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22

Introduction

Overview

Business domain

History

Organization

certification

1

2

3

4

5



33

㈜메이티는 컨설팅에서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까지 완벽한 전문 기업으로 Email Marketing  Solution 패키지인 EON 개발로 출발하여 同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 받아, 솔루션 공급은 물론 다양한 Web 및 SI 프로젝트 수행과 Solution 공급 및 스마트 시스템의 구축을 행하고 있는 기업으로써, 합리적인 조직체계와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고객의 E-business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회사명

업종

주요분야

설립일

주식회사 메이티 (matey Co.,Ltd)

소프트웨어 자문,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공급

Web SI, Web Agent, Web 접근성, IT 컨설팅, IT 솔루션, 멀티미디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2001년 1월 1일

(0839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31. 1012호(구로동,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워2차)

Tel : 02-855-5099   Fax  : 02-855-5098   Homepage :  http://www.matey.co.kr

주소

회사개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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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I

 시스템 구축

 시스템 및 기술통합

 Data Mining/ Development

 시스템 안정화 및 보안강화

 운영 및 사이트 유지보수 지원

SOLUTION

 EMS Solution

 DID Solution

 MDM Solution

 Social Network Service Solution

 SKT, 포스코, 농심 등 대기업 납품실적

WEB AGENT

 E-biz 사업 모델 수립/진단/전략 수립

 Contents 기획

 Creative 디자인

 사이트 구축

 온라인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웹 접근성 컨설팅 / 구축

㈜메이티는다년간 프로젝트 경험에 의해 다져진 Methodology와 Know-How를 통해 웹 시스템 통합(Web SI), 웹사이트 구축 및 e-Business 컨설팅(Web Agent), 

Solution 공급 및 웹 접근성 컨설팅 및 구축에 이르는 WEB에 관련한 모든 Business Area를 포괄하는 사업영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business
Total solution provider

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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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메이티는 2001년 설립이래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6 08   LG유플러스 멤버십 앱개편 서버개발 용역

07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차세대시스템 구축

07   대법원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구축(UI/UX부문)

07   코스콤 SignKorea 홈페이지 운용업무

07   법무부 외국인 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UI/UX부문)

06   SW중심사회 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04   대구도시철도 업무시스템(드림스) 유지보수

03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시스템 구축 용역(UI/UX부문)

02 MLB 코리아/카스포인트 사이트 퍼블리싱

02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표준기술문서 DB구축사업

02 하림그룹 홈페이지 유지보수

02 우리문화지킴이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01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UI/UX부문)

2017 12  농식품 ICT융복합 모델개발사업

(ICT기반 정보수립장치 설치공사)

12   정책기획위원회 홈페이지 제작

11   스마트팜 9종 센서모듈 및 메인컨트롤 박스(센서장비납품)

10   코람코자산신탁&코람코자산운용 홈페이지 리뉴얼

08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차세대시스템 구축

08  제주항공 웹/모바일앱 UX 및 시스템 고도화

07   대법원 부동산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2차 구축

07   하림홀딩스&하림그룹&제일홀딩스 홈페이지 유지보수

05   2017년 SignKorea 홈페이지 운용

05   2017년 SW중심사회 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04   스타벅스 Gift상품권 시스템 개발 용역

02   하림홀딩스&제일홀딩스 홈페이지 신규 구축 사업

02 대구도시철도공사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01  대법원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UI/UX부문)

2018

2015 12  청년희망아카데미 홈페이지 구축 사업

1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중심사회 포털 운영 및 확대 개편

11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구축

06   코스콤 SignKorea 유지보수

06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구분회계포함) 

통합회계시스템 구축 사업

03   대동공업 홈페이지 개편

02  MDM솔루션 DBK네트웍스 납품

04 정책기획위원회 뉴스레터 제작

0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통합 홈페이지 1차 구축사업

03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02   기업부설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 재구축

02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2차구축(디자인/퍼블리싱)

01  업무시스템(드림스,모바일업무 지원시스템)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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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아모레퍼시픽 DID 솔루션 서비스 개시

10 KTL 장비관리시스템 구축

09 하림 그룹 외국어 사이트 구축

09  원자력병원 SS이 검교정 측정기술 전산화 프로그램 제작 용역

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정보화 사업

08 농심 그룹사 홈페이지(9개)개편

06 코오롱스포츠,HEAD DID시스템 구축

04 농심 소매물류시스템 온라인 쇼핑몰 구축

03 SignKorea 홈페이지 개편(모바일 사이트 포함)

01 삼성경제연구소 사이트 웹 접근성 적용

연혁

2014 1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기반 SW정보제공시스템 구축

12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개편 용역사업 (반응형 웹)

0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증명서 공동발급 시스템 구축

06 멕시코 MDM(Mobie Device Management) 개발

05 코스콤 SignKorea 유지보수

04   LF(구 LG패션) 질스튜어트 뉴욕 브랜드 사이트 리뉴얼

(모바일 사이트 포함)

02 코스콤 정보공유포털 구축

01 경찰청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01 LG하우시스 DID 솔루션 시범 서비스 개시

2012 12 대전 대덕구청 포탈사이트 개편

12 #메일 웹 포털서비스 구축

11 KOLAS 지정평가 컨설팅을 위한 홈체이지 개발

06 세한대학교 웹사이트 구축

05 하림그룹 홈페이지 구축

04 KCC-Homecc 인테리어 온라인 유통 채널 구축

0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스마트캠퍼스 구축

01 협성대학교 스마트 캠퍼스 구축

01 근로복지공단 아시안포럼 영문홈페이지 구축

2011 12 한국과학기술시험원 고객전용 홈페이지 구축

08 대덕구청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07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기관 행정정보 시스템 통합

05 4대보험사회보험시스템 고도화

05 국악박물관 콘텐츠 확충 및 국악정보서비스 구축

03 하림쇼핑몰 구축

02 KISDI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01 SK스포츠단 홈페이지 개편(아이번스,나이츠 T1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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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대한측량협회 홈페이지 및 KASM시스템 고도화

11 농심 ERP시스템 구축(SAP)

10 문광부 작은도서관 확장 개선

0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개편

06 신용보증기금 웹사이트 개편

06 ㈜농심 자연지향 홈페이지 구축

05 한화나노텍 홈페이지 구축

04 ㈜농심 음식문화원 웹사이트 구축

03 국가브랜드위원회 온라인 마케팅 채널 구축

0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포털 기획 컨설팅

연혁

2010 12 엠투아이코퍼레이션 홈페이지 개편

11 설비공제조합 홈페이지 개편

1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연구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07 한국예술종합학교 웹 접근성 구축

06 근로복지공단 통합 홈페이지 구축

06 ㈜농심 웹사이트 리뉴얼

06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03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웹 접근성 구축

0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정보포털 구축

01 ㈜하림 홈페이지 개편

2008 12 근로복지공단 웹 접근성 및 사이트 구축

12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사업 진출

11 본사 사옥 확장 이전

11 SK텔레콤 MPGS 구축 / IGS 구축

10 SK이노에이스 협력사 선정

07 유상증자 실시

06 국립국악원 웹 접근성 준수 웹사이트 구축

06 ㈜LG화학 이메일 마케팅 시스템 구축

04 청와대 웹사이트 운영 및 웹 접근성 유지보수

03 웹 접근성 진단 및 모니터링 솔루션사업 진출

2007 11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구축(5차)

10 NDS 인사채용 시스템 구축

09 복지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08 철도 안전정보 구축

08 해양경찰청 PC시험시스템 구축

07 SKC&C 협력업체 등록

05 한화S&C 사업 파트너 선정

05 전기안전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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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모바일 사업 진출

09 시설물 관리 솔루션 개발

08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온라인증명발급 시스템 구축

06 현대 정보기술 S.I 사업 파트너 선정

05 LG CNS S.I 사업 파트너 선정

03 본사 확장 이전

2004 10 ㈜농심데이타시스템 전략적 제휴

S³-response 공동 제품 출시

05 LG 텔레콤, B2B 파트너선정

01 이네트 크레젠과 전략적 제휴

2003 04 (주)농심 고객응대 시스템/사내정보 사이트 구축

04 인천광역시청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01 (주)풀무원 이메일마케팅 시스템 구축

2002 11 김택규 대표이사 취임

10 ㈜메이티로 사명 교체

08 EON (이메일마케팅 솔루션 출시) 

02 Web-SI 사업 부문 진출

2001 06 IntBBS(웹 게시판 구축용 저작도구)제품 출시

01 (주)아이넷엠엔에스 설립

연혁

2006 12 사옥 이전(구로동)

11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구축(4차)

10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센터 인터넷증명서

위/변조 방지시스템 개발

07 코오롱 글로텍 FCM 통합시스템 개발

03 (주)대우정보시스템 협력사 선정

02 모바일 아바타 지원시스템 개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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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

Technical
Advisor
기술고문

Management
Advisor

경영고문

ㆍ개발1팀

ㆍ개발2팀

ㆍ연구개발실

ㆍ스마트팜

ㆍ모바일

CEO
대표이사

Executive
Suite

임원실

ㆍ영업팀

ㆍ신시장개발팀

ㆍ전략사업팀

Marketing DIV.
마케팅사업본부

SI DIV.
개발사업본부

ICT Convergence
ICT융복합사업본부

Management
Advisor

경영고문

ㆍ솔루션개발팀

ㆍAPP개발팀

Solution DIV.
솔루션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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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

㈜메이티는 전체 인력의 88%가 컨설팅, 크리에이티브, 전문 개발 인력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IT 전문기업입니다.

엔지니어

마케팅/경영지원

디자이너

컨설턴트

연구개발

기술등급별(36명) 기술종류별(36명)

특급기술자 5 컨설턴트 3

고급기술자 6 엔지니어 15

중급기술자 14 마케팅/경영지원 5

초급기술자 11 연구개발 3

디자이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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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인증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우수기업 선정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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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인증

스마트팜 확산사업 참여기업 등록증 KC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방송통신자재등(전자파적합성) KC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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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2016년 공공기관분야 최우수상

우리문화지킴이

2016년 문화분야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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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

KCC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2012년 제품브랜드일반 분야 우수상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포털

2015년 정부기관분야 대상

K-WATER 

2015년 공공기관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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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Service

Web SI

Web Agent

Solution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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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시스템 통합

E-Business Consulting

E-비지니스컨설팅

고객의 가치창조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한 시스템 설계, 개발, 유지보수 등

각 업무별 운영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수립

하여 고객의 Needs를 최대한 충족 시키고

고품질, 저비용, 고효율의 프로세스의 구축

을 통해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기회를

분석한 한차원 높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

IT 전 분야에 걸친 축적된 경험, 첨단기술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고객 의 비즈니스 전략을 정확히 이

해하고, 기업 기반 인프라 분석, 비즈니스

실행 프로세스 검토와 적용 가능한 기술

제시, 그리고 전략적 수행 방안을 확립하

여, 고객사의 온라인 기반 시스템 통합 사

업에 최적화된 방법론을 제시 합니다.

Mobile Service

모바일서비스

메이티의 Mobile 서비스는 강력한 기술력

을 바탕으로 급속히 진화하고 있는 모바일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구

축하며, 다양한 E-Business에 적용할 수 있

는 최상의 유무선 연동 시스템을 제공합니

다.

1 2 3

Man Power

IT 전 분야에 걸친 막강한

첨단기술 전문 인력 중심으로 체
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진행

Know-How

오랜 경험으로 인한 차별화된

전략과 비지니스 노하우로
최적화된 방법론 제시

Experience

강력한 기술력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질, 고효율의
프로세스 구축

㈜메이티는 Web 시스템 분석/설계/구축에서 대형 Database 구축 및 이관, 각종 시스템 통합 및 연계까지 다양한 사례의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노하우와 표준화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최적의 수행기법을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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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구축

웹 트렌드를 앞서가며 고객의 Needs에 최적화 된 컨텐츠로 기능과 디자인을

모두 만족시켜 드립니다.

탄탄한기술력과다년간의경험을통한노하우기초로한 Creative Design!

(주)메이티는 미래지향적 시각과 통찰로 트렌드를 선두하며 항상 한 발 앞서 고객의 고민에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며, 그에 꼭 맞는 Creative한 접근과 발상으로 고객만의 특별한 Identity를 제공합니다.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Professional Planning

전문적인기획

 종합적인 데이터 조사 및 환경 분석

 차별화된 구축 전략 및 방향 수립

 고객의 Needs에 최적화된 맞춤형 콘텐츠 기획

Creative Design

창의적인디자인

 웹 트렌드를 앞서가는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

 사용자 중심의 인터렉티브한 UI/UX 설계

 고객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Web Style Guide 개발

Standardized Publishing표

준화된퍼블리싱

 웝 표준, 웝 접근성을 준수한 표준 코딩

 다양한 디바이스 및 웹 환경 지원

 공공 및 민간부분의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경험

Stable Programming

안정적인프로그램개발

 여러 분야의 프로젝트 경험을 통한 노하우 축적

 웹 관련 최신 기술 도입

 완벽한 보안 및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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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포털, 미디어 광고매체, 공중파 방송 등에 귀속되지 않는 전혀 새롭고 강력한 마케팅 채널 확보

 강력한 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콘텐츠 모니터링, 통계 DB확보를 통한 유연한 마케팅 전략구사 가능

 해당 지역 매장과 고객의 상황/조건에 최적화된 로컬라이징 기능을 통하여 마케팅 시너지 창출

 자체적으로 진행되던 안내판, 판촉물, 포스터, POP, 배너 등 기존방식의 매체를 디지털 정보로 대체하여 시간 및 비

용을 절감하고 광고효과는 극대화

DID 솔루션

Master 본사관리자

콘텐츠 등록 / 운영 현황 리포트 /

시나리오 및 스케줄 수립 / 모니터링

Local Manager 지역관리자

자체 마케팅 콘텐츠 등록

Internet

Content
DB

Data
DB

Internet Client

(Setback box
또는 일체형)

User

온라인을통해콘텐츠의배포, 스케줄링이가능한네트웍기반의 DID를통해고객사가보다효

과적으로 DID를통한마케팅을진행할수있도록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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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N

Campaign, Survey, Event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EMS인

EON으로 귀사의 온라인 마케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드립니다.

eCRM전략을실행하게해주는가장강력하고효과적인수단이바로 e-Mail 마케팅!

Campaign, Survey, Event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EMS(이메일 마케팅 솔루션)인 EON으로 귀사의 온라인 마

케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드립니다. EON은 Online/Offline 고객, 사내직원, 언론기자, 관계사 등 회사 관련 대

상에게 다양한 정보성, 홍보성, 업무성 E-mail을 신속 · 정확하게 보내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 분석 할 수 있는 대

용량 E-mail 발송 시스템입니다.

Campaing Manager

기업 PR과 마케팅의 필수인 캠페인 전개

와 동시에 이메일 마케팅효과를 실시간

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고속

발송엔진이 탑재되어 eCRM을 효율적

으로 간단히 전개할수 있는 강력한Campaign

Management Tool입니다.

Survey Manager

온라인 상에서 설문 설계, 실행, 분석 등

일련의 활동을 일반 사용자가 쉽게 수행

할수 있는 설문 전용시스템입니다. 특히

이메일 설문뿐만 아니라 웹 설문까지 지

원하는 Total e-Survey Tool입니다

Event Trigger Manager

주기적이고반복적으로발송할메일을시스템설

정만으로자동발송하여주는자동메일시스템입니

다.현업담당자업무량의절감및수작업오류를방

지할수있어효과적으로고객을관리할수있습니

다.또한EventTrigger시스템은발송과고객반응정

보까지 수집,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접점부서

의SFA시스템과연동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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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첨단 IT대학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 효과적인 교육환경 및 학사환경 제공

• 교내 각종 인프라의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첨단 정보화 대학으로

써 학교 위상 확립

• 편의성 극대화를 통해 구성원의 캠퍼스 Life의 만족도 증가

학생/교직원

• 체크, 교통 카드 기능을 포함한 하나의 다기능 카드로 다수의 카드사용

불편을 일소

• 각종 편의시설 이용 시 캠퍼스 어느 곳이나 사용되는 One-pass 환경으

로 편리성 및 만족도 증가

• U-캠퍼스 시스템을 통한 최적의 학습문화 구현

대학교

스마트캠퍼스시스템구축

㈜메이티는 학생들이 소지하게 될 다기능 스마트카드 학생증을 기반으로 스마트 캠퍼스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모바일 학생증, 식수 관리, 도서관 스피드 게이트 및 좌석 배정기, 모바일 캠퍼스, 건물출입통제, 전자지불(학내 사이버머니), 셔틀버스, 

스마트 프린팅, 전자출결, 기숙관 관생관리, 무인택배, 무인빨래방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카드통합관리시스템

전자출결시스템

스마트모바일 시스템

Smart-Printing시스템

기숙사시스템

식수관리시스템

셔틀버스시스템

도서관시스템다기능스마트카드

학생증기반

첨단캠퍼스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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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캠퍼스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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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경제어 시스템

2세대 스마트팜의 핵심 기술인 ICT기반 신개념 센서 제품군과 선진 과학적 방법론에 기

초한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을 보장합니다.

ICT 융복합기술연구소각분야전문가들의협업결과인 S/W H/W 융복합결과물!

(주)메이티는 ICT 융복합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융복합 기술을 농업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농가에게는

생산성 향상으로 경영 안정을 가져다 주고, 국가적으로는 농업 선진국의 대열에 동참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선진 과학 방법론에 의한 분석 기법

 작물별 / 온실종류별 특화 분석

 농작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환경 분석

ICT기반신개념 센서 제품군 (H/W)

 1세대 스마트팜 센서 장비의 문제점 완벽 분석

 국내 최초 건습구 방식의 온습도 센서장치 개발

 온실 환경에 적합한 설치 노하우 도입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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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Reference

EMS Solution

Smart campus system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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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사례

201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중심사회포털운영및확대개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Client  :

• Info.    • 대내외 관련 사이트 신규 수집 콘텐츠 통합/연계 방안 제시

• 분석 결과에 따른 확대 개편 및 고도화 전략 수립

• 사용자 중심의 UI/UX 개편

• 메뉴별 Gate 페이지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한눈에 해당 메뉴의 콘텐츠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

• 콘텐츠 유형에 따른 재그룹을 통한 정보구조 개선

• 태그서비스와 관련 콘텐츠, SNS 공유 서비스 제공

• 통합검색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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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사례

2016 [한글과컴퓨터] 우문지홈페이지고도화

한글과컴퓨터• Client  :

• Info.    • 공공 문화관광정보 데이터 AIP연계

• 사용자 중심의 UI/UX 구현

• 콘텐츠 유형에 따른 재그룹을 통한 정보구조 개선

• 태그서비스와 관련 콘텐츠, SNS 공유 서비스 제공

• 통합검색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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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사례

201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중심사회포털운영및확대개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Client  :

• Info.    • 대내외 관련 사이트 신규 수집 콘텐츠 통합/연계 방안 제시

• 분석 결과에 따른 확대 개편 및 고도화 전략 수립

• 사용자 중심의 UI/UX 개편

• 메뉴별 Gate 페이지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한눈에 해당 메뉴의 콘텐츠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

• 콘텐츠 유형에 따른 재그룹을 통한 정보구조 개선

• 태그서비스와 관련 콘텐츠, SNS 공유 서비스 제공

• 통합검색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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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사례

2015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인력관리시스템구축

건설근로자공제회• Client  :

• Info.    • 근로자 기본정보 관리

• 신용/체크카드 및 지문을 이용한 출근이력관리

• 근무시간관리를 통한 출력일수 관리

• 근무이력 공제신고 기능

• 공제부금의 신고,납부조회 기능

• 6개 사업장 시범서비스 진행

• 실시간 출/퇴근 현황 및 현재근무현황 조회기능

• 외국인 근로자 관리기능

• 공사일보, 공제부금 신고현황 등 통계기능

• 제공사업주를 위한 사업장관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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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사례

201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전담부서신고관리시스템개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Client  :

• Info.    • 접속환경 및 신고접수 개선을 통한 사용자중심의 서비스 개선

• 전자접수 기능 및 UI 개선

• 대량의 신고접수에 신속히 처리 가능한 업무환경 제공

• 사후관리 및 검색·통계 기능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확보

• 시스템 확장에 대비한 DB 구조 변경

• 신고관리 홈페이지 개편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2929

구축사례

2015 [대동공업] 홈페이지개편

대동공업• Client  :

• Info.    • 최신 디자인 트랜드와 기술을 접목한 홈페이지 구축

• 제품간 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비교 기능

• 타임라인 형식의 기업역사

• 한눈에 볼 수 있는 농기계 교육일정

• 정보 제공과 고객 소통이 가능한 대동공업 직영 온라인 대리

점



3030

구축사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Client  :

• Info.    • SW중심사회 포털 사이트 구축

• 모바일 기기 대응을 위한 반응형 웹 사이트 구축

• SW관련 정부 정책 소개 및 SW개발자 처우개선을 위한 소통

기능 구현

• 인포그래픽을 이용한 통계 콘텐츠 제공

201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기반 SW정보제공시스템구축

WEB AWARD 정부기관분야대상수상



3131

구축사례

한국수자원공사• Client  :

• Info.    •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홈페이지 재구축

• 포털, 연구원, 교육원 3개 사이트 전면 개편

•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여 통합 구축

• 대국민 관심 콘텐츠인 우리지역 물정보, 채용정보,

물지식정보 등의 콘텐츠를 신규·개선

• 고객과 보다 가깝게 소통하기 위한 '소셜센터'를 구축

•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콘텐츠 적용

2014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홈페이지재구축

WEB AWARD 공공기관분야대상수상



3232

구축사례

LF• Client  :

• Info.    • 대형 비주얼을 강조한 브랜드 사이트 구축

• 격자형 기반의 이미지 컨텐츠 제공

• SNS 연계 기능 제공

• 동영상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사이트 구축

2014 [LF] 질스튜어트뉴욕브랜드사이트리뉴얼



3333

주요구축사례

2014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증명서공동발급시스템구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Client  :

• Info.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간 증명서 공

동발급 시스템

• SOAP 통신을 통한 기술자정보, 업체정보 공유 및 전송

• 대량의 기술자정보 전송 및 통신간 보안체계 구축

• 실적데이터 전송 및 실적반영 시스템 구축



3434

구축사례

경찰청• Client  :

• Info.    • 공인전자주소(#메일)을 이용한 서비스

• 경찰 업무별 우편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변환

• 샵메일 및 우편발송 서비스

• 발송 서비스 및 통합관리 사이트 구축

2014 [경찰청] 전자문서유통시스템구축



3535

구축사례

코스콤• Client  :

• Info.    • 회원사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금융ISAC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 정보제공 페이지(RSS/전문공유자료/국내,외 보안 정보 제공 등) 

• 상황전파 페이지(ESM,SMS,E-Mail 연계/보안이벤트 조회속도

개선 등) 

• 커뮤니티(채팅/상황전파 조치이력/훈련신청 기능 등)

2014 [코스콤] 정보공유포털구축



3636

구축사례

LG패션• Client  :

• URL     : 

• Info.    

http://www.hazzys.com

2013 [LG패션] 헤지스브랜드사이트구축

• LG패션 브랜드 중 브랜드와 제품 비주얼이 강화된

헤지스 브랜드 사이트 구축

• 위치기반 서비스 및 쇼핑몰 연계된 모바일 사이트 구축



3737

구축사례

농심• Client  :

• URL     : 

• Info.   

http://nds.nongshim.co.kr, http://www.youlchon.com 등

2013 [NDS] 농심그룹사홉페이지개편 (NDS외 8개 사이트)

• NDS, 율촌화학, 태경농산, 농심엔지니어링 등

농심 그룹 9개 개열사 홈페이지 개편

• 시스템 환경 통합 및 웹 접근성 준수



3838

구축사례

코오롱스포츠• Client  :

• Info.   

2013 [코오롱스포츠] DID시스템구축

• 컨텐츠 관리, 라이브러리 관리, 방송편성, 송출관리, 매장관리,
운영자 관리등의 기능 제공

•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여 배포 관리되는 DID 시스템



3939

구축사례

코스콤• Client  :

• URL     : 

• Info.    

http://www.signkorea.com 

2013 [코스콤] SignKorea홈페이지개편

• 웹 접근성을 준수한 공인 인증서 발급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 SSL인증서 및 RA용 인증서 발급 사이트 구축

• 모바일 사이트 구축

웹접근성인증마크 획득



4040

구축사례

코스콤• Client  :

• URL     : 

• Info.   

http://www.ansimmail.co.kr

2012 [코스콤] #메일웹포털서비스구축

• 공인전자주소(#메일)을 이용한 전자우편서비스

차별화된 편리성과 기능으로 코스콤만의 #메일 서비스 구축



4141

구축사례

KCC-HomeCC• Client  :

• URL     : 

• Info.   

http://www.homecc.co.kr 

2012 [KCC] HomeCC인테리어온라인유통채널구축

• 기존의 인테리어 쇼핑몰의 고정관념을 깨고 사용자 중심의
인테리어 자동견적 시스템 및 고객 커뮤니티로 구성.

• 표준, 고객맞춤, 인테리어 패키지 견적과 이미지 기반의 격자형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WEB AWARD 제품브랜드일반분야 우수상수상



4242

구축사례

Harim• Client  :

• URL     : 

• Info. 

http://www.harime.com/main.shop

2011 [하림] 하림쇼핑몰구축

• IA의 설계를 통해 정보의 이용 편리성 및 접근성 강화, 
정보 전달의 Needs를 반영한 Navigation, Menu structure.
UI로 구성

•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 및 생성 하림 쇼핑몰을 찾은 고객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콘텐츠로 제공.



4343

구축사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Client  :

• URL     : 

• Info.   

http://www.4insure.or.kr/

201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정보연계포털구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브랜드 이미지와 사업 영역을 방문하
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원하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
록 편리함 제공

• 4대사회보험의 전자민원 서식처리와 증명서 발급 및 기관연계를 구
축

웹접근성인증마크 획득



4444

구축사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Client  :

• URL     : 

• Info.    

http://www.qia.go.kr/

201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행정정보시스템통합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3
개 기관이 통합된 글로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써 확대된 사
업영역과 다양한 검역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
능개선

•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브랜드이미지 향상을 위한
디자인으로 사이트 구축



4545

구축사례

한국예술종합학교• Client  :

• URL     : 

• Info.    

http://www.karts.ac.kr/

2010 [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웹접근성구축

• 장애인 및 노령자 구분 없이 모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예술종합
학교의 홍보와 재학생 및 잠재적 지원자들에게 방문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

• 디자인, 콘텐츠 메뉴 , 관리 기능 개선



4646

구축사례

근로복지공단• Client  :

• URL     : 

• Info.  

http://www.kcomwel.or.kr/

2010 [근로복지공단] 통합홈페이지구축

•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 두 기관이 통합됨에 따라 홈페
이지를 기능적, 콘텐츠적 측면에서 개선하고 추가한
통합홈페이지 구현

•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편의성을 증
진하며 홈페이지의 운영편의성과 효율성 강화

웹접근성인증마크 획득



4747

구축사례

㈜하림• Client  :

• URL     : 

• Info.    : 

http://www.harim.com 

2010 [하림] 하림홈페이지구축

㈜하림 식품 기업의 노후화된 홈페이지를 동종업계 1위에 부흥하는
브랜드 가치를 고려한 세련된 디자인과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멀티
미디어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전면 개편 수행.
하림의 전체 제품 및 주요 제품구성 정보를 고객이 보기 편한 UI구
성.
동영상 레시피 및 하림 지식IN 등 고객이 필요한 콘텐츠를 멀티미디
어 효과를 최대로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홈페이지 활성화
및 충성고객을 확보하여 매출증대 목표 달성



4848

청와대 국립수의과학검역원해양경찰청 환경부전기안전공사 국립국악원 인천광역시

한국조폐공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관광지식정보시스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출보험공사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창원경륜공단 사이버경찰청충청남도 산림청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전광역시

EMS 주요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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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주)LG화학문화체육관광부 (주)농심한국유통정보센터 한화 S&C 한화석유화학(주)

영보화학(주) (주)풀무원코코이찌방야 LG전자삼성 신세계 호남석유화학(주)

메리츠증권(주) 굿모닝신한증권(주)(주)씨텍 크라운베이커리인터비즈투어 대우건설 롯데손해보험(주)

빙그레 CJ투자증권키움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주)한국투자신탁운용 현대홈타운 하이페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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