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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사소개

1.1. 회사소개

2007년에 설립된 (주)이노라인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e-비즈니스 및 컨설팅, IT서비스, 솔루션 서비스, SI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 개편하고 있습니다.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자본금

강명조

123-86-08653

법인등록번호
사업분야

대표자

㈜이노라인

 모바일 서비스 및 공공, 제조, 금융 SI사업
 웹컨설팅, 시스템 개발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605호
02-2631-0122
2007년 01월 ~ 현재
3억



2016년 02월 : 2채널 2차인증 시스템 솔루션 출시



2015년 10월 : EQ-Sign GS인증 취득.



2014년 05월 : EQ-Gate출품 및 특허등록



2014년 01월 : 자본금 1억 증자(3억원)



2013년 05월 : Public IP Push 서비스 개발



2012년 08월 : 자본금 증자(2억원)



2012년 06월 : 공동주택하자/민원처리시스템 UBELL개발 (B/M특허 및 상표출헌)



2011년 01월 : 기업부설연구소 및 이노비즈 인증



2011년 01월 : 사무실 이전( 자가건물 신축사옥)



2010년 10월 : SMART WORK SOLUTION E-CARE B/M모델 특허 / 제품출시



2009년 06월 : 벤처기업 인증



2008년 05월 : Web Portal SI Framework Enoweb개발



2007년 01월 24일 법인설립

이노비즈인증서

GS인증서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 연구소 프로그램 등록증

소프트웨어 사업자

I. 회사소개

1.2. 조직도

매년 매출액의 10%정도를 내부 기술개발연구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된 Eno-Framework으로 웹, 모바일 SI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Web Site App 구축 Reference

CEO

자문위원회

삼성생명
모바일 자산관리구축
경영지원팀

관리파트
 인사회계재무

기획영업팀

모바일사업팀

 사업기획

 모바일 솔루션 개발

 상품기획

 모바일 스마트워크 개발  공공SI, 금융SI,제조SI

 모바일 SI

지원파트

미래에셋생명
APP&WEB 개발

동양생명
WEB&APP개발

SI사업팀
 웹컨설팅 /

 기업SI 외 다수

KDB생명
전사적 청약시스템
구축

대교
NEO프로젝트 개발

우체국 시설관리공단
현장관리APP구축

 고객지원
 유지보수

Operation
Support

Mobile
Business

이노라인

SM사업

Web
Publishing

Business
Solution

금융SI,공공SI,
교육SI

삼성물산
출역관리 모바일 구축

에듀하나 온라인
학습시스템 구축

교보AXA
다이렉트 웹/앱 구축

LG패션/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 구축

삼성전기 B2B 홈페이
지 Renewal

LBS플랫폼 개발

I. 회사소개

1.3. 주요사업 내용

금융권, 생명보험사, 기업 등에 최적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웹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 하기 위해 웹 기술뿐만 아니라 솔루션, 모바일 앱/웹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

“ 최상의 서비스로 기업과 고객에게 품질만족을 실현하고 있습
니다. ”

Web

SI

하이브리드 웹 ,웹 접근성 등 다양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웹사이트를 숙련된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계, 구축, 관리 등을 안정적인 조직력과
팀웍으로 성공적 결과물을 도출합니다.

숙련된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계, 구현,
관리 등을 안정적인 조직력과 팀웍으로
성공적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Mobile
다양한 OS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 회사 소개

II. 구축 수행실적

III. 보유 솔루션

II. 구축 수행실적

(2018년 프로젝트)

㈜이노라인의 최근 진행중인 개발 / 구축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명

사업 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비고

현대캐피탈 온라온 인증 중고몰 운영

온라인 중고차 인증몰 운영 WEB/MWEB 프로젝트

18.01~18.12

현대캐피탈

진행중

신한생명 스마트창구 간편인증 구축

신한생명 블록체인 기반 간편인증 APP 구축사업

17.11~18.03

신한생명

진행중

BMS유지보수 운영사업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운영사업

18.01~18.12

스마트공장추진단

진행중

신한생명 ICT 도급 운영사업

신한생명 ICT 도급 운영사업

18.01~18.12

신한 생명

진행중

전력R&D 데이터 통합분석 및 서비스개발

전력 연구원 전력 RD데이터 통합분석 서비스 개발

17.10~19.12

전력연구원

진행중

QR출입통제 시스템 구축

롯데 인재개발원 QR출입통제 시스템 구축

17.12~18.03

롯데 인재 개발원

진행중

모바일 교보 유지보수 사업

모바일교보 WEB / APP 유지보수 사업

18.01~18.12

교보문고

진행중

현재 진행중인 사업

신한생명 인터넷 보험 리뉴얼
• 상기프로젝트 外 다수의 SI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

현대캐피탈 인증중고차 몰 운영

현재 진행중인 사업

모바일 교보 유지보수 운영사업

II. 구축 수행실적

(기업,공공기관)

기업, 공공기관 구축 사례입니다.
최근 2년간 유사프로젝트 수행실적

프로젝트명

사업 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모바일 교보문고 유지보수 사업

2018년도 모바일/웹 서비스 유지보수 계약

18.01~18.12

교보문고

인증중고차 몰 유지보수 사업

현대 캐피탈 인증, 중고차 몰 구축사업

17.03~17.12

현대캐피탈

스마트공장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민간합동 스마트공장 디자탈 플랫폼 구축사업

17.07~17.12

스마트공장추진단

삼성카드 채널시스템 구축

삼성카드 채널 시스템 구축

17.01~17.06

삼성카드

NIPA SW저장소 시스템 기능개선

NIPA SW저장소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17.05~17.12

NIPA(정보통신진흥원)

신한생명 Shared Platform운영사업

그룹사 Shared Platform 운영 및 유지보수

17.01~17.12

신한 생명

SK E&S 2차 인증 시스템 구축

VPN을 통한 2차인증 시스템 구축

17.05~17.08

SK E&S

시청자 미디어 재단 민원분석 시스템

시청자 미디어 재단 민원 분석시스템 구축

17.04~17.10

시청자미디어재단

이마트 레지스트 쇼핑몰 개발

이마트 스캔 쇼핑몰 선물하기 WEB/APP 개발

16.06~16.09

이마트

W concept 쇼핑몰 구축사업

더블유컨셉 쇼핑몰 구축 사업

16.01~16.05

더블유 컨셉

신한생명 ICT 운영 도급사업

신한생명 ICT 운영 도급 사업

17.01~17.12

신한생명

대교 TIPS 구축사업

대교 온라인 학습관리 TIPS 구축사업

17.03~17.06

대교CNS

SK 인포섹 MOTP유지보수

11번가. SKT, SK플래닛 MOTP유지보수

17.03~18.02

SK인포섹

자산관리 및 퇴직연금 개발

자산 관리에 퇴직연금 계약현황, 상품정보, 납입 및
지급내역등을 업그레이드

17.01~17.06

삼성증권

대림 미술관 PC WEB/APP 구축

대림미술관 PC WEB/APP구축

15.05~15.09

대림 미술관

비고

II. 구축 수행실적

(금융,보험)

증권, 보험, 금융 프로젝트 구축 사례입니다.
최근 2년간 유사프로젝트 수행실적
프로젝트명

사업 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MTS 개발

현행 Native의 MTS를 재구축, 개발 생산성과
운영 효율성을 위해 플랫폼을 도입,
자산관리, 펀드매매 포함

15.11~16.05

유안타 증권

라이나생명 DTC 채널시스템 개편

다이렉트 보험 채널 개편 WEB/APP시스템

16.09~17.03

라이나 생명

신한생명 Shared Platform구축 사업

그룹사 Shared Platform App구축

16.12~17.04

신한생명

금융상품 거래 모바일 앱

플랫폼 교체를 통한 금융상품

16.06~16.09

한국 투자 증권

신한생명 스마트 창구 리뉴얼

신한생명 스마트 창구 리뉴얼 (Hybrid Web/app)

16.03~16.09

신한생명

SW저장소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NIPA SW저장소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16.04~16,12

NIPA(정보통신진흥원)

삼성증권 Mpop 2.0

삼성증권 모바일 MTS 개발

16.01~16,08

삼성증권

이마트 레지스트 앱 개발

이마트 스캔 쇼핑몰 선물하기 APP 개발

16.06~16.09

이마트

이마트 모바일 pos

E-mart 모바일 pos시스템 구축

15.02~15.08

E-mart

삼성카드 채널시스템 구축

삼성카드 채널 시스템 웹, 모바일 청약 구축

15.06~16.03

아시아나 IDT

현대해상 모바일 SFA구축

현대해상 모바일 SFA 구축 Native 영역

15.10~16.06

아시아나 IDT

라이나생명 모바일 구축,
홈페이지 고도화

라이나생명 모바일 구축 및 홈페이지 고도화

15.09~16,02

아시아나 IDT

KDB생명 전사적 이미지 시스템

KDB생명 다이렉트 보험 이미지 시스템 구축

15.04~15.10

KDB생명

삼성전기 홈페이지 개편

삼성전기 홈페이지 개편 및 고도화

15.01~15.05

액센츄어

비고

II. 구축 수행실적

(E-commerce)

emart store Web & Mobile
이마트스토어 모바일앱(IOS, Android, Tablet PC, Mobile Web)서비스 구축

II. 구축 수행실적

(E-commerce)

Hyundai Capital 인증중고차
현대 캐피탈 인증 중고차 몰 (PC Web, Mobile Web)서비스 구축

II. 구축 수행실적

(E-commerce)

W concept
더블유 컨셉 쇼핑몰 리뉴얼(PC Web, Mobile Web)서비스 구축

II. 구축 수행실적

(E-commerce)

eMart Gift Registry
이마트 기프트(키즈/베이비 포함)레지스트리 모바일 앱 구축

II. 구축 수행실적

(브랜드/기업 PR 사이트)

Samsung electro-mechanics
삼성전기 홈페이지 개편 구축

II. 구축 수행실적

(최근 레퍼런스)

모바일 교보문고
모바일 교보문고 유지보수 사업

II. 구축 수행실적

(최근 레퍼런스)

스마트앱 어워드 2016 기술이노베이션 대상
신한생명 스마트 창구 개선 사업









(2017년 스마트 창구 기능개선사업)

지문인증(FIDO인증), 간편로그인
푸시메시지를 이용한 상품안내장 전송
EAI모듈 연계를 이용한 전문 전송 처리
내게 맞는 메뉴 설정 기능 구현
계약 관련 서류 카메라 촬영 후 이미지 전송
연금보험 창구 계약 처리

II. 구축 수행실적

(최근 레퍼런스)

라이나생명 기업PR

라이나생명 WEB/APP 구축사업

II. 구축 수행실적

(최근 레퍼런스)

삼성카드 디지털 채널 구축
웹/모바일(APP포함) 디지털 채널 개편

II. 구축 수행실적

(보험사)

이노라인은 생명보험, 증권,카드사 대표 웹사이트, 사이버창구 시스템 등 SI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악사 다이렉트 보험
. 장차법 준수를 위한 미래에셋생명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WEB + Hybrid Web)

. 웹표준, 멀티브라우징, 다이렉트 청약, 모바일청약 접근성 개선
. 사업기간 : 2013.11.01 ~ 2014.03.01

II. 구축 수행실적

(보험사)

이노라인은 생명보험, 증권,카드사 대표 웹사이트, 사이버창구 시스템 등 SI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미래에셋 생명
미래에셋생명 통합 사이트 구축 – http://life.miraeasset.com

. 웹표준, 멀티브라우징, 퇴직연금, 보험몰, 대출, 사이버창구 접근성 개선
. 사업기간 : 2013.04.01 ~ 2013.08.30

II. 구축 수행실적

(보험사)

이노라인은 생명보험, 증권,카드사 대표 웹사이트, 사이버창구 시스템등 SI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동양생명
. 장차법 준수를 위한 동양생명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WEB + Hybrid Web)

. 웹표준, 멀티브라우징, 온라인 창구 서비스 개선
. 사업기간 : 2012.11.01 ~ 2013.04.30

. 모바일 Hybard Web 구축 작업

II. 구축 수행실적

(보험사)

이노라인은 생명보험, 증권,카드사 대표 웹사이트, 사이버창구 시스템등 SI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KDB생명

KDB생명

. 전사적 계약관련 이미지 전달/관리 시스템 구축

. 다이렉트 보험 유지보수 사업

. 멀티브라우징, 다이렉트 청약, 접근성 개선, 유지보수
. 구축 사업기간 : 2014.06.01 ~ 2014.11.01
. 유지보수 : 2014년도 ~ 2015년도 12월

II. 구축 수행실적

(금융사)

이노라인은 생명보험, 증권,카드사 대표 웹사이트, 사이버창구 시스템등 SI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KDB산업은행

. 장차법 준수를 위한 사이버창구 개선

. KDB산업은행 퇴직연금 구축 사업

. 웹표준, 멀티브라우징, 사이버창구
. 사업기간 : 2013.01.01 ~ 2013.04.30

. 퇴직연금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2.02.01 ~ 2012.06.30

II. 구축 수행실적

(일반기업,제조)

이노라인은 LCMS, LMS, E-러닝등 대규모 교육 웹사이트의 SI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대교 통합문서 검색 플랫폼 개발
. 대교의 모든 컨텐츠 문서를 검색플랫품을 통해서 통합검색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 Front, admin, mobile기획, 디자인, 개발,
. 사업기간 : 2016.02 ~ 2016.05
. 오픈 : 2016,05,10

II. 구축 수행실적

(일반기업,제조)

이노라인은 LCMS, LMS, E-러닝등 대규모 교육 웹사이트의 SI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대교 아이레벨 학습관 구축 및 온라인 제품 개발
. 학습관 구축 및 컨텐츠 디지털화를 통해 학생 학습효과가 극대화 하고, 교사 수준의 상향 평준화 되어 궁극적으로 해외 사업경쟁력을 강화 목적

. Front, admin, BTM 기획, 디자인, 개발,
. 사업기간 : 2014.08 ~ 2014.11
. 오픈 : 2014,11,05

II. 구축 수행실적

(일반기업,제조)

이노라인은 LCMS, LMS, E-러닝등 대규모 교육 웹사이트의 SI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영진전문대학 영어교육원 프로젝트

청담어학원 CDIN GLP 개발 프로젝트

.학사관리, 회원/강사관리/시험평가관리/교육생관리

.학사관리, 회원/강사관리/시험평가관리/교육생관리

. 화상영어 LMS구축(관리자/사용자/교수환경)
. 사업기간 : 2013.10 ~ 2014.02

. 청담어학원 CDIN 고도화 및 접근성
. 사업기간 : 2011.12 ~ 2012.04

II. 구축 수행실적

(금융, 일반기업)

이노라인은 생명보험, 증권,카드사 대표 웹사이트, 사이버창구 시스템등 SI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SK해운

. 스마트패드용 반응형 웹 개발사업

. Global사업 지향을 위한 웹표준, 영업관리시스템, E-HR시스템 구축

. 웹표준, 멀티브라우징,
. 사업기간 : 2012.01.05 ~ 2012.06.30

. 멀티브라우징, E-HR , 영업관리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1.05.01 ~ 2012.08.30

I. 회사 소개

II. 구축 수행실적

III. 보유 솔루션

IV. 보유 솔루션

(2채널 2차인증)

Q-Sign은 해킹요인인 키로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사용자에게 안전함과 동시에 편리성을 같이 제공 할 수 있는 검증된
2차 인증 솔루션이며 간편인증, 2채널 인증, 2채널Push 인증으로 제품 기능이 구현 됩니다.
“2 Factor 2 Channel” – PC(유선인터넷망)와 스마트폰(무선인터넷망)을 통해 입력하는 2Channel 솔루션

IV. 보유 솔루션

(출입통제)

건물내부의 각종 출입통제 Security 설비에 대한 통합관리 및 운영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구성하며 보안목적에 부합하게
구성한다.

출입통제 서버
사용자 인증
- 각 출입문 출입자 인증

SECURITY ROOM

모든 출입 LOG 관리
출입 현황 모니터링
출입자 권한 부여

모든 출입통제는 동일통신상에서 구성되어 중앙집중 관
리가 가능하며, 모든 출입자의 현황이 서버에 기록된다.

TCP/IP 통신

QR
READER

Smart Phone

IV. 보유 솔루션

(근태관리)

모바일 기반의 현장관리 시스템으로 GPS 좌표값이 탑재된 2차원 바코드(이노라인 특허보유)를 설치후 이동근로자 및 관리

자들에게 간단한 CHECK IN – OUT 기능으로 출퇴근 및 근태관리를 할수 있음

매장 설치 QR코드 안내

2. QR코드 스캔

클라우딩 웹서비스
1. 매장방문

3. Check in작업

4. QR코드 스캔

5. Check out 작업

IV. 보유 솔루션

(ShakeMe)

ShakeMe는 건강기능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활용으로 고객 맞춤 정보가 가능하며 통계분석 웹사이트를 제
공합니다.

[ 관리자 로그인 ]

체지방

[ 활동 ]

 체지방량
 근육량

[ 사용자 APP ]

IV. 보유 솔루션

(ShakeMe)

Shake Me 메뉴 중 FC영업관리를 통해 기 고객,신규고객의 고객현황을 볼수 있으며 스마트밴드를 통한 개인별 건강상태현
황을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

Thank you
Contact

WWW.ENOLINE.CO.KR

/ 02- 2631 - 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