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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ZUM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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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이고 편리한 검색 서비스 제공

• 필요로 하는 정보와 뉴스를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

• 나만의 즐겨 찾는 사이트 바로가기 설정 옵션 제공

• 오늘의 날씨, 증시, 운세 등 하루에 꼭 필요한 정보 제공

• 비즈, 테크, FUN, 연예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

•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검색 서비스 제공

• AI딥캣(DeepCat) – 딥러닝에 기반한 문서 분류 엔진으로 주제별 문서 비율 제공

• 신용카드, 보험, 예금, 적금 등 한 번에 모아보는 금융정보 검색 제공

• 레시피, 운세, 꿈 해몽 등 실생활에 유용한 편의 정보 검색 제공

• 법령정보, 판례 등 편리한 법령정보 검색 제공

줌닷컴
세상을 읽다

검색줌
세상을 읽는 더 넓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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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줌
세상을 읽는 간편한

허브줌
일상을 일는 웰메이드 콘텐츠

• 80여개 언론사의 다양한 뉴스를 AI기반으로 자동 분석하여 제공

• 편향되거나 편중되지 않은 공정한 뉴스 제공

• 최신 뉴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주제별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

• 엄선된 필진과 전문지의 다채로운 콘텐츠 제공

• 트렌디한 주제 및 개성 넘치는 콘텐츠 제공

• 라이프, 푸드, 여행, 컬처 등 양질의 콘텐츠를 원하는 키워드에 맞게 선별하여 볼 수

있도록 검색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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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줌
트렌드를 읽는 쇼핑정보

TV줌
즐거움을 PLAY하자

• 트렌디한 쇼핑 정보를 한 번에 편리하게 볼 수 있는 큐레이팅 쇼핑 서비스

• 대형 쇼핑몰 MD가 상품과 소호몰, 인기상품, 쇼핑 트렌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엄선하여 제공

• CJENM, SBS, JTBC, KBS, MBC 등 주요 방송사별 하이라이트 영상 서비스 제공

• 카테고리별, 랭킹별 인기 영상, 방송사별 최신 영상, 프로그램 회차별 영상 제공

• 자체 개발한 영상 플레이어로 자동 재생 및 해상도, 사이즈 ,재생 속도 조정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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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어라운드
주요 언론사의 실시간 이슈를 한눈에

• 연합뉴스, YTN, 한겨레TV, SBS 등 주요 언론사의 실시간 뉴스 영상 서비스

•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연예, 스포츠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 뉴스 콘텐츠 제공

• 원하는 언론사의 뉴스를 브랜드관에서 모아보기 가능

• 자체 개발한 AI기술 기반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적합한 뉴스 콘텐츠

추천

여행줌
실시간 항공권 가격비교

• 실시간으로 가격비교 가능한 합리적인 항공권 검색 서비스

• 글로벌 여행 검색 엔진 ‘카약’과 제휴 통해 실시간 항공권 검색 서비스 지원

• 해외 소도시 항공권 정보까지 간편하게 조회 가능

• 가격 비교 후 최종 항공권 예약과 결제도 진행 가능

• 숙박 검색 서비스와 연계하여 여행 서비스 고도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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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줌
신차 정보부터 견적 비교까지

푸드줌
믿고 보는 전국 맛집 정보가 가득

• 자동차 브랜드별, 차종별 최신 뉴스 제공

• 전문가들의 솔직하고 상세한 시승기, 리뷰 제공

• 신차 구매 시 꼭 알아야할 체크 리스트 및 차량 선택, 구매 가이드 제공

• 비교해보고 싶은 차종 별로 최대 10까지 실시간 최저가 견적, 보험료 확인 가능

• 실제 맛집 방문자들이 남긴 솔직한 리뷰와 평점이 높은 식당 정보 제공

• TV에서 방영된 유명 맛집, 메뉴별 꼭 가봐야 하는 맛집, 지역별 핫플레이스 등 알

짜 정보만 모아 추천

• 전문 에디터가 직접 방문해 본 맛집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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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줌
가상화폐 정보를 한 곳에

• 가상화폐 관련 국내외 최신 뉴스 제공

• 주요 커뮤니티 반응을 실시간으로 제공

•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퀀덤 등 가상화폐 시세 정보 제공

• 다양한 가상화폐 전문 채널 영상 제공

이글루스
개성 가득한 사람들

• 소소한 일상부터 다양한 취향까지 개성 가득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블로그 서비스

• 관심사, 취향 기반으로 소통하는 밸리

• 세분화된 영역별로 다양한 서브 컬처 콘텐츠

• 모바일에서도 쓰기 편한 이글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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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모바일
모바일로 세상을 읽다

딥다이브
A.I기반 추천 콘텐츠 비즈니스 허브

• AI기반 공정하게 자동 선별한 실시간 주요 뉴스 제공

• 뉴스, TV연예, 스포츠, 라이프, 여행/푸드, 쇼핑, 가상화폐 등 주제별 최신 뉴스

및 영상 콘텐츠 제공

• 줌앱의 알림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최신 뉴스 확인 가능

• 사용자 중심의 검색 결과 제공

• 깊이 있게 연결해주는 추천 기반 콘텐츠 비즈니스 허브

• 콘텐츠 제공사로부터 영상 콘텐츠와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 제휴 서비스에 각 자사 페이지 내에서 다양한 영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콘텐츠 우천 위젯을 통해 소비를 확산시켜 이용 트래픽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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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썸
나를 아는 뉴스

• 사용자 반응을 반영한 투명한 랭킹 시스템으로 다양한 분양의 뉴스를 골고루 전달

• 관심사 분석으로 사용자 맞춤 뉴스 추천

• 나의 뉴스 소비 습관 확인 가능

• 한 손 모드, 글자 크기, 배경색 변경 가능

• 모바일에 최적화된 사용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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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량
ZUMinternet

• 20년 자체 검색 엔진 노하우

• 대규모 검색 데이트 수집, 분석 및 검색 결과 제공

• 사용자 반응 반영하는 Ecosystem 구축

검색엔진 기술

• 대용량,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술

• 딥러닝 학습 검색 랭킹 적용

• 사용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기술적 특징 경쟁 우위

• 대용량 /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산 처리 가능

• 빅데이터 마이닝 기술 보유

• 2,000여대 서버에 저장된 500TB의 데이터를 분석 후 최적의 검색 결과

제공

빅데이터 기술

• 60억 건 이상 문서를 저장/분석하는 기술적 노하우

• on-premise와 cloud를 접목한 효율적 운영

• 다양한 콘텐츠, 사용자 분석 추천 시스템 보유

• A.I를 통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 분석, 처리 자동화 기술 보유

•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문서 및 이미지 분석 자동화
인공지능

• 가짜 뉴스 판별 A.I 대회 우승

• 검색 서비스에 딥러닝 기술 적용, 검색 품질 향상 ( 문서분류 A.I엔진

Deep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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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량
ZUMinternet

• 2019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2등 수상

• 금융 정보 분석 기술 개발

부설연구소

주요 실적 및 추친 과제

2019 - 2018

• 인물이미지 검색 시스템 개발 – 주요 인물에 대한 이벤트 단위 사진 검색

• 딥러닝을 이용한 의류 추천 기술 개발

• 인물 사진 썸네일 생성 기술 개발

• 가짜 뉴스 찾기 기술 개발 국책 과제 수행

줌인터넷 연구소 ‘가짜뉴스 판별 AI 개발대회’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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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닷컴 성과
ZUM.COM

2020.01 닐슨 코리안 클릭 기준

월 검색 쿼리 수

44,839,000

월 순방문자 수

7,894,430

월간 페이지 뷰

255,870,000

“국내 PC 이용자 수 3,200만 중 약 25% 이용자가 줌닷컴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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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닷컴 성과
ZUM.COM

줌닷컴 시작 페이지 사용자 수 3위 네이버 15,627,917 다음 11,050,160 줌닷컴 7,324,63 구글 130,422

검색 점유율 4위 네이버 71.6% 다음 16.7% 구글 5.35 줌닷컴 1.8%

2020.01 닐슨 코리안 클릭 기준

“지속적인 성장세 & 검색 점유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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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터넷은 A.I 및 빅데이터 기술 기반으로 공정하고 바른 검색 및 편의성 중심의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읽는 기술력으로 미래의 더 큰 편의를 높이고 사용자에게 꼭 맞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지속 연구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줌인터넷은 A.I기반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고객과 소통하며 세상을 이끄는

기업으로 한 층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고객의 생각과 마음을 읽고자 하는 노력에 더하여,

자체 검색 엔진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상을 읽는 줌인터넷,

새롭게 도약하는 줌인터넷의 도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Who we are

2009.06.10
설립일

2,680,000,000
자본금(원)

180
임직원(명)

A.I 및 빅데이터 기술 기반으로 한 최고의 서비스 기업

‘줌인터넷’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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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터넷의 다양한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 가치를 증대시킬수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존 포털 사업의 수익성 강화하는 동시에 자회사 엑스포넨셜자산운용과 프로젝트바닐라를 아우르는

테크핀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더 빠른조직으로 변화하고 효율적인 업무방식이 정착할수있도록 하면서 줌인터넷과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에도 중점을 둘것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줌인터넷의 도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표 약력 前 Citibank Korea 기업금융심사역, Cash Product Manager

前 베인앤드컴퍼니 전략컨설턴트

前 두나무 핀테크사업실장

세상을 읽는 줌인터넷

대표이사 이성현 입니다.

CEO’s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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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20

01. 콘텐츠 추천 비즈니스 ‘딥다이브’서비스

& 인공지능투자정보 제공 서비스준비

02. 이성현대표이사취임

12. ‘단답형검색’서비스 오픈

11. ‘게시판 검색’서비스 오픈

09. 인기 TV프로그램 VOD 서비스 ‘TV줌 오픈

08. 신차 정보 서비스 ‘자동차줌’오픈

07. 포커스 자산운용 30억규모투자 유치

06. ’리얼리뷰’ iOS모바일앱출시

05. 가상화폐 정보 ‘코인줌’서비스 오픈

04. ’뉴썸’ iOS모바일앱출시

03. 개발자센터 줌 CONTENT API 제공

01. ‘레시피 정보 검색’서비스 오픈

12. 줌인터넷 인공지능R&D챌린지 1위수상

인공지능뉴스 추천앱 ‘뉴썸’모바일앱출시

11. 쇼핑몰랭킹서비스 ‘쇼즐’모바일앱출시

10. 줌닷컴 AI기반 문서분류 검색 서비스 오픈

09. 줌닷컴 ‘증권정보’서비스 오픈

08.  이글루스 iOS모바일앱출시

07. 줌닷컴 ‘법령정보’서비스 오픈

06. 한동대와 인공지능기술연구MOU체결

05. 줌닷컴 검색점유율 2%돌파

04. 지도 검색 서비스 리뉴얼

01. 김우승대표이사취임

2019 2018 2017

11. 동영상 기반광고플랫폼뉴스어라운드

서비스 오픈

10. 처방해줌(주) 설립

09. 검색줌 ‘셀럽Now’ 출시

07. 인공지능R&D그랜드챌린지수상

06. 줌인터넷 코스닥상장

05. 줌닷컴 PC프런트 개편

04. 동영상패션 리뷰앱 ‘랄라’ 런칭

03. 줌닷컴, 모바일 개편

03. 뉴썸 ‘재미썸’ 출시

02. 게시판 검색 서비스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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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12. 이글루스 모마일앱베타버전출시

06. 줌인터넷 코넥스(KONEX) 상장

01. 고품질 콘텐츠플랫폼 ‘허브줌’오픈

10. 줌닷컴월간순방문자 1000만돌파

07. 줌닷컴 프론트페이지점유율 3위달성

06. ‘이글루스’서비스 12주년

05. 스윙브라우저누적 다운로드 1,000만 기록

05. ‘쇼핑줌＇서비스 오픈

04. 스윙브라우저2.0출시

03. 사이트순위검색 리뉴얼

12.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인터넷 에코어워드

비즈니스 혁신대상수상

09. 개발자센터 오픈

06. 서울경제 선정대한민국 일류브랜드대상

수상

05. 줌닷컴월간 사용자수600만돌파

03.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스트투자 유치

02. 검색줌 서비스 오픈

11. 뉴스줌 서비스 오픈

10. 이스트엠엔에스, 이스트인터넷 합병

주식회사 줌인터넷 사명변경

09. 줌위젯,위젯스토어 서비스 오픈

09. 개방형포털 줌닷컴 오픈

10. 주식회사 이스트인터넷 설립

07. 주식회사 이스트엠엔스 기설 부설연구소 설립

10. 주식회사 이스트엠엔에스 설립

2014 - 13 2012 - 11 2010 - 09

11.  오픈인터넷 검색, 증권 인터넷관심도 오

픈

07. 스윙브라우저월간순이용자 100만명

돌파,누적 다운로드수290만 기록

07. 줌닷컴 3.0 오픈

05. TV인터넷관심도 오픈

04. 줌닷컴 검색점유율 1.5% 돌파

12. 국내포털 검색점유율 3위등극

11. 줌클라우드 서치 엔진 제공

09. 블로그서비스 ‘이글루스’인수

04. 줌닷컴 검색점유율 1%돌파

03. 쇼핑박스 서비스 오픈

02. 줌닷컴 2.0 오픈

2016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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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Minternet

보도자료

• [이데일리] 줌인터넷, 이성현 신임 대표 선임..”핀테크 사업 강화”

• [뉴스핌] 줌닷컴 ‘뉴스어라운드’ 서비스 오픈

• [데이터넷] 자동차 정보 서비스 ‘자동차줌’ 개편… 자동차 매장 방문 없이 브랜드별 견적 비교 가능

• [아시아뉴스통신] 줌인터넷 AI R&D 챌린지, IITP 원장상 수상

• [이데일리] 줌인터넷, KB증권과 ‘테크핀’ 조인트벤처 설립

• [IT DAILY] 줌인터넷, 아이지에이웍스와 광고 사업 확대 위해 협력

• [서울파이낸스] 연예인 사진 검색 서비스 ‘셀럽Now’ 선보여… 셀럽 근황 사진 시간순으로 한 눈에 확인

• [디지털데일리] 줌인터넷, 미래에셋제5호스펙과 합병 통해 10일 코스닥 시작 상장

• [게임포커스] 줌인터넷의 블로그 서비스 ‘이글루스’, ‘2018 대표 이글루’ 선정 결과 발표

• [IT DAILY] 줌인터넷, ‘줌닷컴’ PC 첫 화면 개편

• [메트로 신문사] ‘IPO 기자간담회’ 줌인터넷, 6월 코스닥 상장 도전

• [이투데이] 줌닷컴 모바일 페이지 첫 화면 개편

• [지디넷코리아] 줌닷컴, 사진 기사 모음 서비스 ‘포토 슬라이드’ 오픈

• [서울경제] 줌인터넷 ‘미래에셋제5호스펙’과 합병 통해 코스닥 상장

언론 보도 전체보기>>

2020 - 2019



세상을 읽다,

줌닷컴 : http://zum.com

줌인터넷 홈페이지 : http://zuminternet.com

관련문의

줌인터넷 비즈니스 본부

E-mail : partner@zuminterne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