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원 회사소개 



포커스원 

MOBILE SOFTWARE EXPERTS GROUP 

포커스원은 기업형 모바일 시스템 구축,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개발,  

모바일 UI/UX 디자인 등 모바일 비즈니스를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REATIVE COLLABORATION 

포커스원은 '창의적 협업 Creative Collaboration' 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기업내부, 기업과 개인, 기업과 기업 간의 보다 효과적인 협업을 실현하기 위한 
모바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회사개요 

회사연혁 

2018 
 

App 전문 유지/보수/운영 서비스 'APPMRO 센터 CHINA’ 오픈 (중국 대련) 

 

2017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강소기업 선정(임금, 고용안정 BEST 분야) 
 

2016 

포커스원 SK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참여 

 

2015 

포커스원 ㈜휴넷 모바일 APP 구축 및 운영 협력 MOU 체결  포커스원 SK 주식
회사 C&C 우수 Biz.Partner 선정  포커스원  
SK C&C 동반성장협약 체결 
포커스원 10th Anniversary, Start up Motilink  포커스원  
APPMRO 센터 ‘앱 모니터링 서비스’  무료실시 

 

2014 

포커스원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포커스원  
App 전문 유지/보수/운영 서비스 'APPMRO 센터' 런칭  포커스원  
네팔 SCT MoCo 서비스 출시 
포커스원 SK텔레콤 공동사업협력 MOU 체결 

 

2013 

포커스원 공식 홈페이지 리뉴얼           
포커스원 네팔 모바일 TV 서비스 출시 

 
 



회사개요 

회사연혁 

2012 
 

포커스원 글로벌 미팅(대한민국 영암) 
신흥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체결 중국 법인 포커스원 China 설립 
 

2011 
 

미국 법인 포커스원 North America LLC. 설립 
중국 대련 Neusoft University of Information 內 모바일 연구소 개설 
포커스원 R&D Center 설립 
  

2010 
 

포커스원 글로벌 미팅(네팔 카트만두) 
 

2009 
 

포커스원 글로벌 미팅(싱가포르)  Motilink Innovation Center 설립 
 

2008 
 

포커스원 글로벌 미팅(대한민국 서울) 

마이크로소프트 모바일 SW 개발 전문 협력업체 등록 
 

2007 
 

포커스원 글로벌 미팅(네팔 카트만두) SMS Central 서비스 개시 
 

2006 
 

싱가포르 현지법인 포커스원 Asia Pacific Pte. Ltd. 설립 
네팔 법인 포커스원 Pvt. Ltd. 설립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R&D Center 설립 
 

2005 
 

주식회사 포커스원 창립 
 

 



Seoul, Korea 
FOCUSONE Inc.  

kr@ccfocusone.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9   

로드랜드 이지타워 806호  

APPMRO Cente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9   

로드랜드 이지타워 806호  

회사개요 

법인현황 

Los Angeles, U.S.A. 
FOCUSONE US Sales Office 

 us@ccfocusone.com 

16366 Downey Ave Paramount,  

CA. 90723 U.S.A 

Singapore 
Netrunner Systems Private Ltd.  

ap@ccfocusone.com 

15 Queen Street, Unit 03-04 

Winby Central 

Singapore 188537 

Dalian, China 
FOCUSONE China Technology Co.Ltd. 

cn@ccfocusone.com  

Room#2008, NAMI Building, 

No.3 Huoju Road,Gaoxinyuan District,  

Dalian,P.C.116000, China 

Kathmandu, Nepal 
FOCUSONE Nepal Pvt.Ltd.  

np@ccfocusone.com 

Jawalakhel-13 Lalitpur, Kathmandu Nepal 



회사개요 

포커스원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인증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강소기업 임을 확인 
임금, 고용안정 BEST 분야 

 2017.12 

수상 및 인증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미래 성장성을 검증 받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육성사업에 의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임을 인증 
 

2017. 03 

기술보증기금 
 

2005 ~ 2017 

벤처기업확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특허등록 제10-1312446호 

 
사용자의 행위 로그를 이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  
분석 장치 및 방법 
 

2013. 09 

회사개요 

수상 및 인증 

mBillionth Award South Asia 2012 

 
포커스원 네팔 mBillionth Award South Asia  

m-Governance 부문 수상 
 

2012. 07 

mBillionth Award South Asia 2010 

 
포커스원 네팔 mBillionth Award South Asia  

m-Governance 부문 수상 
 

2010. 07 



회사개요 

수상 및 인증 

기업부설연구소인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0. 05 

우수중소기업 표창 

 
우수한 기술개발 노력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공헌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2009. 12 

특허등록 제10-0398711호 

 
동작 데이터를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통합 및 처리  
기능을 갖는 콘텐츠 출판시스템 및 그 방법 
 

2009. 11 



사업영역 

모바일 UI/UX 디자인 

모바일 UI/UX 전문 디자인팀 

모바일 UI/UX 디자인은 일반적인 디자인과는 다르게 다양한  
디바이스와 복잡한 사용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포커스원은  
모바일 UI/UX 전문 디자인 팀을 보유하고 있어 세련된 User  

Interface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UI/UX 디자인 프로세스 

 
모바일 SW 개발은 일반 SW 개발에 비해 다양한 디자인 환경을   
고려한 프로세스와 산출물이 요구됩니다. 포커스원은 모바일  SW에 
최적화 된 개발 절차 및 UI/UX 디자인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UI/UX 디자인 경험 

 
포커스원은 SK텔레콤, 신세계백화점, 현대자동차그룹, 중앙일보 등  
다양한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Citi group(미국), SingTel(싱가포르),   

Optus(호주) 등 해외 기업들의 모바일 SW 개발을 통해 다양한  UI/UX 

디자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UI/UX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포커스원 디자인팀은 외부 자문위원과의 연계 연구 활동 및 내부  
워크샵 등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모바일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모바일 SW 개발 

다양한 플랫폼을 위한 모바일 SW  개발 

포커스원은 2009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모바일 SW 관련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SW 개발 특성에  
맞춘 자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이폰, 안드로이드, 윈도우폰 등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을 위한  
App을 개발 합니다. 

국·내외 다양한 모바일 SW 개발 경험 

 
포커스원은 국·내외 법인 간의 기술인력 교류 및 분산 개발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국제 기술 규격에 부합하는 모바일 SW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모바일 그룹웨어,  현대
중공업 모바일 그룹웨어, 농협 모바일 뱅킹,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JTBC 뉴스 등 국내·외 다양한 모바일 SW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SW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 

 
포커스원은 내·외부 연구 과제들을 통해 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2015 
티웨이항공 모바일 앱 리뉴얼 디자인 및 개발 /  SK 모바일 교통카드 앱 데모시스템 /대만  ADTC 

개발 및 유지보수 /  인도네시아 TELKOMSEL Mobile Commerce 유지보수 / SKT  2015년 ICT혁
신팀 EMD Database System 구축 /  SKT 2015년 SKN 모바일 GBIS 개발 /한겨례신문 한겨례 
가판대 앱 오류 테스트 및 개선 /  중앙방송 J골프 매거진 디자인 및 개발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일
일자차공제 앱 유지보수 /  보험연수원 스마트러닝시스템 유지보수 /  SK  C&C 그룹 Portal 모바
일 NateonBiz 개선 /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모바일 플랫폼 모티링크 구축 
/ 중국법인 mojob 모바일 취업 마켓 /  중국법인 DCT 와인 /  SK C&C 2014 Nateonbiz 2.0  모바
일 재개발 /  인도네시아 TELKOMSEL Mobile Commerce 추가 개발 / SK C&C Cor MKT  Appli

cation 개발 /  싱가포르 텔레콤 SingTel NFC Mobile Wallet Phase7 / 중앙방송 J골프  버디 서
비스 /  인도네시아 TELKOMSEL Mobile Commerce 안정화 / SKT IT 기술원 EMD  Data syste

m 구축 /  싱가포르 텔레콤 SingTel NFC Mobile Wallet phase6 / SKT AM SW  유지보수 / SK C

&C 모바일 그룹웨어 유지보수 

사업실적 

2016 
SKT 16년 스마트청구서 통합플랫폼 구축 / 네파 모바일 서비스 개발 / SK C&C 두바이 리무진 택시 
운행관제 POC 디자인 / SKHC C-NET 고도화 개발 /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스마트 조인스 유지보수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일일자차공제 앱 유지보수 / 보험연수원 스마트러닝시스템 유지보수 / 인도
네시아 TELKOMSEL phase3-1 NFC 추가 개발 / 한겨례신문 한겨례 가판대 앱 유지보수 / 대만 ADTC 
CR 4차 개발  / SK WAU 사업발굴 활동관리 모바일 디자인 / 인도네시아 TELKOMSEL Phase3 개발 / 
대만 ADTC CR 3차 개발 /  휴넷 프라임 모바일 APP iOS 개발 /  대만 ADTC 개발 및 유지보수 /  
인도네시아 TELKOMSEL Mobile Commerce 유지보수 /  SKT AM SW 유지보수 /  SK C&C  모
바일 그룹웨어 유지보수 

2017 
한차오 지도 APP개발 /  노랑풍선 iOS APP 이니시스 결제연동 개발 / KT&G KISS 유지보수 /  

현대유엔아이 모바일 솔루션 기능 개선 / 휴넷 Happy College Platform 개발 / SKT SWINGS Legacy 
반영 관리 3차 개발 / SKT 통합 멤버십 앱 고도화 / Amway Go App 오류 수정 /현대유엔아이 유코
카캐리어스 그룹웨어 포털 시스템 유지보수 /  현대유엔아이 모바일 그룹웨어 유지보수 / 오상헬
스케어 mHealthGate iOS APP개발 / 보험연수원 스마트러닝시스템 유지보수 / 한겨례신문 한겨례 
가판대 앱 유지보수 / SKT AM SW 유지보수 / SK C&C 모바일 그룹웨어 유지보수 / Amway Go 
App  유지보수 / W-Concept App 유지보수 / 노랑풍선  App 유지보수 / cocotour 유지보수 / KT&G 
HTML5 동영상 Player 개발 / 노랑풍선 보안취약점 대응 개발  



사업영역 

사업실적 

2013 
호주 텔레콤 Optus Mobile Wallet / SKT B2B Holding Story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SKT 모바일  
티월드 기능개선 4.0 / 네팔 모바일 TV 서비스 /  SKT Tablet Phone UI/UX 통합 /  SKT Smart  U.k

ey 웹 사이트 /  SKT 스마트 청구서 고도화 /  싱가포르 텔레콤 SingTel NFC Mobile Wallet  Phase 3 

/ SK C&C CorPay 3.3 모바일 Client UI/UX 디자인 /  SKT M U.key 시스템 /  SK C&C  MWC Mobil

e Wallet DEMO UI 디자인 /  싱가포르 텔레콤 SingTel NFC Mobile Wallet Phase 2 /  중앙방송 J골
프 버디 서비스 /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지보수 /  SK C&C  모바일 그룹웨어 
유지보수 /  SKT 통합 모바일 채널 /  SKT M고객센터 개선 

2014 
SKB U.key 시스템 개발 /싱가포르 텔레콤 SingTel NFC Mobile Wallet Phase5 / 중앙방송  J골
프 버디 서비스 /인도네시아 TELKOMSEL Mobile Commerce /SKT 모바일 실물증빙  서비스 /  

SKT IT기술원 태블릿용 모바일앱 UI/UX개선 / SKT IP마당 고도화 /  싱가포르 텔레콤  SingTel N

FC Mobile Wallet Phase 4-2 / SKT Subjoined / 중국 AFC 모바일 교통카드 UI/UX  디자인 /  싱
가포르 텔레콤 SingTel NFC Mobile Wallet Phase 4/ SK C&C Cor MKT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관리자 웹 사이트 /싱가포르 텔레콤 SingTel CMS 웹 사이트 / SKT 모바일 T  net 고도화 인증 애
플리케이션 / SKT B2B Holding Story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SKT AM SW  유지보수 / SKT 모바
일 티월드 고도화 4.0 / SKT 그룹 공통 iOS 인증 고도화 / SK C&C 모바일  그룹웨어 유지보수 

2012 
SK C&C mCommerce Cor360 / 싱가포르 텔레콤 SingTel NFC Mobile Wallet Phase /  SK  C&

C 중국 사천성 은련 모바일 현장지불 결제 데모시스템 /  SK C&C Vodafone 시스템 1, 2차 /   SK

T 이벤트 플랫폼 /  SKT 멤버십 구조 개편 및 통합 /  SKT iOS 특화 서비스 /  SKT 차이나  모바일 
toktok 'Paperless meeting' 애플리케이션 /  중앙방송 J골프 버디 서비스 유지보수 /   SKT Clou

d Autodesk /  SKT M고객센터 T world 개편 /  미국 Dunkin’Donuts 공식 모바일  결제 애플리
케이션 /  SK 그룹웨어 및 구축 /  JTBC 뉴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SKT 모바일  U.Key 멀티 해
상도 디바이스 /  SKT SKMC Tablet 전자결재 /  SKT 전자결제 시스템 /  SKT  관계사 Tablet 서비
스 /  SK C&C 모바일 그룹웨어 유지보수 /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지보수 

2011 
싱가포르 NISSAN 자동차 네비게이션 /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Bdr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SK  

23개 그룹사 모바일 그룹웨어 유지보수 /  SKT SK텔링크 모바일 전자결재 /  SKT M U.Key VOC  고
도화 /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 모바일 웹 사이트 /  SKT U.Key 2.0 / SKT 갤럭시탭 Global NW  Inf

o / 이마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중앙일보 소셜 제보 시스템 /  현대/기아자동차 스마트폰 기반  모
바일 그룹웨어 설계 



사업영역 

사업실적 

2009 
SKT M고객센터 5차 /  SKT T Store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SKT M U.key 2차 /  美  
GFCU(Georgia Federal Credit Union) 모바일뱅킹 /  美 CCNA(Citi Card North America)  

모바일뱅킹 /  美 Digital Insight 모바일뱅킹 

2010 
중앙일보 뉴스위크 한국판 애플리케이션 /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SKT M U.key   

프로젝트 /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한국판 애플리케이션 /  중앙 m&b 씨네드셰프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 /  중앙 m&b Help For Haiti 애플리케이션 

2006 
파트너 SK C&C와 함께 xMAS 제품화 /  SKT MTRANET / CASE 모바일 교육 서비스 TuTo /  

SKT M고객센터 2차 /  SKT 모바일 그룹웨어 

2008 
현대 중공업 모바일 그룹웨어 /  몽골 텔레콤 Skytel 모바일 뱅킹 /  중국 Jiangxi 모바일 쇼핑몰  /   
SKT M U.key 1차 /  SKT M고객센터 4차 

2007 
SK Energy 모바일 그룹웨어 /  SK Holdings 모바일 그룹웨어 /  SKT T Interactive Speed M Mini  

Expert / SKT 모바일 그룹웨어 ASP 플랫폼 /  SK Networks 모바일 그룹웨어 /  SKT M고객센터  3차 

2005 
농협은행 WAP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버 유지보수 /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버 유지보수 /  포커스 뉴스 네트워크 데이터 통합 엔진 /  SKT M고객센터 1차 /  농협 모바일  뱅킹 



사업영역 

고객 & 파트너 



APPMRO 

APPMRO 서비스란? 

귀사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모바일 App이 짧은 모바일 운영체제의 업그
레이드 주기,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등장, 잦은 오류 등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또한 모바일 전문 인력의 부족으
로 인하여 장애 시 신속한 대응이 골치  거리는 아닌가요? APPMRO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수년간의 모바일 플랫폼 개발/운영 노하우  를 가진 FOCUSONE의 
전문 모바일 인력이 귀사의 모바일 운영조직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
니다. 

 

APPMRO 서비스는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단계별 서비스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포트폴리오 

ADTC 

ADTC는 NFC 기능을 이용한 Mobile Wallet 서비스입니다. 교통카드, 신
용카드 등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카드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 가능한 카
드 조회 및 다운로드, 등록한 카드 리스트 조회, 카드 별 사용 이력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포트폴리오 

T’way Air 

티웨이항공은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타임라인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 응모에도 고객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최적화 된 애플리케이션 입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웹 앱 시스템 연동  
방식으로 항공권 예약/구매, 스케줄 조회가 가능합니다. 



포트폴리오 

SK 모바일 교통카드(OK T Pay) 

SK 모바일 교통카드(OK T Pay)는 교통카드를 주목적으로 사용하며,  

모바일을 통해 교통카드 충전 및 교통카드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입니다. 



포트폴리오 

Mojob 모바일 취업 마켓 

중국 mojob는 프로젝트 또는 일자리 도움을 필요로 하고 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
플리케이션 입니다. mojob는 우수한 인재를 가능한 일자리와 연결하고, 사용자  친
화적인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mojob 에서는  일
자리를 찾는 것은 풀 타임으로 찾아내는 것이 아닌,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즉시  채팅
하여 찾아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DCT 와인 

중국 DCT 와인 어플리케이션은 고객을 위한 프랑스 와인을 주문하고 빨리 전달받는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DCT 와인은 대련시에서 프레드릭 장식 리본에 의해 2004  년에 
만들어진 프랑스 회사이며, 독점적으로 중국에 수입 및 분포  됩니다.  



포트폴리오 

J골프 매거진 

J골프 매거진은 인쇄버전을 모바일버전으로 편집하였기에, 가독성이 뛰어나  불
편함 없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은 기본. 클릭 한번으로 표지가 나오고,  네비게
이션의 매뉴얼을 따라 자신의 취향에 맞는 뉴스와 정보를 한 눈에 섭렵할  수 있
는 모바일 웹 매거진 입니다. 



포트폴리오 

Telkomsel tWallet 

인도네시아 Telkomsel tWallet은 모바일로 캐쉬를 쉽게 지불하고, 완벽하게  트랜
잭션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모바일 캐쉬를 지정하고, 로그인을 통해  안
전하게 보호되는 모바일 Wallet 입니다. 



포트폴리오 

AFC mWallet 

중국 중롼 AFC mWallet은 교통카드를 주목적으로 사용하며, 모바일에서 캐쉬를  
쉽게 충전하고, 잔여금액 확인이 용이 할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되는 모바일 교통 Wallet입니다. 



포트폴리오 

Corfire Point 

미국 SK C&C Corfire Point는 매장내의 포인트 카드를 모바일에서 쉽게 적립  
및 결제, 잔여확인 등의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프라
이빗 애플리케이션 입니다. 



포트폴리오 

Optus mWallet 

호주 Optus mWallet은 캐쉬를 쉽게 지불하고, 완벽하게 트랜잭션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모바일 캐쉬를 지정하고, 비밀번호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되는  
모바일 Wallet 입니다. 



포트폴리오 

SingTel mWallet 

SingTel mWallet 은 모바일 머니를 저장하여 구매 시 금액을 쉽게 지불 및 이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SingTel mWallet은 6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비밀번호를  통
해 안전하게 보호 됩니다. 



포트폴리오 

tok tok 

SK텔레콤은 스마트폰 모바일 환경에서 쉽고 편리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
해서 tok tok 모바일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tok tok 모바일은 언제나  변함없
는 업무환경 구축과 구성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속도를 향상함으로써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서비스 입니다. 



포트폴리오 

SCT MoCo 

네팔 SCT MoCo는 모바일 금융 거래 솔루션으로 SCT카드 사용자들을 위한  서
비스 입니다. SCT카드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은행계좌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든 금융거래가 가능 하고, SCT와 제휴하는 은행의 모든 SCT 카드는 해당  
앱에 등록하여 전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J 골프 버디 

J골프 버디는 삼성전자 안드로이드폰 갤럭시S2에 J골프가 10여 종의 골프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해 탑재시킨 골프 전문 서비스 입니다. J골프 실시간  방
송과 레슨 프로그램 시청은 물론 골프장 예약 서비스, 골프장 코스 북,  최신골프 
뉴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골프 뉴스를 비롯하여 고화질  골프 동영상 
레슨, 골프장 예약, J골프 투어 생중계 시청, 300 여개의 골프장 코스  뷰어, GPS 

거리 측정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Nepali TV 

포커스원 네팔법인과 STARNET이 함께 개발한 네팔 최초의 실시간 모바일 TV로  
6개의 TV채널에 대한 생방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동 중인 시청자들도 손쉽게  
실시간 TV를 접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포트폴리오 

JTBC 뉴스 BI 리뉴얼 

JTBC 뉴스 애플리케이션은 다시보기 서비스는 물론, 멀티태스킹 기능 강화로  
라디오처럼 뉴스를 들으면서 다른 뉴스를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더욱 간편해진 제보시스템으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Dunkin ’ Donuts 

미국 Dunkin's Donuts는 공식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런칭하여 매장  직
원이 스캔만 하면 결제가 끝나고, 거스름돈이나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
움을 줄여 매장에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포트폴리오 

NISSAN Smart navigation 

NISSAN 싱가포르 Smart navigarion는 텍스트 음성 변환 음성 안내, 시간  
기반의 ERP계산, 3D 건물 및 기타 고급 기능을 갖춘 고성능 멀티미디어  
네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적용 모델: Teana, Sylphy, 370Z) 



포트폴리오 

Qroplt 

QropIt은 한국, 중국, 미국 등 전세계에 배포된 포커스원 자체 개발 애플리케이션  
으로 QR코드 기반의 홍보 마케팅 플랫폼 서비스 입니다. 



포트폴리오 

동양증권 모바일웹 

동양증권 모바일웹은 기존 동양증권 웹페이지를 포커스원의 안전하고 유연한  
방법으로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입니다. 주요기능은  지
수종합, 리서치, Smart금융계산기, 지점 ATM찾기 등의 간단한 구성으로  초보
자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웹페이지 입니다. 



포트폴리오 

emart 

emart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국내 최대의 유통업체인 만큼 포커스원의 
폭 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 디자인, 개발의 단계까지 효율적으로 제작된  
서비스 입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지원하며, 아이폰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 상위에 랭크 된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효율적인 마케팅  
서비스 매개체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모바일 쿠폰, 전단, 카탈로그, 서비스  시설
안내 등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는 고객들의 쇼핑도우미 서비스  입니다. 



포트폴리오 

미니 T world 

미니 T world는 스마트 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 이용 요금 없이 T world를  
통해 실시간 요금, 잔여기본통화, 월별요금, 무료문자 등을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하실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포트폴리오 

현대/기아 자동차 모바일 그룹웨어 

현대/기아 자동차 모바일 그룹웨어는 포커스원의 안전하고 빠른 시스템을  사용
하여 기존 온라인 그룹웨어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서비스 입니다. 



포트폴리오 

뉴스위크 

JCUBE 시사미디어에서 발행하는 뉴스위크 한국판을 안드로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주 발행일에 맞춰 업데이트 되는 기사 중 10건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포트폴리오 

Intuit 

Intuit 은 미국 중소 은행용 모바일뱅킹 서비스 구축 프로젝트 입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파리, 블랙베리 등 모든  브라
우저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효율성을 높여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모바일뱅킹 서비스 입니다. 각 은행에 대한 컬러 아이덴티티를  화
면에 적용하였으며 포커스원만의 모바일 솔루션으로 빠른 기간 안에 여러  은행
의 모바일뱅킹 시스템을 구축한 대표적인 서비스 입니다. 



포트폴리오 

SK텔레콤 MUkey 

SK텔레콤의 전산시스템인 MUkey를 모바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어디서나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포트폴리오 

씨티카드 모바일뱅킹 

미국 씨티카드 모바일뱅킹 서비스 구축 프로젝트로 아이폰을 포함한 미국  전역
에서 사용되는 100여종 이상의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되었습니다. 

해상도에 따른 환경을 고려하여 직관적이고 심플한 UI 디자인을  제공하여 사용
자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고 편리하게 씨티카드의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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