 #모바일브라우저 #ERP연동 #검색엔진수정 #커뮤니티 #자료구조화

교육 ·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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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학생들이 학습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학습용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조별 미션 수행 안내, 퀴즈, 심리테스트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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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체험 및 퀴즈 앱

#캐릭터개발 #블루투스 #유니티3D엔진

교육 ·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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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전용 학습기 37도씨앱

37도씨탭, 37도씨닷컴 온라인강의에 이어 동일한 컨텐츠를 모바일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웹연동 #동영상콘텐츠 #실시간 질문답변

교육 ·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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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시각에 강의를 재생할 수 있는 강의 알람 시스템 및 온라인 교재가 제공되는 모바일 학습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관리자 시스템을 통해 회원, 쿠폰, 컨텐츠 , 

매출 통계, 질답 등을 편리하게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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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강의 학습 앱

#동영상플레이어 #강의별알림 #쿠폰 #매출통계

교육 ·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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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천재교육의 티칭마법사는 동영상, 문서, 전자책등 콘텐츠의 종류에 상관없이 웹에서 수업안으로 묶어내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수업안으로 작성된 모든

데이터를 웹에서 볼 수 있도록 개발한 교수학습설계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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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설계 솔루션 티칭마법사

#오피스문서 변환 #웹미리보기 #드래그앤드랍

교육 · 솔루션

참고: www.tsher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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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주)좋은책신사고의 스마트수업안은 선생님의 수업준비를 위한 티칭 툴입니다. 각종 문서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 등 교과서 학습자료들을 별도의 번거로운

프로그램 설치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하고 관리하며, 특히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직접 만든 수업안을 전송할 수 있어 여러 사람들과 수업준비 자료를 쉽게 공

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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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책신사고 수업안 설계 서비스 스마트 수업안

#오피스문서 변환 #웹미리보기 #드래그앤드랍

교육 · 솔루션

참고: http://textbook.sinsago.co.kr/tb2009/smart/textbookLis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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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SEM은 다양한 서비스 현장에서 수집되는 고객의 목소리(VOC)를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모바일을 통해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환경 관

리 시스템입니다.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이 모바일을 통해 불만을 접수시, Live SE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냅니다. 관리자 웹

을 통해 담당자가 처리 후, 작성한 보고서 및 처리율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환경 관리 시스템 Live SEM

#실시간푸시 #설문 #QR코드생성 #알림시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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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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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월 브랜드 레코아트를 만든 제이앤에스엘의 본사, 총판, 대리점을 위한 서비스 입니다. 태블릿 앱을 통해 상품 정보 확인, 계약서 작성, 견적서 작성, 실측 정보 입력, 

설치 확인서 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체계에 따라 본사, 총판, 대리점마다 별도의 권한을 설정하여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관리자 시

스템을 통해 상품관리, 재고관리, 대리점관리, 발주관리, 정산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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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발송 #관리자권한관리 #서명패드 #카탈로그 #대리점관리 #실측정보자동계산

대리점 관리 서비스, 레코아트 교육 ·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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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날아오는 쿠폰, 티켓을 파싱,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게 개발하였습니다. 

쿠폰번호, 사용처, 사용기간 등 다양한 정규식으로 쿠폰 데이터를 정제,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편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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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크롤링 #로컬푸시

쿠폰, 티켓 크롤링 서비스 큐보이 교육 · 솔루션



|WHOOPER

모바일을 통해 제품 구성, 견적 작성, 작업보호 신청 등 테스토코리아 딜러들을 지원하고 견적 요청, A/S 신청 등 다양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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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카탈로그 견적 서비스 테스토코리아 모바일

#카탈로그 #견적 #견적서발송 #엑셀 업로드

교육 ·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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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설문 조사 플랫폼으로 모든 설문 조사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처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키오스크, 

웹 등에서 실시간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관리자 사이트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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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서비스 망고톡

#온오프라인앱 #local storage 저장 #푸시 #분석그래프

교육 ·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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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요금제 비교 및 조회, 신청서 작성 및 바로 개통 접수가 가능한 판매 솔루션으로 각종 편의기능까지 더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에 필

요한 각종 요금 및 옵션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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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방문 판매 솔루션 휴월드

#JPG파일 추출 #명함보내기 #1인1탭 제한 #요금자동계산

교육 ·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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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 공천심사 진행, 공천결과까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공천심사 통합 시스템입니다. 관리자에서 설정한 기능에 따라 사용자 인증을 거치고, 회원은 필

요한 서류 접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이 후보자의 정보를 열람하고 채점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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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심사 통합시스템

#후보등록 #보안 #이력관리

교육 ·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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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 국내 최대 포털의 댓글을 한데 모아 언론사 사이트에 덧붙여 보여주며, 댓글을 분석해 더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댓글 통계 및 분석

과 스팸 및 악성 댓글 관리가 가능한 관리자 사이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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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피드백 모음 서비스 댓글모음

#스크립트 #크롤러 #통계

교육 · 솔루션

언론사스크립트 언론사관리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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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원에서 개발한 워킹머신과 BLE로 연결, 스마트폰에서 워킹머신의 전원 ON/OFF,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모바일 리모콘을 제작하였습니다. BLE 연동을 통한 워

킹머신 제어뿐만 아니라, 소모칼로리, 운동거리, 운동시간 등 각종 운동데이터를 연동하여 소비자가 운동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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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원 WalkRo 워킹머신 앱

#BLE 데이터 통신 #IOS  #워킹머신 연결

사물인터넷 · 블루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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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씽큐 센서와 연동하여 스마트 가전 및 일반 가전제품의 작동 상태를 스마트씽큐 허브의 화면이나 스마트폰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개발한 IoT 애플리케이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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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스마트씽큐 IoT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센서 연동 #IOT #통신 #open connectivity

사물인터넷 · 블루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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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차량 설치용 블랙박스를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하여 차량의 배터리 상태, 온도 등 다양한 차량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

니다. 블랙박스에서 감지하는 충격, 도난등의 상태 발생 시 핸드폰으로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며, 블랙박스에서 찍는 영상을 스트리밍 재생하거나 다운로드 하여 재

생할 수 있습니다.

03 포트폴리오 _ 사물인터넷·블루투스 45

엠씨넥스 아이클론7 LTE 블랙박스 앱

#소켓통신 #블랙박스 #FFMPEG 코덱 #전용플레이어

사물인터넷 · 블루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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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팩은 현장 정보를 간편하게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 앱 입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도면 및 위치, 사진, 메모를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같

은 서비스 이용자간 프로젝트 공유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플리케이션 - 웹페이지간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를 통해 손쉽게 업무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03 포트폴리오 _ 사물인터넷·블루투스 46

간편한 현장노트 사이트팩

#카카오 API #블루투스 거리측정 #다국어지원 #실시간 웹.앱동기화

사물인터넷 · 블루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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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최초의 O2O결제 솔루션 페이앳

03 포트폴리오 _ WHOOPER 자사 프로젝트

WHOOPER 자사 프로젝트

후퍼와 협력사간의 자체 서비스로써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개념의 카드결제 솔

루션입니다. 페이앳 앱을 통해 신용결제, 카드 영수증 발급, 직원관리, 매출관

리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앱과 연동되는 관리자 시스템은 결제 및 정산과 관

련된 관리가 가능합니다. 

#모바일결제 #통계시스템 #CallbackAPI #실시간채팅

#보안프로그램탑재 #O2O

▲ “Payat : Mobile Application(Android, iOS)”

휴대용 스마트폰 결제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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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O2O결제 솔루션 페이앳

03 포트폴리오 _ WHOOPER 자사 프로젝트

▲ “Payat : Manager Web”

모바일과 연동되는 관리자 시스템

▲ “Payat : Developers Web” 

개발자들이 페이앳의 다양한 서비스와 컨텐츠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WHOOPER 자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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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정보 플랫폼, 투모다-부동산

03 포트폴리오 _ WHOOPER 자사 프로젝트

투모다 부동산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줍니다.

투모다 안에서 사용자들이 모든 투자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투자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투자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필터검색

WHOOPER 자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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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정보 포털 서비스, 투모다-P2P투자정보

03 포트폴리오 _ WHOOPER 자사 프로젝트

P2P 투자정보는 각 P2P 금융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P2P 투자 상품을 한 번에 모아서 보여주는 P2P 투자정보 포털 서비스입니다.

#P2P #필터검색

WHOOPER 자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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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콘텐츠 플레이어 ASMR Player

03 포트폴리오 _ WHOOPER 자사 프로젝트

ASMR 동영상 콘텐츠를 앱의 다양한 플레이어 기능을 통해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반복재생/랜덤재생/구간반복/화질설정/슬립타이머/백그

라운드플레이/플레이리스트 등의 플레이어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동영상플레이어 #소셜로그인

WHOOPER 자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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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콘텐츠 플레이어 Kids Video Player

03 포트폴리오 _ WHOOPER 자사 프로젝트

어린이 동영상 콘텐츠를 앱의 다양한 플레이어 기능을 통해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에디터가 직접 채널을 등록하여 콘텐츠에 대한 퀄리티

를 높였습니다.  반복재생/랜덤재생/구간반복/화질설정/슬립타이머/백그라운드플레이/플레이리스트 등의 플레이어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동영상플레이어 #소셜로그인 #아동

WHOOPER 자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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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서울관광마케팅에서 주관하는 관광상품 행사 안내 및 등록을 위한 웹사이트입니다. 국내 및 해외 참가기업의 기업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행사를 위

한 참가등록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행사당일 면담을 원하는 기업과 면담할 수 있도록 Buyer-Seller 다방향 매칭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03 포트폴리오 _ 기타 53

서울 관광상품홍보 국제행사 트래블마트(SITM)

#다국어지원 #매칭시스템 #자동메일발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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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leh 폰안심플랜 보상센터의 보상신청 및 서류제출 절차를 고객과 관리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온라인으로 구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03 포트폴리오 _ 기타 54

안심플랜 모바일 보상센터 앱

#서류제출 #실시간 현황 확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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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알람은 영상 기반의 맞춤 알람 서비스입니다. 직접 영상을 촬영하거나 샵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영상을 구매하여 내 알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알람 앱

입니다. 같은 앱을 사용하는 친구에게 내가 만든 영상 알람을 선물할 수 있는 선물함 기능도 지원합니다.

영상 알람 어플 플레이 알람

#DRM 인코딩 #푸시 자동 발송 #매출관리 #인앱결제 #선물하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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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자, 통화기록, 통화녹음, 통화통계까지 자주 사용하게 되는 메뉴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시켜놓은 연락처 관리앱입니다. 한 사람과의 연락기록을 확인하기위해 여

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거쳐야했던 불편함에 착안, 주소록을 기반으로 문자, 통화, 페이스북 멘션 등 그사람과의 모든 소통기록을 하나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

어진 앱입니다.

스마트한 연락처 관리 콜키퍼

#BroadcastReceiver #전화 후킹 #전화녹음기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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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퀴즈는 8시, 10시에 맞춰 모든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예선, 본선을 치뤄 수상자에게 실제 상금을 지급하는 도전! 퀴즈왕을 메인으로 하는 퀴즈 게임

서비스입니다. 도전 퀴즈왕 외에도 친구나 모르는 사람과 함께 퀴즈 대결을 할 수 있는 달리기 퀴즈 게임을 아이폰,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제공합니다. 또

한 퀴즈 관리 및 통계, 광고 서비스 제공, 운영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자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동시간 퀴즈 대결 데일리 퀴즈

#실시간 다중 접속 #게임 #상세통계 #실시간 푸시

기타

<캐릭터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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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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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대리는 간편한 위치기반 대리기사 호출어플입니다. 손님용앱에서 버튼을 누르는 것 만으로 1km – 3km – 5km 내에 있는 대리기사님의 어플로 손님의 위치, 설정된

도착지 등의 정보를 포함한 호출이 갑니다. 대리기사님 역시 원버튼클릭으로 손님에게 수락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편리한 대리기사앱입니다.

대리운전 서비스 모아대리 앱

#소켓통신 #자체푸시서버 #위치검색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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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시니어 포털 서비스 유어스테이지의 SNS를 아이폰 / 안드로이드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얼음땡”이라는 개념을 위치 기반에 접목시켜 재

미요소를 부여했고 시니어들의 접근성 및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물론 기존 웹 서비스와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제작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소셜네트워크 유어스테이지

#위치기반 SMS 발송 #SNS #커뮤니티 #웹연동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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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사이트

전화

팩스

담당

문의메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525호

http://www.whoopersoft.com

02. 875. 2134

02. 884. 2133

박지은 이사

pje@whoopersoft.com

연락처 CONTACTS



감사합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