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Our Products

Just post it, we will make your own video magazine!

About MaGg
/ MaGg - 나만의 동영상 매거진
제품 소개 - 요약
- “매거진” 형태의 동영상 컨텐츠 생성 (Page)
- 한 번에 최대 3개의 동영상 선택 or 촬영 + 문자 입력 ⇒ 완성
- 필터, 효과, 레이아웃, 폰트, 글자 크기 등 딥러닝 활용하여 자동 추천 및 적용

- 자동으로 생성되는 나만의 동영상 매거진 (Book)
- 생성된 컨텐츠를 바탕으로 나만의 “동영상 스토리북” 자동 생성
- 간편한 외부 앱으로의 공유

- 전 과정의 자동화
- 평범한 이용자도 간편히 이용할 수 있는 자동화된 컨텐츠 생성
- ‘크리에이터'가 아닌 ‘평범한 대중’에 집중
MaGg - 샘플 스크린샷

Share your highlight of the day 11”

About Elevn
/ MaGg - 나만의 동영상 매거진

11”

11초 안에 모두 즐기자
하이라이트만을 담은 콘텐츠
일상을 담기에 부족하지 않고, 보기에 지루하지 않은 11초

모든 기능의 동영상 중심화
콘텐츠 / 프로필 / 댓글 / 검색 모든 것이 동영상
움직이는 썸네일 / Swipe 중심 UI로 동영상의 역동성 강조

GIF

GIF의 다양한 활용
간편한 나만의 움짤 GIF 생성
GIF 기반의 댓글 (리액션), 스티커, 담벼락, 검색

Pineapple
Find [hidden meanings] in lyrics

“가사의 숨은 뒷이야기”를 알려주는 웹사이트

About Pineapple

/ Pineapple - 나만 알고 있던 가사의 뒷이야기
제품 소개 - 요약
- 단순 가사가 아닌 가사 뒤 숨겨진 뒷이야기
- 노래의 가사 구간별 숨은 뜻을 알아보는 웹사이트
- 크라우드 소싱 형태 - “가사 속 숨은 뜻 위키피디아”

- 간편한 가사 뜻 입력
- 원하는 가사 구간을 드래그 후 바로 입력
- 간편한 외부 API의 활용 - Youtube, Instagram

-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의 한국 적용
- 미국의 Genius의 한국 버전 변형 및 적용
- Genius: 힙합 장르 집중 → 국내 힙합 적용 +
국내 아이돌 (K-pop) 맞춤 변형

Our Team
/ 팀 소개
이동우

김민진

정지한

김하윤

김택민

CEO / Founder

CTO

Developer

Designer

Developer
Partner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 Android / iOS Development,
Mobile App Design, Prototyping
• Samsung Research America
San Francisco (2013~2014, 2015)
- Project Beyond
- 360° / 3D Camera
- Gear S2 UI Design
Development
- Galaxy Gear App
Developments
• Violet App (2015~2016)
- Mobile App for Cover Music

•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
(~2011)
•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2011~2016)
• Antworks (2016~2017)
• LG전자 (2017)
• Impart Company (2017~2018)

•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
(~2010)
• SK 브로드밴드 (2010)
• 한국 정보통신 기술협회 (2010~2012)
• Brunel University Mathematics
Master’s Degree (~2013)
• 이화여자대학교 바이오
인포매틱스 연구실 (2015)
• Antworks (2016~2017)
• Impart Company (2018)

• School of Visual Arts
- Graphic Design & Advertising
• Domus Academy and Fabrica,
New Evolution Design Seminar
(2011)
• Leesan Calligraphy (2015)
• Graphis, New Talent Annual
- Gold Award (2015)
• Member of TII-CREW
(Art Director)
• IT Award - Package Design :
Grand Prize (2017)
• Founder & Designer
‘Studio nowww’ (2016~)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석사)
• Web Service, Android / iOS
Development, Computer Vision,
Mobile Deep Learning
• 이노그리드 (2012~2014)
- Iaas System Development
• 모젯 (2014~2015)
- iOS Development
• 서울대학교 컴퓨터 메모리 구조 랩
(2018~)
- Real-Time Video
Segmentation using
deep learning

Thank You
contacts@violet.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