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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IT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들은

단순히 최신 기술의 산출물이 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이 해당 기술을

어떻게 생활 속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Smart Car, NFC, Smart Device 등 생활 속의 IT기술,

모두가 행복한 Life Innovation,

유비벨록스가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비벨록스 이흥복 대표입니다.

유비벨록스는 생활 속의 IT 혁신을 위해 카드, 모바일, 자동차 분야에 있어 

오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 IT솔루션 기업입니다.

지난 2010년 코스닥 상장 이후 상장 1년만에 시가총액 1000억원을 달성했으며 

현재는 글로벌 기업 도약을 목표로 끊임없는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유비벨록스의 성장 동력은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에 있습니다.

‘고객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라는 유비벨록스의 가치관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IT산업을 선도하는 의미와 더불어 실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해

사람들의 생활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비벨록스는 생활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IT기술을 통해

생활 속의 Life Innovation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흥복

생활 속의

Life Innovation,

유비벨록스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Ceo’S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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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 TV, PC, 신용카드, 스마트폰 등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많은 기술들이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많은 기술들이

이미 우리 주머니 속, 지갑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술을 통해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어떠한 형태로 우리 생활을 바꾸어 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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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벨록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과 전문지식으로

생활 속 디지털 디바이스들을 통한

행복하고 편리한 Life Innovation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technology

·   OS

·   JAVA

·   Android

·   Embedded

·   UX

·   WEB

·   LTE

·   NFC

·   Mobile Phone

·   Tablet

·   Car

·   Smart Card

·   TV

·   PC

interface

·   Transportation

·   Telecommunication

·   Financial/Banking

·   Government

·   Enterprise

·   Broadcast

·   Education

·   Medical

domain Knowledge



단순히
기술만으로
세상이
혁신적으로
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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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자동차는 이미 이동수단으로써의 공간을 벗어나

매일 일정한 시간을 보내는 또 하나의 주거공간이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사람들은 라디오를 들으며, DMB를 시청하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유비벨록스는 스마트카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이동수단 이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동차 안에서 인터넷의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고

앱스토어를 통해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과 연계되어 어디에서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유비벨록스가 제시하는 스마트카는 더 이상 고립된 공간이 아닌,

외부와 소통하는 생활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SMart
Card
여러분의 지갑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주민등록증, 약간의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사진.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 지갑은 두꺼워져야만 하나요?

유비벨록스는 NFC, TSM, 스마트카드를 통해

보다 편리한 생활을 제공합니다.

휴대폰과 QR코드를 사용한 테이블 결제 시스템.

작은 카드 한 장 속, 수 많은 데이터와 앱.

금융, 교통, 통신, 보안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는 기술.

유비벨록스가 만들어가는 세상의 지갑에는

사랑하는 이의 사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SMart
MoBiLe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세상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는 인터넷 세상을 열었습니다.

SNS, 메신저, 블로그 등은 인연을 연결하는

새로운 우체통이 되었으며

E-book, PMP는 누구나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비벨록스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정보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및 애플리케이션으로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하며

누구나 편리한 세상으로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BUSineSS doMain

telecommunication
Mobile Service Platform/Solution

Mobile Web

Smart Phone Application

NFC

Combi USIM

finance
Mobile Payment Total Solution

Smart Card

IC Chip

Smart Card System Solution(SCMS)

Smart Token

금융관련 Solution 및 Application

transportation
스마트카/차량IT Solution

교통카드 Solution

Broadcast
CAS Chip

IPTV USB Token

방송관련 Solution 및 Application

education
교육관련 Mobile Web Solution

ID Card Solution

Smart Car

Smart MoBiLe

Smart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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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LatforM

·Smart Car Open Platform

·스마트카 시스템 및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개방형 차량 단말 플랫폼

MarKet PLaCe

·Smart Car App Store & Contents Provide

·전세계에서 공급 되는 차량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자동차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Automotive App Store

ConneCtivitY

·Connectivity Application & Smart Car System

·스마트폰 연동 차량 원격제어시스템

·스마트카와 각종 스마트 Device간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실시간 공유하는 Media Spider

·IC Chip 내장으로 보안수준을 한층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환경 설정,

뱅킹 및 결제 등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Smart Key

·Smart Car 기능 및 서비스이용에 최적화된 Automotive Tablet

·AVN에서 자동차관련 및 각종 인터넷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게 해주는

Automotive Widget

teLeMatiCS

·Connectivity Application & Smart Car System

·스마트폰 연동 차량 원격제어시스템

aUtoMotive infortainMent

·차세대 모바일 연동 플랫폼

·스마트폰 활용 차량 원격제어시스템

·차량용 앱스토어

·차량용 Media Sharing

·Smart USB

국내 유일의

스마트카 플랫폼

기술 보유, 상용화 진행

스마트카를 위한

Marketplace와

Connectivity 제품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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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ard

·금융, 통신, 교통, 공공/ID, 방송 전 분야 스마트카드 공급

·금융카드, NFC USIM, Combi USIM, 하이패스카드 공급 국내 1위 

·하이패스 국내시장 70% 이상 점유, SK텔레콤향 CAS 독점 공급

·해외 8개국에 연 3,000만장 스마트카드 공급 및 5개국 공급 예정

·EMV 인증, 다양한 타입과 용도별 제품 보유

·JAVA, Multos, Native 등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기술 보유

SCMS

·스마트카드 발급 및 통합관리 솔루션

·국내 최초 자체기술 보유, 국내 최대 사이트 구축으로 국내시장 1위

SeCUre deviCe

·유비벨록스의 보안 솔루션 기술력이 결합된 Secure Device

·Secure Token, SD Card, USB

스마트카드 핵심 기술인

COS와 SCMS의

원천기술을 동시에

자체적으로 보유한 

스마트카드 전문기업

• tranSPort

t-money

Hi-pass(Card type, USIm type, rear-view mirror embedded OBU)

• BanKinG

Credit/Debit Card

Smart token(SaLINON)

• teLeCoM

USIm

NFC-USIm

HD-SIm

• PaY tv

CaS Chip

Pay tV Card

• Gov & id

National ID

Employee ID

E-driving Licence

Student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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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구축 및 운영

·콘텐츠 공급(이통사 및 제조사)

·1,072개의 애플리케이션 공급 및 6,250,615건 다운로드 (2010년 기준)

Media SHarinG

·멀티미디어 컨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한 기기와 공유하는

Connectivity Solution

·다양한 제품군과의 P2P를 결합하여 제품과 서비스에 새로운 가치 발굴

MoBiLe PaYMent

·신용카드, 멤버쉽, 포인트, 쿠폰 등을 하나의 모바일 USIM 카드에 구현한

스마트 모바일 결재 솔루션 및 서비스

aPPLiCation & ContentS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컨텐츠

taBLet deviCe

·자체 제작 풀HD 8.9인치 NFC 태블릿, 일루미너스 T9

·태블릿 전용 애플리케이션 구축, 서비스

 

모바일 비즈니스 분야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전문 S/W 기업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 1차 7층

-

tel  02.2082.2431

fax 02.2082.2436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7 코오롱디지털빌란트 5층 13층

-

tel  02.597.3023

fax 02.597.3177

-

www.ubivelox.com



Life innovation with UBiveLoX
www.ubivelo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