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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troduction | About PCN

디지털가치를만드는기업
PCN은지식, 경험, 네트워크를바탕으로디지털환경에서의고객비즈니스성공을지원하는 Digital Value Service 기업입니다.

Mission

Value

Vision

http://www.pcninc.co.kr/


4

Company Introduction | About PCN

20년간남긴기록들
‘디지털세상에서의가치 창조’라는비전아래 20년간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1999년 PCN의전신인코리아넷이설립된이후부터지금에이르기까지다양한특허와인증을획득하며해당분야에서공고히자리매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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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를극대화하는조직구성
역량을보다효과적으로발휘할수 있는 전문가들로짜임새있게 구성되어있어각 분야에서최고의비즈니스가치를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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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핵심역량_사업분야
Web & Mobile Service부터 SI, Based Data Construction, Security, R&D에이르기까지깊이있는 디지털통합서비스로비즈니스환경에서한 걸음 앞서나가고있습니다.

·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 UI/UX 컨설팅 및 개선

· 온라인 마케팅 및 콘텐츠

제작

· 웹접근성/취약성 컨설팅

및

개선

· 모바일 웹 개발

· 네이티브/하이브리드 앱

개발

· 웹 기반 시스템 통합 구축

및

유지보수

· 데이터 연계/개방 및

유지운영

· 3차원 스캔기반 모델링 및

DB구축

· 3D프린팅, VR, AR,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

· 인증컨설팅(ISMS/ISO27001

, PIMS/BS1002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취약점진단 및 모의해킹, 

침해분석 대응

· KISS 솔루션[Open API 

자동생성툴인

OASIS(특허번호 10-

1296321호), 검색엔진, 

OTP, QRCODE 등 패키지

기술] 개발

· IoT 플랫폼 솔루션, AI, 

빅데이터, 챗봇 서비스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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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 Mobile Service
지난 18년간축적한웹·모바일구축및 운영경험을통해고객의비즈니스가치와사용자이용가치의간극을최소화하고
모두가만족할수 있는최적의디지털경험을제공합니다.

온라인환경에서의효과적인마케팅전략을다각도로설계하고맞춤형콘텐츠를제작하는과정을통해고객의브랜드아이덴티티와가치를확장시켜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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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System Integration)

풍부한사업경험과핵심요소기술, 솔루션개발역량을바탕으로고객의요구와비즈니스환경에최적화된시스템을구축합니다. 

전문영역의컨설팅부터시스템구현에이르기까지고객중심의시스템통합구축사업을수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사업 경험을 통해 복잡한 사업환경을 통찰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경험은공공기관뿐 아니라시스템을기반으로하는기업과의대규모사업에서도실질적인성과로이어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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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Data Construction
PCN은최신 IT 기술인 3차원스캐닝기술을통한 데이터베이스구축기술을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공, 설계관리를위한분석및 검사자료, As-Built 3D 모델링등으로편리하게구축및 운영할수 있는맞춤형솔루션을제공합니다. 

3D데이터를활용한 3D프린팅, VR, AR, 홀로그램콘텐츠를개발하는등 4차 산업혁명의핵심 선도기술을개척해나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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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ISMS, ISO27001, PIMS, BS10021 등의인증컨설팅을통해고객의중요한정보자산을보호할수 있는서비스를제공하며
정보보호및 개인정보보호컨설팅또한 실시합니다. 

시스템의보안 취약점을진단하고모의해킹을실시해보다개선된보안시스템을구축할수 있도록지원할뿐만아니라

침해사고에빠르고정확하게대응할수 있는솔루션을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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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Research & Development)

PCN은시스템운영안전성과사용편의성을향상시킨 ‘KISS 솔루션’을 2012년 자체제작해다양한기업및 기관에서비스하고있습니다. 

특히국내에서유일하게 ‘Open API 기반콘텐츠서비스인터페이스제공시스템’ 특허를취득해소프트웨어품질향상에매진하고있습니다.  

또한다양한국가 R&D를수행하면서빅데이터, IoT, AI 등 4차 산업과관련된기술들을개발하고솔루션화하고있습니다.



12

Company Introduction | Why PCN?

특허·인증으로입증한기술력
OASIS 특허 출원, 소프트웨어품질인증 등으로업계최고의 IT 기술력및 노하우를인정받고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ISO9001:2015 
Quality Management System

전표준 API 제공

한국정보화 진흥원의 ‘공유서비스
인터페이스 표준’(SOAP 1.2, REST, 
RSS 1.0, ATOM 1.0)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API를 제공합니다.

시간, 비용절감

OASIS를 사용해서 API를 생성하면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편리한운영

생성된 서비스의 관리가 용이하여
장기적인 서비스 운영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중단서비스

Open API 변동 시 재시작을
서비스 수준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RDF 트리플 데이터 기반의 지능
형 검색 시스템 및 그 방법
(2019.04)

검색 키워드 간의 관계를 쉽게
파악하여 분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RDF 트리플 데이터 기반의
검색 서비스 시스템

온톨로지 기반의 검색 서비스 시
스템 및 방법
(2019.03)

검색 키워드를 데이터 목록에서
조회하여 이들의 관계를 네트워
크 그래프로 표현하는 온톨로지
기반의 검색 서비스 시스템

재난재해 복구를 위한 자원관리
방법 및 시스
템(2018.07)

피해 복구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과 복구 자원 모바일앱을 연계하
여 복구 자원(인력과 장비 등)의
실시간 상황을 통한 피해 복구
시간 단축 시스템

전통문화 융복합 자원을 위한 디
지털 연표 표출 시스템
(2018.05)

디지털 연표를 자동으로 표출하
는 시스템으로 체계적인 분류 및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

국내 유일 Open API 기반 콘텐츠
서비스 인터페이스 제공시스템
(OASIS) 특허 취득(2013.06)

국내 96개 기관에서 9,300만건의
공공데이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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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SIS
WCMS 등으로 생성된
콘텐츠를 일반 사용자나 기관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GUI 기반의 Open API 저작 툴

Search Engine
내부자원 활용을 위해 도입하는
대용량 통합검색솔루션으로,
기업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과
정확하고 빠른 검색결과 제공

OTP
새로운 인증번호를 생성 받아
입력하여 로그인하는 보안
서비스로, 개인정보 유출 발생을
막아주는 보안로그인 서비스

Home Builder
사이트 필수 구성요소와 선택
요소를 모듈화하여 독립적인 사이트
생성 및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는
사이트 빌더 솔루션

WCMS

웹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솔루션으로, 비전문가도
웹 접근성을 준수한 콘텐츠를
손쉽게 생성하도록 지원

메타데이터수집기

인터넷상의 정형 데이터(XML)를
자동으로 수집 및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

웹크롤러

웹상의 비정형 데이터(html)를
자동으로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

QR Code

활용성, 정보성이 뛰어난
QR코드를 손쉽게 생성하여 기업의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솔루션개발등자체 R&D수행
PCN 기업부설연구소는꾸준한투자와연구노력으로융통성, 효율성, 플랫폼이식성, 보안성이탁월한 Java 기반의솔루션 ‘KISS’를 개발했습니다.

KISS 솔루션은자체개발한 OASIS를비롯해 KISS Search, OTP, Homebuilder 등 웹 및 SI에최적화된솔루션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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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국가 R&D 사업수행
최근빅데이터, IoT, AI 등 4차 산업과관련된기술요구가증가하면서이와관련된국가 R&D도확장되고있습니다. 
피씨엔은이와 관련된 R&D 사업을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으며그 과정에서얻어진기술및 모듈을활용하여특허등록, 솔루션화, 기술이전등 다양한방향으로
사업화를진행하면서국가 R&D에기여하고있습니다.

IoT 플랫폼개발

Open API 공개SW 개발 콘텐츠지능형 검색플랫폼개발

피해복구의사결정 지원시스템개발

포렌식이미지 저작권기술개발 지능형관광콘텐츠 서비스개발

Open API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저작도구
및 서비스 자동화 툴

산재된 전통문화 콘텐츠를 수집, 분석 및
온톨로지 구축 후 해당 콘텐츠를
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다양한 융복합 형태의
검색결과를 제공해주는 검색플랫폼 구축

홀로그램 알고리즘 및 QR코드를 이용하여
원본 이미지 손상 없이 이미지에 저작권
정보를 삽입 후 포렌식으로 저작권정보를
역추출하는 저작권 기술 개발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IoT플랫폼을
개발하고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여
html5 기반 3D모델링 API와 연계하여
미디어 서비스에 활용

관광 콘텐츠에 대해서 지자체가 필요한
관광 컨설팅 보고를 위해 소셜 데이터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후 자동으로
리포팅을 생성해주는 서비스 개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량을 자동 계산하고
피해량에 따른 피해 복구 공정/공법을 파악
및 복구에 필요한 자원 수량, 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복구계획서를
생성하는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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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derstand

2
Define

3
Valuation

4
Design

5
Build

사업과 환경의 이해
가능성과 기회의 발굴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문제점 – UI/UX 목표 정의

전략 도출을 통한
가치화 단계

프로토타이핑
가치 세분화와 상세화

구축 실행
UI/UX 변화관리·검증

Company Introduction | Why PCN?

풍성한 UI/UX 경험및노하우
UI/UX는디지털서비스에서의사용행위를의미있고유용한경험으로연결하는과정입니다. 

PCN은사용자의행동패턴을이해하고최적의사용경험을제공하는것에서부터출발해사용자의모든 행위가의미있는디지털환경을설계합니다. 

또한웹 표준·웹접근성개선을포함한 UI/UX 컨설팅서비스를제공합니다.

PCN UI/UX Methodology



16

Company Introduction | Clients

굳건한파트너십구축
굳은신뢰를바탕으로, 다양한기업및 기관들과함께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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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수상경력
고객의성공을지원하는일에핵심가치를두고걸어온결과, 매년다양한분야에서빛나는수상 실적을기록했습니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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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수상경력
고객의성공을지원하는일에핵심가치를두고걸어온결과, 매년다양한분야에서빛나는수상 실적을기록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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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문화 융복합 지원을 위한 지능형 검색 플랫폼 구축

· 2019년도 행정안전부 하모니시스템 등 통합유지보수 사업

· 열린데이터광장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홈페이지구축

· 2019년 True-innovation웹사이트 운영

· 국립관천과학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 정부24유지운영

· 연합뉴스TV 홈페이지 구축

· 건강검진센터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

· ID Online Platform 구축 사업_일동제약

· 11번가 내부 업무용 관리 페이지 구축

· 관광불편신고시스템 운영사업

· 빅데이터 실뢰성과 활용성을 극대화를 위한 빅데이터 증강분석

프로파일링 플랫폼 개발

· 메이크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회원정보 이관 및 사후관리 용역

· 2019년 외부포털시스템 운영 용역

· 동원그룹 홈페이지(미디어동원) 유지보수

· 일동제약 의사로그인 페이지 제작(별건)

· 다양한 모델의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분석을 지원하는 크로스모델

데이터 통합처리 플랫폼개발

· 2019년 현대간행물 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사업

· 2019년도 지방문화원 소장자료 디지털화 사업

· 병원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용역사업

·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하모니시스템 등 통합유지보수 사업

· 정보소통광장 문서공개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서울시공무원수련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 AI 기반 빅데이터 IoT융합 플랫폼 설계 용역

· TradeKorea 개편_한국무역정보통신

· 농심 NS아리아 쇼핑몰앱 구축

· 정부 24 유지보수

· ‘서울을 가지세요’ 운영 및 유지관리

· True-Innovation 웹사이트 운영

· 지방문화원 소장자료 디지털화 사업

· 문화유산 3D DB 구축 사업

· 국립국어원 국어정보시스템 누리집 개편 사업

· 3D프린팅 콘텐츠 DB구축 및 활용 확산 사업

· 엘지유플러스 매장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현대간행물 자료 디지털화 및 지식정보자원 공유기간 구축

· 메이크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플랫폼화를 통한

활성화 용역

· 대상웰라이프 소핑몰 구축

· 건설일드림넷 기능 고도화 및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NH콕뱅킹 고도화 사업 디자인 용역

· 페루 국가문화 유산 통합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 SK텔레콤 상생혁신센터 홈페이지 운영

· 동원그룹 계열사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Company Introduction | Project List

폭넓은사업경험
PCN은탄탄한사업수행능력과서비스역량을갖추고있어다방면의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했습니다.

· 건국대학교병원 홈페이지 구축

·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 구축

· LG유플러스 대표/기업 홈페이지 유지보수 운영

· LG유플러스 홈페이지 언어 개선

· 고품질 공공저작물 확충 사업

· 현대간행물 디지털화 및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사업(추경)

· 119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 시도 확산 사업

· 문화가 있는 날 웹사이트 부분개편 및 운영유지보수

· 공공저작물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시설물 안전관리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 문화유산 3D DB구축

· 문화데이터 개방 및 활용체계 고도화 용역

· 중소규모 문화 관람지원 서비스 플랫폼 구축

· 문화정보서비스 활성화 및 운영관리

· 101 Startup Korea 홈페이지 운영계약

· 건국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 시민 맞춤형 콘텐츠 발굴사업용역

· 동원그룹 계열사 홈페이지 유지보수

· 하모니시스템 등 통합유지보수 사업

· 정보소통광장 문서공개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서울시공무원수련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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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공유자원포털 시스템

통합위탁운영 용역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웹사이트 개편

• 모바일 경제교육 홈페이지 구축 용역

• KTO 및 관광비즈니스센터 웹사이트 통합 개선

• 국립과천과학관 웹사이트 기능고도화 및 다국어

웹사이트 개편

• 4대강 이용도우미 포털 구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개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개편용역

• 국립과천과학관 웹사이트 개편

• HRD-net 홈페이지 개선 사업

• KISA 운영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통합추진

• 국민연금공단 스마트폰 앱

• 말산업 포털 '호스피아' 개편

• 스마트베팅 체험공간 구축사업

• 마사회 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마이카드3.0 

개발)

• 한국마사회 스마트레이싱 개발사업 용역

• 북한종합DB시스템 유지보수

• 해외안전여행정보 오픈API 개선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웹사이트 구축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관리체계 개발

• 공공데이터포털 리뉴얼 및 유지운영

• 국민참여형 목격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visitkorea 외국어 웹사이트 개편

• 문화포털 서비스 리뉴얼

• 월드비전 웹포탈 구축 사업(마이 월드비전)

• 평창동계올림픽 미디어풀 서비스 구축 사업

• 공공저작물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시설물 안전관리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 문화부정보중심 다부처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

ISP수립

• 현대간행물 디지털화 및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사업

• 문화정보서비스 활성화 및 운영관리

• 정보소통광장·문서공개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용역

• 문화가있는날 웹사이트 운영

Portfolio | Web & Mobile Service | Official

주요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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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미디어풀서비스구축사업

URL #웹 #모바일웹 #구축

콘셉트로설정한평창동계올림픽의 CI 컬러와아이덴티티를활용하여그리드를반영했고주요콘텐츠를이미지화하여주목도를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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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통광장·문서공개시스템기능개선및유지관리용역
정보소통광장문서공개시스템을운영하면서기능을한층 보완해왔다. 2014년에는서울시엠보팅개선사업, 모바일서울개선및 운영사업을진행했으며

2017년에는카드뉴스콘텐츠를제작하고 SNS 채널을운영했다.

#웹 #모바일웹 #운영 #카드뉴스 #SNS운영 #웹어워드 #앤어워드http://opengov.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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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있는날웹사이트운영
문화정보와혜택을알리는문화정보서비스로문화체육관광부의캠페인 ‘문화가있는날’을 서비스하고있다.

http://www.culture.go.kr/wday/index.do #웹 #모바일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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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웹사이트구축
최신트렌드및 재단 사업의브랜드이미지를반영하여디자인했으며재단콘텐츠를통합하고확장하는것이가능한서비스구조를마련했다.
온라인후원신청 프로세스를개선하고고도화하는등 후원자서비스시스템을강화했다. 무엇보다웹접근성및 웹표준, 웹보안강화로신속하고안정적인웹사이트
구축하는데 중점을두고진행했다.

http://www.childfund.or.kr #웹 #모바일웹 #구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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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리뉴얼및유지운영
한국정보화진흥원공데이터포털은정부3.0 기반의국내대표 데이터개방서비스이다. PCN은데이터구축서비스역량이다져져있어공공데이터포털사업에
4년 연속참여했다.

https://www.data.go.kr #웹 #모바일웹 #운영 #웹어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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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korea외국어웹사이트개편
visitkorea 영문 사이트를비롯해일문, 중문 사이트를개편했다. 

http://english.visitkorea.or.kr #웹 #모바일웹 #구축 #다국어사이트 #웹어워드http://japanese.visitkorea.or.krhttp://chinese.visi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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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화폐박물관웹사이트개편

http://museum.bok.or.kr #웹 #모바일웹 #구축 #웹어워드



30

Portfolio | Web & Mobile Service | Official

국립과천과학관웹사이트기능고도화및다국어웹사이트개편

https://www.sciencecenter.go.kr #웹 #모바일웹 #구축 #다국어사이트 #웹어워드

회원관리의효율성제고를위해회원유형을새로정의하고복잡한회원가입프로세스를기존과는전혀새로운 UI로설계했다. 교육예약에특화된예약프로세스를
추가개발하여다양한교육유형을온라인상으로처리할수 있게 구성했다. 다국어웹사이트의경우, 다양한전시나행사를소개하는공간을마련해
국립과천과학관을현장감있게접할 수 있는콘텐츠를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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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 3D DB 구축

• 문화데이터 개방 및 활용체계 고도화

• 고품질공공저작물 확충 사업

• 석조문화재 보고서 발간 관련 석조물 3차원 정밀 계측 계약 요청

• LOD기반의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데이터 융합오픈 DB 구축

• 한국 전통가옥 스마트 관광정보 DB 구축 및 개방

• 문화유산 디지털세트 3D-기록자원 DB 구축

• 산업활용 중심의 문화데이터 구축 용역

• 문화데이터 개방 체계 확대 운영 용역

• 한국적 산업활용 디자인DB 구축

• 신규 아이디어 기반 Start-up육성 3D 프린팅 DB 구축

• 한국 전통문양원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 농수산분야 다자협상관련 정보 DB 구축 연구

Portfolio | Based Data Construction

주요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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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활용중심의문화데이터구축용역

URL #웹 #모바일웹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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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산업활용디자인DB 구축

URL #웹 #모바일웹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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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이디어기반 Start-up육성 3D 프린팅 DB 구축

URL #웹 #모바일웹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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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 웹사이트 개편 / 통합 메인 웹사이트 개편

• 맥도날드 웹사이트 개편

• 삼성전자 Display B2B Global 사이트 구축 사업

• 삼성엔지니어링 웹사이트 개편

• 삼성물산건설부문 웹 접근성 개선

• 삼성중공업 홈페이지 유지보수

• SK 네트웍스 웹사이트 개편

• 동원그룹 계열사 홈페이지 운영유지보수

• 동원그룹 웹사이트 신규 구축

• 동원팜스 홈페이지 리뉴얼 구축

• 동원시스템즈 홈페이지 리뉴얼 구축

• 동원육영재단 웹사이트 개편 구축 사업

• 김재철닷컴 홈페이지 리뉴얼

• 동원홈푸드 웹사이트 개편

• 동원산업 웹사이트 개편

• 금호건설 기업 웹사이트 개편

• 금호건설 웹사이트 유지보수

• 신성그룹 통합 홈페이지 구축

• 현대캐피탈 차세대 시스템 구축

• 세아상역 웹사이트 개편

• LG U+ 쉬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콘텐츠 워싱(개인)

• LG유플러스 대표/기업홈페이지 유지보수 운영

• MVNO(U+알뜰모바일) 운영

• LG유플러스 Shop 사이트 리뉴얼

• LG유플러스 IoT Shop 홈페이지 개선 프로젝트

• LG유플러스 Brand 홈페이지 구축

• 유모비 홈페이지/다이렉트몰 개편 구축

• U+ 알뜰모바일 다이렉트몰 웹사이트 운영

• SK플래닛 기업 홈페이지 운영

• SK플래닛 기업 홈페이지 운영

• SK플래닛 상생혁신센터 온라인사이트 고도화

• SKT T gate 시스템 고도화 기획 및 제작

• 루즈 앤 라운지 ‘rouge&lounge’ 국문 웹사이트 구축

Portfolio | Web & Mobile Service | Brand

주요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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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대표/기업홈페이지유지보수운영

www.uplus.co.kr #웹 #모바일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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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기업홈페이지운영

http://www.skplanet.com #웹 #모바일웹 #운영 #개편 #앤어워드

메인페이지와서브메인페이지는 SK플래닛의기업아이덴티티를강화하고사업영역을쉽게전달할수 있도록이미지와모션을활용했다.

마치 Flash를사용한것 같이자연스럽게전환되지만, 그보다가볍고속도가빠르다는장점이있다. 전보다간결해진 UI로 SK플래닛이방문자들에게
전하고자하는 메시지가잘 전달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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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상생혁신센터온라인사이트고도화

URL

기업의업무프로세스에맞춘다양한서비스를탑재했다.

#웹 #모바일웹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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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홈푸드웹사이트개편

www.dwhf.co.kr #웹 #모바일웹 #구축 #옴니채널마케팅 #모바일퍼스트

과거동원홈푸드는오프라인, 온라인, 웹, 모바일각기특화된별개의메시지를전달하는마케팅을진행했다. 이에옴니채널마케팅트렌드에맞춰모든채널에통일된
메시지를전달하는브랜딩전략을구현했다. 
또한 PC 홈페이지에서는최신웹 디자인분석을통해심미성과정보 전달성을강화했고모바일웹에서는모바일퍼스트전략을위한 UI/UX 디자인을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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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웹사이트개편
기업활동및 기업 가치를효과적으로홍보하는데 중점으로두고국문 및 영문웹사이트를개편했다.

다양한디바이스환경에유연하게대응하기위해반응형으로구현했다.

http://www.dwml.co.kr #웹 #모바일웹 #구축 #영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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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기업웹사이트개편
구축시기가오래되어디자인이트렌드에뒤처져있었고프로그램이노후화되어보안 취약점개선이시급했다. 이에시스템보안을강화했고모바일웹을구축해
웹사이트의인지도를향상시켰다. 사용자중심의콘텐츠를선별하고사용자에게필요한금호건설의서비스를제공하는등 효율적으로운영할수 있게했다. 
국내를넘어세계로뻗어나갈금호건설의미래지향성을디자인에투영했다.

www.kumhoenc.com #웹 #모바일웹 #구축 #웹어워드 #앤어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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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네트웍스웹사이트개편
올바른정보를전달할수 있는정보구조와사용성을감안하여구축했다. SK그룹의아이덴티티가잘 드러날수 있는방향으로개편했다.

특히다양한사업을통해고객의행복을만들어가는 SK네트웍스의기업가치를표현하는데 중심을두어작업했다. 중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 SK 네트웍스만의
웹사이트디자인프레임을구축했다.

#웹 #모바일웹 #구축 #웹어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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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게임 및 스마트폰 이용현황 조사 설문지

개발 및 중독 측정을 위한 어플개발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다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용역계약

• 분당서울대병원 홈페이지 리뉴얼

• 서울성모병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 헬스온 모바일 앱 및 웹사이트 구축

• 고려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 구축

• 한국원자력의학원 외부포털시스템구축 용역

•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 원자력병원 외부포털 시스템 운영

• 건국대학교병원 웹사이트 유지보수

• 건국대학교병원 웹사이트 개편

• 삼성서울병원 파트너즈앱

• 삼성서울병원 스마트설명서비스(환자설명도우미)

• 삼성서울병원 모바일 리뉴얼

• 삼성서울병원 난치암연구사업단 홈페이지 유지보수

• 삼성서울병원 웹사이트 개편

• 삼성서울병원 온라인채널 운영유지보수 용역

• 난치암연구사업단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Portfolio | Web & Mobile Service | Healthcare

주요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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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홈페이지재구축사업
대국민건강증진을위한병원진료서비스를보다편리하게이용할수 있는표준안을제시하는데 목표를두었다. 본원 웹사이트를중심으로암병원, 어린이병원, 
의료진블로그등 10개 사이트에걸쳐진행했다. 사용자의주요이용 서비스를분석해 UI/UX 설계를진행했다. 또한모바일웹사이트에서회원가입서비스를
가능하도록구현했다. 이로써 PC/모바일웹사이트에서거의모든서비스를동일하게이용할수 있게됐다.

http://www.snuh.org/main.do #웹 #모바일웹 #구축 #웹어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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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병원외부포털시스템운영

http://www.kcch.re.kr/main/index.do #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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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병원웹사이트개편
건국대학교병원내부인테리어컬러인브라운계열을주 컬러로사용했고감성적인배경 이미지를통해친근함과편안함, 병원에대한믿음과신뢰감을제공하는
데 초점을맞추어개편을진행했다. 본 개편으로건국대학교병원의메인화면에서최신시설이나첨단의료장비, 암 분야최고명의들을한눈에확인할수 있다. 
특히방문자들이자주이용하는메뉴나진료과, 진료센터메뉴를아이콘화시켜접근도를높였다.

#웹 #모바일웹 #구축 #웹어워드 #앤어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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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웹사이트개편
맞춤, 소통, 박애의 공간 구현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여 적용했다. 암병원, 건강의학센터, 장례식장 등 독립사이트 및 72개 부서 홈페이지 리뉴얼을 병행해 진행했다.
질환, 연령별로홈페이지이용자에게꼭 맞는콘텐츠를뉴스피드형식으로구현했다. 간단한수치정보입력만으로내 몸의변화를보여주는자가측정건강케어
서비스도적용했다.

#웹 #모바일웹 #구축 #웹어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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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홈페이지리뉴얼
분당서울대병원및 부속연구기관, 의료분과사이트, PHR연동등과메인, 마이크로사이트를전면구축했다. IT 기반의의료서비스를선도하겠다는분당서울대병원의
미션을충분히녹여내는데 많은노력을기울였다. 특히 Windows 8 UI Style을메인디자인스타일로채택해좌우스크롤로이동되는메인화면타일그룹을구현했다. 
이로써분당서울대병원이제공하는주요서비스들이전면에효과적으로노출될수 있었다.

#웹 #모바일웹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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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서울병원 공식 블로그 및 SNS채널 운영

• 전경련 블로그 운영 및 SNS 마케팅

• 제3회 정부3.0 문화데이터 경진대회

• 2013 공공문화정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삼성서울병원 암 병원 오픈 이벤트 및 SNS 홍보

• ‘책 읽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캠페인 진행

• ‘297시간 동안에 Misson을 완수하라!’ 이벤트 진행

• ‘서바이벌 나는 PD다’ 이벤트 진행

• ‘아주 특별한 e-문화여행’ 캠페인 진행

• ‘친구와 이웃에게 따뜻한 산타가 되어주세요!’ 캠페인 진행

Portfolio | Web & Mobile Service | Online Marketing

주요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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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공식블로그및 SNS채널운영
삼성서울병원의건강및 의료정보, 의료진을친절하게안내하기위해블로그및 페이스북등의통합소셜채널을운영했다.

페이스북광고 및 이벤트를병행했으며, 기업이미지재고를위한 소통채널로의활발한역할을수행했다.

#블로그 #SNS #운영 #이벤트 #웹어워드 #앤어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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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블로그운영및 SNS 마케팅
전국경제인연합의친화적인커뮤니케이션과이미지재고를위해구축된자유광장블로그와 SNS를운영했다. 

전경련블로그는경제정보와전경련이슈, 직장인들을위한생활 정보등 다양한분야에걸쳐소통을위한콘텐츠를제공하고있다. 

#블로그 #SNS #운영 #마케팅 #웹어워드 #앤어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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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정부3.0 문화데이터경진대회
경쟁력있는아이디어공모를통해문화데이터의새로운가치창출과신규서비스발굴을지원하려는목적에서진행됐다. 

#웹 #경진대회 #공모전 #구축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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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 한은가족 웹사이트 개인정보보완 및 모바일웹 구축

• BC카드 웹접근성 개선

• 한국은행 경제교육 웹사이트 구축

Portfolio | Web & Mobile Service | Finance

주요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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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시스템구축

URL #웹 #모바일웹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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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경제교육웹사이트구축

URL #웹 #모바일웹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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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렌식 이미지 저작권 기술 개발

• 피해복구 의사결정 지원 기술 개발

• 원전 가동중검사 결함평가 프로그램 개발

• IoT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HTML5 기반의 실감미디어 서비스

Portfolio | R&D

주요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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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이미지저작권기술개발

#웹 #구축 #홀로그램 #QR코드 #저작권기술

홀로그램알고리즘및 QR코드를이용하여원본이미지손상없이이미지에저작권정보를삽입후 포렌식으로저작권정보를역추출하는저작권기술을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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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복구의사결정지원기술개발

#웹 #모바일웹 #구축

피해가발생했을때 피해량을자동으로계산하고피해량에따른 피해복구공정/공법을파악해복구에필요한자원수량, 비용을자동으로계산했으며
복구계획서를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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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가동중검사결함평가프로그램개발

#어플리케이션 #구축

OPR-1000/신고리 3,4호기원전가동중검사결함평가프로그램을신규로개발했다. 또한주요 기기와배관의설계및 응력데이터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여
결함평가업무에대한신속성을확보하고신뢰성있는건전성평가를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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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디바이스를지원하는 HTML5 기반의실감미디어서비스

#웹 #모바일웹 #구축

다양한디바이스를지원하는 IoT플랫폼을개발했다. 해당플랫폼을 html5 기반 3D모델링 API와연계하여미디어서비스에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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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