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ndusWeb.co.kr

OVERVIEW
젊은 생각, 앞선 기술력이 만드는 IT세상
앞선 기술의 IT 시스템은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에 가까운 IT솔루션은 eBusiness에 더 많은 기회 비용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능력과 아이디어를 제공 할 것이며 한 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 입니다.

제안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인더스

전상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온라인 콘텐츠 구축 및 컨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서비스 구축

연락처

소재지

T. 032-235-5656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50 3층

E. jin@indusweb.co.kr
B/N. 753-40-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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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SI / SM / AI

공공 / 기업

솔루션

컨설팅

고객의 가치창조를 위한

공공 / 기업을 대상으로

INDUS CMS

고객의 가치와 성공적인

미래지향적 서비스를

고객의 성공을 위해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비즈니즈 전략 수입을 위해

제공합니다.

최고의 IT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전문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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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제작 상담 및 제안

기획/분석/설계

구현/개발

안정화/하자보증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 PM이 고객의 needs를 파악,

귀사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도메인 연결 후 사이트를 오픈 합니다.

제안 및 상담을 진행하여 최적의

분석하여 디자인, 프로그램에 대한

형성하는 UX Design을 기초로 디자인

프로젝트 최종 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

방안을 제공합니다.

기획서를 작성합니다.

작업하여 다양한 서버사이드 스크립트

무료 하자보증기간을 적용합니다.

언어들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며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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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20
1월 - 2020년 경기도청 홈페이지 홍보 콘텐츠 제작 운영
2020년 경기도 뉴스포털 사이트 운영

2월 – 이펙터 리뉴얼
㈜쟈뎅 비즈샵(B2B) 앱 개발

3월 – ㈜쟈뎅 브랜드 사이트 개편
정법강의앱5.0 개발 (네이디브, 하이브리드)

2019
1월 – 경기도청 뉴스포털 운영

1월 – SK매직 온라인몰 및 IR 유지보수 (SAP)

2월 – SK매직스쿨 서버 이관 및 테스트

4월 – 해양수산부 4차년도 어촌어항관리 시스템 개발

3월 – 한국교통안전공단 메인 개편

5월 – 소프트일레븐 기술협약 (보안 가상 키보드 V-PAD)

4월 – 보생몰 메인페이지 리뉴얼 (PC/Mobile)

6월 – 경기도 뉴스포털 연간 유지보수

5월 – ㈜쟈뎅 온라인샵 연간 유지보수

4월 – ㈜쟈뎅 온라인샵(B2C) 앱 개발

7월 – 글로리텍 프론트 리뉴얼 개편

4월 – 루비올라 사이트 유지보수

8월 – SK브로드밴드 ESC 구축

5월 – 글로리텍 영문, 일문 사이트 구축

2018

9월 – SK브로드밴드 IP자동활당시스템 프론트 개발

경기도 뉴스포털 UI/UX 개편

7월 – 교보문고 모바일 검색 개편
건강보험공단 개편

10월 – 해양수산부 해양조회 시스템 개발 참여
정밥강의 앱 4.0 개발, 정법시대 반응형 웹 개발

10월 – ㈜엑스컴인터내셔널 행사 웹사이트 개발 (태양광 EXPO)
6월 – 에너지 공유 공동체 서비스 UI/UX 구축
11월 – SK브로드랜드 TiMS UI/UX 구축

한평월야농협 사이트 개발

12월 – 2019 YBM 북샘 사이트 개발

12월 – SK브로드랜드 ESC UI/UX 구축

© 2019 INDUS

HISTORY

2017

2016

2015

1월 - SK매직 온라인몰 및 IR 연간 유지보수 (SAP)

2월 – SK브로드밴드 Tims 장애관리시스템 (PC,App) 개발

1월 – 구)동양매직 공식몰 개편 및 연간 관리대행

2월 - ㈜쟈뎅 온라인샵 및 IR 연간 유지보수

4월 – 외교부 중남미국 센터 웹사이트 개발

2월 – IBC파트너스 홈페이지 및 마이크로 사이트 개발

3월 - 외교부 중남미국 센터 웹사이트 유지보수
해양수산부 마린통앱 고도화/유지보수
해양환경관리공단 표준입력 시스템 개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구)동양매직 ‘매직스쿨’ 앱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독서종합센터 홈페이지 개발
국방부 방산부품장비대전 홈페이지 개발

5월 – 경복대학교 UI/UX 개편

4월 – 구)동양매직 내부 관리 시스템 UI/UX 개편
5월 – (사)대한레저협회 홈페이지 및 마이크로 사이트 개발
구)동양매직케어(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카페베네 UI/UX 개편

4월 - 조달 사업자 등록, KOSA 정회원, 직접생산인증

6월 – 해양수산부 2차년도 어촌어항관리 시스템 개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앱 ‘마린통’ 개발

7월 - SK브로드밴드 IP통합 관리시스템 개발
12월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개편

해양수산부 어선업자 입출항 신고서 전산화 시범 사업
SK브로드밴드 DAPS Web 시스템 개발

11월 – 해양수산부 3차년도 어촌어항관리 시스템 개발

6월 – ㈜굿인터내셔널 음원관리 시스템 개발
7월 – 국제나은병원 홈페이지 개발
8월 – 메이필드호텔스쿨 홈페이지 개발
9월 – 문화체육부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등록/접수 시스템 개발
10월 – 커리어케어 TRNS3.D(인재관리ERP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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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14
2월 - 11번가, 쇼킹딜 공동기획 슬레븐TV 온라인 프로모션
3월 - 문화부, 세종도서 선정 시스템 개발
국방부, 민군기술 협력 페스티벌 홈페이지 개발

8월 - 디자인 기획사 WonsDNP 전략적 제휴

2013
1월 – 롯데인재개발원 ‘톡톡맘＇ 퍼블리싱
SBS 서울디지털포럼 모바일 웹 퍼블리싱

5월 – KOREA THML5 퍼블리싱

2012
5월 – 한국소비자TV 홈페이지 개발
7월 – 커뮤니티 홈페이지 다수 (루퍼스, 뷰스부스터 등)
10월 – J3EXB Framework 개발

8월 – 서울시 희망서울 생활지표 차트 개발

12월 - SHARP 한국 ㈜아트라젠 홈페이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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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Necessity
사이트 유지보수의 필요성
소비자의 시각

NR

UX Convergence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UI/UX 편성 및 수정

용이한 운용관리 및
UI/UX 개선을 통해
구매 전환율 제고

(Needs Reflect)

QR

(Quick Response)
최신 디자인 트렌드에
맞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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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Necessity
사이트 유지보수의 필요성
개발자의 시각
* 크롤링(Crawling) : 웹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행위
* 트래픽(Traffic) : 특정 전송로 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흐르는 Date의 양

검색 엔진

트래픽 초과

보안 유지

업데이트

Google을 비롯한 일부 검색엔진들은

방문자 수 증가, 동영상 및 이미지

웹 사이트 보안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은 보안 및

페이지의 마지막 수정 날짜를

업로드 등으로 인해 트래픽(Traffic)이

방문자 데이터의 무결성 보상

성능상의 이유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로

확인하여 크롤링(Crawling) 할만한

초과될 경우 웹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

가치가 있는지 판단

인해 기존에 개발되었던 웹 사이트의
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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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관리방안
업무 수행 결과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업무보고로 문제점 도출하며,
문제점 검토/시정하는 관리 절차에 따라 일정관리

Plan
PM

퍼블리싱
디자인
개발

보고 계획 수립

작성 양식 설정

Do
계획 실행

Check

Action

진척 보고

검토 및 시정

보고 결과 확인

시정 내용 승인

주간진척 사항
집계

관리 항목 설정
주간업무 보고
시정내용 보고
시정 내용 실행

담당 사업부

협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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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관리방안
철저한 사업 수행 관리로 고객 만족 수행

5+3
중점관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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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관리방안

진척 관리의 필요성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



변경요소의 파악 관리



위험요소의 사전파악 및 해결



쟁점 및 미결사항의 해결

업무 보고

정기 보고

이력관리

정기/비정기 업무 보고
업무 별 완료 보고
이슈 별 수시 보고

단계별 문서 관리
일자 및 담당자 별 형상관리
파트 별 이력관리

진척도 분석 자료 도출
이슈 식별 및 방안 제출

진척관리

효율적인
공정진행

업무이슈,
업무진행 공유

이슈 대응을 위한
수시 커뮤니케이션

원활한
업무협조

효율적인
보고자료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PMS 시스템) 운영 일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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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SK매직

경기도청

Desktop Web / Mobile Web / App

Responsive Web

운영

운영

© 2019 INDUS

PORTFOLIO

쟈뎅

쟈뎅 비즈샵

Responsive Web

App

구축 + 운영

구축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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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경기도청

YBM 북샘

Responsive Web

Desktop Web / Mobile Web

운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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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SK 브로드밴드 ESC

SK 브로드밴드 IP자동 할당 시스템

Responsive Web

Responsive Web

구축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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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한국인터넷빌링

이철 헤어커커

Desktop Web

Mobile Web

구축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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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경복대학교 학생상담센터

Responsive Web

Responsive Web

구축 + 운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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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태양광 Expo

국제나은병원

Desktop Web / Mobile Web

Responsive Web

구축 + 운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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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SK바이오텍 E-HR

마린통

Desktop Web

App (Android, ios)

구축

구축 + 운영

© 2019 INDUS

PORTFOLIO

매직스쿨

LOOPERS

App (Android, ios)

App (Android, ios)

구축 + 운영

구축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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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T. 032-235-5656 / www.induswe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