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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대표이사

인원

소재지

사업분야

주식회사 티온미디어

김 승 덕

25명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 12길 9 송영빌딩 5F

콘텐츠 유통 및 제작, 모니터링,  PC소프트웨어, Web개발, Mobile 소프트웨어 개발

Ⅰ. Company overview Abou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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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ㆍ03월 –반할상회 BI제작, 전체적인 디자인 진행

ㆍ01월 –Mobile Service "백점 2020" 명상 콘텐츠 오픈

Ⅱ. History About company

2019
ㆍ12월 –롯데컬처웍스 Youtube 채널 "요것봐라" 오픈

ㆍ10월 –부산은행 썸패스파킹 개발 진행

ㆍ07월 -LBS 위치기반 조회 시스템 특허취득

ㆍ03월 -왓챠플레이 콘텐츠제공계약

ㆍ01월 –TCO(The Content On) 정산 시스템 구축

ㆍ01월 –Mobile Application 백점 2019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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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History About company

ㆍ12월 -허미와친구들ENT - 전화영어 서비스 계약

ㆍ12월 –시크릿n카드 구글 마켓 오픈 (베타서비스)

ㆍ11월 -영화 온라인 불법 유통 실태분석 용역

ㆍ11월 -제일기획 디지털 소비자 패널 데이터 추출

ㆍ10월 –제일기획 대시보드 분석 기능 고도화 개발

ㆍ08월 –“인디인”서비스 오픈ㆍ08월 –제일기획 데이터 모니터링 및 추출

ㆍ07월 –벤처 인증 획득

ㆍ06월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권리보호시스템 연장계약

ㆍ05월 –CJ E&M 모니터링/CMS 연장 계약

ㆍ04월 –NFC간편결제(구 NFC PAY)가맹점 개발용역 계약채결

ㆍ04월 –KBS Media 웹하드,P2P 콘텐츠 유통 저작권관리 업무대행

ㆍ04월 –제일기획 카테고리 관리 효율화를 위한 프로세스-관리툴 개발

ㆍ04월 –MO마케팅 서비스 (소리바다 BIG BANG, EXID 적용)

ㆍ03월 –제일기획 사용자 패턴분석 3차 개발

ㆍ01월 –호미인터렉티브 Beeples 공동서비스 체결 (MO사업)

2015

2016
ㆍ11월 –백점, 백점+ 개발

ㆍ10월 –오즈의타로, 오즈의타로+ 개발

ㆍ09월 –효도라디오 개발

ㆍ07월 –스타와치 개발

ㆍ06월 –제일기획 Top Browser 개발

ㆍ05월 –제일기획 SKE 분석 시스템 개발

ㆍ03월 –중국 X Plus MOU 체결(Secret N Card)

ㆍ02월 –NFC 기반 “Entertainment Service Secret N Card” 개발

2017
ㆍ12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시험인증 연구소 컨설팅 (모니터링 솔루션)

ㆍ11월 -콘텐츠 저작권 보호 시스템 및 방법 특허증 취득

ㆍ10월 -SK브로드밴드 해외CP관리대행 선정

ㆍ10월 -신의뜻- 신이 정한 선택타로‘ 오픈

ㆍ09월 -CJ E&M TVING 피시방 서비스 오픈

ㆍ09월 –한국경제티비 웹툰 서비스 오픈

ㆍ08월 -CJ E&M Movie Youtube 채널 운영

ㆍ06월 –SHOWBOX 스타와치 서비스 제공

ㆍ05월 –웹툰 서비스 ‘JOY Toon’ 오픈

ㆍ03월 –Loen Entainment 스타와치 서비스 제공

ㆍ03월 –껌즈 서비스 오픈

ㆍ02월 –제일기획 SKE 분석 시스템 고도화

ㆍ01월 -Next Entertainment World 모니터링 솔루션 제공

ㆍ01월 -Next Entertainment World Youtube 운영

2018
ㆍ12월 –제일기획 2019년 파트너사 선정

ㆍ08월 –TVING For PC방 ‘종편＇채널 서비스

ㆍ07월 –네이버 (N스토어) 콘텐츠 제공계약 체결

ㆍ04월 –모바일 서비스 '오즈의 타로' 상표등록

ㆍ04월 –'위메프 원더플레이'조이코믹스 웹툰 서비스 제공

ㆍ03월 –2018년 제일기획 데이터 추출 및 분석 진행

ㆍ02월 –Next Entertainment World 모니터링 재계약

ㆍ01월 –Youtube Channel MOVIDIG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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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ㆍ11월 -2014 사주카페 안드로이드 서비스 오픈

ㆍ10월 -제일기획 사용자 패턴 분석 2차 개발

ㆍ09월 -KBS Media CMS(콘텐츠 정산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ㆍ08월 -축산품질평가원 모바일 서비스 구축

ㆍ07월 -CJ E&M CMS(콘텐츠 정산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ㆍ06월 -외교부 ‘퀴즈온코리아’ 웹페이지 구축 계약

ㆍ04월 -KT web표준화 사이트 구축 계약

ㆍ02월 -유니코리아 저작권대행 계약

ㆍ01월 -EBS 콘텐츠 모니터링

2012
ㆍ12월 -MarketLink, GiftLink Homepage 디자인 리뉴얼

ㆍ11월 -Zenus Case Global Web Framework 구축

ㆍ10월 –SBS콘텐츠허브 콘텐츠 모니터링

ㆍ10월 -현대미디어 콘텐츠 유튜브 내 업로드 및 관리 대행

ㆍ09월 -KBS Media 독도Live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신규 기능 개발

ㆍ07월 -현대미디어 콘텐츠 모니터링

ㆍ06월 -제일기획 리서치 패널 솔루션 구축

ㆍ05월 -다이렉트미디어 광고마케팅

ㆍ05월 -JAYE엔터테인먼트 모니터링

ㆍ04월 -KBS, 구글 코리아 유튜브 콘텐츠 API 솔루션 구축

ㆍ04월 -CJ 통합 솔루션 시스템 구축

ㆍ03월 -KBS Media 자동화 시스템 및 POP TV 시스템 구축

ㆍ02월 -KBS Media 모니터링 운영

ㆍ01월 -티온미디어 통합 솔루션 구축

2014
ㆍ12월 –MO 서비스 베트남 야윈 TV 계약채결 / 베트남 송풍 계약채결

ㆍ11월 -2015년 사주카페 리뉴얼

ㆍ09월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 권리 보호 시스템 구축/운영

ㆍ08월 –호미인터렉티브 Beeples 서비스 운영계약 (MO사업)

ㆍ07월 -모바일 콜 광고 서비스 네티(스마트포인트) 오픈

ㆍ06월 -NFC PAY 솔루션 개발

ㆍ05월 -Youtube 유아용 채널 헬로키즈 오픈

ㆍ02월 -모바일 쿠폰 어플리케이션 쿠스토 개발

ㆍ01월 –이카케피아 웹모바일 / 어플리케이션 구축

Ⅱ. History About company

2011
ㆍ12월 -CJ 모니터링 통합 솔루션 대행사 선정

ㆍ11월 -티비소프트를 주식회사 티온미디어로 법인 전환

ㆍ11월 -아동용 인터렉티브 동화책 프로그램 개발

ㆍ06월 -디스트릭트 홀딩스 라이브파크 4D 모바일 App 개발(국가 지원 사업 참여)

ㆍ05월 -강동 어린이 회관 프로그램 개발

ㆍ03월 –티비 소프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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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Organization chart About company

주식회사 티온미디어

CEO

CTO - COO

전략마케팅본부

(3명)

인터넷연구소

(6명)

디자인사업부

(2명)

콘텐츠사업본부

(7명)

- 서비스 기획

- 시스템 구조 기획

- 데이터 검증 및 지원

- 자동수집 프로그램 개발

- 대상 사이트/게시판 분석
및 적용

- 메타 정보 DB 구축

- 데이터 분석 구축

- 모바일 App 개발

- UI/UX Planning

- UI/UX Design

- Identity Design

- 내부 서비스 총괄/관리

- 콘텐츠 운영

- 서비스 운영

영상사업팀

(4명)

- 해외CP관리

- 영상 콘텐츠 관리

- 영상 콘텐츠 재제작

경영지원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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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on media

주식회사 티온미디어는 2011년 03월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미디어 콘텐츠 솔루션, Mobile Application, Web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율성과 정확성을 중점으로 개발된 티온미디어의 솔루션은 미디어 콘텐츠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티온미디어는 창조와 도전정신을 중심으로 더욱 도약할 것입니다.

Vision

미디어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솔루션 화하여 명확한 콘텐츠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티온미디어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화로 이루어진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인력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24시간 정확한 관리가 가능해지게 되어 효율적인 운영으로 콘텐츠 업계에 가장 필요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Application 및 Web/Mobile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콘텐츠 사용과 홍보에도 다양한 방향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창조와 도전을 중요시하는 구성원들의 마인드가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온미디어는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에 이로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Ⅳ. Vision Abou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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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delivery /

management

Upload solution

Monitoring solution

CMS (실시간 정산 시스템)

콘텐츠 유통 사업 (교육 / 애니메이션 / 영화 유통)

SI
Development Big data 분석

Mobile
Development

자체 모바일 Application 개발 ( 모바일 광고 서비스, SNS, Community, Mobile game Application 등 )

Contents 제작 ( 3D Game Application, Educational Application )

UI/UX Design

Client application, Mobile application 

Server application, Web개발

Ⅴ. Business scale About company



Content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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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브로드밴드 해외CP 관리 대행 Client: SKB

PortfolioⅠ. Contents Management Marketing

< 해외영화 서비스 일정관리 > 

1) 해외 Major CP로 부터 국내 서비스 일정을 전달 받아 SK브로드밴드에 공유

2) 일정 및 소재 관련 커뮤니케이션

<  해외 CP 관리 전용 서비스 Web 제공 > 

- CP관리 admin 제공 및 서비스 일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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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브로드밴드 해외CP 관리 대행 Client: SKB

PortfolioⅠ. Contents Management Marketing

< 영상 재가공 및 자막 제작 > 

1) 해외 Major CP로 부터 영화, 시리즈물 소재를 수급

2) 등급고지 제작 및 부착, 번역, 심의, 자막제작, 영상 컨버팅

3) 유튜브 영어동요 콘텐츠를 수급, 번역, 다국어자막 제작 제공

< 영어동요 다국어 자막 제작> 

- 영상 재가공 및 다국어 자막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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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재가공 및 재제작 > 

SK 브로드밴드 해외CP 관리 대행 Client: SKB

PortfolioⅠ. Contents Management Marketing

< 등급고지 및 심의 진행 > 

< 영상 자막 제작 > 

- SK 브로드밴드 주요 작업

<  포스터 이미지 제작 >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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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영화 인코딩 사업 Client: CJ E&M Work: 2017.12

PortfolioⅠ. Contents Management Marketing

1) CJ E&M으로 부터 서비스 예정작 영상수급

2) 등급고지 제작

3) 온라인 서비스용 및 필터링용 영상 컨버팅

<  등급고지 제작> < 영상컨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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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온라인 유통파일 아카이빙 및 인코딩 지원 Client: 영화진흥위원회 Work: 2016.08~2017.12

PortfolioⅠ. Contents Management Marketing

1) 온라인 유통 영화 품질 관리 및 원본파일 아카이빙을 위한 인코딩 사업 진행

2) 원본파일변환/IPTV용/PC용/모바일용 4종류의 형태로 인코딩 파일 제공

3) 각 플랫폼의 규격에 맞추어 인코딩 후 서비스 파일을 제공

<CP로 부터 원본 파일 수급> <인코딩 진행> 

원본 변환(MOV) IPTV(mpeg2)

PC(720P) Mobile(480P)

<인코딩 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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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컬처웍스 Youtube 채널 "요것봐라" Client: Lotte Cultureworks Work: 2019.03  

Portfolio

1) 롯데컬처웍스의 영화 콘텐츠 Youtube 요것봐라 진행

2) Youtube 와 Facebook 2개의 플랫폼에 영상 업로드 관리

3) 고퀄리티의 영화 편집 영상 전문 채널을 운영

Ⅰ. Contents Management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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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Youtube Channel 마케팅 운영 Client: Next Entertainment World Work: 2017.03  

Portfolio

1) 국내 대형 영화사인 NEW(Next Entertainment World)의 유튜브 채널 매니지먼트 전담.

2) Brand Identity 를 정립하기 위한 디자인 및 채널구성의 퀄리티 업그레이드 진행

3) 통합채널 / 영화 / 드라마 / 음악 / 스포츠 / 극장 채널 등 멀티 채널 기획 및 운영과 콘텐츠에디팅 제공

4) NEW Youtube 채널의 브랜딩을 통한 광고매출 및 구독자 트래픽 2배 이상 증가 효과 창출

Ⅰ. Contents Management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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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Channel MOVIDIG 관리 운영 Work: 2018. 01 

Portfolio

1) Youtube 영화 부가영상 전문 채널 MOVIDIG 운영

2) 신작/구작 영화의 예고편과 부가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며 영화 미리보기를 통한 PVOD 이용 활성화를 유도

3) Youtube의 불법 등록 콘텐츠 관리를 동시에 진행

Ⅰ. Contents Management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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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ing for PC방 Client: CJ E&M  Work: 2017.10  

Portfolio

1) CJ E&M의 다양한 방송/영화 콘텐츠를 계약된 PC방에 제공하는 B2B 사업 진행

2) TVN, OCN, OGN, Olive, Mnet 등 다양한 CJ E&M 방송 콘텐츠를 방송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제공

3) CJ E&M의 무료 영화를 매달 업데이트

4) PC방 사용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PC방 전용 플랫폼

전용플랫폼
TVING for PC방제공

Ⅰ. Contents Management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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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ing for PC방 Client: CJ E&M  Work: 2017.10  

Portfolio

TVING for PC방의 전용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

Ⅰ. Contents Management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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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O 정산 시스템 Client: TCO Work: 2019.01

PortfolioⅠ. Contents Management Marketing

< 유통 콘텐츠 통합 매출 관리 시스템 제공> 

1) 영화 제작/유통 업체 TCO 의 통합 정산 시스템 구축

2) 40여개의 플랫폼을 업로드 하여 통합 정산데이터를 추출, 제공

3) CP 정산서 및 내부 통합 정산서 제공

<  TCO 정산시스템 관리 Web 제공 > 

- 콘텐츠 유통 통합 정산 시스템 구축



T-ON MEDI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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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통합 관리 솔루션 : 콘텐츠 모니터링부터 실시간 매출관리까지의 종합 Value Chain 을 제공합니다.

24시간무한모니터링으로과금체계정상화

유통중인 콘텐츠의 등록상태 및제휴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불법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채증을 지원합니다.

채증자료및법적대응지원

심플한 사용자 환경으로 개발된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완벽한 채증자료를 지원합니다. 법적대응이 필요시

필요한 기준에 맞춰서 제공됩니다.

통합정산시스템

저작권자 중심의 통합정산 시스템으로 각

플랫폼사들이 전송해오는 매출자료를 수집하여

시스템으로 구축, 최종 리포트까지의 관리 리소스를

줄일수있습니다.

맞춤형실시간리포트

실무에 바로사용할 수있는 완성된 리포트를

저작권자의 필요한 양식에 따라서 즉시제공해

드립니다.

구글및포털의해외게시물삭제

웹하드 서비스 채널의 모니터링뿐 아니라, 구글

유튜브 및해외사이트들까지 모니터링해서 삭제를

관리합니다.

고객사의업무리소스절감

자동연동 및분석, 통계로 이어지는 매출관리

시스템으로, 고객사의 번거로운 입력관련 수작업 및

정산시점의 리소스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있습니다. 

Ⅱ. Solution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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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통합 관리 솔루션 > 모니터링

국내 웹하드 유통 환경에 대응하여 불법 유통 콘텐츠를 모니터링 합니다.

해외 사이트에 유통되고 있는 국내의 콘텐츠를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여 모니터링 합니다.

국내 유일 특허를 취득한 티온미디어의 모니터링 솔루션과 전문인력이 24시간 관리합니다. (특허 제 10-1800641 호)

고객의 소중한 콘텐츠를 보호하며

올바른 콘텐츠 유통 시장 환경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Ⅱ. Solution Portfolio

검증된 시스템 국내/해외 모니터링 24시간 모니터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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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통합 관리 솔루션 > 통합 매출관리 시스템 C.M.S 

콘텐츠 제공 플랫폼인 IPTV/OTT/웹하드 의 매출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 정산 관리 시스템입니다.

빌링 사이트가 제공되는 곳은 자동 수집을 통하여 정산정보를 수집하여 제공되며, 다양한 양식의 정산서를 대응합니다.

수집된 정산서의 데이터를 가공, 제공되는 최종 결과물은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제공되어 정산의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합니다.

국내/외 콘텐츠 유통 플랫폼 환경에 대응한

통합 정산 시스템

Ⅱ. Solution Portfolio

국내/외 플랫폼 대응 정산 정보 보관/분석 결과 리포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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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미디어] 실시간 모니터링, 업로드 솔루션 이용

- [SBS] 실시간 모니터링, 채증, CMS솔루션 이용

- [EBS] 실시간 모니터링, 채증 솔루션 이용

- [JAYE 엔터테인먼트] 실시간 모니터링, 채증 솔루션 이용

- [루믹스 미디어] 실시간 모니터링, CMS, 업로드 솔루션 이용

- [CJ E&M] 실시간 모니터링, 채증, 업로드, CMS 솔루션 이용

Solution Client List

Ⅱ. Solution Portfolio

- [뉴엔터테인먼트] 해외모니터링 이용

- [TCO] CMS 솔루션 이용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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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 분석 Client: 영화진흥위원회 Work: 2015.10  

Portfolio

1)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 분석 운영 용역 수행(2013년, 2015년 10월 ~ 현재)

2) 국내/해외 사이트에 대하여 불법 유통되는 국내 영화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3) 티온미디어의 솔루션을 이용한 24시간 모니터링 및 해외 전문 인력을 적용한 해외 모니터링 진행

4) 2013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영화 ‘변호인‘ 검출 및 보호

5) 2015년 중국 사이트 및 해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대상 모니터링 시행

Ⅲ.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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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권리 보호 시스템 운영 용역 Client: 영화진흥위원회 Work: 2014.09  

Portfolio

<  목표시스템 구성도 > 

1) 영상물 권리 보호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ㆍ영상물 권리 보호 시스템 WEB Application (영화 특징점 DB 통합시스템 관리)

ㆍ영상물 권리 보호 시스템 Demon Application (영화 특징점 DB 통합시스템 추출) ㆍ영상물 권리 보호 시스템 H/W 및 S/W 운영관리 ㆍ영화 권리, 서비스 판권 관리

ㆍ영화 특징점 (DNA, Hash) 관리, 수발신, 검수 ㆍ연동 부분 (영화 파일 관리, 공공온라인유통망 콘텐츠 수신 관리, FIMS 영화 메타 정보 수신 관리)

ㆍIPTV 통계 시스템 H/W 및 S/W 운영관리 ㆍ장애 관리

2) 신규 기능 개발 및 고도화 : ㆍIPTV 및 DCATV 통계 자료 입수 자동화 기능 개발 ㆍ통계 기능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3) 공공온라인 유통망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ㆍ공공 온라인 유통망 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인프라 통합 ㆍH/W 및 S/W 운영관리

IPTV,DCATV, 

영화VOD 

자료 수집 및

통계 시스템 구축

영화파일 온라인

유통 현황 감시

온라인 유통 현황

로그 자동 분석 및

상시 모니터링

<  업무별 사업 범위 >

Ⅲ.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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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evelopment project Portfolio

패널 행동수집 데이터 추출 건 Client: 제일기획 Work: 2014.06  

1. 소치올림픽 프로젝트 1차,2차 관련 URL,Keyword 로그 및 패널정보

2. 월드컵 프로젝트 관련 URL,Keyword 로그 및 패널정보

3. 김연아, 이상화 프로젝트 관련 URL,Keyword 로그 및 패널정보

4. 축구광 프로젝트 관련 URL,Keyword 로그 및 패널정보

5. 특정 시간대 rawdata

BIG DATA

PC Mobile
Naming
Tagging

Condition 1

Condition 2

…

Condition n

6. 휴가_여름 프로젝트 관련 Keyword 로그 및 패_휴가 프로젝트 널정보

7. 선물1,2차 관련 Keyword 로그 및 패널정보

8. 서울거주자 프로젝트 검색어 및 설치 앱 정보

9. 2013년 9월 검색어 프로젝트 검색어 현황정보 검색 이후 방문사이트 정보

10. 해외직구 프로젝트 관련 URL,Keyword 로그 및 패널정보 특정 기간 raw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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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evelopment project Portfolio

패널 데이터처리 자동화 2차 개발 Client: 제일기획 Work: 2014.05  

1. 도메인 카테고리 마스터 데이터 추가 (랭키 기준 약 8만 건)

2. 데이터 정교화를 위한 필터링 기능 개발

3. 디지털 소비자 패널 행동 데이터 조회 프로그램

4. 최근 한달간 패널 및 데이터 현황 -(전월 비교)

<  메인 > <  조회 결과 > <  파일 다운로드 >

5. URL/키워드 별 , 퍼포먼스 조회 및 출력

6. 일별 rawdata 다운로드 기능

7. 카테고리 설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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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evelopment project Portfolio

Consumer Decision Journey Pilot 분석을 위한 행동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 Client: 제일기획 Work: 2013.10  

- 전처리 자동화 고도화 ( 분석용 데이터 추출 소요시간 감소 )

- 키워드 및 타이틀 추출 기능 고도화 2차 (검색 용도로 사용되는 도메인을 타켓팅)

- 고도화 기준, 전체 로그 데이터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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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evelopment project Portfolio

모바일 수집 고도화 및 전처리 모듈 고도화 개발 Client: 제일기획 Work: 2013.10  

- 스마트폰 설치 앱 정보 수집 기능 추가 개발

- 도메인 카테고리 태깅을 위한 마스터 테이블 갱신(다음 디렉토리 11월 기준)

- 도메인 카테고리 마스터 데이터 추가 (Ownership)

- 마스터 테이블 기준, 전체 로그 데이터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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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evelopment project Portfolio

Shopper Journey 분석 프레임 개발 Client: 제일기획 Work: 2013.05  

- 도메인 카테고리 태깅을 위한 마스터 테이블 구축 (다음 디렉토리 기준 약 60만 건)

- 종합쇼핑몰 사이트 분석 (카테고리,장바구니,결제)

- 카테고리 태깅 및 키워드 추출 프로그램 개발

- 도메인 퍼포먼스 분석

- 검색어 퍼포먼스 분석

- 도메인-도메인 간 링크 분석

- 마스터 테이블 기준, 전체 로그 데이터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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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evelopment project Portfolio

Youtube 동영상 콘텐츠 유통 시스템 Client: KBS media Work: 2012.04  

프로그램

인코딩 할 파일 찾기

인코딩

업로드

실시간으로 DB에서 업데이트 된 내용 가져옴

DB에서 인코딩 할 파일을 지정된 폴더에서 가져옴

설정된 해상도 개수만큼 인코딩 해당데이터 xml 생성

Aspera를 이용해 지정된 YouTube 드롭박스에 업로드[유튜브 자동 업로드 시스템 사용자 시나리오]

데이터 입력 DB

- 구글과 KBS Media와 제휴하여 시스템 구축

- KBS Media의 동영상 파일들을 유튜브 KBS 채널에 자동으로 업로드 하는 시스템

- 동영상 원본 파일을 원하는 시간으로 자동 인코딩/클리핑하여 저장가공 된 동영상 파일을 지정된 SFTP 서버에 자동 업로드 후 유튜브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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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evelopment project Portfolio

콘텐츠 관리 시스템 Client: KBS미디어, SBS, CJ E&M, EBS, Jaye Ent, Lumix Media, 현대미디어, 조이엔컨텐츠, 라온컴퍼니, TCO, Unikorea Work: 2012.01  

1. 웹 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크롤링 프로그램

2. 지정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불법 유통 콘텐츠를 적발하는 크롤링 프로그램

3. 수집된 데이터는 관리자가 전용 툴로 데이터 관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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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evelopment project Portfolio

SKE 분석 시스템 고도화 Client: 제일기획 Work: 2017.02  

1. 제일기획의 패널 데이터 전용 분석 툴, SKE 서비스 제공

2. 다양한 패널의 분포 및 데이터를 그래프와 테이블 등 정량적으로 구성된 UI 제공

3.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용 툴로 UI 외에 전문적인 빅데이터 관리 솔루션 적용



M.O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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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O Business - Vietnam Client: T-on media    Work: 2014.12  

ㆍ국내 MO 사업을 글로벌화 확대 추진 ㆍ베트남 야윈 TV, VTN과 계약 채결 ㆍ베트남 방송사와 서비스 확대

MO Service

#0409

Wow : )

MO Service

#0409

야윈TV
(방송사)

T-on media
(제공사)

VTN
(우정통신국)

Ⅳ. M.O business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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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ples service Client: T-on media   Work: 2014.08  

Portfolio

고객 및 일반인 누구나 손쉽게 특정번호 (통신사로부터 부여받은 SMS 수신 가능한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으며, 

콘텐츠 사는 고객에게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는 SMS 참여형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Ⅳ. M.O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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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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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부산은행 OS: Android, iOS    Work: 2019.10  부산은행 - 썸패스파킹

Ⅳ. Application service Portfolio

* 부산은행 썸뱅크 내 자동 주차장 결제 서비스 썸패스파킹 개발 * 파킹서버 및 QR Device Application 개발 진행

* 썸뱅크 사용자에게 지정된 주차장에서 썸패스를 통한 자동 출구 결제 시스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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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t-onmedia OS: Android, iOS    Work: 2017.10  신의 뜻 – 신이 정한 선택타로

Ⅳ. Application service Portfolio

* 62장의 메이저/마이너 타로카드 를 이용한 무료 타로점 *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서 Yes 또는 NO의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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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제일기획 OS: Android    Work: 2017.06  SO.DOT(쏘닷)

Ⅳ. Application service Portfolio

*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 잇템을 매주 하나씩 소개하는 큐레이션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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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Priday OS: Android, iOS,Mobile Web     Work: 2017.05  

* 조이툰에 제공되는 프리미엄 웹툰 서비스

JOY TOON(조이툰 서비스)

Ⅳ. Application service Portfolio

* 만화책 보기 방식 및 일반 웹툰 보기 방식 지원

* 한국/일본의 다양한 만화 콘텐츠 제공 * 일반/순정/BL/성인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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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호미인터랙티브 OS: Android, iOS     Work: 2017.03  GUM’S(껌즈)

Ⅳ. Application service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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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t-onmedia OS: Android, iOS     Work: 2016.11  

* 최고의 운세선생님들과 함께한 사주풀이

백점(무료), 백점+(유료)

Ⅳ. Application service Portfolio

* 복잡하지 않은 간결한 디자인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

* 가족, 친구, 애인의 운세도 함께 확인 가능 * Motion GIF 사용 디자인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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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t-onmedia OS: Android, iOS     Work: 2016.10  

* 22장의 메이저 타로카드를 이용한 타로점

오즈의 타로(무료), 오즈의 타로+(유료)

Ⅳ. Application service Portfolio

* Flat Desig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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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t-onmedia OS: Android     Work: 2016.09  

. 실버세대를 위한 월정액 음원서비스

. 매월 100여곡의 트로트 음원 업데이트

효도라디오

Ⅳ. Application service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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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t-onmedia OS: Android, iOS   Work: 2016.07  Star watch(스타와치)

Ⅳ. Application service Portfolio

스타와치는 악성 게시글과 댓글로 고통받는 스타들을 위해 악성 게시글을 실시간 감시하는 솔루션으로

모바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하며, 수집된 통계정보를 통해 고객의 여론 평가 및 인지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게시글/댓글 감지 시스템 . 악성 게시글/댓글 감지 시스템 . 법적 대응 자료 수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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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제일기획 OS: Android     Work: 2016.06  

. 소비자의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고, 소비자의 생각과 의견을 듣기 위한 서비스

. 인기사이트/검색어/앱 순위 정보를 연령대/성별로 확인 가능

TOP(Trend Of People) browser

Ⅳ. Application service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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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t-onmedia OS: iOS     Work: 2016  

. 친숙하고 관심있는 주제를 통한 전화 영어 프리토킹 서비스

. 실시간으로 대화가 어려운 사용자들을 위한 음성 메시지를 통한 초보자용 서비스 제공

말좀하자

Ⅳ. Application service Portfolio

. 모바일에서 진행되는 즐거운 전화 영어 서비스

. HGS 와 제휴를 통한 탄탄한 실력의 필리핀 현지 영어 강사와 대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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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t-onmedia OS: Android, iOS     Work: 2016  

.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사진첩에 있는 사진을 点影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 하면 앨범으로 제작하여 배송하는 중국 loocall사의 서비스.

. 포토북 커버와 애플리케이션, 이벤트 디자인 및 전반적인 디자인을 티온미디어에서 제작 및 정립

포토북

Ⅳ. Application service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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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 N card Client: t-onmedia OS: Android, iOS     Work: 2015.12  

EXO:
Thank you!!!!

ㆍ콘텐츠 구매 유저에게 아티스트 유료 회원 혜택을 제공

- 아티스트 Limited Goods 소식 및 신규 앨범 내용 제공

- 콘텐츠 구매 Mileage 를 이용한 2차 구매 유도

ㆍNFC기능 및 QR CODE를 이용한 다양한 On/Off line 콘텐츠 접근 가능

- On line : 동영상/사진/SMS(미공개 영상, 사진)

- Off line : 공연장 티켓 등

Ⅳ. Application service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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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t-onmedia OS: Android, iOS     Work: 2015.12  

ㆍ아티스트의 스케쥴 정보를 제공하여 스케쥴 별로 응원의 메시지를 유도

ㆍ아티스트의 콘텐츠(영상, 사진 등) 에 Reply 형태로 메시지 전송

Secret N card

Ⅳ. Application service Portfolio

ㆍ아티스트의 공연 실황에 전광판 기능 도입 메시지 과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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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라이브 Client: KBS media    OS: Android, iOS     Work: 2012.12  

Portfolio

독도의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라이브 페이지와 나와 독도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

Ⅳ. Appli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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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 TV Client: KBS Media  OS: window Work: 2012.04  

Portfolio

KBS, MBC, SBS에서 서비스하는 POP TV의 디자인과 UI/UX 통합, 각 방송사 별 카테고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템플릿 제작.

Ⅳ. Appli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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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카페 Client: 밀키소프트 OS: Android Work: 2014.11  

Portfolio

펀안함과 휴식을 콘셉트로 리뉴얼한 2015년 신년운세와 타로카드 운세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Ⅳ. Appli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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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ty Client: Ne2on OS: Android Work: 2014.07  

Portfolio

통화 화면을 이용한 리워드 광고 플랫폼 통화 전, 후 광고를 통해 일정 스마트 포인트를 적립하여, 다양하게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Ⅳ. Appli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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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 스마트포인트 서비스 Client: 컬처랜드 OS: Android Work: 2014.07  

Portfolio

컬쳐랜드 애플리케이션에 스마트 포인트로 입점한 통화, 리워드 적립용 플렛폼. 

Ⅳ. Appli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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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 PAY Client: 한국NFC OS: Android Work: 2014.06  

Portfolio

NFC기능을 통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신용카드 태깅으로 쇼셜커머스나 쇼핑몰 등 간편하게 결제를 하여 구매유도.

Ⅳ. Appli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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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STO Client: ivyberry OS: iOS Work: 2014.02  

Portfolio

위치 기반 알림(지오펜싱 푸시노티)을 기반으로 신용카드 결제, PIN입력방식 개발. 

Ⅳ. Appli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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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맘편한 서비스 Client: eKAPEPIA OS: Android Work: 2014.01  

Portfolio

농가 자신의 출하성적과 출하비교를 통한 농가의 정보활용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Ⅳ. Appli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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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사주카페 Client: T-on media    OS: Android Work: 2013.11  

Portfolio

다양한 운세풀이와 타로점을 통한 트렌디한 콘셉트의 운세 애플리케이션.

Ⅳ. Appli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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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CAMP Client: Black swan    OS: Android Work: 2013.04  

Portfolio

언더밴드의 홍보 어플로써 음원을 무료로 배포하고 페이스북으로 유도와 소개를 하는 어플리케이션.

Ⅳ. Appli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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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DE Client: 생활협동조합 OS: Android Work: 2013.03  

Portfolio

생활협동조합 대학생, 직원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및 마일리지 결제를 통한 매점과 식당이용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Ⅳ. Appli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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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토정비결 Client: T-on media    OS: Android Work: 2012.12  

Portfolio

2013 토정비결 - 총론, 행운 지수, 재물운, 직장/가정운, 이성관계, 월별 운세 제공

Ⅳ. Appli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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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신년운세 Client: T-on media    OS: Android Work: 2012.12  

Portfolio

2013 신년운세 - 연하장 발송 기능(이메일, SMS, 카카오톡), 총론, 행운지수, 재물운, 직장/가정운, 이성관계, 월별운세 제공

Ⅳ. Appli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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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park Client: 디스트릭트 OS: iOS Work: 2012.07  

Portfolio

Unity3D를 이용한 모바일 아바타 기능을 구현하여 행사장의 RFID 와 연동, 아바타 업그레이드 시스템 구축

Ⅳ. Appli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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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CONSUMER idea PANEL Client: 제일기획 OS: Android, iOS, Window     Work: 2012.06  

- 소비자 패널 솔루션 시스템 구축

- 제일기획의 소비자 패널 행동 패턴을 기록하는 솔루션을 (주)시니어 커뮤니케이션/(주)서베이링크社와 제휴하여 시스템 구축.

- 모바일 사용자들의 소비 성향 및 활동 성향 분석 및 수집 Application.

- PC,Mbile,SNS 아이디어 패널

- PC 사용자들의 웹 검색 기록 및 행동 패턴 로그 수집 및 분석 프로그램.

- SNS 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정보 및 패턴 로그 수집 및 분석 엔진 프로그램.

Ⅳ. Application service



72

King’s Interview Client: 보아스소프트 OS: Android, iOS     Work: 2012.05  

Portfolio

G-Sensor를 이용하여, 설정된 길이를 지정된 시간만큼 걸으면 설정된 영단어가 재생되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Ⅳ. Appli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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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Voca Client: 보아스소프트 OS: Android Work: 2012.05  

Portfolio

G-Sensor를 이용하여, 설정된 길이를 지정된 시간만큼 걸으면 설정된 영단어가 재생되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Ⅳ. Application service



Web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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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할상회 Client: ㈜거위날다 Work: 2020

Ⅴ. Web service Portfolio

할인과 공동주문 방식으로 주문하시는 분들께 차별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한 특별한 소셜 커머스 서비스 (반할상회 BI 제작/서비스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따른 디자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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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lus Identity Client: T-on media  Work: 2016  

Ⅴ. Web service Portfolio

중국 대형 컨텐츠 제작 업체 X-plus의 온,오프라인의 전반적인 Identity와 디자인 제작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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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 media Client: T-on media  Work: 2014.08  

Ⅴ. Web service Portfolio

워드프레스 기반 웹사이트. PC, 디바이스 모든 해상도 지원으로 사이즈별 최적화된 유동형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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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Kids Client: T-on media Work: 2013.12  

Portfolio

Youtube 유아용 콘텐츠 제공. 연령별, 언어별 유아 맞춤 서비스. 인코딩을 통한 손실률 없는 고 해상도 영상 제공 서비스.

Ⅴ. Web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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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US Client: zenus Work: 2013.09  

Portfolio

전 세계 최신 트렌드 및 웹 표준, 웹 접근성, html5 등 최적의 기능을 갖춘 word press를 사용한 zenus stie 구축

Ⅴ. Web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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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온 코리아 Client: 외교부 Work: 2013.06  

Portfolio

세계 각국이 한국 문화에 대한 퀴즈를 통하여 한국의 외교와 세계인의 화합을 목적으로 진행된 퀴즈 온 코리아 사이트와 포스터 제작 및 구축

Ⅴ. Web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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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 Link Client: Survey link  Work: 2013.01  

Portfolio

기존 기프트 링크 홈페이지 디자인 리뉴얼 착수.Identity color를 RED로 지정하고, CI와 홈페이지 디자인 진행.

Ⅴ. Web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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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Station Client: Survey link  Work: 2012.12  

Portfolio

서베이 스테이션 디자인 및 웹 코딩 / 서베이 스테이션 홈페이지 디자인 총괄 제작. / 플래시를 지양한 웹 코딩 제작.

Ⅴ. Web service



Gam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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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S and HALLOWEEN Client: T-on media    OS: Android, iOS, Window     Work: 2013.08  

Ⅵ. Game service Portfolio

가로형 롤플레잉 게임. 몽환적인 분위기의 일러스트의 콘셉트로 마니아층을 형성. 한 손으로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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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O World Client: T-on media    OS: Android, iOS, Window     Work: 2012.11  

Portfolio

우주공간에서 펼쳐지는 SNG형태의 게임. 상호간의 커뮤니티를 통한 물질 및 조합을 이용한 독특한 게임진행.

Ⅵ. Game servi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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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BN(교내 전람회 포스터) Client: T-on media    OS: Android, iOS, Window     Work: 2012.11  

Portfolio

중국공영방송사 CIBN에서 주체하는 CIBN교내 캠퍼스 노래공연 전람회의 포스터 제작 및 배포

Ⅶ. Design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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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Business partner Partner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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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T-on media contact Contact

주소: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6-6 (송영빌딩 5층) / [도로명]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12길 9(삼전동, 5층)

지하철: 신천역 3번 출구 (송파나루공원 방향 – 대성빌딩 사거리 – 국민은행 뒷편 – 송영빌딩 5층)

버스: 24-152 (잠실트리지움), 24-437 (잠실트리지움), 24-172 (삼전삼밭나루공원입구), 24-159 (영빌딩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