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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I.T.
to your
Business

주식회사 애드아이티는
IT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여
브랜드와 함께 성장합니다.

Overview

Add I.T. to your Business
당신의 비지니스에 IT를 더하다

Company

(주)애드아이티

Founded

2010년 6월 25일

CEO

배지은

Address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21 대화빌딩 3층

Key Certification 벤처기업, 여성기업, 기업부설연구소, 가족친화인증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Business field

온라인 마케팅 / Web/App 개발/ Web 디자인 / 영상
/ 출판 디자인/ BI CI 개발 / 컨설팅 및 연구

Website

www.additcorp.com

Process

One-stop Solution
300여 고객사와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구축한 마케팅 전략 노하우와
기업부설연구소의 안정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디자인
· SNS 디자인
· 웹·앱 디자인
· 출판 디자인

온라인 마케팅
기획

영상 미디어

· 콘텐츠 기획
· 사업 계획 및 전략 수립

· 영상 촬영
· 영상 편집
· Score

홍보
· 퍼포먼스 마케팅
· 캠페인 집행
· sns 콘텐츠 홍보

IT
개발

연구

· UIㆍUX 퍼블리싱
· Web / App front end, Back end

전략

테크

· 마케팅 전략 수립
· 법 제도연구

· Data
· AI

시스템
· ISP

Overview

Organization
애드아이티는 고객사의 매출 증대를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대표이사

온라인·모바일 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ddit CEO

경영지원
Management
Support Team

· 회계

· 기획

· 총무

온라인 마케팅

디자인

IT

연구

SNS / Webzine

Design / Video

Web / App

R&D / Consulting

· 홍보

· 웹디자인
· 출판디자인

· 영상
· 인플루언서

· Web/App 개발

· data
· AI

· 마케팅 전략
· 제도연구

· ISP

History

Since 2010
지난 10년간 애드아이티는

2022

· 혁신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2020

· ㈜애드아이티로 한글 사명 변경

2019

· 가족 친화 기업 인증

2018

· 웹어워드코리아 공공블로그 분야 최우수상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2017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다양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장관 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여성경제인의 날 장관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2016

· 대한민국 ICT Innovation 특별상 수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전자·IT 의 날 유공자 장관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 [R&D] 오피니언 마이닝 기술 적용으로 온라인 내의 고객리뷰 빅데이터 신뢰도, 정보의 방향성 분석 시스템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 [R&D] 오픈 시나리오 기반 프로그래머블 인터렉티브 미디어 장착 서비스 플랫폼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5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 전문중소 SW기업 우수포럼 수상
· 디지털이노베이션대상 수상
· 대한민국SW기술대상 우수상
· 대한민국온라인광고제 우수상
· 스마트광고개발포럼 운영기관 선정
· [R&D] 쇼핑몰 큐레이션 시스템 [서울산업진흥원]

2014

· [R&D] 실시간 광고경매 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2010

· 벤처기업 · 여성기업 인증
· 온라인광고 플랫폼 개발
· ㈜애드잇 설립

Patent

IP

2017

· 사용자위치기반 유휴공석 제공 시스템과 서비스제공 서버에서 실행되는 사용자위치기반 유휴공석 제공방법

지식재산권/특허
등록

애드아이티는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로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며, 고객 가치를

2015

· 광고 배너 자동 제작 방법 및 광고 배너 자동 제작 서버
· 물품관리장치 및 그 동작방법
· 온라인 의견 정보 수집 및 분석시스템

창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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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장치, 서버장치의 제어방법 및 광고 제공 시스템
· 빅데이터 기반 광고 플랫폼
· 모바일 단말장치, 모바일 단말장치의 제어방법 및 광고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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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허용영역에 기반한 정보유출 제어장치 및 방법
☥⦑䏭䛼 10-1248803

(45) Ὃἶ㧒㧦
(11) ❇⪳⻞䢎
(24) ❇⪳㧒㧦

(19) ╖䞲⹒ῃ䔏䠞㼃(KR)
(12) ❇⪳䔏䠞Ὃ⽊(B1)

2013⎚03㤪29㧒
10-1248803
2013⎚03㤪25㧒

(73) 䔏䠞ῢ㧦
䞲ῃ㩚㧦䐋㔶㡆ῂ㤦

(51) ῃ㩲䔏䠞⮮(Int. Cl.)
H04W 48/04 (2009.01) H04W 4/02 (2009.01)
(21) 㿲㤦⻞䢎
10-2009-0065506
(22) 㿲㤦㧒㧦
2009⎚07㤪17㧒
㕂㌂㼃ῂ㧒㧦
2009⎚07㤪17㧒
(65) ὋṲ⻞䢎
10-2011-0007851
(43) ὋṲ㧒㧦
2011⎚01㤪25㧒
(56) ㍶䟟₆㑶㫆㌂ⶎ䠢
KR100650872 B1

╖㩚ὧ㡃㔲 㥶㎇ῂ Ṗ㩫⪲ 218 (Ṗ㩫☯)
(72) ⳛ㧦
㩫⽊䦻
╖㩚ὧ㡃㔲 㥶㎇ῂ ⏎㦖☯⪲ 187, 㡊ⰺⰞ㦚㞚䕢䔎
609☯ 301䢎 (㰖㫇☯)
䞲⹒䢎
╖㩚ὧ㡃㔲 ㍲ῂ ⚪㌆⪲ 155, 䋂⪲㞚䕢䔎 110☯
1101䢎 (⚪㌆☯)

KR100874015 B1

ₖ₆㡗

KR1020080104441 A

╖㩚ὧ㡃㔲 㥶㎇ῂ 㠧㓺䙂⪲123⻞₎ 65-38, 503☯
3102䢎 (☚⬷☯, 㓺Ⱎ䔎㔲䕆)

₆㑶㧊㩚 䧂ⰳ : ₆㑶㟧☚, 㔺㔲ῢ䠞㡂, ₆㑶㰖☚

(74) ╖Ⰲ㧎
㩲㧒䔏䠞⻫㧎, ₖ㤦㭖
㩚㼊 㼃ῂ䟃 㑮 : 㽳 19

䟃

㕂㌂ὖ :

䢿㥶㰚

(54) ⳛ㦮 ⳛ䃃 㩧⁒䠞㣿㡗㡃㠦 ₆䞲 㩫⽊ 㥶㿲 㩲㠊㧻䂮  ⁎ ⻫

(57) 㣪 㟓
⽎ ⳛ㦖 㩧⁒䠞㣿㡗㡃㠦 ₆䞲 㩫⽊ 㥶㿲 㩲㠊㧻䂮  ⁎ ⻫㠦 ὖ䞲 ộ㦒⪲, 㥚䂮㩫⽊㠦 ₆䞮㡂 㩧⁒䠞㣿
㡗㡃㦚 ㍺㩫䞮ἶ 㧊 ㍺㩫♲ 㩧⁒䠞㣿㡗㡃⌊㠦㍲⓪ 㫆㰗⌊ ⌊㩫⽊㠦 ╖䞲 㩧⁒㦚 䠞㣿䞮☚⪳ 㩲㠊䞮Ⳇ, 㧊 㩧⁒
䠞㣿㡗㡃㦚 㧊䌞䞮⓪ ἓ㤆 㫆㰗⌊ ⌊㩫⽊㠦 ╖䞲 㩧⁒㦚 㹾┾䞮☚⪳ 㩲㠊䞾㦒⪲㖾, 㭧㣪㩫⽊㠦 ╖䞲 㩧⁒㦚 ㌂
㣿㧦Ṗ ⳛ䢫䞮Ợ 㧎㰖䞶 㑮 㧞Ợ ♮Ⳇ, ㌂㩚㠦 ㍺㩫䞲 㭧㣪㩫⽊ ὖⰂ㩫㺛㠦㍲ ⻭㠊⋮⓪ 㞛㦮㩗㧎 䟊䌏☚ῂ✺㠦
㦮䞲 ⻫㩗㧎 㩧⁒㦚 䣾ὒ㩗㦒⪲ 㹾┾䞶 㑮 㧞┺. ⡦䞲, ⽎ ⳛ㦖 ㌂㣿㧦Ṗ ㍺㩫䞲 㭧㣪㩫⽊ ὖⰂ㩫㺛㠦 㦮䟊
㧦☯㦒⪲ ὖⰂ♮₆ ➢ⶎ㠦 ㌂㣿㧦 ὖ㩦㠦㍲㦮 㭧㣪㩫⽊ ὖⰂṖ ㏦㓓Ợ 㧊⬾㠊㰞 㑮 㧞┺.

╖ 䚲 ☚

-1-

등록

㍲㤎䔏⼚㔲 ṫ⋾ῂ ☚ἷ⪲21₎ 18 (㡃㌒☯,㌒㩫
ア❿3䂋)(㭒)㞶✲㧝

(54) ⳛ㦮 ⳛ䃃 ⳾㧒 ┾Ⱖ 㧻䂮, ⳾㧒 ┾Ⱖ 㧻䂮㦮 㩲㠊 ⻫  ὧἶ 㩲Ὃ 㔲㓺䎲

(57) 㣪 㟓
⽎ ⳛ㦮 䞲 㔺㔲㡞㠦 ➆⯊Ⳋ ㌞⪲㤊 㡾⧒㧎 ὧἶ䒊㧊⋮ 㥏㌂㧊䔎 Ṳ㔲 ㌳㌆㎇ 㩲ἶ  ㌞⪲㤊 㩫⽊㩲Ὃ 䒊⪲
䢲㣿䞮ἶ, 㧒 ㌂㣿㧦㠦Ợ 㿪Ṗ㩫⽊⯒ 㩲Ὃ䞾㦒⪲㖾 ㌞⪲㤊 㡾⧒㧎  ⳾㧒㠦㍲㦮 㩫⽊ 㩲Ὃ 㔳㦮 㺓㿲ὒ
゚㯞┞㓺 ⳾◎⪲㍲㦮 ₆䣢⯒ 㺓㿲䞶 㑮 㧞┺.

(57) 㣪 㟓

2009

10-2016-0002467
2016⎚01㤪08㧒

(71) 㿲㤦㧎
(㭒) 㞶✲㧝

(72) ⳛ㧦
⺆㰖㦖
㍲㤎䔏⼚㔲 ṫ⋾ῂ 㡃㌒⪲ 314 Ṳ⋮Ⰲ 䛎⯊㰖㡺㞚
䕢䔎 301☯ 1504䢎

㩚㼊 㼃ῂ䟃 㑮 : 㽳 2 䟃
(54) ⳛ㦮 ⳛ䃃 ゛◆㧊䎆 ₆ ὧἶ 䝢⨁䙒

㕂㌂ὖ :

· 서버장치, 서버장치의 제어방법 및 광고 제공 시스템

기반 광고 플랫폼
(54) ⳛ㦮 ⳛ䃃 ㌂㣿㧦㥚䂮₆· 빅데이터
㥶䦊Ὃ㍳
㩲Ὃ㔲㓺䎲ὒ ㍲゚㓺 㩲Ὃ ㍲⻚㠦㍲ 㔺䟟♮⓪ ㌂㣿㧦㥚䂮₆ 㥶䦊
· 빅모바일 단말장치, 모바일 단발장치의 제어방법 및 광고제공 시스템
Ὃ㍳ 㩲Ὃ⻫

(11) ὋṲ⻞䢎
(43) ὋṲ㧒㧦

(51) ῃ㩲䔏䠞⮮(Int. Cl.)
G06Q 30/02 (2012.01) G06Q 20/12 (2012.01)
G06Q 20/34 (2012.01)
(21) 㿲㤦⻞䢎
10-2014-0080671
(22) 㿲㤦㧒㧦
2014⎚06㤪30㧒
㕂㌂㼃ῂ㧒㧦
㠜㦢

(74) ╖Ⰲ㧎
㥶⹎䔏䠞⻫㧎

ₖὧ䢎

⽎ ⳛ㦖 ㌂㣿㧦Ṗ Ṗⱏ㩦㦚 㧒㧒㧊 ⶎ䞮㰖 㞠▪⧒☚ 㤦ỿ㰖㠦㍲ 䘎Ⰲ䞮Ợ Ṗⱏ㩦㦮 ゞ㧦Ⰲ 㩫⽊⯒ 䢫㧎䞶 㑮
㧞㦒Ⳇ, Ṗⱏ㩦㭒⓪ ゞ㧦Ⰲ 㩫⽊⯒ ㌂㣿㧦㠦Ợ 㩲Ὃ䞮㡂 㩗⁏㩗㦒⪲ ἶṳ㦚 㥶䂮䞶 㑮 㧞ἶ, Ṗⱏ㩦 㥶䦊Ὃ㍳ ⰺ
䃃 ㍲゚㓺⯒ 㩲Ὃ䞮⓪ ㍲゚㓺 㩲Ὃ ㍲⻚㦮 㤊㡗㧦Ṗ Ṗⱏ㩦㭒㠦Ợ ṳὖ㩗㧊ἶ 㩫䢫䞲 ㍲゚㓺 㑮㑮⬢⯒ 㼃ῂ䞶 㑮
㧞ἶ, Ṗⱏ㩦㭒Ṗ ㏦┮㦚 㩗⁏㩗㦒⪲ 㥶䂮䞶 㑮 㧞ἶ ゞ㧦Ⰲ 㡞㟓㠦 ὖ䞲 㔶㼃䎆 Ṗⱏ㩦 ⶎ₢㰖 㔺㩲⪲ Ệ⧮
Ṗ 㢚⬢♶ 䢫⮶㦚 ⏨㧒 㑮 㧞⓪ ㌂㣿㧦㥚䂮₆ 㥶䦊Ὃ㍳ 㩲Ὃ㔲㓺䎲ὒ ㍲゚㓺 㩲Ὃ ㍲⻚㠦㍲ 㔺䟟♮⓪ ㌂㣿㧦㥚
䂮₆ 㥶䦊Ὃ㍳ 㩲Ὃ⻫㠦 ὖ䞲 ộ㧊┺.

(19) ╖䞲⹒ῃ䔏䠞㼃(KR)
(12) ὋṲ䔏䠞Ὃ⽊(A)

㍲㤎䔏⼚㔲 ṫ⋾ῂ ☚ἷ⪲21₎ 18 (㡃㌒☯,㌒㩫
ア❿3䂋)(㭒)㞶✲㧝
(72) ⳛ㧦
ₖὧ䢎

(72) ⳛ㧦
㧚䡲㰚

(74) ╖Ⰲ㧎
䔏䠞⻫㧎㭒㤦
䟃

(11) ὋṲ⻞䢎
(43) ὋṲ㧒㧦

(51) ῃ㩲䔏䠞⮮(Int. Cl.)
G06Q 30/02 (2012.01)
(21) 㿲㤦⻞䢎
10-2014-0034716
(22) 㿲㤦㧒㧦
2014⎚03㤪25㧒
㕂㌂㼃ῂ㧒㧦
㠜㦢

㍲㤎䔏⼚㔲 ṫ⋾ῂ ☚ἷ⪲21₎ 18 (㡃㌒☯,㌒㩫
ア❿3䂋)(㭒)㞶✲㧝

(✍Ⳋ㠦 Ἒ㏣)
㩚㼊 㼃ῂ䟃 㑮 : 㽳 6

2019⎚01㤪04㧒
10-1935391
2018⎚12㤪28㧒

(73) 䔏䠞ῢ㧦
(㭒) 㞶✲㧝

(51) ῃ㩲䔏䠞⮮(Int. Cl.)
G06Q 10/02 (2012.01) G06Q 50/10 (2012.01)
(52) CPC䔏䠞⮮
G06Q 10/02 (2013.01)
G06Q 50/10 (2013.01)
(21) 㿲㤦⻞䢎
10-2017-0113075
(22) 㿲㤦㧒㧦
2017⎚09㤪05㧒
㕂㌂㼃ῂ㧒㧦
2017⎚09㤪05㧒
(56) ㍶䟟₆㑶㫆㌂ⶎ䠢
KR1020120018459 A

Awards

Awards list
애드아이티는 다양한 분야의 수상을 통해

인증

안정적인 기업 운영 및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증명해왔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가족친화기업 인증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KOITA 2020.04

여성가족부 2019.12

강남구청 2017.01

특허청 2015.12

여성경제인의 날 장관 표창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장관 표창

전자·IT의 날 유공자 장관 표창

ICT Innovation 대상 특별상

중소벤처기업부 2017.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11

산업통상자원부 2016.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04

스마트광고개발 포럼 우수상

빅데이터어워드 매경 회장상

대한민국 온라인광고제 우수상

스마트광고개발 포럼 우수상

KOSA 2018.12

매일경제미디어그룹 2017.12

한국온라인광고협회 2015.12

KOSA 2015.05

표창

수상

Client

온라인마케팅

IT

연구용역

Successful case
Portfolio

Online Marketing & Webzine
Editorial Design
BI & CI Design
Video
IT (Web & App)
R&D & Consulting

Online Marketing
& Webzine

Webzine & Newsletter
Online Marketing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ICT산업 HOT Clips 웹진 제작
ICT산업 관련 기고문, 산업동향을 통해
전문 기관 이미지 고취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관련 기업 우수사례, 일자리 소식
정책성과를 확산 및 지원했습니다.

CLIENT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PROJECT

웹진, 웹진레터

Tech

Online Marketing

NIA 통합 데이터 지도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데이터 초보자를 위한 다양한 사례 소개로
데이터댐의 빅데이터 활용법을 안내하고
통합 빅데이터 검색 플랫폼 활성화와
빅데이터의 중요성 및 활용법을 홍보하였습니다.

CLIENT

한국지능정보사회지진흥원

PROJECT

데이터 세미나 개최, 데이터스토리 업로드, 데이터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전문가 자문회의 섭외 및 진행, 인플루언서 협업 영상, SNS채널 운영, 카드뉴스 등

Tech

Webzine & Newsletter

식품의약품안전처
열린마루 웹진 제작
소비자를 위한 먹거리 안전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정보 전달 및
의료기기·의약품 제도 소개로
환자 중심의 국민 안전 실천을 위해 배포했습니다.

CLIENT

식품의약품안전처

PROJECT

웹진

Safety

Online Marketing

국회예산정책처
NABO 공식 SNS 운영
예·결산 분석 보고서, 경제전망 보고서를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콘텐츠로 홍보하여
국가재정과 경제에 관심이 있는 대국민 대상
NABO 인지도 증대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CLIENT

국회예산정책처

PROJECT

SNS채널 운영, 카드뉴스

Assembly

Webzine & Newsletter

국회미래연구원
뉴스레터 및 미래칼럼 발행
국회미래연구원 소식과 칼럼,연구보고서를 뉴스레터로 발행하여
국가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국회 싱크탱크로서의
미래연구원 역할을 홍보하였습니다.

CLIENT

국회미래연구원

PROJECT

뉴스레터, 미래생각, 미래칼럼

Assembly

Webzine & Newsletter

국회도서관
웹진 및 뉴스레터 제작
국회도서관 및 도서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직관적인 UI 디자인으로
구독자들에게 전달하여 지식정보 지원기관으로서의
대국민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CLIENT

국회도서관

PROJECT

웹진, 뉴스레터

Assembly

Online Marketing
Webzine & Newsletter

대한장애인체육회
SNS 운영 및 뉴스레터 제작
장애인과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인식 개선
콘텐츠와 참여형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스포츠는 물론 문화, 예술 등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CLIENT

대한장애인체육회

PROJECT

SNS채널 운영, 뉴스레터, 카드뉴스, 기자단 운영

Disable

Online Marketing
Webzine & Newsletter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및
SNS 홍보
발달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체육과
문화 활동을 다각도로 소개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이 지닌 재능을 증명하고
발달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CLIENT

스페셜올림픽코리아

PROJECT

SNS채널 운영, 뉴스레터, 카드뉴스, 스킨, 이벤트

Disable

Online Marketing

청양 신활력플러스
농촌 신활력 온라인 캠페인
1, 2, 3차 산업 융·복합화로
미래 성장 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주민 주도적 자립기반 확충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CLIENT

청양 신활력플러스

PROJECT

SNS채널 운영, 카드뉴스, 스킨, 이벤트

Local

Online Marketing

영월 신활력플러스
농촌 신활력 온라인 캠페인
영월 내 장류생산 기업을 인터뷰를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를 통해 영월 장류를 알리고
장류 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CLIENT

영월 신활력플러스

PROJECT

SNS채널 운영, 카드뉴스, 스킨, 이벤트

Local

Online Marketing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식물자원 보호 온라인 캠페인
미래를 위해 식물 종자와 식물 씨앗을
영구 보존하는 시드볼트와 식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백두대간을 위한 콘텐츠를
기획하여 운영하였습니다.

CLIENT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PROJECT

SNS채널 운영, 카드뉴스, 스킨, 이벤트

Local

Online Marketing

국립세종수목원
SNS 홍보 및 수목원 소개
산림청 주관 국립세종수목원의 시설 소개 및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식물자원에 대한 친근한 접근을 위해
반려식물 키우는 정보성 콘텐츠와
관련 이벤트를 기획, 발행하였습니다.

CLIENT

국립세종수목원

PROJECT

SNS채널 운영, 카드뉴스, 스킨, 이벤트

Local

Editorial Design

Editorial Design

Editorial Design

Editorial Design

BI & CI Design

BI & CI Design

BI & CI Design

BI & CI Design

Video

Video
인플루언서 협업

영상 기획 및 제작

제목 [꼰대가 간다] 꼰 대탈출!

제목 ICT기금사업 AllDigital 캠페인

제목 [가치 더하는 작은음악회] 가수 김태우, 정성하, 유승우 등

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목 KICT 멘토링 소개

제목 휠체어테니스 부부 인터뷰 | 김건훈, 최나영 선수

제목 우주부품 산업과 과학기술

기관 K-ICT 창업멘토링센터

기관 대한장애인체육회

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목 군인공제회의 모든것!

제목 보험맛집 3탄

제목 우수GP데이

기관 군인공제회

기관 신용보증기금

기관 과학기술인공제회

취재·인터뷰
기획 취재, 인터뷰, 인플루언서 협업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을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흥미 유발과 SNS 활성화를 이뤄냈습니다.

정보성 영상

IT
(Web/App)

Information
Technology

UI·UX 설계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수출사업단 다국어 페이지

장애인기업제품 온라인 전시몰 ‘드림365’ 구축

일동후디스

오케어 홈크린

홈페이지 및 포털시스템(웹, 앱) 구축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고객 니즈에 적합한 트렌드
디자인 반영과 확장성을 고려한
UI·UX 설계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였습니다.

R&D
& Consulting

R&D & Consulting

disable

R&D 과제
[연구]마케팅전략·법제도 연구·ISP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빅데이터 기반 중소사이트를 광고매체로
만들어주는 광고 경매 시스템 개발

온라인 고객 리뷰 빅데이터 신뢰도,
정보 방향성 분석 시스템

독립된 기술개발 연구소와
다양한 산 · 학 · 연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중심 연구지원 서비스,
앞선 기술 개발 및 생산을 제공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VER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활용 API서비스
지원사업 사전기획

개별 분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법적 책임과 한계연구

Add I.T. to
당신의 비지니스에
IT를 더하세요

your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