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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활용하는 빅데이터

우리가 알고있는 빅데이터?
드러나지 않은 빙산의 일각
정부와 기업,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는 아직 완전한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 활용능력이
제일 중요하며, 핵심은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위팝은 미래자원인 빅데이터의 발굴과 활용에 특화된 전문 기업입니다.

잠자고 있는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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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빅데이터를 추적하라!
숙련된 인력과 기술 필요
기업과 언론에 의해 생산된 수없이 많은 양의 정보와 뉴스, 그리고
개인이 생산한 콘텐츠가 거대한 정보의 바다 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한 바다 속 이야기를 추적하고, 그 이야기를
세상 속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함께 항해합니다.
위팝은 산재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콘텐츠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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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빅데이터를 한눈에 보는 시각화!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요건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용 대시보드에서부터 공공 통계의
시각화 서비스 및 대중문화 트렌드 분석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데이터 시각화는 뛰어난 분석 기술뿐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 역량과 시각적 스토리텔링 기술이 필요합니다.
위팝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에 집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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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빅데이터 검색·수집·분석
사용자 맞춤형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
위팝의 빅데이터 수집엔진 [스파이더J] 와 분석 플랫폼인[디겟]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를 마케팅·영업전략·정책결정·리서치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니즈에 맞춘 맞춤형 분석엔진을 제공합니다.
위팝은 자체 개발한 수집엔진과 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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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빅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
사용자 맞춤형 기획

키워드 검색·수집·분석

분석결과를 사용자 맞춤형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
사용자의 데이터 환경과 목적에 맞춰 설계된 빅데이터 수집 분석 대시보드를
통해 사용자가 매일 매일 체크하고 필요한 빅데이터를 키워드를 통해 제공하고
트렌드 및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검색가능한 키워드를 제공하고 분석된 결과를
종합해 각종 차트와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위팝은 실제 업무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를 시각화 합니다.

분석 결과 시각화

빅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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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심 추적 빅데이터 분석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키워드 검색

관심키워드 설정

키워드 관련 뉴스 리스트업

분석결과
시각화

연관 키워드 표출
키워드 관련 SNS 콘텐츠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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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례

허위매물 감별 시스템

한방 부동산거래 정보망

매물 등록
OK / Error 알림

과거
거래 정보

매물 확인 요청

시스템 서버

매물 임시 등록
공적 장부 수집 엔진

공적 장부 DB

매물 비교·검증 시스템

공적 장부 수집 자동화

공적 장부 DB 자동화

매물 DB 종합 비교

•등기부등본(민원 24)

•OCR 이용 이미지와 텍스트

•건축물 대장(민원 24)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등록
OK / Error 여부
API로 제공

•토지 대장(민원 24)
•지적도(luris)
•토지 이용 계획(luris)

분리 및 자동 데이터화
•RPA 이용 입력 데이터
추출 및 등록 자동화

•소유주 정보
•공적 장부
DB

•DB 조회 / 검색 자동화

•실 거래가
•시세 정보

매물 검증
결과 리포트

프로젝트 기간

2020년 12월 ~ 2021년 6월

수집 데이터

공적장부(등기부 등본 외)

분석 솔루션

dget / Spider J

커스터마이징 DB

고객사 DB

고객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타 정보

등록 의뢰인 본인 문자 확인

2021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중점 사업
등록 결과

• 매물 비교 검증 후 최종적으로 매물 등록 / 매물 허위 감별 비용 청구
• 허위 매물 판단 시 부동산 중개 업소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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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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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나라장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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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프로젝트 기간

2020년 8월 5일 ~ 12월 20일

수집데이터 대상 기간

2017년 1월 1일 ~ 2020년 11월 30일

수집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 _ 조달청, 네이버 뉴스

분석 솔루션

dget / Spider J / dget BIZ

참여 기업

(주)비케이테크놀로지(수요기업)
(주)위팝(빅데이터 솔루션사 및 경영컨설팅사)

[ 2020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 ]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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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인천테크노파크 /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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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례

온라인 쇼핑몰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BUSINESS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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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간

2020년 8월 5일 ~ 12월 20일

수집데이터 대상 기간

2017년 1월 1일 ~ 현재까지

수집 데이터

NAVER Developers, 네이버 쇼핑 및 뉴스

분석 솔루션

dget / Spider J / dget BIZ

참여 기업

(주)비케이테크놀로지(수요기업)
(주)위팝(빅데이터 솔루션사 및 경영컨설팅사)

[ 2020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 ] 우수사례 선정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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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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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인천테크노파크
I N C H E O N T E C H N O PA R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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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예정 서비스

비즈헬퍼
정부지원사업 매칭 서비스

넷OOO
소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소셜국회
국회의원 의정활동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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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위팝 슬로건 “ Beyond Big Data “

회사명

주식회사 위팝

사업자 번호

340-88-01069

법인 등록번호

120111-0939001

법인 설립일

2018년 5월 24일

대표자

정세종

주소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100 인하대학교 김현태드림센터 614호

전화번호

1833-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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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요 연혁

2018

•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 가족회사 등록 / 인천대학교
• 벤처기업인증 / 중소기업진흥공단
• 가족회사 등록 / 인하대학교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특허출원_10-2019-0000313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셜미디어 사용자 감정분석시스템 및 방법 ]
• 특허출원 10-2019-0000313 [ SNS 사용자의 소셜미디어 특이점 정보 분석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 정보제공 시스템 및 방법 ]
•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 NICE평가정보(주)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디겟” 상표등록 출원 / 특허청
• 주식회사 위팝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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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요 연혁

2019

• “디겟”상표등록 결정 / 특허청장
• 성과공유기업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확인 / 한국관광공사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 중소기업진흥공단
• 빅데이터 분석 및 마이크로마케팅 솔루션 ‘디겟’ 개발완료
• 온라인 소셜미디어 및 언론사 뉴스 수집엔진 ‘spiderJ’ 개발완료
• 디겟 파일럿 버전 주식회사 세라노틱스와 공급 계약
• 영상기반 취업포탈 ‘하이링고’ 주식회사 리스펙과 개발 계약
•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계류장 사업 인공지능 설계 주식회사 다보이앤씨와 계약
• 인천테크노파크와 마케팅 계약
• 특허출원_10-2019-0137836 [ 위치정보 공유시스템 및 그 위치정보 공유방법 ]
• 특허출원_10-2019-0139317 [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물품배달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
• 인하공업전문대학과 New Business Modeling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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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요 연혁

2020

• ‘허위매물 검증 및 공적 장부 공유 시스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와 계약
• ‘한방앱 변경사업’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와 계약
• [ NIA 2020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 ] 우수사례 선정
• [ NIA 2020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 ]인천 테크노파크와 계약
• 특허발급_[ 10-2109802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물품 배달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
• 청소용역을 위한 통합 관제 플랫폼 ㈜골드메신저와 계약
• 지원사업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매칭 플랫폼 ‘비즈헬퍼’ 개발
• 정당 및 정치인 빅데이터 수집을 활용한 플랫폼 ‘소셜국회’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