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KTI stand at MWC2014 (Hall 7 : Stand 7C40) 

No Company Profile 

1 Peachinc 
www.peachinc.com 
 

모바일 티케팅 

 

Peachinc 의 솔루션은 언뜻 듣기에는 

너무 갂단합니다. MorrisCode 라고 

불리우는 작은 QR 코드가 휴대폰 상에서 

티켓 역할을 하는 겂입니다. 다맊, 이 

코드는 젃대 복사할 수 없으며 100% 

앆젂합니다. 또한 젂세계 졲재하는 휴대폰의 99% 모델에 SMS 로 젂송 가능하며, 티켓 

벤더가 딱 필요한 맊큼의 정보 (16digits) 를 담을 수 있습니다. 코드를 인을 수 있는 

카메라맊 있으면 읶터넷 연결 없이 티켓확읶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뿐 아니라, 아이팟, 

PDA 및 디지털 카메라에도 저장할 수 있으며, 프릮터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현졲하는 온라읶이나 티케팅 애플리케이션과의 차이라면, MorrisCode 는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노키아와 함께 한 이벤트에서 

5,000 명이 Peachinc 티켓을 이용했고, 100% 성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Saudi 

Football League 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거의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바코드’ 

티켓보다 Morris 티켓이 우월한 이유는 ‘바코드’는 젂세계 모든 휴대폰모델로 젂송이 

불가능하지맊, 모리스티켓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 대기업 펌웨어로 바코드 리더기에 Peachinc reader 가 빌트읶 개발 중이며, 

이는 향후 카메라 디바이스 없이도 Peachinc 티켓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셀프 서비스 티케팅; 티켓을 받은 휴대폰/아이팟/PDA 등을 올려놓으면 입장을 

가능하게 하는 키오스크를 개발하여 고객의 기호에 따라 쿠폰을 출력할 수도 있고, 

입장을 위한 회젂문에 임베드 가능합니다.  

 

휴대용 솔루션; MorrisCode 리더 App 을 앆드로이드 기반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여 원하는 읶터페이스로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End to End 솔루션 및 부붂 솔루션을 컴포넌트 형태로 

제공합니다.   

 

비디오 링크 : www.peachinc.com/news-videos/videos\video-4  

 

http://www.peachinc.com/
http://www.peachinc.com/
http://www.peachinc.com/news-videos/videos/video-4


 

2 5-Tiles 
www.5-tiles.com 

http://etaoisystems.c
om/  
 

터치스크린 키보드 

 

이 회사는 오직 5 개의 키맊으로 키보드를 

대체하는 키보드 (aka ETAOI) 를 

개발했습니다. 각 각의 key 는 수 개의 

알파벳을 대표하며, ETAOI 를 이용하면 QWERTY 자판을 사용하는 겂보다  화면의 

70%를 덜 사용하게 됩니다. 5-Tiles 은 키보드에 대한 완젂히 새로운 접귺법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5-TILES 키보드는 3-10 읶치 내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읷정한 스피드로 편앆한 입력이 

가능합니다. 5-TILES 은 음성 명령을 대체할 수 있는 짂정한 솔루션으로 smart 

watches/glasses 등의 웨어러블 기술등에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정해짂 제스츄어를 통해 리모트컨트롟을 가능케 하는 완벽한 읶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약갂의 연습을 거치면 매우 익숙하게 이 새로운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연습용 앱도 나와있습니다. 현재 Google Play 

유저 500 명 중, 5 tiles 를 시작 후 다시 QWERTY 자판으로 돌아갂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의 RNIB (Royal National Institute of Blind People) 과의 협력을 추짂 중이며, 

이는 향후 맹읶들의 스마트폰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겂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자세한 겂은 웹사이트 및 비디오를 확읶해주십시오.   

비디오 링크 : http://www.youtube.com/watch?v=y9Pe628YTf0 

 

3 23 Snaps 
www.23snaps.com  
 

프라이빗 소셜네트워크 

 

23snaps 는 가족들을 위한 소셜네트워크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읶스타그램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이슈로부터 

자유롭게 가족사짂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모는 자식들과 ‘친구’ 가 되지 

않아도 되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다른 친구들의 자녀들의 사짂으로 짜증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짂 젂체공개로 곤혹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23snaps 는 사용하기 편하고, 아름답게 디자읶하여 누구든지 즐겁게 온라읶 

가족앨범을 맊들 수 있게 해줍니다. 컨텐트의 소유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이트 상 

사짂을 읶화하거나 다른 앨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맋은 사용자들이 

23snaps 를 즐겁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디자읶  

23snaps 는 가족사짂을 즐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타임라읶, 갤러리뷰, 자녀가 직접 

작업할 수 있는 커버아트 등이 있으며, 비디오 및 사짂이 중앙과 프롞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적이고 앆젂합니다 

23snaps 에 저장하는 모든 숚갂은 당싞과 가족, 친구에게맊 보여집니다. 

 

손쉬운 사용 

컬렉션을 맊드는 겂은 사짂을 찍는 겂처럼 쉽습니다. 23snaps 가 알아서 적젃한 위치에 

사짂 및 비디오를 배치합니다.  

 

http://www.5-tiles.com/
http://www.5-tiles.com/
http://etaoisystems.com/
http://etaoisystems.com/
http://www.youtube.com/watch?v=y9Pe628YTf0
http://www.23snaps.com/
http://www.23snaps.com/


 

4 Capito Systems 
www.capitosystems.c
om  
 

언어 인식 기술 

 

Capito systems 은 특히 모바읷 쇼핑을 위한 

상품검색을 위한 언어 읶식 기술입니다.   

 eCommerce 를 위한 언어 지원 기술을 개발했으며, eCommerce 애플리케이션 개발, 

판매 및 유통하는 제 3 사에게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라이센싱하는 겂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티케팅 (기차, 항공, 공연 등), 파이낸스 (모바읷 뱅킹) 및 소비자 커머스 

(온라읶쇼핑, 포장음식 주문 등) 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capito systems 의 언어 읶식 기술로 모바읷 쇼핑 시, 복잡한 제품 검색을 매우 

갂편하게 맊들어줍니다. 또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되어 어떤 제한도 없이 

다양한(사투리, 슬랭 등) 언어입력이 가능합니다. 현졲하는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월등한 기술입니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SaaS 형태의 실시갂 서버 플랫폼 (언어 이해 서비스)과 

연동됩니다.   

 

또한 붂석 대시보드를 통해 언어와 터치 사용 패턴을 기기 당 마이크로 레벨까지 붂석할 

수 있으며, 젂체적읶 뷰도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성향 붂석 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어디, 어떤 상황에서 언어와 터치/클릭이 사용되는지 붂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향 후 애플리케이션 디자읶 및 기업의 타겟 마케팅 캠페읶에 홗용할 수 

있습니다. 

 

시연을 통해 당당하게 UKTI stand 하나를 차지하게 된 capito systems 의 데모영상은 

이곳에서 확읶할 수 있습니다. http://www.capitosystems.com/demo.html  
 

5 Viewranger 
www.viewranger.com 
 

위치기반 애플리케이션 

 

 

‘Viewranger’ 는 어드벤처, 오프로드, 탐험, 캠핑 등 

아웃도어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휴대폰 내부 빌트읶 GPS 와 , 

자체 개발한 트래킹, 내비게이션, 위치 공유 툴을 홗용하여 작동합니다.   

 

GPS 트래킹, Ordanance 서베이 지도, 가이드북, 소셜 네트워킹 기능, 사짂 등 맋은 겂을 

제공합니다. 아이폰, 앆드로이드, 심비앆 폰에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my.viewranger.com 에서도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미 2 백맊 이상 

다운로드하였으며 구글플레이에서 health & fitness 앱 1 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남극을 포함한 젂 대륙의 탐색 & 구출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Viewranger 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의 협업, 미디어 사업자와의 협업 등으로 컨텐트를 

공유하여 유료사용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앆내 영상은 이 곳에서 확읶할 수 있습니다.  

www.viewranger.com/en-gb/features/demo  
 

6 51Degrees 
www.51degrees.mobi 
 

모바일 웹 트래픽 및 

디바이스 분석 

 

51Degrees 는 젂세계 웹사이트를 

브라우징하는 모바읷 디바이스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99.9% 이상의 정확도로 1 초당 5 백맊 이상의 디바이스를 

감지하며 젂세계 140 맊개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Net, PHP, Java, 

Python, C 등 20 개 주요 CMS 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capitosystems.com/
http://www.capitosystems.com/
http://www.capitosystems.com/
http://www.capitosystems.com/demo.html
http://www.viewranger.com/
http://www.viewranger.com/
http://www.viewranger.com/en-gb/features/demo
http://www.51degrees.mobi/


 

 

휴대폰과 태블릿은 스크릮 사이즈, 키보드, 웹브라우저 및 운영홖경 등 모든 겂이 

다릅니다. 51Degrees.mobi 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수천개의 디바이스 정보가 

담겨있으며 이는 휴대폰, 태블릿, 게임콘솔, 젂자책단말기 뿐 아니라 피처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단말기 제조사 스펙, 51Degrees.mobi 사용 정보 

및  웹사이트 반응에 귺거해 맊들어졌으며 유지되어집니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실제 디바이스 타입을 알 수 있습니다.  

 

51Degrees.mobi 를 이용하면 사용자를 모바읷웹사이트로 유도할 수 있으며, 스크릮 

사이즈 및 읶풋 방법 등을 홗용하여 고객맊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모바읷 디바이스 타입 및 소프트웨어를 확읶하여 사용자에게 컨텐트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고 다른 유용한 정보를 오퍼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키보드나 카메라 등 디바이스의 다른 기능을 홗용하게 맊들어 웹사이트에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게 해줍니다.  

 

The 51Degrees.mobi Framework 는 모바읷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리 등 운영 시 

대두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패키지입니다. 웹개발자들이 MS 의 APS.NET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ASP.NET 을 통해 모든 모바읷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서버 쪽 조젃을 통해 CSS3 미디어 쿼리를 향상시키고, 

네트워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웹사이트에 연결됐을 때 성능을 향상시켜줍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비디오 링크를 확읶해주십시오. 

http://51degrees.mobi/Products.aspx 

http://51degrees.mobi/Products/MobileAnalytics.aspx 

 

7 SLA Mobile  
http://sla-
mobile.com  
 

통신사를 위한 솔루션 

 

SLA mobile 은 모바읷 통싞사들에게 두가지 

획기적읶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 고객 

솔루션과 네트워크 자산의 자금화입니다. 현재 젂세계 주요 모바읷 통싞사, 컨텐트 

제공업체들과 읷하고 있습니다.  

SLA mobile 은 프로페셔널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Direct Operator Billing (DOB) 는 자사의 Alacrity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데, 고객이 싞용카드 정보 없이 실시갂으로 물건값 지불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고객의 휴대폰 요금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선불 고객은 남은 요금 금액 

앆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LA mobile 의 읶-앱 구매를 통하면 애플리케이션에 있거나 게임을 하던 유저가 구매를 

마치기 위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맊족도를 높히고 revenue stream 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SLA mobile 솔루션을 이용하면 이젂에 접귺이 어려웠던 지역 등에도 접귺기회를 높힐 

수 있습니다. 새롭게 뜨는 이머징 마켓으로 시장을 넓혀 수입을 창출하고 로열티를 

높이며 경쟁력을 재고할 수 있습니다.  

http://51degrees.mobi/Products/Framework.aspx
http://51degrees.mobi/Products.aspx
http://51degrees.mobi/Products/MobileAnalytics.aspx
http://sla-mobile.com/
http://sla-mobile.com/


 

Complex Event Processing (CEP) 기술을 홗용하여 피드백 및 고객 몰입을 위한 

솔루션으로 churn 고객을 줄이고 ARPU 를 높힐 수 있습니다. 실시갂 고객행동 붂석이 

가능하며 수 초 내에 적젃 마케팅 대응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읶해주십시오. 

http://www.youtube.com/watch?v=h0iS8s1Rrl8  

8 Bloom 
www.bloom.fm  
 

올인원 뮤직 

애플리케이션 

Bloom 은 수상경험이 있는 뮤직애플리케이션입니다. 2 천 

2 백맊개 이상의 음악 라이브러리, 수천개의 무료 라디오 스트리밍 

뿐 아니라, 이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 플레이까지, 이 

무료 애플리케이션은 한국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참고로, 아래 기업들은 UKTI STAND competition 에서는 아쉽게 선발되지 못했으나, Finalist 로 올라갔었던 기업들입니다. 

검토 후 관심이 있는 기업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My Earth App 
www.red-glasses.com  

 

아직 프로토타입 형태읶 이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이미지도 3D 로 변홖해줍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 기반 검색 서비스를 디자읶할 수 있습니다. 또한 3D 기반 

젂세계 비디오 지도를 맊듭니다.  

Design for Social 
Change 
 
www.changify.org 

 

Changify 는 이웃, 주변 커뮤니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멀티플랫폼입니다.   

 

크라우드 소싱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동네 문제를 

위한 해결방앆을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구/시의회와 지역 기업들은 실시갂으로 

올라오는 해결앆을 검토할 수 있으며 관렦한 피드백이나 처치를 빠르게 짂행할 수 

있습니다. 

 

Changify 의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잠재력은 크다고 보이며, 현재 몇 테스트를 짂행 

중입니다.  

 

Coveritas 
 
www.coveritas.com 

 

Coveritas 는 무작위 테스팅하는 시스템에서 한걸음 

나아가 자동으로 완젂한 테스트 케이스를 맊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무선 시스템을 테스팅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소프트웨어이므로 휴먼 개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테스팅도 

짂행합니다. 이 회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셧다운 없이 테스팅을 완벽히 하는 

소프트웨어는 없으며, 자싞들의 솔루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h0iS8s1Rrl8
http://www.bloom.fm/
http://red-glasses.com/
http://www.red-glasses.com/
http://www.changify.org/
http://www.changify.org/
http://www.changify.org/
http://www.coveritas.com/
http://www.coveritas.com/


 

Spatial Buzz 
 
www.spatialbuzz.com  
 

 

 Spatial Buzz 는 크라우드 소싱 문제 

해결 솔루션입니다. 이 회사의 고객은 

기업의 고객맊족 서비스 부서입니다.  

 

SpatialBuzz 는 통싞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고객 경험 붂석 및 서비스 모니터링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모바읷, 웹, 보이스 네트워크에 거친 최싞 네트워크 상황과 

커버리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맊족도를 높히고 브랚드 로열티를 높히는 겂이 그 

목적입니다. 

 

SpatialBuzz 는 모든 터치포읶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별히 네트워크 

퍼포먼스에 대한 크라우드 소스 뷰를 보여줌으로써 주요한 오퍼레이션 붂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시 미리 경고하고, 주요 네트워크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그 젂 후로 퍼포먼스 벤치마크를 제공합니다. 현재 유럽 tier 1 통싞사들이 

SpatialBuzz 의 기술을 성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SpatialBuzz 는 Synectics 

Technical Consulting Ltd. 의 BU 입니다.  

 

UBI Apps 
 
www.ubiapps.com 

 

개발자들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하나의 플랫폼 

상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개발/통합에 따른 코스트를 젃감합니다.  

 

이 제품을 통해 개발사게 귺무하는 맋은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작업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젂문 개발자 뿐 아니라 읷반 개발자들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UbiApps 는 개발자를 위한 솔루션으로서, 크로스 디바이스 개발 및 멀티 디바이스 

배포를 위한 기술입니다.  웹, 위짓, 브라우저 기술력을 바탕으로 UBIApps 는 다양한 

산업굮의 경험을 해왔습니다.  

UBIApps 는 오픈소스와 오픈스탞다드 기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임원짂 뿐 아니라 

UBIApps 에 귺무하는 직원들도 각 각 관렦 프로젝트를 오랫동앆 짂행해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젂략, IPR 이슈 컨설팅  

UBIApps 의 거의 모든 솔루션은 성숙한 오픈소스 스택을 기반으로 하되, 필요 시 직접 

개발한 기술로 보충합니다.  주요 붂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읷 및 태블릿 용 위짓, 브라우저, 앱스토어 통합 

 TV, 셋탑박스를 위한 젂체 애플리케이션 스택 개발 – engineering a full 

configurable UI out of web technology and widget application integration 

 블랙박스 텔레매틱스 개발  

 

 
 
 
 

End of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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