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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13 
01  포렌식기반 이미지 위변조방지 시스템 

invisibleCode, GS인증 
06   오픈 API 기반 콘텐츠 서비스 인터페이스 

제공시스템 및 방법 특허 결정 (국내 유일) 

2012 
10  별도법인 (주)PCN컨설팅 설립 

2011 
08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0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 
06  (주)피씨엔으로 상호변경 
04  (주)포스트코리아넷 부설 연구소  
      ISO 9001:2008 인증 획득 

2010 
11  (주)포스트코리아넷 부설연구소 설립 
08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가입(출자) 
06  벤처기업확인 인증 

2008 
04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03  2008 웹어워드 위원회 최우수 

디지털에이전시 인증 

2004 
04  '온라인을 이용한 병원 자동화  
      서비스 시스템' 특허출원 
      (출원번호 10-2004-0051772) 

2002 
10  온라인쇼핑몰 솔루션 PCNShop V 1.0 개발 

1999 -000 
12 코리아넷 설립 
03  ㈜포스트코리아넷 법인전환 

2015 
11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서귀포시 ‘PCN 제주’ 펜션 오픈 



Certification 

벤처기업확인서 

2010/06/18~2012/06/17 

ISO9001:2008  
Quality Management System 

2011/04/29~2014/04/2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2011/06/14~2014/06/13 

Invisible Code 
포렌식기반 위변조 방지 솔루션 

GS인증 획득 (13-0003) 

국내 유일 OpenAPI 기반  
콘텐츠 서비스 인터페이스  

제공시스템 특허 

벤처기업확인서, INNO-Biz 확인서, ISO9001, 
GS 인증 및  
특허출원에 이르기까지 
 
방법론, 품질관리, 소프트웨어 품질에 있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준을 받고 있습니다. 



Organization 

CEO CTO 

Management 
Group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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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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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CMO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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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end 
Dev.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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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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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SW 부문별 
인력 구성 

HW 부문별 
인력 구성 

(2015년 12월 기준) 

120명 

인력 등급  
구성 비율 

고급  
28% 

초급 
22% 

중급  
33% 

기술사 
및 특급  
18% 

MCSE 
32% 

CCNP/DP  
5% 

CCIE  
5% 

HPCP 
5% 

MCSA  
5% 

MCP 
48% 

OCP DBA 
25% 

SCJP,  
정보처리기사  

50% 

SAP, PMP, CISA  
11% 

MCDBA 
5% 

DB2 DBA 
9% 



Business 

  SI   
• 정보업무 시스템 구현 
• 시스템 인프라 구축 (HW, SW, NW) 
• 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 웹 접근성, 취약성 개선 컨설팅 및 수행 

  UX   
• User Centered Design  
• 사용성 평가와 진단 
• 신규 서비스 방향성 정의, 프로토타입 
• 기업 UI UX 가이드라인 

  BRAND 
• SNS 및 Blog 개설 운영 
• Branded 콘텐츠 및 영상 제작  
• 온라인 마케팅, 프로모션 
• 브랜드 서비스 운영 유지보수 

  R&D   
• 국가과제 수행 
• 보안 취약점 컨설팅 및 개선 
• IT/모바일 교육 ・ 세미나 제공 
• JAVA기반 솔루션(KISS) 群 



Business 

System Integration 

PCN은 풍부한 사업경험과 핵심 요소기술, 솔루션 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와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영역의 컨설팅부터 시스템 구현에 이르기 까지, 고객 Digital 환경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인력을 통해 고객 중심의 Digital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I 

Customer  
Oriented  

S.I. 

E-Biz  
consulting 

Public 
Institution 

Service  



Business 

User Experience 

디지털 서비스에서의 사용 행위를 의미있고 중요하며 유용한 경험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입니다.  

고객의 사업 가치와 사용자의 이용 가치의 간극을 최소화 하고  

그 사이의 접점을 만들어 가는 매개 전략입니다.  

UX 

Value User Experience = VX 
Meaningful Important Useful 



Brand 

Business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철학을 공고히 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 PCN의 브랜드 사업입

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Social Media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콘텐츠를 제작하고 브랜드의 경험을 세분화하여 만들어갑니다. 브랜드를 지키고 연장시

키는 신념을 PCN과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Branded 
Contents 

Online  
Promotion 

Social 
Media 

Marketing 

Brand 
Experience 

Brand Marketing 



Business 

R&D  Research & Development 

KISS  
Solution 

Subject of  
National 

Policy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Business  
Consulting 

지식 가치 기업으로서의 PCN은 끊임없이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연관 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KISS 솔루션은 2012년 개발되어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 서비스 되었습니다.  

2012년 PCN 컨설팅을 설립, 품질과 컨설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품질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Business 

Solution  
JAVA기반으로 융통성, 효율성, 플랫폼 이식성 그리고 탁월한 보안성을 통해 이상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킨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OASIS 

Homebuilder 

Blog 

Search 

WCMS 

QRCode 

OTP 

Community 

국내 유일 관련기술 특허 취득 (2013.06)  



Clients 

주요 공공 고객 

주요 기업 고객 

http://www.skplanet.com/
http://www.sae-a.com/eng/main/main
http://www.nongshim.com/main/index
http://www.epson.co.kr/
http://www.fss.or.kr/fss/kr/main.html
http://www.fki.or.kr/
http://www.mcdonalds.co.kr/www/kor/main/main.do


Awards 

미디어/정보서비스 부문 – 공공블로그 분야  대상  자유광장 블로그  

웹표준 이모베이션   대상  삼성서울병원  

미디어/정보서비스 부문 – SNS 분야  최우수상  자유광장 페이스북  

생활브랜드 부문 – 프렌차이즈 분야  최우수상  맥도날드  

공공/의료 부문 – 비영리단체 분야  최우수상  마이 월드미전  

Public Service Websites  Grand Prix  마이월드비전  

Life Brand Websites  Grand Prix  농심  

Medical & Health Websites  Grand Prix  분당서울대학교병원  

Webzine / Blog & SNS  Winner  자유광장  

Public Service Websites  Winner  한국은행  

Corporate Websites  Grand Prix  금호건설  

Public Services Websites  Winner  국립과천과학관  

Medical & Health  Winner  건국대학교병원  

Life & Entertainment Mobility  Winner  서울종합예술학교 모바일 웹  

Corporate & Public Mobile Sites  Winner  금호건설 모바일 웹  

2014 

2013 

2012 

미디어/정보서비스 부문 – 공공블로그 분야  대상  자유광장 블로그  

웹표준 이모베이션   대상  삼성서울병원  

미디어/정보서비스 부문 – SNS 분야  최우수상  자유광장 페이스북  

생활브랜드 부문 – 프렌차이즈 분야  최우수상  맥도날드  

공공/의료 부문 – 비영리단체 분야  최우수상  마이 월드미전  

생활브랜드 부문 – 식품 분야  대상  농심  

문화/레포츠 부문 - 문화/전시관 분야  대상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미디어/정보서비스 부문 – 공공블로그 분야  대상  전경련 자유광장  

공공/의료 부문 - 종합의료 분야  최우수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기업일반 부문 - 유통 분야  최우수상  동원그룹  

고객지원/서비스 부문 – 글로벌 서비스 분야  우수상  삼성엔지니어링  

공공/의료 부문  통합대상  한국관광공사  

건설분야  대상  금호건설  

글로벌서비스 분야  대상  금호건설 영문  

문화/전시관 분야  최우수상  국립과천과학관 (다국어)  

공공 블로그 분야  우수상  전국경제인연합회 블로그  

유통분야  대상  SK네트웍스  

종합의료 분야  대상  건국대학교병원  

모바일 공공/의료 분야  대상  건국대학교병원 모바일 웹  

모바일 문화/교육 분야  최우수상  서울종합예술학교 모바일 웹  

모바일 기업일반 분야  우수상  금호건설 모바일  



2015 Portfolio 

한국마사회 스마트레이싱 구축 사업 (2015)  

- 한국마사회 경마 정보, 계좌 고객 시스템, 베팅 시스템 등과 관련한 기간계 연동 구현, 비콘 연계  
- 출전정보 분석을 통한 통계적, 과학적 스포츠로서의 포지션 정보 제공을 통해 마케팅 전략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레저문화공간으로의 리포지션 

* 출주정보 분석 – 쉽고 빠른 마토 구매 – 실시간 경주 정보 – 좌석예매 – 이벤트/쿠폰 제공 - 공원안내  



Portfolio 

삼성서울병원 온라인채널 2.0고도화 구축 사업 (2015)  

- 삼성서울병원 2.0 헬스포털 미디어 고도화 및  헬스케어, 스마트TV, 비콘 등 모바일 서비스 구축 
- Website 통합 홈페이지 및 영문 개편 / 임직원기부실적 웹 / 해피카페 커뮤니티 
- App Service  통합 서비스 / 심장뇌혈관  / 복약알리미 / 입원도우미 TV / 수진자도우미 / 건강수첩 / 통합메시지 발송 시스템 

2015 

http://nstore.naver.com/appstore/web/detail.nhn?originalProductId=55820&sr=ps


대여 

지리정보 

레저 
시설 

이용권 
구매/결제 

IoT 
(Beacon) 

KIOSK 

Blue-tooth 

POS 

Barcode 

부산시 창조경제형 관광여가도시를 위한 IoT기반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2015 수주, 진행 중) 

- IoT기반의 미래형 스마트 정보서비스 모델 및 구축기법 확장과 강화 
- 대여-판매-구매-결제 Device와 서비스 Platform간의 연동 및 기술력 축적 
- 스마트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Web-Mobile간 융합모델 구현 
- 관련 사업시설의 구매 결제 시스템, 포스 및 키오스크 연동 기반 사업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므로 제안 시 화면으로 사례 참조합니다. 

2015 Portfolio 



동원산업 홈페이지 개편 (2014)   

• 동원그룹의 대표 서비스를 통해 아이덴티티를 재고하고 

브랜딩을 강화하는 목적의 개편 진행  

• 동원그룹 대표사이트, 영문, 반응형 구현 

동원그룹 홈페이지 개편 (2013)  

• 동원산업의 기업 활동 및 기업 가치 홍보 목적   
• 반응형 구현 

기업 브랜드 Company & Brand Portfolio 

SK플래닛 기업 홈페이지 개편/운영 (2015) 

• 기업의 확장과 사업의 확장에 따라 기업을 
표현하는 그래픽 요소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업 
아이덴티티 강화 

•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글로벌 (2014)  삼성엔지니어링 글로벌 (2013) 

•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글로벌 B2B 서비스 
• 영문 전용으로 번역 편집 포함 수행 

• 사업 특성에 따라 글로벌 서비스를 선구축한 사례 

• 전문 Copy writer, Native content editor 수행  

• 웹호환성 준수,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 해외 글로벌 디자인 에이전시로부터의 디자인 감수 (Tangerine) 

SK네트웍스 웹 사이트 개편 (2013) 

• SK그룹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고객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SK네트웍스의 기업 
가치를 표현 

기업 브랜드 Company & Brand Portfolio 



기업 브랜드 Company & Brand Portfolio 

삼성물산 건설부문 웹사이트 개편 (2013) 삼성중공업 웹사이트 운영 (2013) 

• 기업 이미지 확장과 활발한 활동력을 통한 
기업력의 구축을 중심으로 한 아이덴티티 수립 

• 다양한 사업 활동의 포트폴리오와 함께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표현 

• 안정적인 기업 가치의 일관성 있는 제공을 위한 
연간 운영 사업 수행 

• 지속적인 기업 콘텐츠의 제작 및 관리 

금호건설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2012) 

• 2012년 웹어워드 코리아 3개상 수상, & 어워드 
2개상 수상 

•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갈 금호건설의 
글로벌한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의 개편 



세아상역㈜ 웹사이트 리뉴얼 (2015) 

• 윤리적 사회공헌 기업으로의 아이덴티티 표현 
•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 뉴욕 지사 및 글로벌 컨설팅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환경에서도 소통되는 웹콘텐츠 제작 

기업 브랜드 Company & Brand Portfolio 

동원산업 홈페이지 개편 (2014)   

• 동원산업의 기업 활동 및 기업 가치 홍보 목적   
• 반응형 구현 

SK네트웍스 웹 사이트 개편 (2013) 

• SK그룹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고객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SK네트웍스의 기업 
가치를 표현 



SK네트웍스 루즈앤라운지 사이트 구축 (2013) 

기업 브랜드 Company & Brand Portfolio 

• SK네트웍스의 신규 패션브랜드인 Rouge & 
Lounge 사이트 구축  

• unexpected surprise의 컨셉을 통해 미니멀리즘 
표현 

맥도널드 디지털 채널 통합 개편 (2013) 

• 맥도널드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 제작  
•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및 웹취약점 점검 실시 

농심 대표 & 브랜드 통합 홈페이지 개편 (2013, 2015)   

• 그룹 대표사이트와 10여개의 브랜드 통합 구축 
• 웹 접근성 마크 획득 / 반응형 구현  
• 2015년 메인 페이지 전면 개편 



Portfolio 후원  Donation 

마이월드비전 웹포털 구축 사업 (2013)  

• 월드비전의 스폰서십 2.0라는 새로운 테마 적용 
• 글로벌 CRM 솔루션인 iVision과의 연동 

초록어린이재단 웹사이트 구축 (2016, 진행 중)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온라인 채널 개편 진행 중 
    (포트폴리오 이미지는 제안 시안으로 대체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2013, 2015)  문화포털 웹 서비스 구축 및 개편 (2013, 2015)  

• 서비스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로의 변화를 통한 개편 수행  

• 다양한 문화 정보와 문화 지식 정보를 제공  

• 문화 정보와 혜택을 알리는 문화 정보 서비스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캠페인 ‘문화가 있는 날’을 
서비스 하고 있음  

문화 Culture Portfolio 

• 문화 정보와 혜택을 알리는 문화 정보 서비스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캠페인 ‘문화가 있는 날’을 
서비스 하고 있음  

서울시향  (2013, 2015)  



의료 건강 Health Care Portfolio 

헬스온 B2B 의료 서비스 (2013)   

• 세계 최초의 Mobile Health를 이용한 검진기반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로 개인별 건강관리 Guide 및 
권장 체중 목표 달성 프로그램 제공  

• Web 기반의 SNS형 커뮤니티 구현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웹사이트 구축 (2013)  

• 병원정보 뿐 아니라 건강정보, 예약 및 의료진 정보 등의 
건강을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  



데이터 개방 Open Data Portfolio 

서울시 정보소통광장(2013, 2015)  문화데이터 개방 체계 확대 운영 용역 (2015)  공공데이터포털 구축/운영 (2011~2015)  

• 정보소통광장 문서공개시스템 기능보완 및 유지관리 
• 2014년 서울시 엠보팅 개선 사업 
• 2014년 모바일서울 개선 및 운영 용역 

• 정부3.0 기반 국내 대표 데이터 개방 서비스인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포털 구축 

• 4년 연속 사업 참여로 다져진 데이터 구축-서비스 역량 

•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문화정보원 데이터 개방 사업 
• 167개 기관, 6400만 건 이상의  문화정보 Meta Data 

수집 ・ 저장과 품질 관리 
• 3년간 사업을 통해 구축된 프로세스와 노하우 기반으로 

2,000만건의 메타데이터를 추가 수집 



소셜 SNS & Branded Contents Portfolio 

전경련 블로그 자유광장 구축/운영 (2012~2014)  삼성중공업 블로그 운영 (2012~2014) 삼성서울병원 블로그 및 소셜 체계 구축/운영 (2015) 

• 전국경제인연합의 친화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구축된 자유광장 블로그 

• 경제 정보와 전경련 이슈, 직장인들을 위한 생활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소통’을 위한 콘텐츠 제공  

• 삼성서울병원의 건강 및 의료 정보, 의료진의 친화적인 
안내 등을 위해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의 통합 소셜 
채널의 운영 

• 페이스북 광고 및 이벤트 병행, 기업 이미지 재고를 위한  
소통 채널로의 활발한 역할   

• 삼성중공업 임직원의 현장 이야기, 글로벌 활동, 
사회 공헌 등의 이슈를 소프트하게 전달하기 위한 
채널로 블로그 활용 

• 외부 홍보용 콘텐츠 뿐 아니라 내부 임직원이 
자부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성 확보    



모바일 Mobile  Portfolio 

2012  
건국대학교병원  

2012  
금호건설 

2011  
국립과천과학관 

2012  
서울종합예술학교 

2012년  

웹어워드코리아 모바일  

모바일 공공/의료부문 

 

대상  

2012년  

웹어워드코리아 모바일  

모바일 일반기업부문 

 

대상  

2011년  

웹어워드코리아 모바일  

모바일 교육부문 

 

대상  

2012년  

웹어워드코리아 모바일  

모바일 문화/교육부문 

 

대상  

농림수산식품부 국회도서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문화재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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