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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JIN.LEE
Control A / CEO. Director • PCN   Senior Planner

• Krim&Associates PM, PL, Planner 

• Media4th, Media4th&Company

• TheSOME Marketing Agency ebiz team

• motionblue

2018 베타딘 통합사이트 개발

2017 17년 해군본부 통합앱 개발

현대건설 FMS 고도화

모블로 홍보사이트 개편

제주항공 트래블라운지 사용성 개선

루트엔글로벌 홍보사이트 제작

더홈 1차 자사몰 개발

식스뷰리팁스 온라인대행

케이블방송협회 채증시스템 유지보수

케이블방송협회 이사고객 로밍시스템 유지보수

제주항공 전세기관리시스템 개발

제주항공 리플래시포인트 B2B Bulk Sale 개발

한솔시큐어 메인 및 콘텐츠페이지 제작

경남은행 ODS, PPR 통합 구축 (Tablet Branch) 

2016 제주항공 통합라운지 개발

제주항공 사전기내식 발주시스템 개발

공감랩 AVM 서비스 UI/UX 기획

인슈봇 보험상품 비교서비스 개발

팍스넷 메인 및 공통 UI,UX 컨설팅

서울스토리 일본어 사이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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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Profile

2016 범한판토스 모바일플랫폼 구축

우리들교회 웹사이트 리뉴얼

‘언니의 파우치’ 서비스 고도화 UI/UX기획·디자인

넥센히어로즈 야구단 반응형 웹사이트 개발

엠베이비 모바일 쇼핑몰 개발

2015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구매상담회 BI 및 패키지 디자인개발

글로벌 화상회의 서비스 홍보사이트 개발 및 UX컨설팅

프리넥스트 : REWORK 및 통합회원 서비스 개발

프리넥스트 : 기업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진행

스마트광고 직거래마켓 구축

삼성카드 디지털채널 구축

2014 롯데면세점 홍보사이트 모바일웹 개발

롯데면세점 공정거래윤리경영사이트 개발

그린카 홈페이지 개편

Auto4i PC/Mobile Web BO 제품유통지원시스템 개발

2013 2013년 스터디코리안 기능개선

우리은행 서울시 정책자금전용SITE 구축

NH농협카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2013 우리은행 서울시 민간경상 보조금관리시스템 개발

GS건설 장차법 대응

2012 한화자산운용 기업 및 아리랑 ETF사이트 리뉴얼

삼성SDS Smart BMS개발

빙그레 어린이그림잔치

2011 광동제약 관계사 보안모듈 및 아이핀/실명인증 구축

광동제약 통합사이트 리뉴얼

위스퍼 브랜드사이트 운영

P&G Shopper Marketing 디지털 광고 대행

2010 롯데카드 웹사이트 재구축

LG.COM/COOKING 쿠킹포털 다국어서비스구축

스파게티웨어하우스 웹사이트 개편 구축

삼성전자 유럽 (독일,프랑스)지역 Chargeback시스템개발

2009 르노삼성자동차 NEW SM5 E-Guide 제작

한국정책금융공사IT시스템 개발

농협 PFMS (개인자산관리) 개편

2008 SC제일은행 Internet Banking Reamp

2007 국가관광정보화전략계획 및 국가관광정보표준시스템 보완

코리안넷 다국어포털(국문,영,일,중,러) 운영, 유지보수사업

PM : Project Manager
PL  : Project Leader
PC & Mobile Web, App Planner 

Project History

Company Career

18.10
sinc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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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m&Associates PM, PL, Pl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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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onblue

2018 베타딘 통합사이트 개발

GasNo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글로벌 전환

GasNo1 모바일 고도화

삼성전자 새마을금고 모바일발권시스템 개발

오피스디포 회사소개 페이지 제작

우진코리센 기업사이트 리뉴얼

이노플라이 서비스 개발

강남세브란스병원 불면증 어플리케이션 개발

킹슬리캐피탈파트너스 웹사이트 제작

부산ㆍ경남은행 자산관리플랫폼 구축

정우자산 홈페이지 제작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홍보사이트제작

팜케어 어플리케이션 개발

VKforme 전통시장 프로모션 개발

한국관광공사 한가위 대축제 사이트/이벤트 개발

농협카드 선택적 복지시스템 개발

메트라이프 펀드관리 모바일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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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컨트롤에이

General Information

회 사 명 주식회사 컨트롤에이

설 립 일 2015년 7월

종 목

• 소프트웨어 개발및 공급

• 포털 및 기타인터넷정보매개업

• 광고대행

사업분야

• 전략컨설팅 사업

• 디지털광고 및 마케팅 브랜딩

• 디자인서비스사업

• 기술(솔루션)서비스사업

• 디지털채널 운영 및 이노베이션 사업

• IT프리랜서 프로젝트 정보서비스 “프리넥스트’

• 오피스프렌즈 : 직장생활 큐레이션 서비스

2S
5DInformation Service

Digital Agency Business Domain

Digital Agency Business Domain

Strategy & Consulting

• 디지털 비즈니스 컨설팅

• UI/UX 인텔리전스 컨설팅

• 비즈니스사업모델(BM) 전략

• 브랜딩 전략 및 수립

• 컨설팅, IA전략 및 기획

• 서비스정책 및 프로세스 설계

• 글로벌 브랜드 현지화 전략

• 디지털 인텔리전스 컨설팅

Digital Mkt& Branding

• 디지털 마케팅컨설팅 및 전략

• 매체 전략수립 및 대행

• 바이럴 마케팅

• eCRM, 온라인프로모션

• 마이크로 사이트 제작

• 캠페인 진행 및 분석

• 프리넥스트 / 오피스프렌즈

광고집행

Creative & Design

• 디자인전략컨설팅

• UX컨설팅

• 웹사이트디자인

• 인터랙션디자인

• 모션그래픽스

• BI/CI 디자인

• 프로모션 캠페인 디자인

•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Tech Architecture & Dev

• 포털/통합서비스 솔루션

• RIA

• 프로그래밍,

• 애플리케이션개발

• 서비스 플랫폼 공급

• 고도화/안정화

Digital Operate & 

Innovate

• 디지털채널 운영

(Web, Mobile, App, SNS)

• 콘텐츠 관리 및 운영

• 프로그램 안정화 및 보안운영

• 웹표준화 개선

• 평가분석 보고 리포트 발간

• 디지털 클리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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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컨트롤에이

Our Service Overview

요즘들어 너무 늦는 퇴근시간?
요즘 벚꽃이 유행이라던데
바람쐬는 것은 어때?

요즘 많이 바빠?
코엑스에서 6/18~20 자동차부품
박람회하는데 동향파악 겸 어때?

프리넥스트 | IT 프로젝트 정보 중개서비스

IT프리랜서 매칭마켓 프로젝트 정보 (디자인그룹나인, 이랜서, 웹크루트 외)와 IT아웃소싱 플랫폼 프로젝

트 정보(위시켓, 프리모아 등)를 포함하여 회원기반의 IT프리랜서/기업 대상 (업종, 직무, 경력 정보 설정) 

맞춤정보 제공 및 스크랩 기능을 제공합니다. 

’16년 06월 프리넥스트 기업서비스를 런칭함으로 일반기업/에이전시에서 프리랜서 구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freenext.co.kr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freenext

Direct Link

오피스프렌즈 | 직장생활 경력/생활정보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

스마트폰 기반의 직장생활 행동패턴을 통해 직장생활 경력/생활정보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

개인 생활패턴 기반의 맞춤형 생활제안 및 직장생활 로드맵 기반 경력 및 행사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프렌즈 DNA 플랫폼 구성

직장업무패턴 직장/경력정보 기본정보 SNS 연동 키워드

출퇴근 정보 + 이동정보 + 

근무시간 외

기업유형

근로구분,경력정보,업종정보

나이, 성별,

부가정보(결혼,자녀간략정보

개인 감정표현 키워드 추출

http://biz.freenext.co.kr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자율프로그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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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컨트롤에이

Manpower Status / Client

구 분 PM/기획 디자인 개발 관리 합계

고급기술자 1 1 2 4

중급기술자 2 2 1 1 6

초급기술자 1 1 2

합계 4 4 3 1 12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

38%

31%

31%

Client

컨트롤에이는 작지만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다양한 노하우를 쌓아온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고객의 성공을 위한 컨트롤에이의 노력에서 짧지만 다양한 분야의 고객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Manpower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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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추진방안

SCA Methodology

강력한 Digital Branding을 위해

사용자의 Experiences Satisfaction을 높임으로

고객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인지도, 만족도,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시각으로 고객과 사용자의 정확한

Needs를 파악하여 최적의 Digital Value Strategy를 제

시함으로 디지털채널별 포지셔닝과 더불어

최상의 퍼포먼스를 위한 I.M.C를 플랜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채널 및 사용자별로 선호하는

UX/UI, Design Style, Layout, Color, Typography, 

Metaphor 등을 Analysis하고 사용자의 목적에 부합

하는 최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Digital Branding Strategic Planning Digital Creative Value

다양한 성공적인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한 SMART CA METHODLOOGY는

시스템화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지행과 의사결정에 탄력적으로 운용됨으로 중장기적 플랜과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mart CA Methodology 

7단계의 Phase와 하부 Activity 및 Task로 구성되어 안정적인 프로젝트 수행기반 마련

Project
Initiation

Analysis Plan
Design
/Dev.

Test Realize Launching

1차
Heuristic 평가

2차
Heuristic 평가

3차
Heuristic 평가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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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획수립

• 업무정의

• 업무분장

• 환경 및 팀웍 구축

• 산출물 확정

• 개발프로세스 구축

• 개발 스케줄 정의

• 프로젝트 사이트 구축

Project initiation Analysis

환경/요구분석

• 일반/경쟁환경분석

• AS-IS 분석

• 관계자 요구분석

• 유사사이트

벤치마킹

• 디자인환경분석

사용자 요구분석

• FGI (Focused Group

Interview)

컨텐츠 분석

Content Design

Content Producing

• 컨텐츠 전략수립

• 기초 컨텐츠 제작

Process 확정

• 컨텐츠 목록작성

• 컨텐츠 조사/수집

• 내부컨텐츠

(Copy/Help)문구제

작

• 내부전략수립

• 컨텐츠 매핑

• 컨텐츠 계층구조 설계

• 컨텐츠 분석 및 연결

Content 설계

I.A
Information Architecture

Structure Design

Navigation Design

• Navigation Model 

Prototype 제작

• Navigation System

설계

• Content category 

define

• Category별

기본/서브메뉴 정의

• Main Function 정의

• Labeling System 설계

• Site Structure Define

• Sitemap Define

Design

Concept 설정

• UI / UX컨셉

• Design Key Factor 

추출

• Design 방향 설정

Prototyping

• Image 컨셉 설정

• Ideation

• Draft Design

• Client 평가(1차)

Style Setup

• Type Expanding

• Client 평가(2차)

Final 

Template 제작

디자인개발 / Process 정의

• 개발파트 별 업무분장

• 개발 상세 스케줄 산정

• 파일/디렉토리 규칙

정의

상세 디자인

• 기능화면 디자인

• 컨텐츠 화면 디자인

Development

이미지 요소 제작

HTML 제작

• 화면별 HTML 제작

• HTML 화면 검토

수정보완

시스템 구현

System Integration

시스템 설계

• 분석/기술구조설계

• 데이터베이스설계

• 아키텍처설계

• 인터페이스설계

• 시스템통합구현

• 데이터베이스구축

• 프로그램 코딩

• 관리자 툴 개발

시스템 통합

Test/
Launching

Testing

• 단위모듈 테스트

• 테스트 시나리오작성

• 통합 테스트

• 클라이언트 시연 및

검수

평가

• 방문자 분석

• Usability Test

• 사용자 /운영자교육

사용자 매뉴얼 / 
Style Guide 제작

Site Launching
Promotion / Marketing

프로젝트 추진방안

SCA Methodology

Methodology _Detail

U.I (User Interface)
Design

• Layout system 정의

• 화면설계 기준안 정의

• 화면설계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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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제주항공 전세기관리시스템 개발

제주항공 전세기의 효율적 운용 및 매출관리를 위하여 전세기 기본정보 관리 및 계약·입금현황을 등록하고 실행계획에 따라 매출 및 계약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입금 및 미수금/매출현황을 파악하고 비정상적 상황발생 시, 담당자 알림 기능을 제공합니다. 

Year :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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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서울시 나눔카 통합사이트 유지보수

서울시 나눔카 통합사이트 유지보수 담당하여 PC Web 리뉴얼 및 Mobile Web 신규 제작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현황보고를 위한

데이터정보센터와 시스템 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ear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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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제주항공 트래블라운지 개발

자유여행객을 위한 제주항공만의 ONE-STOP 서비스!

전세계 10개의 제주항공 협력 여행사 ‘라운지’ 사이트를 ‘트래블 라운지’라는 통합브랜드로 구성, 상품관리, 결제, 정산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Year :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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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루트엔글로벌 홍보사이트 제작

루트엔글로벌 자산운용사 홍보를 위한 PC/Mobile 반응형 웹 사이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자산운용을 요리에 대입하여 재료와 요리방법에 대한 좋은 요리를 제공하듯 자산운용의 방법과 데이터기반의 자산운용 방법을 PR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Year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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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현대건설 FMS 고도화

현대건설 FMS(Flexible Manufacturing System)은 건설현장의 인력 및 차량의 위치를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지도 기반의 위치정보와 업무현황을 손쉬운 그래픽으로 제공하고 있어 실시간 차량/인력 위치 및 자원 가동율, 업무현황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Year :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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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식스뷰리팁스·맘스뷰리팁스 온라인대행

식스뷰리팁스는 큐어바디워크 및 큐어마터니티발레, anti-gravity therapy는 뉴욕식 slow exercise와 oriental therapy의 결합형태를

에스테틱전문 브랜드로 식스뷰리팁스, 임산부 전문 서비스 ‘맘스뷰리팁스‘, 에스테틱 서비스 전문 쇼핑몰 ‘식스뷰티몰’, 블로그 운영 등 운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Year : 2017.04

식스뷰리팁스 PC, Mobile 쇼핑몰 구축 맘스뷰리팁스

랜딩페이지 제작

식스뷰리팁스 블로그

Setup/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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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언니의 파우치’ 서비스 고도화 UI/UX기획·디자인

국내 대표 화장품 리뷰 서비스 ‘언니의 파우치‘ 서비스 3.0 고도화를 위한 멀티채널 PC, Mobile web, 어플리케이션 (iOS, Android) 에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전달할 수 있도록 UI/UX 구성 기획/디자인 및쇼핑몰 확장 및 리뷰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확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Year :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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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이노플라이 서비스 플랫폼 개발

LCC 항공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항공 탑승 시, 폐쇄형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여 영상 콘텐츠 제공 및 기내면세, 기내샾, 이벤트 서비스 등을 제공

사용자로 하여금 모바일 플랫폼 하에 서비스 구축 및 항공사의 신규 영업채널을 목표로 제공합니다.

Year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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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GasNo1 모바일 APP 고도화

IOT서비스인 국내 No1 원격가스검침 서비스 GasNo1의 모바일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바일을 가스원격검침 콘텐츠 이용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rhk

모바일 채널의 불만 및 기능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하고 있습니다.

Year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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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팜케어 어플리케이션 개발

차량관리 및 블록체인플랫폼을 구축함으로 OBD 데이터를 활용한 차량, 운전습관 데이터의 활용과 대시보드를 통한 실시간 차량상태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외 기프트를 통한 리워드 정책, 적립내역조회, 차량진단 및 운전습관 정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Year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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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큐브플랫폼 개발

차량관리 및 블록체인플랫폼을 구축함으로 OBD 데이터를 활용한 차량, 운전습관 데이터의 활용과 대시보드를 통한 실시간 차량상태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외 기프트를 통한 리워드 정책, 적립내역조회, 차량진단 및 운전습관 정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Year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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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17년 해군본부 통합 어플리케이션 개발

대한민국 해군의 뉴스, 보도자료, 훈련모습, 응원편지, 생활편의 정보를 제공함으로 대외적으로 해군의 뉴스를 신속하고 인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해군사관학교 및 교육사령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연계를 통하여 통합관리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생활편의정보는 네이버 API를 활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Year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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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범한판토스 모바일플랫폼 구축

글로벌 물류회사 범한판토스의 모바일 업무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그룹웨어 (메일, 전자결재, 게시판, 주소록), 모바일 물류관제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VM(Visibility, Tracking, Exception) 고객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Year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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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팍스넷 메인 및 공통 UI,UX컨설팅

팍스넷 UX,UX컨설팅을 통하여 온라인 비즈니스 진단에서 다양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웹사이트 이용여정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하고 그 특성에 맞는

Context나 Scenario 기반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사용만족도 향상을 넘어 고객감동 요소 도출 및 감성품질을 향상시키는 UX전략을 수립 제공하고 있습니다.

Year : 2016.07

리포트형 게시판형 카드형 게시판형

포토형 뉴스형 썸네일형 방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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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2016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제전 PC web / Mobile 제작

Year : 2016.11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는 민족 전통 공동노동조직인 두레의 상부상조 및 공유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분야 지방기초단체간 공동체로

18개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로 오케스트라, 합창단, 연극, 국악, 무용 등 각 지자체별로 경쟁력 있는 61개 문화프로그램을 등록/공연 등의 진행을 홍보하는 사이트를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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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아스트라자산운용 웹사이트 제작

아스트라자산운용의 회사소개 및 운용철학, 인력 및

공시정보, Contact Us기능을 구현함으로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이트를 제작하였습니다.

Year : 2017.11

대홍기획 D-BIGS 추가개발

롯데그룹 내 실시간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및 대응 / 

마케팅 활용 계획, 실행, 평가 (Plan-Do-See)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추가개발업무에 참여하여 분석기능

고도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Year : 2017.12

경남은행 태블릿 브런치 개발 - UI/UX

스마트뱅킹 및 오프라인 매출확대를 위하여

경남은행의 현재 통합시스템의 기능 기준 ODS, PPR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태블릿 UI/UX 기준 화면을 구성

하는 프로젝트 입니다. 

Year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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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제주항공 리플래시포인트 B2B Bulk Sale

제주항공 리플래시 포인트의 B2B Bulk Sale 지원 시

스템으로 포인트 조회, 포인트 집행이력, Q&A,  정보

변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제주항공 마이페이지 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Year : 2017.05

한솔시큐어 메인 및 상세페이지 제작

한솔그룹 보안솔루션 기업인 한솔시큐어의 메인 및

제품 라인업 및 온라인 세미나 신청 등의 상세페이지

제작 및 개발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Year : 2017.06

마일스톤자산운용 웹사이트 제작

마일스톤자산운용 소개 및 운용인력 소개, 투자철학 및

전략정보, 분석 및 공시/뉴스정보제공과 찾아오시는 길

등 회사정보제공을 위한 다양한 정볼를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였습니다.

Year :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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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제주항공 사전기내식 시스템 개발

제주항공의 전체 기편대상 승객 및 CREW대상 사전기

내식 발주, 정산업무까지 자동화하여 제공. 국제항공

통신협회 SITA와 운항통제시스템 JFOS / 정산을 위한

SAP 연동을 통한 통합발주 및 제반기능을 제공합니다.

Year : 2017.04

더홈 1차 자사몰 개발

이탈리아 명품 쇼파 브랜드 더홈의 온라인 쇼핑몰을

신규개발. 브랜드별 카테고리 및 이벤트, 콘텐츠기반

서비스 제공 Lifestyle, Trend, 이용후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Year : 2017.05

보험비교사이트 ‘인슈봇‘ 웹서비스 개발

DATA 기반의 상품 특성별 상품추천 서비스와 보험설

계사와의 매칭 서비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기능

의 상품비교의 경우 QCS (Quadrant Compare System)

을 적용함으로 인공지능 보험비교 서비스 ‘인슈봇’ 

PC/Mobile Website 개발하였습니다.

Year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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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SSOCIO 쇼핑몰 디자인 제작

다날 쏘시오의 소셜 큐레이션 커머스 PC Web 디자인

제작의뢰에 따라 큐레이션 기반의 커머스(쇼핑몰) 메

인 / 카테고리 / 목록 / 상세 기획 및 디자인에 참여하

였으며 UI/UX 디자인 및 사용자의 참여 및 평가, 확산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디자인하였습니다.

Year : 2015.10

2015 스마트광고 중개플랫폼 개발

새로운 스마트광고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스마트 광

고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형 광고

제작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광고주를 유치하고 광고상

품을 판매할 수 있는 중계 플랫폼 개발하였습니다.

Year : 2015.11

글로벌 화상회의서비스 홍보사이트 제작
및 UX컨설팅

글로벌 대상 화상회의서비스의 PC / Mobile Web 

홍보사이트 제작를 제작하였습니다. 패럴럭스 디자인

(Parallax Web Design)을 적용하여 스크롤을 이용한

시차모션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Year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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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엠베이비 모바일쇼핑몰 개편

국내 다수의 유아용품 대표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엠베이비의 모바일 쇼핑몰의 경우, 해외 유명브랜드의 브랜드 노출 및 다중 카테고리를 활용한 상품접근성 강화하고

상품 카테고리 및 브랜드관을 통한 브랜드 기반의 매출증대를 높였으며 모바일 정품등록 / 인증 기능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Year : 2016.02



Maintenance
운영·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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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일렉트로룩스 고객센터 웹사이트 운영

일렉트로룩스 고객센터 웹사이트 운영 및 고객센터 이

벤트, 서비스 대행사별 A/S진행관리, 특정제품 구매자

를 위한 울트라클럽 회원 운영 등 시스템 전반을 관리

하고 있으며 이벤트 및 향후 통합회원 기반의 CRM기

반 전환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ear : 2016 ~ 2017

삼성꿈장학재단 웹사이트 운영

삼성꿈장학재단 홍보사이트 및 사이버창구 Section 운

영으로 삼성꿈장학재단 내 학자금대출 신청, 기부, 인

재육성지원을 위한 인재육성기반의 시스템을 운영.

재단에서 진행중인 다양한 유형별 사업을 통합운영기

반 내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Year : 2016.08 ~

베타딘 통합사이트 운영

베타딘 통합사이트 개발 및 이전 운영을 위하여

베타딘 통합사이트 외 지노베타딘, 지노베타케어플로

럴, 베타딘 인후스프레이, 베타케어 콜드디펜스 나잘

스프레이, 베타딘 드라이파우더 스프레이 등 6개 브랜

드사이트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Year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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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나눔카 통합사이트 유지보수

서울시의 공유서울차원에서 운영하는 나눔카 통합사

이트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유지보수 이후 사

이트 PC/Mobile 등 추가 리뉴얼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Year : 2018.02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웹사이트 운영(디자인)

도박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예방과

홍보, 치유 및 재활 서비스, 도박문제 관련 연구, 도박

중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을 지원합니다.

Year : 2018.01 ~

식스뷰리팁스 서비스 운영

식스뷰리팁스의 큐어바디워크 및 큐어마터니티발레, 

anti-gravity therapy는뉴욕식 slow exercise와 oriental 

therapy의 결합형태를 에스테틱전문 브랜드로

식스뷰리팁스, 맘스뷰리팁스, 에스테틱 쇼핑몰 ‘식스뷰

티몰’, 블로그 운영 등 운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Year : 2017.04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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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방송협회 채증시스템 유지보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협회 관계자 및 설치기사

타사, 경제사 대상 위법사례를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채증 관리하여 실제 접수까지 진행할 수 있는 시

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진행하고있습니다.

Year : 2017.02 ~

포트폴리오

Portfolio

투에이미 서비스 운영

투에이미는 15 ~ 35세 대상의 자신만의 커스텀 아이

템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커스텀 제품제작 마

켓플레이스로 초기 서비스 준비에서 런칭까지 서비스

운영대행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Year : 2017.04 ~

한국케이블방송협회 로밍시스템 유지보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사고객

로밍시스템의 인프라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함으

로 대형 SO(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엠, CMB, 현대

HCN)과의 시스템 연동 및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개선

업무를 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Year : 20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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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프리넥스트’ REWORK 및 통합회원 서비스 개발

프리넥스트 서비스 고도화 및 통합회원체계 개발(오피스프렌즈와 통합회원체계 운영예정) 및 적용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IT 아웃소싱 플랫폼 추가 적용 및 MY스크랩 및 프로필/개인정보 수정정보를 적용하였습니다.

Year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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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프리넥스트’ 기업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진행

프리넥스트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및 통합회원체계 개발과 더불어 기업인증 및 프로젝트 등록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기업대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ear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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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Portfolio

‘오피스프렌즈’ 홍보어플리케이션 제작

오피스프렌즈 제휴 홍보를 위한 단순어플리케이션 형태의 홍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개인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로 개발중에 있습니다.

Year : 2015.11



37

맺음말

The END / Contact Us

컨트롤에이는 고객사와의 성공전략을 바탕으로

업무의뢰 및 전략적 제휴에 관하여 항상 귀사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47길 68, 601호(잠원동, 평화빌딩)

Tel) 02.6082.8200 / Mobile> 010.9148.2255

Contact US

• 홈페이지 : www.ctrl-a.co.kr
• 블 로 그 : blog.naver.com/officefriends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officefriend
• 트 위 터 : www.twitter.com/officefriends1

sales@ctrl-a.co.kr

e비즈니스컨설팅, UI/UX 컨설팅, 디지털 채널 사업모델(BM) 전략, 브랜드전략,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제작 및 웹사이트 운영, 콘텐츠 관리 및 운영, 평가분석 및 리포트 발간서비스

I.M.C기반의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및 전략, 매체 전략수립 및 대행, 바이럴 마케팅, eCRM, 

온라인 프로모션, 마이크로 사이트 제작, 캠페인 진행 및 분석서비스

오피스프렌즈, 프리넥스트 기반의 공통 서비스 제휴모델, 플랫폼 연동, 아이템 기반 제휴모델

직장인 대상 프로모션, 이벤트 진행 및 직장인혜택 및 홍보 서비스

㈜컨트롤에이

프로젝트 의뢰 | 웹사이트, 모바일웹/앱 개발, 리뉴얼, 운영/유지보수

온라인 마케팅 | 온라인 마케팅, 매체전략수립 및 집행

전략적 제휴 문의 | 오피스프렌즈, 프리넥스트 기타 제휴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