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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OVERVIEW

WHO ARE WE ?

기업개요

Company

(주)유컴패니온

CEO

한수진

Establishment

2006년

Office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19길 37-9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로얄빌딩 11층

Homepage

http://www.ucomp.co.kr

Contact

070 5030 5830

공공기관 인증
여성기업 수의계약/여가친화기업 인증/가족친화기업 인증

BUSINESS AREA

주요사업
공공기관

Web&App 구축

UX 컨설팅

앱 오류해결

Public Institutions

Web&App Build

UX Consulting

Application Troubleshooting

이러닝

웹 표준/접근성

사용성 평가

아키텍처 설계

E Learning

Web Accessibility

Usability Evaluation

Architecture design

액티브 러닝

데이터 수집

ISP 컨설팅

컨텐츠 제작

Active Learning

Data Collection

ISP Consulting

Contents

금융

데이터 분석

UX 리서치

웹진 제작

Finance

Data Analysis

UX Research

Webzine

마이데이터

데이터 시각화

연구 논문

신사업

My data

Data Visualization

Research paper

New Business

ORGANIZATION

대표이사

기술이사

경영기획팀

PR팀

재무 / 회계

PR

인사 / 총무

UX연구소

사업서비스실

Data Team

플랫폼개발실

기획 1팀

UXD 1팀

Backend 1팀

프로젝트 기반 TFT

Frontend

기획 2팀

UXD 2팀

Backend 2팀

사업관리팀

Cloud Native

기획 3팀

UXP팀

기획 4팀
Data Analytics

UX Lab

사업관리실

ORGANIZATION STATUS

2006년 설립

2022년 직원 수

123

06

(비정규직 포함)

어워드 수상

솔루션 개발

22

04
특급 5 ｜ 고급 49 ｜ 중급 14 ｜ 초급 44

전략컨설팅연구소

Strategy Planning

Technoolgy

ITO

Creative Group

e Business Consulting

서비스 및 비즈니스 플랜 기획

IT Management, Cloud Service

프로젝트 지원

콘텐츠 Visualizing

e Brand Consulting

마케팅 기획

Data Analysis, Statistics

경영관리

UI/UX Visualizing

Resource Management

Communication Planning

Web/App Development

품질관리

UI Consulting & IA

Quality Assurance

콘텐츠 전략

S/W Development

Web Design

콘텐츠 마케팅

System Management, Maintenance

Web Identity

SNS 마케팅

웹표준 HTML / 웹접근성 HTML
Motion Interaction, Interactive Effect
AWS 기반 시스템 구축 (AWS DSA Partner)

MANPOWER STATUS

123
Our members

63.03%
*2022.2.28 기준

특급

5명

4%

고급

49명

44%

중급

14명

13%

초급

44명

39%

박사

0.84%

석사

4.20%

학사

63.03%

전문학사이하

31.93%

*2022 직원 (비정규포함)

CREDIT RATING EVALUATION

신용등급평가

(주)유컴패니온
주소

신용등급 평가내용
서울 강남구 삼성로119길 37-9

종류

기업신용평가등급 (상응회사채 등급)

재무결산 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등급평가일

2022년 06월 24일

등급유효기간

2023년 06월 23일

발행처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신용등급

B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9 로얄빌딩 11층

전화번호

Tel. 070 5030 5830
Fax. 070 7545 1710

설립년도

2012년 6월

사업자등록번호

211 88 79196

FINANCIAL STATEMENT

재무재표 및 실적안내
구분

(단위 : 백만원, %)

2019년

2020년

매출상승률

(단위 : 억)

2021년

90
총자산

1,506

1,858

3,081

80
자기자본

247

386

589

70
유동부채

472

575

849

60
고정부채

787

897

1,643

50
유동자산

782

932

1,864

40
당기 순이익
매출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동비율

75
2,411
16.40%
35.8%
165.7%

139
4,333
20.80%
44.0%
161.9%

102
8,020
19.12%
21.0%
219.6%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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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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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HISTORY

2022

유컴패니온 삼성동 사옥 이전

2018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유컴패니온, 웅진씽크빅 전략적 업무 제휴 협약

현대오토에버(주) 협력업체 등록

중소벤처기업부, KBIZ 중소기업중앙회 '참 괜찮은 중소기업' 선정

신한DS 협력업체 등록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

힐스테이트(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2014

문화관광부 행복한기업 선정 2014 여가친화 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4.7)

2013

EBS화면해설, 자막, 수화 서비스 웹접근성마크 획득
환경부포털 코네틱 통합 사업 및 웹접근성인증

2021

2017

쌍용정보통신(주) 협력업체 등록
(주)LG하우시스 협력업체 등록

국토교통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참여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브랜드 연간 유지보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 생활 확산을 위한 실천 결의 동참

EBS수능 온라인 서비스 연간 운영

웹어워드 코리아 2020 디자인 이노베이션 대상

2016

금융결제원 핀테크 지원서비스 유지운영

INNO BIZ인증_한국기술보증기금

LIG시스템즈 협력업체 등록

유컴패니온 광화문 지점 확장

EBS수능 온라인서비스 운영업체 선정

씨젠(주) 협력업체 등록
현대건설 THE H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농협은행(주) 협력업체 등록

2019

2015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스마트초이스’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환경인력개발원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청년친화강소기업인증(2020.1)

EBS2 개국설명회 프로모션 기획

기업부설연구소인증(2020.3)

(주)효성 사내 캠페인 연간 운영

나이스디앤비우수기술기업L3 인증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브랜드 연간 유지보수 운영
EBS수능 온라인 서비스 연간 운영
SKT 사내컴 포탈 연간운영
LG하우시스 사보 및 웹 매거진 연간 운영

여성기업인증-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3.5)

2012

(주)유컴패니온 법인 전환/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SK(주)협력업체 등록

2006

600

2020

마이데이터 기반 금융 자산관리 앱 사용성 평가 논문 게재
(기업부설 연구소)

유컴패니온 설립

TECHNICAL CERTIFICATION

기업인증

- 여성기업 인증
- 여가친화기업 인증
- 가족친화기업 인증
-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
-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TECHNICAL CERTIFICATION

기술인증

-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인증
-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
- 기술신용평가(TCB) T3 등급 획득
- 나이스디앤비 우수기술기업 인증
- 현대건설 THE H 외 다수 브랜드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AWARDS

웹어워드코리아
16개 분야 수상

앱어워드코리아
3개 분야 수상

- 비상 마스터케이 한국어 화상수업 전문교육분야 대상

- 키움저축은행 모바일 앱 리뉴얼 저축은행분야 대상

- 비상 마스터토픽 리뉴얼 어학교육분야 대상

- 애큐온저축은행 모바일 앱 구축 저축은행분야 대상

- 씨젠 SG STATS 시각화통계 구축 의료서비스분야 최우수상

- 베어크리크 골프클럽 리뉴얼 레저분야 대상

-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리뉴얼 전문의료분야 대상
- 현대건설 THE H 사이트 구축 디자인 이노베이션 대상
- 독서동아리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비영리기관분야 대상
- 비상교재 모바일 서비스 리뉴얼 모바일웹 서비스부문 통합대상
EBS MATH 사이트 리뉴얼 학생/유아교육분야 대상
- 국립산림과학원 웹진 과학이 그린 리뉴얼 웹진 분야 대상

앤어워드
3개 분야 수상

- 신한금융그룹 Open API Market 리뉴얼 금융연계서비스분야 대상
- 베어크리크 골프클럽 리뉴얼 레포츠분야/스포츠분야 대상

- 비상 마스터케이 한국어 화상수업교육 GRAND PRIX

- 포스코건설 브랜드웹진 더샵라이프 리뉴얼 웹진 분야 최우수상

- 키움저축은행 모바일 앱 리뉴얼 은행/캐피탈 서비스 Winner

KTV 국민방송 리뉴얼 방송/신문분야 최우수상
- 전화외국어 파고다토쿨 리뉴얼 어학교육분야 최우수상
- 도서출판 아람 모바일 리뉴얼 모바일교육분야 우수상
- 효성웹진 효성타운 리뉴얼 웹진분야 최우수상

- 씨젠 SG STATS 시각화통계 구축 의료/건강 GRAND PRIX

AWARDS

UX/UI, PC, MOBILE / 2021

VISANG
MASTER K
비상교육의 한국어 화상 교육 서비스를 위한 PC,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교육 튜터링 매칭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학생, 어학당, 강사, 본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화상교육 서비스를
구축하여 국내외에서 온라인 한국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21
웹어워드 코리아
전문교육분야 대상

2021
A.N.D Award
교육 GRAND PRIX

AWARDS

UX/UI, PC, MOBILE, APP / 2021

VISANG
MASTER TOPIK
전세계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을 준비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인터넷 강의, 모의고사 등을 Subscription 방식으로 제공하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한국어 교육 전문 강사진의 실력 있는
한국어 강의 학습을 할 수 있는 한국어 전문 온라인 학습 사이트입니다.

2021
웹어워드 코리아
어학교육분야 대상

AWARDS

SG STATS

UX/UI, PC, MOBILE / 2021

Projects

SEEGENE
STATS

My Projects

Projects

Park Young il

My Projects
All

Personal

SIT

IIT

All

Ongoing

Completed

Search for a project name or hash tag

Search

Create Project

Project
Announcements
Publica ons

Ongoing

Completed

Completed

Completed

Admin

Avian Inﬂuenza Research
Project Avian Inﬂuenza.

HPV28 Research

Projects
Announcements

HPV28 Research

HPV28 Research

Publica ons

We will be working on Avian.

씨젠 전 제품의 질병 진단 결과에 대한 빅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SG STATS 웹사이트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고객 중심의 편의성, 정보의 다양성 및 유연성을 강화하여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Throat Swab, Taget1, 50-300ea, 500ml

3+

Throat Swab, Taget1, 50-300ea, 500ml

#Crude #Extrac on_Free #Corona
#SARSCoV2 #HPV28 #Project

D+12

다양한 차트 및 Map, Dashboard 등의 데이터 시각화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We will be working on Avian.

Throat Swab, Taget1,
50-300ea, 500ml

3+

P +3

D+12

80%

D+12

C

D+12

65%

P +3

C

업무 특성에 최적화된 UI/UX 설계를 통해 쉽고 빠른 분석이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All Projects

2021
웹어워드 코리아
의료서비스분야 최우수상

2021
A.N.D Award
의료/건강 GRAND PRIX

Search for a project name or hash tag

Search

3

#Crude #Extrac on_Free #Coro

#Crude #Extrac on_Free #Corona
#SARSCoV2 #HPV28 #Project

45%

C

We will be working on Avian

We will be working on Avian
Inﬂuenza.will be working on Avian..

All Publica ons

Search for a tle

Search

AWARDS

UX/UI, MOBILE, APP / 2021

키움저축은행
Mobile App
“모바일 First 전략을 바탕으로 간편하고 쉬운 대출 서비스 제공”
“키움예스저축은행의 브랜드 이미지 강조와 간결한 구성”
“이탈을 막기 위한 장치 제공”
모바일에 최적화한 간편한 한도조회 기능 및 대출 진행 기능을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가능한 서류제출 등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여 상황별, 행태별
각 유저층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노출시켜 줌으로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
스마트 앱어워드 코리아
저축은행분야 대상

2021
A.N.D Award
은행/캐피탈 서비스 Winner

AWARDS

UX/UI, MOBILE, APP / 2020

애큐온 저축은행
Mobile App
-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언택트 금융 서비스 강화
- 모바일뱅킹 플랫폼을 Main Hub로 모든 디지털 기술을 적용,
상품/서비스/프로세스의 디지털 혁신
-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디지털 제휴를 통한 고객에게 최상의 디지털 가치
(편의성, 신속성, 안정성) 제고
가장 빠르고 편리하며 쉬운 디지털 경험, 고객 지향적 UI/UX,최적의 언택트 서비스,
디지털 금융 이용 편의 강화, 멤버십 및 모바일 특화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0
스마트 앱어워드 코리아
저축은행분야 대상

AWARDS

UX/UI, PC, MOBILE / 2020

HYUNDAI
THE H
현대건설 THE H는 고급 주택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만든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THE H의 핵심 가치인 주택 프리미엄 브랜드 기준으로 메인에 THE H 영상을 전면에
배치하여 브랜딩을 강조하고 컨텐츠는 미니멀리즘하게 적용하여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THE H 브랜드에 걸맞는 프리미엄 공간에 영상부터, 브랜드 철학, 컨셉 등
다양한 콘텐츠 전달을 차별화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20
웹어워드 코리아
디자인 이노베이션 대상

CHAPTER 3

BUSINESS AREA

BUSINESS AREAS

각 기관의 편의와 활용도를 높여주는 사용자 중심의 UI/UX개발

공공 및 기타기관 분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대표 포트폴리오
한국도로공사 대표 홈페이지 및 혁신플랫폼 구축

한국과학기술원 인체감응 솔루션 연구단 사이트 구축

자동차 안전하자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한국과학기술원 실감교류사업 컨텐츠 디자인

중랑구청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신고센터 구축

수자원공사 가뭄정보서비스 사이트 구축

SH공사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한국무선인터넷협회 청소년 유해차단 서비스구축

독서동아리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환경인력개발원 사이트 접근성 인증

한경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구축

환경부 포탈 코네틱 통합사업 및 접근성 인증

지진화산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광운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재구축

경기중소기업 경영정보솔루션 도입

가천대학교 ICT 힐링 플랫폼 UI 디자인

서울시 전산정보시스템 UI 개선 작업진행

세종대학교 입학사이트 유지보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치매 DTC연구단 사이트 구축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사이트 유지보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리뉴얼

BUSINESS AREAS

UX/UI, PC, MOBILE / 2020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도로공사를 이용하는 고객의 온라인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알기쉬운 직관적 UI를 적용하였으며 가장 이용률이 높은 통행료 수납 영역과
콜센터, 교통방송을 보기 쉽게 노출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컬러 및 이미지 아이덴티티를 최대한 경험할 수 있는
디자인 설계를 하였으며, 사이트 곳곳에 마이크로 인터렉션을 적용하여
사이트에 생동감을 주었습니다.

여성기업 수의계약

BUSINESS AREAS

UX/UI, PC, MOBILE / 2020

자동차 안전하자
관리시스템
- 교환/환불 관련 법 규제 등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서비스 구축
- 온라인 민원신고 및 상담 서비스 기능 제공
SMS 발송 시스템 연계
자동차 안전/하자 시스템 홈페이지 구현으로 인한 중재 신청 및 확인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며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대한 대국민 소통 , 홍보 및 정보서비스 제공합니다.

BUSINESS AREAS

UX/UI, PC, MOBILE / 2019

현재 운영중

중랑구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신고센터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쓰지 못하게 된 가구·가전제품 등 각 물건별로 개별적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으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워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생활쓰레기로 구분되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친절히 안내해주고 수거신청 및 비용안내를 도와주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폐기물 처리방법 안내 (대형폐기물,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 구민과 만드는 깨끗한 중랑구 (깨끗한 골목길 조성, 주민인식 개선사업, 도시경관 개선,
청소행정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BUSINESS AREAS

SH공사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국립한경대학교(진학사)

SH공사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독서동아리 지원센터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국립한경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구축

BUSINESS AREAS

다양한 금융플랫폼 UI/UX 개발

금융 및 마이데이터
본인의 정보를 일괄 수집, 조회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개인의 재무, 소비상황을 분석하고
금융상품 자문 자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대표 포트폴리오
롯데카드 마이데이터 APP 구축
농축협 자산관리 APP UI/UX 고도화 진행
애큐온 저축은행 APP 리뉴얼
키움저축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UI/UX
개발신한금융그룹 OPEN API 고도화 프로젝트, 비대면 본인인증
금융결제원 핀테크 사업 오픈 API 포탈 및 APP 구축 및 디자인

BUSINESS AREAS

롯데카드

농축협 자산관리

애큐온 저축은행

마이데이터 APP 구축

APP UI/UX 고도화 진행

APP 리뉴얼

BUSINESS AREAS

데이터 구조에 맞는 최적의 시각화 유형 생성 및 추천

데이터 시각화
숫자의 가치를 시각 요소로 바꾸어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 전달
웹사이트 기반 사용자 환경 지원

대표 포트폴리오
씨젠 코로나 통계 개발
씨젠 OVERCOMM 시스템 구축
씨젠 STATS 사이트 리뉴얼

BUSINESS AREAS

SG STATS
씨젠 시각화통계 구축

BUSINESS AREAS

다양한 학습 유형에 맞는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

e-Learning &
Active Learning Platform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 개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제공

대표 포트폴리오
신한 EDU 사이트 리뉴얼

EBSi 학습 Q&A 고도화 및 모바일 사이트 디자인

SK mySUNI 사이트 리뉴얼

비상교육 한국어 튜터 매칭서비스 프로세스 UI

비상교육 Master K 사이트 구축

비상교육 마스터토픽 사이트 리뉴얼

EBS 공통 API 기판 고교강의 재구축

비상교육 유아교실 영어 서비스 개발

EBS 패밀리사이트 클라우드 전환 개발 사업

(주)유니온 교육 COP 플랫폼 구축사업

EBS 소셜 러닝사이트 구축

(주)대교 DSP 학습지원서비스 사이트 구축

EBS 사이트 디자인, 운영 및 고도화

환경인력개발원 이러닝 사이트 리뉴얼

EBS 수능 통합검색 웹, 모바일 고도화 검색 WSG

(주)입시캠퍼스 웹사이트 구축

EBS 진단 코칭 디자인 개선

BUSINESS AREAS

신한 EDU

SK mySUNI

비상 Master K

신한은행 온라인 교육 플랫폼 리뉴얼

SK 사내 직원 교육 학습 플랫폼 리뉴얼

비상교육 한국어 화상 교육 서비스 구축

BUSINESS AREAS

다양한 환경에 유연하게 최적화 될 수 있도록 구축

Web/App UI/UX 컨설팅
구축 및 운영
앱 사용자 및 사용업체 중심의 편의성을 고려한 UX 개발
수려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은 UI디자인/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대표 포트폴리오
비앤빛 밝은강남세상안과 사이트 리뉴얼

동서 IS 에일린의 뜰 브랜드 사이트 구축

현대건설 THE H 사이트 구축

아시아나 항공 인사노무시스템 웹 표준 수행

SKT Our365 사이트 개편 및 운영

베어크리크 골프클럽 모바일 웹 구축

SK POST System, TSL Extra Admin UI 디자인

통그룹 사내 SNS개발

현대건설 및 엔지니어링 사이트 유지보수 및 보안포털시스템 고도화

바이오일레븐 홈페이지 신규 구축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브랜드 사이트 운영

(주)대성학원 대성 마이맥 사이트 리뉴얼

현대캐피탈 DMP 고도화 프로젝트

(주)대교 DSP써밋 갤럭시 10.1 전용 웹/앱 및 브랜드 사이트 구축

KT NeOSS SLA 리뉴얼사업

LG상사 홈페이지 유지보수, LS하우시스 웹진 앱구축

효성해링턴스퀘어, 트랜스 월드 사이트 구축

(주)파고다 전화영어 브랜드 ‘토쿨’ 웹, 모바일 개편

(주)효성ITX CS UI 개선 고도화 HCCS 시스템 UI 디자인

(주)대교 ‘티칭랩’ 모바일 APP 디자인

(주)효성그룹 사내 인트라넷 및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운영

대명 본웨딩 사이트 리뉴얼 디자인 및 모바일 디자인

신한은행 경력컨설팅센터 통합 홈페이지 구축

인터넷산업연합회 자녀안심 ‘스마트보안관’ APP UI

BUSINESS AREAS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현대 THE H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사이트 리뉴얼

현대건설 THE H 사이트 구축

BUSINESS AREAS

단순한 나열식 소개 지양
읽을거리가 있는 콘텐츠로 재가공

콘텐츠 제작
객실 소개, 호텔 소개 등에 유용하게 활용
이벤트나 프로모션, 웹진 등
고객접점의 콘텐츠에 컨셉이 있는 이야기로 구성

대표 포트폴리오
LG상사 인터넷 사보 운영

2016 EBS 전국입시설명회 자료집 제작

LG하우시스 사보 및 웹진 운영

태권도원 블로그 SNS 2016 연간운영

(주)효성 ITX 기업광고

예루살렘 정형외과 Blog 연간운영

조선일보 역사기념관 ‘조선뉴지엄’ 리플렛 제작

(주)로얄케리비안 쿠르즈 디자인가이드

국립산림과학원 웹진

Nationacar 디자인 가이드 제작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웹진 ‘KAMA’ 2016 운영

Alamo 디자인 가이드 제작

EBS2 채널 개국설명회 프로모션 디자인
(주)포스코 건설 ‘더샵라이프’ 웹진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이북제작

BUSINESS AREAS

LG 상사

LG 하우시스

인터넷 사보

사보 및 웹진

BUSINESS AREAS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챗봇 구축

AI 챗봇 구축
디지털·비대면 시대에 맞춰 AI 기술이 접목된 챗봇 서비스 구축으로
모바일 금융 경쟁력 강화

대표 포트폴리오
하나은행 AICC 챗봇 구축
하나카드 AICC 챗봇 구축

BUSINESS AREAS

하나은행

하나카드

AICC 챗봇 구축

AICC 챗봇 구축

CHAPTER 4

COMPANY PR

COMPANY VISION

비전

유롭다

추구하는 가치에 이로움이 더해지다.

기술로
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기업

유로지앵
(Urosien)

유롭게 하는 사람들

COMPANY CORE VALUE

핵심가치

Expert

Trend

Leading

Clear Goal

전문가

트랜드

주도적

명확한 목표

우리가 전문가다.

우리가 만들면 트랜드다.

우리는 주도적으로 움직이기에
관리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운 명확한 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

UROSIEN PEOPLE

인재상
유컴패니온의 적극적인 인재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관리 당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적인

유컴패니온의 열정적인 인재들은
열심히 일하고 최고의 성과를
추구합니다.

적극적인

유컴패니온의 이타적인 인재들은
모든 기회에 감사합니다.

예의있는

유컴패니온의 예의있는 인재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이타적인

유컴패니온의 하루는
자신에게 이로우며, 아름답습니다.

생각하는

유컴패니온의 생각하는 인재들은
늘 고민하고, 학습하며,
발전을 즐겨합니다.

아름다운

COMPANY CULTURE

사내 문화

업무 성취감

사람중심 가치관

자율적 업무 분위기

사내 메신저 활성화

주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만족스러운 업무 성취감 이룸

사람들의 일상에 풍성한
만족감과 행복을 설계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는
창의적인 솔루션 연구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수평적인 문화를 만듬

유연근무제

스마트데이

리프레쉬 휴가

시차 출퇴근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시간 관리 가능

주 1회, 원하는 곳에서
장소 제한없이 업무수행 가능

2년 근속 시 1개월 유급휴가 제도로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

PARTNER COMPANY

파트너사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PORTFOLIO

월드비전 국내 보호종료아동 모금 캠페인 웹사이트 구축

2022.

LG CNS 리서치 서비스 사업 설계 및 UX 구현
LG 디스커버리랩 운영
SH 전사자원통합관리시스템 업무 포탈 구축
SKI 22년도 mySUNI DevOps 프로젝트
SK브로드밴드 기업 대리점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SK브로드밴드 다이렉트샵 마케팅 시스템 구축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 및 운영

LG 디스커버리랩 운영

SK에너지 Smart Marketing Platform 고도화
SK텔레콤 CONNECT 운영
- 현대 NGV Softeer 화상감독 기능 위탁 개발
- 대학 입학처구축 및 운영
(한양대, 인천대, 부경대, 세종대, 아주대, 덕성여대, 한경대)
하나은행 AICC 챗봇 구축

- 디피니션 마카다미아 올인원 서비스 분석 컨설팅
- 씨젠 SG STATS 시스템 개발
- 애큐온 저축은행 운영사업지원
- 웅진 베베북 클럽 운영/고도화
- 월드비전 국내 보호종료아동 모금 캠페인 운영 사업
- 중랑구 대형폐기물센터 운영
- 하나은행 AICC 챗봇 프로젝트 UX 구현
- 하나카드 AICC 챗봇 프로젝트 UX 구현
- 환경위성센터 홈페이지 개선
- 효성 사내 PR, 기업 메세지 프로모션 운영
- 효성 장학재단 마이크로 사이트 구축

웅진 싱크빅 베베북 클럽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SKT Our365 구축 및 운영

PORTFOLIO

SK브로드밴드 다이렉트샵 홈페이지 리뉴얼

2021.

SKT Our365 구축 및 운영
SKT 통합 사이트 웹진 구축 및 유지보수
EBS 수능인터넷 운영
- 롯데카드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채널프론트 구축
- 현대캐피탈스탁론디지털프로젝트
LG 하우시스 웹진 리뉴얼 구축
- 현대 힐스테이트 유지보수(현대건설, 현대 엔지니어링)

LG 하우시스 웹진 리뉴얼 구축

- 대학 홈페이지 구축(한양대, 세종대, 아주대, 한경대, 부경대)
- 씨젠 오버컴 커뮤니케이션
- 라인뱅크재팬 프론트엔드 및 아키텍처
- 중앙선거위원회지능형선거범죄대응시스템구축
- 현대건설사이버감사실개발
구루미 삼성화재 비대면 상담솔루션

SKmySUNI 고도화 개발
- 신한은행 차세대 교육플랫폼 구축
SH공사 전사지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SK 브로드밴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 비상교육 한국어 튜터, 어학당 플랫폼 구축사업
- 구루미 삼성화재 비대면 상담솔루션
LG 디스커버리랩 웹서비스신규구축사업
- 현대캐피탈 스탁론 디지털 프로젝트
- 롯데카드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 책읽는 문화재단 독서동아리 기능개선 및 고도화
- 베베북클럽 고도화 개발
- 국가 및 유역수도 운영지원시스템 서버 구매
SK브로드밴드 다이렉트샵 홈페이지 리뉴얼

현대 힐스테이트 유지보수(현대건설, 현대 엔지니어링)

EBS 패밀리사이트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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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서비스 대표 홈페이지 구축

2020.

EBS 패밀리사이트 통합운영
- 중랑구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신고센터 운영 (PC, MO)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현대건설 유지보수
- 현대엔지니어링 유지보수
LG 상사 홈페이지 및 인터넷 사보 유지보수
-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대표 홈페이지 구축

비앤빛 강남밝은세상 안과 홈페이지 구축

- 비앤빛 강남밝은세상 안과 홈페이지 유지보수
- 씨젠 코로나 통계 추가개발 및 overcomm 시스템 구축
- 신한은행 경력컨설팅센터 통합 홈페이지 구축
- 키움저축은행모바일어플리케이션구축UI/UI 개발
- 지진회산정보시스템의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광운대학교 입학홈페이지 재구축

- 씨젠 ST STATS Site 리뉴얼
- 현대건설 보안포털시스템 고도화
- 비상교육 마스터토픽 사이트 리뉴얼
SK 주식회사 mySUNI 2차, 3차 고도화 개발
- 광운대학교 입학홈페이지 재구축
- 비상교육 유아교실영어 서비스 개발
- 비상교육 한국어 튜터 매칭 서비스 프로세스 UI

비상교육 마스터토픽 사이트 리뉴얼

애큐온 저축은행 웹 홈페이지 구축

PORTFOLIO

바이오일레븐 자사 웹사이트 구축

2019.

- 중랑구 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 애큐온 저축은행 모바일 앱/웹 스마트 뱅킹 구축
- 자동차 안전하자 관리시스템 구축
- 기프트 넷 모바일 사이트 리뉴얼
-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독서동아리지원센터홈페이지 구축
- 비상교재 모바일 서비스 구축
- 잉크전산 CRM시스템 구축

자동차 안전하자 관리시스템 구축

- 바이오일레븐 자사 웹사이트 구축
- 신한DS 자사 웹사이트 구축
- 신한카드 PC OFF 솔루션 UX 디자인
-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관리시스템 구축
- 비앤빛강남밝은세상안과 웹사이트/모바일 구축
비상교재 모바일 서비스 구축

KT NeOSS SLA리뉴얼 사업
- 통통 광고플랫폼 사업기획 및 구축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브랜드 사이트 연간운영
EBS 수능 인터넷 운영, 수학, 영어 연간운영
SKT Our365 사내 커뮤니케이션 포탈 리뉴얼
SKT Our365 사내 커뮤니케이션 포탈 연간운영
- 서울시 전산정보시스템 UI 개선 작업 진행
LG 하우시스 사보 및 웹진 연간운영
-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 홈페이지 유지보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독서동아리지원센터홈페이지 구축

PORTFOLIO

신한금융 OPEN API 웹서비스 구축

2018.

- 공덕 효성해링턴스퀘어 사이트 구축

[ 출판 ]

- ex 혁신플랫폼 신규 구축

LG 하우시스 성공방정식 단행본

- 중소제조기업의 디자인관련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전략지원

LG 하우시스 CEO Letter

시스템개발 용역

[ 분양 ]

- 미세먼지연구단 웹/모바일 구축

- 디에이치 포레센트 일반

- 신한금융그룹 비대면 본인인증

- 회원 분양사이트

- 신한금융 OPEN API 웹서비스 구축

- 디에이치 포레센트 조합원용 분양사이트

- 국군복지단 차세대 쇼핑몰 구축기획

- 힐스 에비뉴 삼송역 스칸센 상업시설 분양사이트

- 현대캐피탈 DMP 고도화 프로젝트 3차

- 힐스테이트 일산 상업시설 분양사이트

EBS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

- 힐스테이트 녹번역 분양사이트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 연계사업 신규 구축

- 디에이치 라클라스 분양사이트

- 비상교육 비바샘 모바일서비스 구축

-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분양사이트

SK네트웍스 SK NShoP 쇼핑몰 고도화 구축

-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분양사이트

- 힐스테이트 고도화(예약시스템 구축/웹접근성 인증) 구축

- 힐스테이트 연산 분양사이트

- 효성건설 효성해링턴스퀘어 브랜드 웹사이트 신규 구축

-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 분양사이트

- 강남N타워 브랜드 사이트 신규구축

-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분양사이트

- 사보이그룹 오피셜사이트 및 사보이 건설 브랜드 신규구축

- 힐스테이트 펜타힐즈(공제회 대상) 분양사이트

- 베어크리크 골프클럽 브랜드 사이트 구축

- 힐스테이트 별내 스테이원 분양사이트

- 국립산림과학원 웹진 운영

- 힐스테이트 신촌 분양사이트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브랜드 사이트 운영

- 힐스테이트 학익 분양사이트

EBS 수능 인터넷 운영, 수학, 영어 사이트 운영

- 힐스테이트 금정역 분양사이트

SKT Our365 사내 커뮤니테이션 포탈 운영

-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 분양사이트

- 서울시 전산정보시스템 UI 개선 작업 진행

- 하남 포웰시티 분양사이트

LG 하우시스 사보 및 웹진, Web / APP 운영

- 힐스테이트 천안 분양사이트

-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 홈페이지 유지보수

- 세종 마스터힐스 분양사이트
-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분양사이트
- 디에이치 자이 개포 분양사이트

베어크리크 골프클럽 브랜드 사이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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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GS자이 브랜드 사이트 구축 및 분양 시스템 UI/UX 신규 구축

2016.

2015.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치매 DTC연구단 사이트 구축

KTV 국민방송 사이트 및 모바일 구축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브랜드 사이트 운영

- 롯데마트 차세대 BOS 구축

EBSi 수능 사이트 리뉴얼 디자인

- 미랑 f&B 커피 브랜드 브로떼 사이트 구축 및 쇼핑몰 사이트 구축, 운영

- 수자원공사 가뭄정보서비스 사이트 구축

- 현대카드 프리비아 쇼핑/여행 리뉴얼

- 동서IS 에일린의 뜰 브랜드 사이트 구축

- 가천대학교 ICT힐링 플랫폼 UI 디자인

- 대명 본웨딩 사이트 리뉴얼 디자인 및 모바일 디자인

LG하우시스 2017사보 및 웹진 개발 및 운영, 제작
- (주)효성그룹 사내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운영

- (주)유비온 교육 플랫폼 ‘달다 CORN’ 구축사업

EBS 진단 코칭 디자인 개선

- 태권도원블로그SNS2016연간운영

SKT 사내 커뮤니케이션 포탈 개편

EBS 수능 인터넷 운영, 수학, 영어 사이트 운영

- 금융결제원 핀테크 사업 오픈API 포탈 구축

- (주)효성ITXCS UI개선고도화

SKT Our365 사내 커뮤니케이션 포탈 운영

- 금융결제원 핀테크 사업 오픈API APP 디자인

- (주)대성학원 대성 마이맥 사이트 리뉴얼

- 서울시 전산정보 시스템 UI 개선작업 진행

- (주)효성 트랜스 월드 웹사이트 구축

EBS 수능 통합검색 웹, 모바일 고도화 검색 WSG 제작

- 서울시 하천관리 시스템 UI/UX개선 및 고도화 디자인

- 아시아나 항공 인사노무시스템 웹표준 수행

EBS PMS서비스 고도화 웹, 모바일

- 가산 포휴 브랜드 및 분양 사이트 구축 운영

EBSi 수능포탈 2016 연간운영

- 기탄교육 초등유아 교육용 APP 개발

- 한국과학기술원 SFS융합연구단 / 치매연구단 사이트 신규구축

- (주)효성 사내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연간 운영

EBS 2 채널 개국설명회 프로모션 디자인

- 한강 홍수 통재소 UI/UX 개선 디자인

- 예루살렘 정형외과 Blog 년간 운영

2016 EBS 전국 입시설명회 자료집 제작

- 한국과학기술원 인체감응 솔루션 연구단 웹 사이트 운영

- 한국과학기술원 인체감응 솔루션 연구단 웹사이트 운영

- (주)포스코 건설 2016 ‘더샵라이프’ 웹진 콘텐츠 기획, 운영

- (주)포스코 건설 2015 더샵라이프 웹진 개편 및 콘텐츠

SKT 사내 커뮤니케이션 포탈 웹 서비스 2016 년간 운영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웹진’KAMA’ 2016 운영

기획, 취재, 제작 운영
SKT 사내 커뮤니케이션 포탈 웹서비스 2015년간 운영

PORTFOLIO

2014.
KOTOA 스마트초이스 웹접근성(웹, 모바일) 개선 구축

2013.
SKT ‘OUR365’ 사내커뮤니케이션 포탈 / 운영

2012.
EBS 포탈 개편 및 고도화 (메인 포탈 및 11개 섹션 리뉴얼)

- (주) 파고다 전화영어 브랜드 ‘토쿨’ 웹, 모바일 개편

- (주)기탄교육 메인 및 이벤트 고도화

EBS 소셜 러닝 사이트 구축

- 롯데마트 문화센터 구축

- 환경인력개발원 사이트 접근성 인증

SK POST System UI 디자인

- 환경인력개발원 이러닝 사이트 리뉴얼

EBSi 학습 Q&A 고도화

- (주)대교 DSP 써밋 갤럭시 10.1 전용 웹앱 구축

- 환경부 포탈 코네틱 통합사업 및 접근성 인증

EBSi 모바일사이트 디자인

- (주)대교 DSP 써밋 브랜드 사이트구축

- 인터넷산업연합회 자녀안심 ‘스마트보안관’ APP UI

SK TSL Extra Admin UI 디자인

- (주)대교 DSP 학습지원서비스 사이트 구축

- 한국과학기술원 실감교류사업 컨텐츠 디자인

- (주)대교 ‘티칭랩’ 모바일 APP 디자인

- 아프리카TV BJ직소퍼즐 UI 디자인

- (주)효성 사내 인트라넷 캠페인 운영

- (주)대교 교수학습지원 시스템 ‘티칭랩’ 디자인

- 한국무선인터넷협회 청소년 유해차단 서비스 구 축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리뉴얼

- (주)로얄케리비안 쿠르즈 디자인 가이드

DWI 그룹웨어시스템 UI개선 HTML5전용

- 파라다이스 호텔 카지노 키오스크 UI 디자인

EBS 화면해설.자막.수화 웹사이트 웹접근성 마크 획득

Nationalcar 디자인 가이드 제작

- (주)포스코 건설 더샵라이프 웹진 개편 / 운영

- (주)입시캠퍼스 웹 사이트 구축

Alamo 디자인 가이드 제작

- (주)포스코 건설 더샵라이프 이북제작

- (주)효성ITX 기업광고

GU커뮤니케이션 어플리케이션 ‘드림하우스’ 디자인

- (주)효성 ITX HCCS 시스템 UI 디자인
- 조선일보 역사기념관 '조선뉴지엄' 리플렛 제작
- 조선일보 '직업체험관' 리플렛 제작

- 조선닷컴 라이프 포탈 개편디자인

우리는 윤리의식을 가진 IT인입니다.
기술로서 사람과 세상을 위해 성장하는 자랑스러운 인재임을 잊지 않습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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