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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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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이나인은 7년간의 백화점 기간계(영업/분석) 시스템 운영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10년 이상의 기술 경험에서 확보한 실무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 2009

년 11월 창업하였습니다.

2010년 ‘이마트 온라인 쇼핑몰 재구축 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

내 주요 기업 유통 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솔루션, 모바일 및

UI/UX 분야 등 사업외연도 확장하였습니다. 사업성과에 대한 고객사의 평가는 후속

사업 및 신규사업의 꾸준한 참여기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영업시스템 개발과 롯데홈쇼핑 등 이커

머스 시스템 개발로 다수의 구축 프로젝트들을 수행하였으며, 당사에서 다년간 유지

보수를 해 온 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앱 프로젝트, 2019년 구축부터 지금의 운영까

지 롯데ON 프로젝트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과 함께 연구개발 부분에도 역량을 집중하여 2015년 기업부설연구소

정식 인가 후 지속적인 솔루션 연구 개발을 진행, 중소규모 웹사이트 구축 플랫폼인

「Pandora 3」, 데이터 품질 측정 솔루션인 「Vmatrix」, 모바일 푸쉬 솔루션 「TMS」 의

상품화를 준비 중입니다.

㈜티에이나인은 ‘Innovation’, ‘Trust’, ‘Pride & Tech’ 세 가지를 핵심가치로 하여 더욱 기

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의 과거, 현재를 반성

하고 창립 정신을 되새겨, 내적으로는 임직원에게 외적으로는 고객에게 변화하는 트

렌드에 맞춰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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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 ARE?
㈜티에이나인은 ‘혁신’, ‘신뢰’, ‘기술’ 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 유통 IT 선도기업 」이라는 목표를 향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3 TANINE Co., Ltd. All rights reserved

2023  TANINE COMPANY PROFILE

5

회 사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자 본 금

설립일자

임직원 수

주요 사업내용

주 소

연락처

웹사이트

주식회사 티에이나인 (TANINE)

정철우

120-87-46505

100,000,000원

2009년 11월 6일

106명 (계약직 포함, 2023년 1월 초 기준)

• 유통/물류/e-Commerce 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 모바일 APP/서비스 개발
• Solution Delivery 및 ASP
• Solution 공급 : 웹 보드 Solution (Unicorn), 데이터 검증 Solution (Vmatrix)

개발〮운영 Framework (Pandora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3. 유림빌딩 4층

Tel. +82 2 556 9635 | Fax. +82 2 6499 9637

http://www.ta9.co.kr | http://www.jakartaproject.com

company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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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TIMELINE

㈜티에이나인
법인설립

데이터검증 솔루션
VMatrix β 개발

공개형 JSP 웹보드
솔루션Unicorn V3.3 출시

엑센츄어코리아(유한)
협력사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세계아이앤씨
협력사등록

11 11 12

2013 2014

6 8 11

2017

3 5 11

2021

2009 2010 2015 2018

66 4 7 3 9 11

CAO
시뮬레이션 엔진개발

기업부설연구소
승인

㈜신세계
협력사등록

한국IBM㈜
협력사등록

롯데쇼핑㈜
협력사등록

롯데정보통신㈜
협력사등록

모바일푸쉬서비스 솔루션
TMS 저작권 등록

온라인서비스 구축프레임워크
Pandora 3 저작권 등록

SK㈜ 협력사등록

본사
확장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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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DOMAIN

e-Commerce 
System Integration

- 유통ㆍ물류 시스템 컨설팅 및 SI구축

-
유통대기업 영업/분석계 시스템의 운영 및

차세대 유통 시스템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백화점/할인점/편의점/온라인 쇼핑몰

시스템구축및컨설팅서비스 제공

Mobile App/Service
Development

-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

모바일앱(네이티브앱/하이브리드앱)과

모바일 웹 개발은 물론,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시스템에 대한 기획, 디자인,

개발에서 운영까지 A to Z 서비스 제공

Solution 
Development & Delivery

- 솔루션 공급 및 구축사업 -

JAVA 기반 국내 유일 웹 보드 솔루션

『Unicorn』, 데이터검증솔루션 『Vmatrix』

및 중소형 웹사이트 운영 플랫폼

『Pandora3』 를 개발ㆍ공급하며, 관련

기술 컨설팅 고도화 서비스 제공

ITO Service

- 기업 IT 시스템/서비스 지원 -

자체 전산조직이나 개발/운영 인력을

운용하기 힘든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

디자인,퍼블리싱,개발및운영서비스

를 제공하여 기업의 IT 서비스/시스템

개발/운영의 저비용 고효율화를 지원



©2023 TANINE Co., Ltd. All rights reserved

2023  TANINE COMPANY PROFILE

8

company
ORGANIZATION

등급
업무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계

컨설턴트/PM 8 0 0 0 8

엔지니어 24 20 14 27 85

모바일 엔지니어
(안드로이드, iOS)

2 0 1 0 3

기획자(BA) 1 0 0 0 1

디자이너 1 0 0 0 1

퍼블리셔 0 0 0 2 2

경영지원/
사업관리

1 0 1 4 6

합계 37 20 16 33 106

(연간 계약직포함, 2023년1월 초 기준)

인력구성현황조직구성도



©2023 TANINE Co., Ltd. All rights reserved

2023  TANINE COMPANY PROFILE

9

our
CORE VALUES

혁신 (INNOVATION)
다양한시각과접근및연구개발을통해
보다빠르고효과적인대안을제안합니다

기술 (TECHNOLOGY)
보다앞서고최적화된 기술제공을통해
기업비즈니스성공의초석을다집니다

성과 (RESULT)
고객사 비즈니스의성공과

고객의성공이야말로최고의성과입니다

신뢰 (TRUST)
직원에대한신뢰나아가고객에대한신뢰는

성공적인사업수행의바탕입니다

유연성 (FLEXIBILITY)
빠르게변화하는기업비즈니스환경에

보다공격적으로대응,최선의결과를제공합니다

전문화 (EXPERTISE)
기업의전문성을구성원개개인이자신의

업무분야에서전문가가되는것에서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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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 
SOLUTIONS
㈜티에이나인은 기업의 IT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솔루션을 개발ㆍ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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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ERVICES

이커머스(e-Commerce) 및
온/오프라인유통시스템개발

e-Commerce System 구축 영업/분석계 시스템 구축 멤버십/포인트 시스템 구축

• B2C, B2B, B2E등 기업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를 위한 프론트, 백 오피스 시스템 개발(홈쇼
핑 포함)

• 온라인 유통 비즈니스를 위한 물류, 배송,
SCM등 기간시스템의 개발

• 다양한 전자상거래 업태에 최적화된 개발
(백화점/할인점/편의점/홈쇼핑/온라인 몰 등)

• 기업의 유통비즈니스의 근간인 영업, 발주,
매입, 회계, 정산, 계약 등 기간계 시스템의
개발

• 비즈니스 수행에 따른 각종 데이터들의 정
합성 검증 및 분석을 위한 분석계 시스템 개
발

• 대고객 영업 및 마케팅을 위한 멤버십 시스
템 구축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포인트, 마일
리지 시스템의 개발

• 고객 주문/결제 연동을 위한 POS 개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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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개발 모바일 웹 개발 모바일 서비스 개발

• 네이티브 및 하이브리드 앱을 위한 모바일 OS
별 클라이언트 개발

•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앱 서버, 백오피
스, 푸시 서버 및 인터페이스 개발

• 암호화, 소스 난독화 등 모바일 보안 적용 개발

• 반응형, 적응형 웹 개발을 통한 모바일 웹
개발

• 기존 PC웹 서비스의 모바일 전환 개발 및 통
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 기 운영중인 모바일 앱/웹을 위한 신규 서비스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및 개발 서비스 제공

• 위치기반 서비스, 푸시 서비스 등 모바일 특화
서비스 개발 및 솔루션 적용 개발

• 오프라인 유통 기업을 위한 O2O 서비스 컨설
팅, 기획, 개발

모바일앱, 웹/서비스개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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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atrix Pandora3 기타 개발ㆍ등록 대기중 솔루션

• 품질기준, 품질 측정 대상과 방법을 정의하
고 데이터 품질을 측정하여 데이터 품질 개
선 활동 지원

• 메타데이터 활용성, 웹 기반에 따른 확장성
및 접근성 최적화된 관리 프로세스 지원

• 중ㆍ소규모 웹사이트의 손쉬운 개발 및 운
영을 위한 플랫폼

• 편리한 회원, 컨텐츠 및 페이지 관리 지원 및
웹사이트/서비스 확장에 유연하게 대응 가
능한 구조 채택

• 2018년 3월 S/W 저작권 등록

• Java 기반 웹보드 솔루션 『Unicorn』

• 모바일 마케팅 Push 발송, 실적 분석 솔루션
『TMS』 2018년 5월 S/W 저작권 등록
(상용화 준비)

• 멤버십 및 포인트 관리 시스템 전용 플랫폼

솔루션연구개발및공급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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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스템 운영 대행 UI/UX 서비스 고객 IT 서비스 지원

• 서비스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등 프론트 업

무는 물론 어플리케이션 설계, 운영, 관리

•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기능 개발, 시

스템 확장, 고도화 및 업그레이드 대응

• 기술지원 및 가이드 제공

• 유통 시스템/서비스(온라인 몰)에 최적화된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서비스 제공 (프론트/백)

• 모바일 앱에 최적화된 기획, 설계 및 네이티브
디자인가이드 제공

• 모바일 최적화 퍼블리싱 서비스 제공
(나인패치, 웹표준, 크로스브라우징 등)

• 중소기업 대상 웹사이트 구축 패키지 제공

• 모의해킹, 보안 진단, 접근성 평가 등 외부기관
및 업체를 통해 진행 되는 IT 서비스 대행

• 사용자 문의사항, QA, 교육 및 품질 활동 지원

• 고객 IT 환경에 대한 분석 및 진단 서비스 제공

ITO (IT Outsourcing) 
서비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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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WORKS
2009년 창립한 이래, 국내 유수의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기간계 시스템, 웹 시스템, 모바일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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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list
Latest / SI 

프로젝트 명 고객사 수행 기간 수행 범위 수행 내역 요약

신세계 남산 트리니티홀 페이지 신규개발 ㈜신세계 2022.12~2023.07 개발 • 신세계 홈페이지 내 트리니티홀 페이지 신규개발

롯데홈쇼핑(아이몰) 모바일 리뉴얼 ㈜롯데쇼핑 2022.12 ~ 2023.06 개발,운영/유지보수

• 사전 UX/UI 컨설팅 방향에 따른 개편 범위 고도화 및 구축
진행
-FO범위( API,BATCH 등 포함)에 대한 리뉴얼 구축(퍼블/

개발
• 모바일(APP/WEB) 전체개편
-공통, 메인,전시, 검색, 상품상세, 회원, 장바구니/주문/결
제, 이벤트, 마이롯데, 고객센터 등
• FO(모바일) 전체 개편 범위의 디자인 적용

롯데백화점 신선직매입 시스템 구축 ㈜롯데쇼핑 2022.11 ~ 2023.07 분석, 설계, 개발

• 신선직매입(기준정보,발주관리)등에 관련된 as-is시스템
분석 및 TO-BE 설계
• UI/DB설계/DB이행관련 매핑 정의서 작성
• IF : 필요 IF 항목 도출 및 정의
• 담당업무 개발 및 단위테스트 실시/오류 조치

신세계 임직원 모바일 시착권 수정 개발 ㈜신세계 2022.11 ~ 2022.11 개발 신세계 임직원 모바일 시착권 수정 개발

코리아세븐 SK PAY 추가 개발 롯데정보통신㈜ 2022.11 ~ 2023.01 개발 코리아세븐 SK PAY 추가 개발

신세계백화점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
회사

2022.08 ~ 2024.03 분석, 설계, 개발 신세계백화점 차세대 시스템 구축

신세계 명절배송 주소확인 서비스 고도
화

㈜신세계 2022.07 ~ 2022.08 개발 신세계 명절배송 주소확인 서비스 고도화

신세계아이앤씨 eCvan 서비스 구축 유니온플레이스 2022.05 ~ 2023.02 분석, 설계, 개발 • 신세계아이앤씨 eCvan 서비스 구축

신세계 아카데미 리뉴얼 개발 ㈜신세계 2022.04 ~ 2022.07 디자인, 퍼블리싱

• 온ㆍ오프 통합 인트로 페이지 (PC, 모바일)

• 아카데미 메인 UI 수정 (PC, 모바일)

• 관련 이미지 가공 및 제작
• 기타 위 업무 진행 관련 메뉴 UI 수정

교보문고 전사 인터페이스 시스템 구축 교보정보통신주식회사 2022.04 ~ 2022.09 분석, 설계, 개발 • 전사 인터페이스 시스템 구축

* 프로젝트착수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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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아카데미 화면 개발 ㈜신세계 2022.04 ~ 2022.05 디자인, 퍼블리싱, 설계, 개발

• 화면 디자인, 이미지 가공
• 화면 퍼블리싱
• 화면 및 기능 설계/개발

전자도서관 영업지원사이트 재구축 교보문고 2022.03 ~ 2022.10
분석, 설계, 개발, DA/DBA, 데이
터이행, 퍼블리싱

• 교보문고 고객경험 강화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고도화 및
디지털 콘덴츠플랫폼 재구축

신세계 FIT PAY 개발 ㈜신세계 2021.09 ~ 2021.10 분석, 설계, 개발, 디자인

• FIT 페이먼츠 적용에 따른 eDM FO 및 BO 개발
• FIT 페이먼츠 적용에 따른 신세계앱 FO 및 네이티브 개발
• SSG.COM 결제 로직 연동 개발

교보문고 NEXT프로젝트(디지털컨텐츠) SK㈜ 2021.09 ~ 2022.10
분석, 설계, 개발,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 교보문고 디지털플랫폼 데이터, UX, 컨텐츠/상품, 전시/프
로모션, 정산/공통 파트 재구축

신세계 식품관 푸드마켓 멤버십 개발 ㈜신세계 2021.07 ~ 2021.08 개발, 퍼블리싱 • 신세계 식품관 푸드마켓 멤버십 화면개발 및 퍼블리싱

롯데백화점 타임빌라스 드라이브스루 픽업
서비스 앱 개발

롯데쇼핑㈜ 2021.07 ~ 2021.12 분석, 설계, 개발
• 롯데백화점 타임빌라스 드라이브스루 픽업서비스 앱 개
발

신한카드 New 올댓플랫폼 구축 개발용역
계약

㈜플래티어 2021.06 ~ 2022.04 분석, 설계, 개발 • 신한카드 New 올댓플랫폼 구축 개발

롯데e커머스사업부 모바일상품권 시스템 개
선 고도화

갤럭시아머니트리 2021.05 ~ 2021.10 분석, 설계, 개발
• 모바일상품권 시스템 개선 고도화(메시지, 회원, 구매, 발
행, 선물, UI)

신세계 푸드코트 스마트 오더 개발 ㈜신세계 2021.05 ~ 2021.10 분석, 설계, 개발 • 푸드코트 스마트 오더 분석/설계/개발

신세계 라운지/멤버스바 스마트 오더
APP 개발

㈜신세계 2021.05 ~ 2021.09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

• 화면 기획/디자인/퍼블리싱
• 웹뷰/BO/I/F 개발
• Android, iOS 앱 개발

현대백화점 H-RIS 시스템 구축 한국후지쯔㈜ 2021.04  ~ 2022.09 분석, 설계, 개발
• 현대백화점 H-RIS 시스템 구축(모바일서비스, 발주/매입/

수불, 임대/외상대)

신세계 모바일 배송 접수 ㈜신세계 2021.04 ~ 2021.07 디자인, 개발

• 모바일 배송 접수 화면 디자인 및 개발
• 모바일 배송 접수 서버 I/F 개발, Android, iOS 네이티브
영역 개발

* 프로젝트착수일기준



©2023 TANINE Co., Ltd. All rights reserved

2023  TANINE COMPANY PROFILE

18

project list
Latest / SI 

프로젝트 명 고객사 수행 기간 수행 범위 수행 내역 요약

롯데백화점 디지털플랫폼 고도화 개발 롯데정보통신㈜ 2021.03 ~ 2021.06 분석, 설계, 개발

• 빅데이터파트너 오퍼 추가 화면 및 추가에 따른 모바일 승
인 프로세스 보완
• 임직원 구분/발송 기능, 캠페인 발송 조건, 빅데이터파트
너 채널 추가

전자도서관 영업지원사이트 재구축 교보문고 2022.03 ~ 2022.10
분석, 설계, 개발, DA/DBA, 데이
터이행, 퍼블리싱

• 교보문고 고객경험 강화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고도화 및
디지털 콘덴츠플랫폼 재구축

롯데마트 G마켓 출점 제휴 연계 개발 롯데정보통신㈜ 2021.01 ~ 2021.07 분석, 설계, 개발
• 롯데마트, G마켓 간 상품/주문 연계
• 인터페이스 및 관련 BOS 화면 개발

롯데백화점 특약매입 단품관리 프로세
스 개선 개발

롯데정보통신㈜ 2020.12 ~ 2021.05 분석, 설계, 개발
• 영업통합시스템, 파트너포털, 거래선SCM 내 편집샵 관련
단품 관리 시스템 개선

SK스토아 20년 차세대 시스템 구축
_Front(PC/모바일)

SK㈜ 2020.11 ~ 2021.04 분석, 설계, 개발 • 전시관리 개발(BO/Front)

신세계 VOC 고도화(S봇, 신세계 앱, 홈
페이지) 개발

㈜신세계 2020.09 ~ 2021.01 분석, 설계, 개발 • 신세계백화점 앱, 홈페이지, S봇 개발

2020 신세계백화점 스마트카탈로그 개
발

㈜신세계 2020.09 ~ 2020.09 디자인, 퍼블리싱
• 신세계백화점 추석 스마트카탈로그 개발, 디자인, 퍼블리
싱

신세계 문화홀 출입자 등록 페이지 개발 ㈜신세계 2020.08 ~ 2020.08 디자인, 퍼블리싱 • 신세계 문화홀 출입자 등록 화면 디자인 및 퍼블리싱

롯데 ON 개선 프로젝트 ㈜플래티어 2020.07 ~ 2020.11 BO기획 및 개발
• 롯데 ON 쇼핑몰 개선사항 개발
• 명절매장 구축, 계약구조 개선, 슈퍼통합 BO 기획 및 개발

롯데백화점 온라인 상품관리시스템 개
선

롯데정보통신㈜ 2020.06 ~ 2020.10 분석, 설계, 개발 • 온라인 상품등록 관련 화면 개발, 채널I/F 개발

신세계디에프 디지털 혁신 개발 SK㈜ 2020.06 ~ 2021.07 분석, 설계, 개발 • 신세계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개선 (발주부문)

롯데백화점 단품관리시스템 개선 개발 롯데정보통신㈜ 2020.06 ~ 2020.09 분석, 설계, 개발
• 롯데백화점 영업통합시스템/파트너포털 시스템 단품관리
화면 개선

현대백화점 RIS ISP 컨설팅 한국후지쯔㈜ 2020.05 ~ 2020.10 컨설팅
• 현대백화점 차세대 시스템 ISP 컨설팅
• 환경 분석, 목표모델 설계, 영업정보시스템 구축

* 프로젝트착수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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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카카오페이 및 제로페이 결
제시스템 개발

롯데정보통신㈜ 2020.05 ~ 2020.09 분석, 설계, 개발 • 롯데백화점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추가 개발

SK스토아 20년 차세대 시스템 구축 SK㈜ 2020.04 ~ 2021.05 분석, 설계, 개발
• SK 스토아 기존 운영 프로그램 고도화 (커스터마이징)

• 모바일, 방송 등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백화점 단품 시스템 활성화 개발 롯데정보통신㈜ 2020.01 ~ 2020.05 분석, 설계, 화면/배치 개발
• 영업통합시스템 내 단품관리 기능 추가 및 보완
• POS와의 단품정보 I/F보완

MVG 선정동의 모바일 환경 구축 개발 롯데쇼핑㈜ 2019.12 ~ 2020.03 설계, 개발 • 우수회원 등록 시스템 개발

백화점 영업통합 시스템 공시 매출 추가
개발

롯데정보통신㈜ 2019.11 ~ 2020.01 분석, 설계, 개발
• 공시 매출 현황 화면 개발 및 기존 속보 화면 수정 개발
• 사은행사 상품권 및 포인트 인터페이스 개발

백화점 위메프 온라인 채널 연계 시스템
개발

롯데정보통신㈜ 2019.10 ~ 2020.01 설계, 배치, 개발
• 위메프 채널 상품/주문/매출/정산 화면 개발 및 인터페이
스 개발

신세계백화점 매장 캠페인 CMS 구축 오브젠㈜ 2019.10 ~ 2019.10 BO UI 디자인 • 마케팅 플랫폼 시스템 UI 디자인

백화점 영업통합 MD 평가 프로세스 개
선 개발

롯데정보통신㈜ 2019.09 ~ 2020.01 설계, 화면/배치 개발 • MD평가 프로세스 개선 관련 화면 및 배치 개발

롯데백화점 타사카드 직승인 시스템 개
발

롯데정보통신㈜ 2019.07 ~ 2019.12
업무설계 및 청구/입금 배치 개
발

• 카드사 직매입 개선 개발(카드사 추가)

롯데 통합 EC 구축 프로젝트(본개발) ㈜플래티어 2019.07 ~ 2020.05 분석, 설계, 개발
• 롯데쇼핑 e-Commerce 7개사 서비스 통합 구축 프로젝트
內 채널/제휴, 회원관리, 이벤트, 판촉 파트 분석/설계/개발

신세계 스마트 카탈로그 개발 용역 ㈜신세계 2019.07 ~ 2019.09
기획, 디자인 및 화면제작, 퍼블
리싱, 프론트(PC, 모바일), 백오피
스 및 I/F 개발

• 신세계 스마트 카탈로그 서비스 화면 및 시스템과
SSG.COM 시스템 인터페이스 개발

롯데백화점 배송 프로세스 변경 개발 롯데정보통신㈜ 2019.07 ~ 2019.08 개발
• 배송 전표 프로세스 HTML5을 통한 이미지 업로드 방식
변경 개발

* 프로젝트착수일기준

projec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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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영업통합 단품 연계 추가 및
고객분석 개발

롯데정보통신㈜ 2019.06 ~ 2019.09 분석, 설계, 개발
• 영업통합시스템 차세대 단품체계 확립과 고객 및 상품분
석을 위한 브랜드별 단품정보 관리 개발

롯데백화점 데이터기반 디지털플랫폼
구축 - VIP 관리시스템 빅데이터포털 개
발

SK㈜ 2019.06 ~ 2020.05 분석, 설계, 개발
• 롯데백화점 VIP 관리시스템 재구축, 파트너포털 시스템
개선 및 트렌트포털 OPEN API 연동 개발

CJ올리브영 발주 최적화 PoC 사업 SK㈜ 2019.05 ~ 2019.08 로직 분석, 모델 구현 및 PoC • 올리브영 기간계 시스템 발주 고도화 PoC 수행

신세계티비쇼핑 챗봇시스템 모바일쇼핑
몰 연동 개발

㈜신세계아이앤씨 2019.05 ~ 2019.07
구글 AI API 연동, 기간계 시스템
I/F 및 챗봇 프론트 개발

• 신세계 TV 쇼핑 모바일(앱, 모바일웹) 용 챗봇 서비스 개
발

신세계 통합 마케팅 플랫폼 고객 서비스 ㈜신세계 2019.05 ~ 2019.12
클라이언트, 서버, CRM 및 EDI 
시스템 연동, Edm 백오피스, 마
케팅 플랫폼 GUI

• 신세계 통합 마케팅 플랫폼 시스템 개발에 따른
- APP, 홈페이지 (PC, 모바일) 프론트 서비스 개발
- eDM BO 및 템플릿 개발
- 마케팅 플랫폼 관리자 화면 GUI 개발

신세계면세점 ISP 컨설팅 투입 SK㈜ 2019.05 ~ 2019.05 분석, 컨설팅 • 신세계면세점 AS IS 분석

이마트24 차세대 본부/POS 시스템 구축 한국 IBM㈜ 2019.05 ~ 2020.04 분석, 설계, 개발
• 기준정보 설계/개발 및 데이터 이행/ETL

• 행사관리, 영업관리, POS 기준정보, 기타관리 영역 개발

롯데 통합 EC 구축 프로젝트(BO기획/개
발설계/공통개발)

㈜플래티어 2019.04 ~ 2020.05 분석, 설계, 개발
• 롯데쇼핑 e-Commerce 7개사 서비스 통합 구축 프로젝트
內 채널/제휴, 회원관리, 이벤트, 판촉 파트 분석/설계/개발

롯데백화점 해외 직매입 전산시스템 구
축

롯데정보통신㈜ 2019.03 ~ 2019.08 분석, 설계, 개발 • 직매입 상품 해외프로세스 표준화 개발

롯데백화점 푸드코트 모바일 시스템 개
발

롯데정보통신㈜ 2019.02 ~ 2019.06 설계, 개발 • 푸드코트 모바일 간편결제 연계 및 기준정보 개발

자주MD 모바일 시착권 시스템 개발 용
역

㈜신세계 2019.02 ~ 2019.04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FO/BO 
개발, 인사시스템 I/F, 메시징 서
비스 I/F

• 기존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던 신세계 임직원 대상 시착권
의 모바일 전환 및 관리 시스템 개발

* 프로젝트착수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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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모바일 SCM 고도화 개발 롯데정보통신㈜ 2019.02 ~ 2019.07 개발, 퍼블리싱 • 롯데홈쇼핑 모바일 SCM 고도화

롯데백화점 브랜드 OPEN API 개발 SK㈜ 2019.02 ~ 2019.07 API 및 화면 분석, 설계, 개발 • 백화점 브랜드, 상품등록 관련 API 개발

롯데백화점 위챗페이 결제시스템 구축 롯데정보통신㈜ 2019.01 ~ 2019.04 업무설계, 배치 I/F, 화면 개발 • 위챗페이 결제수단 추가에 따른 기능 확인 및 수정

신세계백화점 2019 설 스마트 카탈로그
제작

㈜신세계 2018.11 ~ 2019.02
기회, 디자인 가이드 및 화면 제
작, 페블리싱, 프론트 개발

• 신세계 백화점 홈페이지, 모바일 설 카탈로그 제작

직매입 맞춤셔츠 시스템 개발 ㈜신세계아이앤씨 2018.12 ~ 2019.02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업무용
화면 개발

• 신세계 분더샵 맞춤 셔츠 매장에서 사용하는 고객관리, 사
이즈 측정 및 주문관리 태블릿 시스템

이마트 에브리데이 물류시스템 구축
- Legacy I/F & Batch 개발

한국 IBM㈜ 2018.12 ~ 2019.06 I/F&Batch • Legacy I/F 및 배치설계 및 안정화

명절배송 사전접수 고도화 ㈜신세계아이앤씨 2018.11 ~ 2019.01 개발

• 신세계백화점 명절 상품 사전 접수 및 배송조회서 서비스
고도화
- 이전 명절 사전접수내역 활용 가능토록 확장 및 기능 추가

롯데백화점 브랜드 단품 연계 개발 롯데정보통신㈜ 2018.10 ~ 2019.01 배치 I/F, 화면 개발

• 프로세스 개발 방식 변경 및 오류 검증 프로세스 개발, 화
면 개선
• 연계 프로세스 변경

롯데백화점 파트너 포털 분석 View 개
선 개발

롯데정보통신㈜ 2018.10 ~ 2019.01 업무설계, 개발, DBA 컨설팅 • 파트너 포털 시스템 매출/고객 속성 분석 View 개선 개발

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 리뉴얼 내부 시
스템 I/F개발

㈜신세계 2018.10 ~ 2019.03 분석, 설계, 개발
• 신세계 홈페이지 리뉴얼 백화점 내부 시스템 (CMS, 스마
트허브 시스템 ) 인터페이스 개발

신세계 S세일리지 시스템 고도화 ㈜신세계아이앤씨 2018.10 ~ 2019.02
분석, 설계, 화면 개발, 승인 배치
개발

• 프로모션 세일리지(점포,카드,MD별) 운영기능 추가
• VIP 등급 동기화, POS 회입 등 기능 개선
• 시큐어 코딩

롯데백화점 옴니매장 플랫폼 개발 롯데정보통신㈜ 2018.08 ~ 2018.12 영업 통합 시스템 內 기능 개발
• 백화점 영업정보시스템과 옴니매장의 시스템 연계 및 그
에 따른 필요관리기능 개발

* 프로젝트착수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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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엘포인트 증정시스템 구축 롯데정보통신㈜ 2018.08 ~ 2018.11 영업 통합 시스템 內 기능 개발 • 포인트 증정시스템 개선 개발 (포인트 행사, 조회, 정산)

신세계App F&B고객 대기시스템 개발 ㈜신세계 2018.07 ~ 2018.09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기술 구
현 개발

• 신세계 백화점 전문 식당가 매장, 메뉴 조회 및 고객 대기
현황 조회 서비스 개발

롯데백화점 타사카드 직승인 시스템 구
축

롯데정보통신㈜ 2018.07 ~ 2019.03 영업 통합 시스템 內 기능 개발 • 카드사 직매입 및 자동매입청구 개선 개발

신세계 배송 사전접수 기능개선 개발 ㈜신세계아이앤씨 2018.07 ~ 2018.09 고도화 개발. 디자인, 퍼블리싱 • 신세계 홈페이지 사전배송등록 시스템 고도화

롯데백화점 문화비 소득공제 POS 시스
템 구축

롯데정보통신㈜ 2018.06 ~ 2018.08 영업 통합 시스템 內 기능 개발 • 문화비 사용 금액 소득공제 추가 기능 개발

모던하우스(MH&Co )전사 시스템 구축 한국 IBM㈜ 2018.06 ~ 2019.04 전사 시스템 개발
• 발주/매입/생산관리/고객관리 등 시스템 수정 변경 및 신
규 프로그램 개발

홈쇼핑A1 고도화 구축 롯데정보통신㈜ 2018.04 ~ 2019.01
백오피스/TC서비스 이관, A1개선
개발

• OneTV 백오피스 이관, TC 서비스 이관 및 업무통합을 위
한 프로세스 개선

신세계백화점 한방멤버십 구축 ㈜신세계아이앤씨 2018.04 ~ 2018.10
멤버십 시스템 / 세일리지 시스
템 / 마일리지 시스템 개발

• 신세계 한방 화장품 멀티샵 멤버십 개발 및 세일리지, 마
일리지 시스템 구축 (POS 시스템연동)

롯데백화점 디지털 채널 통합 구축 롯데정보통신㈜ 2018.03 ~ 2018.08 영업관리 시스템 개발

• 전자쿠폰 및 제휴할인 프로세스 개선
• 디지털 채널 통합 앱과 전자/할인 쿠폰 인터페이스 개선
• 제휴업체 매출 집계 프로세스 개선

신세계면세점 온ㆍ오프 기능 통합
도시바 일렉트로닉스
코리아 ㈜

2018.03 ~ 2018.11 백오피스 개발 • 신세계면세점 온라인 백오피스 기능 이관

홈플러스 FC 구축 한국 IBM㈜ 2018.02 ~ 2018.07 AA/TA
• 신규 구축 WMS와 Legacy 시스템 수정에 따른 TA 업무
수행

파라다이스시티 1-2단계 IT 시스템 구축 한국 IBM㈜ 2017.12 ~ 2018.10
PC, 모바일, APP 프론트 / 백오피
스

• 파라다이스시티 홈페이지 PC, 모바일, APP, 백오피스 개
발

* 프로젝트착수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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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닷컴 온라인 채널 제휴에누리 유형
추가 솔루션 구축

롯데정보통신㈜ 2017.12 ~ 2018.02 영업관리 시스템 • 롯데닷컴 온라인 매출 중 제휴몰 에누리 발생 유형 추가

올리브영부문 온라인몰 추가 개발 ㈜시스포유아이앤씨 2017.11 ~ 2018.04 PC, 모바일 프론트 / 백오피스
• 장바구니 개선, 결제수단 추가, 부분취소 확대, SSG.com 

제휴 추가

신세계백화점 시코르 멤버십 구축 ㈜신세계아이앤씨 2017.11 ~ 2018.06
멤버십 시스템 / 세일리지 시스
템 / 마일리지 시스템

• 신세계 화장품 멀티샵 CHICOR 멤버십 개발 및 세일리지,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POS 시스템 연동)

한국전기산업연구원 홈페이지 구축 한국전기산업연구원 2017.10 ~ 2018.02 PC, 모바일 프론트 / 백오피스
• 한국 전기산업 연구원 홈페이지 PC, 모바일, 백오피스 기
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

이마트 신세계포인트 보안개선 과제 개
발

㈜신세계아이앤씨 2017.10 ~ 2018.01 보안개선 과제 개발

• 시스템 개선사항 추가 개발
-고객대상 통지내역 관리, 제휴카드 송수신 정보 개선, 포인
트 B/O 시스템 보안 개선, SSG.COM 연동방식 개선

롯데슈퍼 APC 센터 연계구축 롯데정보통신㈜ 2017.09 ~ 2017.12
영업관리 시스템(상품,발주,물류,
매입,정산)

• 롯데슈퍼 영업, 생산, 물류시스템 연계 및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영업정보시스템 고도화

롯데백화점 손익관리 시스템 구축 롯데쇼핑㈜ 2017.09 ~ 2017.11 관리시스템 전체 • 롯데 백화점실시간손익관리시스템 구축

지능형 쇼핑 어드바이저 연계 개발 롯데정보통신㈜ 2017.06 ~ 2017.07 I/F개발

• 백화점 AI(인공지능 프로젝트 관련 영업통합시스템 I/F 개
발
• 온라인채널 대표단품별 세부단품재고내역을 제공하는 웹
API 개발 및 관련 기술 컨설팅

평창올림픽 백화점 영업통합시스템 연
계 개발

㈜대홍기획 2017.06 ~ 2017.08 배치, I/F개발
• 평창올림픽 인터페이스를 위한 배치 시스템 및 영업통합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연계 개발

롯데 글로벌유통솔루션 구축 롯데정보통신㈜ 2017.06 ~ 2017.09
공통(상품), 발주, 매입, 재고, 정
산

• 중소형 영업관리 글로벌 패키지 개발

롯데백화점 모바일백화점 시스템 수정
개발

아이캔매니지먼트㈜ 2017.04 ~ 2017.07 개발
• 마일리지 부가세 제외에 따른 결제모듈, 모바일 프론트 화
면, 어드민, 서버IF 수정 개발

* 프로젝트착수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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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차세대 영업시스템 구축 롯데정보통신㈜ 2017.03 ~ 2017.03 운영 개발 • 영업시스템 모바일 운영 개발

현대자동차 GAC u-IT 운영시스템 개발 ㈜신세계아이앤씨 2016.12 ~ 2016.04 AA • 백오피스 공통 및 표준 개발

초록마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신세계아이앤씨 2016.10 ~ 2017.05 데이터 이행 및 검증 • 데이터 이행 및 검증

신세계포인트시스템 재구축 한국 후지쯔㈜ 2016.09 ~ 2017.07
백오피스(회원,고객, 포인트, 정산) 
PC/모바일 웹

• 신세계포인트 시스템 재구축

이제너두 복리후생관 플랫폼 재구축 ㈜아이디알커머스 2016.08 ~ 2017.10 PC,, 모바일 프런트, 백오피스 • 선택적 복리후생관 의 복지카드 / 복지포인트 업무 개발

KIS정보통신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
축

㈜신세계아이앤씨 2016.04 ~ 2016.10 검증 • 데이터 이행 및 검증

이제너두 복리후생관 플랫폼 PI ㈜아이디알커머스 2016.04 ~ 2016.04 B2E 플랫폼 구축 컨설팅 • 이제너두 복리후생관 플랫폼 재구축을 위한 사전 PI

롯데백화점 차세대시스템 (NGSI) 추가
개발

엑센츄어(유) 2016.03 ~ 2017.02 영업, 기준정보, 모바일 쇼핑몰 • 영업, 기준정보, 모바일 쇼핑몰 추가 요건 사항 개발

로만손 차세대 ERP시스템 구축 ㈜신세계아이앤씨 2016.03 ~ 2016.12 데이터 이행 및 검증 • 데이터 이행 및 검증

롯데슈퍼 차세대 영업시스템 구축
- 롭스 시스템 Build up

엑센츄어(유) 2016.03 ~ 2016.08 발주, 매입
• 롯데슈퍼 차세대 영업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LOBS 영
업시스템 구축

롯데백화점 NGSI (차세대시스템) 구축 엑센츄어(유) 2015.09 ~ 2017.02
매입, 재고수불, 정산, 자체브랜드
관리

• 롯데 백화점 오프라인 백오피스 중 매입, 재고수불, 정산, 

자체브랜드 관리 부분 개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전산시스템 재구축 ㈜신세계아이앤씨 2015.09 ~ 2016.01 검증 • 영업, 정산 시스템 데이터 검증

롯데그룹 통합상품분류시스템 구축 엑센츄어(유) 2015.09 ~ 2016.01 롯데닷컴 부분 백오피스 • 롯데닷컴 운영 시스템 고도화 개발

수협 수산물 사이버직매장 2단계 구축 ㈜신세계아이앤씨 2015.09 ~ 2015.12 검증 • 데이터 이관 및 검증

* 프로젝트착수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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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로드샵수배송시스템 구축 ㈜신세계아이앤씨 2015.09 ~ 2015.12 AA, 검증 • 제3자 물류 차세대 공통 프로그램 개발(AA) 및 검증

LF M-Commerce Capability Enhancem
ent

엑센츄어(유) 2015.05 ~ 2015.06 데이터 추출 • PI 데이터 추출 업무

현대백화점 인터넷쇼핑몰 시스템 개발 ㈜시스포유아이앤씨 2015.04 ~ 2016.03 PC, 모바일 프론트 (전시) • 현대백화점 자사몰 ‘더 현대닷컴’ 전시영역 개발

롯데 홈쇼핑 롯데 아이몰 UX개선 개발 ㈜시스포유아이앤씨 2015.04 ~ 2015.10 PC, 모바일 프런트, 백오피스 • 프런트 오피스 업무 고도화 프로젝트

현대홈쇼핑 결제시재별 관리시스템 구
축

㈜현대홈쇼핑 2015.04 ~ 2015.08 관리시스템 전체
• 현대홈쇼핑 의 선수금, 입금, 외상 매출금 등 결제시제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위드미 물류/분석 시스템 구축 검증 ㈜신세계아이앤씨 2015.02 ~ 2015.06 검증 • 물류, 창고 데이터 검증

KSNET 부가서비스 멤버십포인트 구축 ㈜신세계아이앤씨 2015.01 ~ 2015.08 검증 • VAN사 맴버쉽 포인트 데이터 검증

롯데슈퍼 차세대 영업시스템 구축 엑센츄어코리아 2014.11 ~ 2016.03 영업관리시스템(발주/매입)
• 롯데슈퍼 차세대 영업시스템 구축 중 백오피스 발주, 매입
영역 개발

K2 코리아 정보시스템 구축 ㈜신세계아이앤씨 2014.11 ~ 2015.08 TA, 검증 • 아키텍쳐 설계/환경구성(TA) 및 검증

CJ 프레쉬웨이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 ㈜신세계아이앤씨 2014.10 ~ 2015.12 AA,TA, 영업시스템, 검증

• 센차 프레임워크 공통 프로그램 개발(AA) 및 아키텍쳐 설
계
• 영업시스템 개발 및 차세대 데이터 검증

롯데 홈쇼핑 상품판매 데이터 방송채널
구축

㈜시스포유아이앤씨 2014.10 ~ 2015.04 PC, 모바일 프런트, 백오피스 • 롯데 홈쇼핑 데이터방송 시스템 구축

롯데슈퍼 프레쉬센터 구축 ㈜시스포유아이앤씨 2014.09 ~ 2014.12 백오피스 • 신선 프레쉬센터 업무 개발

이마트 고객의소리 시스템 개선 ㈜신세계아이앤씨 2014.09 ~ 2014.11 VOC • 이마트 온라인, 오프라인 VOC 통합 화면 개발

* 프로젝트종료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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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데이 예약발주시스템 개선 ㈜신세계아이앤씨 2014.08 ~ 2014.11 백오피스(발주)
• 예약발주 프로세스 고도화
• CAO발주 프로세스 개선

신세계 면세점 통합면세시스템 구축 ㈜신세계아이앤씨 2014.07 ~ 2015.06 개발, 검증 • 부산 신세계 파라다이스 면세점 데이터 검증 및 개발

현대홈쇼핑 Hmall 글로벌매장 구축 ㈜시스포유아이앤씨 2014.06 ~ 2014.12 PC프론트, 백오피스, SCM
• 현대 Hmall 역직구몰 구축을 위한 프론트, 백오피스 시스
템 구축 (영,중,일 지원, 현지 결제수단 지원)

닷컴 엘롯데 통합시스템 구축 ㈜시스포유아이앤씨 2014.05 ~ 2014.10 백오피스
• 엘롯데 운영시스템 롯데닷컴 이관으로 시스템 통합개발
(엘롯데 운영 시스템 → 롯데닷컴 운영시스템)

농협 e마켓 차세대쇼핑물구축 PI 및 마
스터플랜 컨설팅

롯데정보통신㈜ 2014.04 ~ 2014.08
온라인 몰 구축 및 물류 시스템
PI

• 농협 전자상거래 현황 분석, 업무프로세스 재정립 및 신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

스마트픽 2.0 구축 개발 ㈜시스포유아이앤씨 2013.10 ~ 2014.04 백오피스 주문, 상품
• 온-오프라인 연계모델인 ‘스마트픽’ 전용 웹사이트 및 모
바일 WEB, APP 등의 개발

에브리데이리테일 차세대시스템 분리 엑센츄어코리아 2013.10 ~ 2013.12 매입, 발주, 신사업, eClub, VC • 차세대 시스템 분리 및 고도화

YESSHOP 홈쇼핑 시스템 구축 ㈜시스포유아이앤씨 2013.07 ~ 2013.11
PC, 모바일 웹프론트, 백오피스, 
방송관리 등 홈쇼핑 시스템 전체

• 뉴질랜드 홈쇼핑 채널 YESSHOP을 위한 온라인몰 구축.

(온라인 몰, 몰 관리 시스템, 전화주문, 방송관리 등)

Korail Network 카쉐어링 솔루션 구축 포키비언 2013.06 ~ 2013.08 백오피스 • 차량 공유 관제 시스템 구축

롯데아이몰 온라인쇼핑몰 재구축 ㈜시스포유아이앤씨 2012.09 ~ 2013.08 상품, 전시, SCM, 계약
• 롯데아이몰 온ㆍ오프라인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으로의
재구축

디큐브시티 아이핀 연동 개발 ㈜대성정보시스템 2012.06 ~ 2012.07 회원 • 회원정보 아이핀 연동 개발

디큐브시티 문화센터 운영시스템 개선 ㈜대성정보시스템 2012.03 ~ 2012.05 문화센터 운영 시스템 • 디큐브시티 문화센터 업무 고도화

보광 훼미리마트 DR시스템 개발 한국 후지쯔㈜ 2012.01 ~ 2012.08 영업관리시스템(물류) • DR 시스템 구축

이마트 차세대 시스템 구축 ㈜ 이마트 2011.12 ~ 2013.06 백오피스 (발주 , 검증)
• CAO 및 발주파트 개발
• 이행 및 차세대 데이터 검증

ABC마트 멤버쉽 시스템 개발 한국 후지쯔㈜ 2011.10 ~ 2012.01 멤버쉽 시스템 • 멤버쉽 시스템 구축

* 프로젝트종료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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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온라인 쇼핑몰 구축 한국 HP㈜ 2011.05 ~ 2012.02 배송, PP 센터 • 롯데마트 프론트 및 백오피스 시스템 전면 재구축

한국타이어 미국 수배송 시스템 개발 로젠솔루션 2011.03 ~ 2011.04 TMS(수배송 시스템) • 미국향 수배송 시스템 신규 개발

신세계몰 시스템 재구축 ㈜시스포유아이앤씨 2011.02 ~ 2011.09 계약, 정산
•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몰의 서비스개선을 위한 프론트 및
백오피스시스템 전면 재구축

디큐브시티 문화센터 시스템 개발 ㈜대성정보시스템 2011.01 ~ 2011.09 백오피스
• 디큐브시티 문화센터 백오피스 운영시스템 개발
• 강좌관리, 강사관리,  수강관리, 정산관리

이마트 신포맷 시스템 개발 한국 후지쯔㈜ 2010.09 ~ 2010.12 영업관리 시스템 • 트레이더스 영업관리 시스템 신규 구축

삼성전자 포장 및 적재사양 시스템 개발 로젠솔루션 2010.07 ~ 2010.11 백오피스
• ALPS(포장적재사양 시스템) 신규 구축
• 제품 포장 및 적재 최적화 시뮬레이션 업무 개발

이마트 쇼핑몰 시스템 재구축 ㈜시스포유아이앤씨 2010.02 ~ 2010.07 QA/컨설팅
• 이마트몰 시스템 낙후화에 따른 인프라, 프론트, 백오피스
전면 재구축 (IBM WCS 솔루션 도입 적용)

* 프로젝트종료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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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IT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교보문고 2023.01 ~ 2023.12 개발 및 운영 • IT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롯데ON운영(2023) ㈜플래티어 2023.01 ~ 2023.12 운영, 개선 개발
• 롯데 ON 쇼핑몰 이벤트 영역 프론트 & 백 오피스 설계 및

개발
• 시스템 운영, 고도화 작업 진행

신세계 WEB,APP 통합 유지보수(2023) ㈜신세계 2023.01 ~ 2023.12
홈페이지 FO/BO, 앱 클라이언트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

• 신세계 홈페이지 (PC, 모바일), 신세계앱
• 공통업무, 서비스 운영 관련 개발 및 신규 이벤트/서비스

개발

2023 SM전산 위탁운영 계약 교보문고 2023.01 ~ 2023.12 개발 및 운영 • 시스템 개발 및 운영

2023 신세계 업무용앱 유지보수 ㈜신세계 2023.01 ~ 2023.12 운영개발
• 발렛앱 운영개발
• 분더샵앱 운영개발

신세계 임직원 모바일 시착권 유지보수 ㈜신세계 2022.12 ~ 2023.12 유지보수 • 정기점검 및 오류진단/대응

2022 SM전산 위탁운영 계약 롯데정보통신㈜ 2022.11 ~ 2022.12 개발 및 운영 •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교보문고 NEXT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교보정보통신
주식회사

2022.09 ~ 2022.12 운영, 유지보수 • 교보문고 NEXT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신세계 WEB,APP 통합 유지보수(2022) ㈜신세계 2022.01 ~ 2022.12
홈페이지 FO/BO, 앱 클라이언트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

• 신세계 홈페이지 (PC, 모바일), 신세계앱
• 공통업무, 서비스 운영 관련 개발 및 신규 이벤트/서비스

개발

신세계 S봇 유지보수(2022) ㈜신세계 2022.01 ~ 2022.12
운영, 고도화/공통 개발
웹/모바일 개발

• 신세계 챗봇 유지보수

백화점 발렛파킹, 분더샵 발렛파킹 업무
용 앱 유지보수(2022)

㈜신세계아이앤씨 2022.01 ~ 2022.12 클라이언트 유지보수
• 신세계 VIP 고객 발렛파킹 및 주차관리를 위한 안드로이드

전용 단말 및 iPAD 용 앱 유지보수

롯데 ON 운영(2022) ㈜플래티어 2022.01 ~ 2022.12 운영, 개선 개발
• 롯데 ON 쇼핑몰 이벤트 영역 프론트 & 백 오피스 설계 및

개발
• 시스템 운영, 고도화 작업 진행

* 프로젝트수행년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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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명 고객사 수행 기간 수행 범위 수행 내역 요약

신세계 WEB,APP 통합 유지보수(2021) ㈜신세계 2021.01 ~ 2021.12
홈페이지 FO/BO, 앱 클라이언트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

• 신세계 홈페이지 (PC, 모바일), 신세계앱
• 공통업무, 서비스 운영 관련 개발 및 신규 이벤트/서비스

개발

신세계 S봇 유지보수(2021) ㈜신세계 2021.01 ~ 2021.12
운영, 고도화/공통 개발
웹/모바일 개발, 퍼블리싱, 디자인

• 신세계 챗봇 유지보수

백화점 발렛파킹, 분더샵 발렛파킹 업무
용 앱 유지보수(2021)

㈜신세계아이앤씨 2021.01 ~ 2021.12 클라이언트 유지보수
• 신세계 VIP 고객 발렛파킹 및 주차관리를 위한 안드로이드

전용 단말 및 iPAD 용 앱 유지보수

파라다이스시티 홈페이지, APP 유지보수
(2021)

파라다이스 세가사미 2021.01 ~ 2021.12 운영개발, 퍼블리싱, 모바일 개발 • 파라다이스 홈페이지(PC, 모바일), 컨시어지 앱 유지보수

롯데 ON 운영(2021) ㈜플래티어 2021.01 ~ 2021.12 운영, 개선 개발
• 롯데 ON 쇼핑몰 마케팅, 회원, 할인판촉 등 프론트 & 백 오

피스 설계 및 개발
• 시스템 운영, 고도화 작업 진행

신세계 WEB,APP 통합 유지보수(2020) ㈜신세계 2020.01 ~ 2020.12
홈페이지 FO/BO, 앱 클라이언트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

• 신세계 홈페이지 (PC, 모바일), 신세계앱
• 공통업무, 서비스 운영 관련 개발 및 신규 이벤트/서비스

개발

신세계 S봇 유지보수(2020) ㈜신세계 2020.01 ~ 2020.12
운영, 고도화/공통 개발
웹/모바일 개발, 퍼블리싱, 디자인

• 신세계 챗봇 유지보수

시코르 마일리지 앱 및 홈페이지 유지보
수

㈜신세계 2020.01 ~ 2020.03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
• 시코르 홈페이지(PC, 모바일), 클랩앱 유지보수
• 서비스 운영 및 신규서비스 및 서비스 고도화 개발

백화점 발렛파킹, 분더샵 발렛파킹 업무
용 앱 유지보수(2020)

㈜신세계아이앤씨 2020.01 ~ 2020.12 클라이언트 유지보수
• 신세계 VIP 고객 발렛파킹 및 주차관리를 위한 안드로이드

전용 단말 및 iPAD 용 앱 유지보수

파라다이스시티 홈페이지, APP 유지보수
(2020)

파라다이스 세가사미 2020.01 ~ 2020.12 운영개발, 퍼블리싱, 모바일 개발 • 파라다이스 홈페이지(PC, 모바일), 컨시어지 앱 유지보수

전기공사공제조합 통합 유지보수 전기공사공제조합 2019.10 ~ 2020.09 운영개발 • 전기공사공제조합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발 지원

MH&Co 어플리케이션 아웃소싱 서비스 한국IBM㈜ 2019.05 ~ 2019.10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개발
• SCM 기능개선 및 운영 개발
• 기준정보, 행사, 점포영업, 발주, 지점물류, 고객관리, 온라

인몰 파트

* 프로젝트수행년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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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명 고객사 수행 기간 수행 범위 수행 내역 요약

신세계 챗봇 DB연동 및 프론트 운영/유
지보수

㈜신세계 2019.02 ~ 2019.12
챗봇 서비스, 프론트, DB, 구글
API 및 기간계 시스템 I/F

• 신세계 백화점 챗봇 서비스 운영 및 개발

신세계 WEB,APP 통합 유지보수(2019) ㈜신세계 2019.01 ~ 2019.12
클라이언트, 디자인, 퍼블리싱,
서버, I/F 운영 및 개발

• 신세계 홈페이지 (PC, 모바일), 신세계앱, 시코르 홈페이지
(PC, 모바일), 클럽앱 유지보수

백화점 발렛파킹, 분더샵 발렛파킹 업무
용 앱 유지보수(2019)

㈜신세계아이앤씨 2019.01 ~ 2019.12 클라이언트 유지보수
• 신세계 VIP 고객 발렛파킹 및 주차관리를 위한 안드로이드

전용 단말 및 iPAD 용 앱 유지보수

파라다이스시티 홈페이지 / POS 유지보
수

파라다이스 세가사미 2018.11 ~ 2019.12 홈페이지 및 POS 유지보수
• 홈페이지 / 모바일 홈페이지 / 컨시어지 앱 유지보수
• POS 유지보수

파라다이스시티 홈페이지 유지보수 파라다이스 세가사미 2018.01 ~ 2018.09
PC 프론트, 백오피스, 모바일웹,
컨시어지 앱

• 2018년도 파라다이스 시티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세계APP 유지보수(2018) ㈜신세계 2018.01 ~ 2018.12
클라이언트, 디자인, 퍼블리싱,
서버, I/F 운영 및 개발

• 2018년도 신세계앱 운영 및 개발

2018년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DITESS 
시스템 유지보수

㈜아이시글로벌 2018.01 ~ 2018.12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 2018년도 일부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백화점 발렛파킹, 분더샵 발렛파킹 업무
용 앱 유지보수(2018)

㈜신세계아이앤씨 2018.01 ~ 2018.12 클라이언트 유지보수
• 신세계 VIP 고객 발렛파킹 및 주차관리를 위한 안드로이드

전용 단말 및 iPAD 용 앱 유지보수

이마트 에브리데이 발주개선 ㈜신세계아이앤씨 2017.12 ~ 2018.03 웹시스템 (배치 포함)유지보수
• 이마트에브리데이 영업시스템, B2B시스템 유지보수
• 발주시뮬레이션 기능 추가 개발

신세계포인트 시스템 운영 ㈜신세계아이앤씨 2017.07 ~ 2017.12 시스템 유지보수 • 이마트 신세계포인트 시스템 유지보수

백화점 2017년도(업무용 앱) 유지보수 ㈜신세계아이앤씨 2017.07 ~ 2017.12 클라이언트 유지보수
• 신세계 VIP 고객 발렛파킹 및 주차관리를 위한 안드로이드

전용 단말 및 iPAD 용 앱 유지보수

롯데 모바일 백화점 운영 롯데쇼핑㈜ 2017.04 ~ 2017.06
클라이언트 및 백오피스 유지보
수

• 2017년도 시스템 운영

국방상호운용성평가지원체계(DITESS) 유
지보수 (2017)

㈜아이시글로벌 2017.03 ~ 2017.12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 2017년도 일부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 프로젝트수행년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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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명 고객사 수행 기간 수행 범위 수행 내역 요약

신세계APP 유지보수 (2017) ㈜신세계 2017.01 ~ 2017.12
클라이언트, 디자인, 퍼블리싱,
서버, I/F 운영 및 개발

• 2017년도 신세계앱 운영 및 개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017~2018) KCC정보통신㈜ 2017.01 ~ 2019.07 디자인, 퍼블리싱, 시스템 개발
• 2017~2018년도 전기공사공제조합 통합정보시스템 및 홈

페이지 유지보수

국방상호운용성평가지원체계(DITESS) 유
지보수 (2016)

㈜아이시글로벌 2016.01 ~ 2016.12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 2016년도 일부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시스템 통합유
지보수 (2016)

하이큐스 2016.01 ~ 2016.12 디자인, 퍼블리싱, 시스템 개발
• 2016년도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

보수

신세계APP 유지보수 (2016) ㈜신세계 2015.11 ~ 2016.12
클라이언트, 디자인, 퍼블리싱,
서버, I/F 운영 및 개발

• 2016년도 신세계앱 운영 및 개발

신세계 RFID 시스템 유지보수 ㈜신세계아이앤씨 2015.05 ~ 2015.12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 2015년도 시스템 유지보수

롯데홈쇼핑 롯데아이몰 운영 ㈜시스포유아이앤씨 2013.07 ~ 2015.12 상품, 전시영역 • 2013년 ~ 2015년 롯데아이몰 상품/전시 운영

* 프로젝트수행년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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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명 고객사 수행 기간 수행 범위 수행 내역 요약

CHICOR App 기획, 테스트, 디자인 지원
업무

㈜신세계 2018.05 ~ 2018.06 기획, 테스트, 디자인 • 화면설계 및 개발 테스트 및 오류 수정, 웹/앱 디자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B2C, B2E앱
TMS 솔루션 적용

㈜신세계아이앤씨 2018.01 ~ 2018.02 SDK 설치 , I/F개발 및 테스트
• 이마트 에브리데이 B2C, B2E 앱 대상 통합 메시징 전송을

위한 푸시 솔루션 도입 개발

신세계앱 푸시 서비스 개발 ㈜신세계 2018.01 ~ 2018.02
푸시전송을 위한 클라이언트,
서버 개발

• 외부 서비스가 아닌 자체 푸시 전송 및 통계수집/분석을
위한
Push 서비스 시스템 개발

신세계앱 위치기반서비스 유지보수 ㈜신세계 2016.08 ~ 2016.12 위치기반 서비스 및 서버 개발 • 유지보수 운영

신세계앱 서비스 고도화 개발 ㈜신세계 2016.04 ~ 2016.12
비콘 서비스 적용 개발
외부 마케팅 푸시 적용 개발
VIP 시스템 연게 개발

• 신세계앱 비콘 기반 위치기반 서비스 적용 및 외부 마케팅
푸시 서비스 적용 개발

• 신세계 VIP시스템 연계 개발(라운지, 이벤트, 프라이빗 포
인트, 발렛 등)

신세계앱 리뉴얼 개발 ㈜신세계 2015.11 ~ 2016.08
클라이언트, 앱서버, 푸시서버, 
백오피스 시스템 및 I/F 개발

• 신세계앱 전면재구축에 따른 클라이언트, 앱서버,, 푸시서
버, 백오피스 시스템 및 내ㆍ외부 인터페이스 개발

* 프로젝트착수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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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Delivery
Pandora3

납품 건/계약 명 납품(예정)월 납품/구축 내용

2022년 롯데백화점 통합유지보수(Pandora) 2022.01 ~ 2022.12 • 롯데백화점 디지털플랫폼 전산장비. 유지보수 內 판도라 솔루션 유지보수

2021년 롯데쇼핑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계약 2021.05 ~ 2022.12 • 롯데백화점 디지털플랫폼 전산장비. 유지보수 內 판도라 솔루션 유지보수

코끼리소아청소년과의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2021.02 ~ 2022.02 • 코끼리소아청소년과의원 홈페이지 디자인 및 시스템 유지보수

쇼핑 데이터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 2019.11 • 롯데백화점 빅데이터포털 - VIP 시스템, 파트너포털, 트렌트포털에 적용

자주 MD 모바일 시착권 시스템 2019.06
• 모바일웹 프론트 개발 (문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포함)
• BO 개발 (시착권 생성권리, 사용자 관리, LMS 발송통계, 점포별, 브랜드별 사용통계, 인사시스템 연

동, 메시징 시스템 연동)

코끼리 소아청소년과 의원 홈페이지 구축 2018.12 • 관리자 페이지, 게시판, 팝업 기능 적용한 홈페이지 구축

한국전기산업연구원 홈페이지 구축 2018.03
• 프론트 개발
• BO 개발(회원, 메뉴관리, 웹진관리, 컨텐츠 관리, 통계 등)

신세계포인트 시스템 재구축 2017.07 • 신세계포인트 시스템 백오피스 적용 (넥사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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