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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Identity

Start of Change! 가치혁신 변화의 시작, EASYMEDIA
빠르게 다변화되는 환경에서 고객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변화합니다

[  M i s s i o n  ]

내일의 경험을 만든다 .

[  V i s i o n  ]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그룹

도전 : 새로운목표를세우고창의적인방법으로끊임없이도전한다.

탐구 : 과제에몰입하고지속적으로탐구하여의미있는결과를도출한다.

소통 : 공동의목표를위해다양성을존중하고열린마음으로소통한다.

변화 : 우리의가치와목표를추구하기위해새로운시도와변화를멈추지않는다.

공헌 : 사회의기업구성원으로서역할과책임을다하고, 공헌하기위해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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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내일의경험을만드는디지털에이전시
이지미디어

• 회 사 명 (주) 이지미디어 ( Easymedia Co.,Ltd)

• 설 립 일 1999년 08월

• 대 표 이 사 이지영

• 사 업 분 야 웹 컨설팅 & 개발, 모바일 웹 & 앱 개발, GUI & UX 디자인, 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 연 락 처 전화 02-869-3434   팩스 02-869-3437   이메일 easymedia@easymedia.net

• 소 재 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701~703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



EASYMEDIA /   SERVICE   /   WORK   /   CONTACTS

4

History

지난 19년간은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시작
고객과 함께하였기에 가능했던 지난 19년을 초석으로 삼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 2018  - Web Award 브랜드이노베이션 대상 등 6건 수상

- 현대오토에버 우수 개발 협력사 5스타(S) 인증

• 2017  - Web Award 대상 5건, App Award 대상 1건 수상

• 2016  - Web Award 대상 6건, App Award 대상 1건 수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 2015 - Web Award 대상 2건, 최우수상 6건, 우수상 2건 수상

– 본사 확장 이전

- &Award – 웹사이트 및 모바일 최우수상 3건, 우수상 3건

• 2014 – Web Award 통합대상 포함 총 11개 부문 수상

-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 / 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인증

• 2013 – Web Award 대상 2건, 최우수상 4건, 우수상 1건 수상

• 2012 - Web award 대상 3건, 최우수상 3건, 우수상1 건 수상

-국제 IBA  웹사이트 비영리 부문 금상 1건 수상

• 2011 - &Award 금융부문 최우수상 수상 1건

• 2010 - Korea Digital Media Awards2011 교육 대상 1건 수상

2009 - Web Award Korea 비영리기관 대상 및 우수상 2건 수상

• 2008 - 한국 웹 에이전시 연합회 부회장사 선정

• 2007 - 한국디지털에이전시산업협회 정회원사 등록

• 2004 - 서교동 본사 확장 이전, 한국 웹 에이전시 연합회 정회원사 등록

• 2002 - 쇼핑몰 통합 솔루션 ‘ezShop’ 개발

• 2000 - 웹호스팅 사업부 설립

• 1999 - 이지미디어 설립



EASYMEDIA /   SERVICE   /   WORK   /   CONTACTS

5

Organization

불가능(Impossible)을 가능(I’m Possible)으로 바꾸는 조직력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4개의 특화된 그룹으로 프로젝트의 높은 완성도와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총 인원 : 71명 (정직원 100%)

CEO

CTO

부설연구소 전략사업본부

경영지원그룹

개발 그룹

퍼블리싱팀 개발팀

기획 그룹

기획팀

디자인 그룹

디자인 1팀 디자인 2팀

운영 그룹

운영팀 제안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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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s List

고객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Professional Partnership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고객의 가치를 혁신하기 위한 파트너



EASYMEDIA   /   SERVICE /   WORK   /   CONTACTS

7

Service Area

e-Business를 계획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브랜드 전략, 정보설계, 접근성, 컨텐츠 생

산 등 체계적인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컨설

팅 해 드립니다.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기획력을 토대로 UX

컨설팅, UI 설계, Interactive 디자인, 고도

화된 개발로직으로 성공적인e-Business

의 초석을 다져 드립니다.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App 개발과

모바일 웹 및 서비스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e-Business 사업영역을 더욱 확

대 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작은 운영 에서부터 시작한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을 바

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최고의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 Site Operating & Maintenance

• Web & Server Hosting

• Mail & Streaming Hosting

• Co-Location Hosting

• Storage & Backup Service

• Domain Service

• e-Business Consulting

• e-Branding Strategy

• Service Design

• Contents Providing

• Web Accessibility Consulting

• On-Line Marketing Strategy

• Mobile Web

• Mobile Application

• Mobile Service

• Mobile AD

• Contents Providing

• Design Strategy Consulting

• User Experience Strategy

• User Interface Design

• Interactive Design

• On-Line Service Development

• Technical Development

Consulting Web Mobile Operating & Hosting

고객의 가치혁신을 위한 키워드 EASYMEDIA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열린 소통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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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고객의 가치혁신을 위한 키워드 EASYMEDIA
19년간 현장에서 땀 흘린 경험을 통해 EASYMEDIA만의 특장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객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파트너쉽

 고객 산업의 이해에 기반한 체계적인 프로젝트 분석

 고객과의 다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프로젝트 이해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고객 감동의 실현

다양한 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노하우

 통합 브랜드 사이트 개발 경험으로 안정적 프로젝트 진행

 다수의 수준 높은 PM들의 효율적 업무 진행

 합리적 프로세스를 통한 양질의 산출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통한 효율적인 전략 수립

 체계적 방법론을 통한 객관적 분석 및 결론 도출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기업 및 서비스 전략 수립

 철저한 사후관리 및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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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2018년웹어워드코리아
6개분야수상
브랜드이노베이션 대상 1개 및
아이어워드 특별대상 1개 외 4개

PC

PC

PC

PC

PC

PC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롯데월드 어드벤처

벽산 하츠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GS Postbox

브랜드

기업일반부문

스포츠/레저 분야

영상/가전분야

제품일반분야

인터넷서비스분야

이노베이션 대상

아이어워드 특별대상

대상

대상

최우수상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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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2017년웹어워드코리아
8개분야수상
브랜드 이노베이션 대상 1개 및
부문별 통합 대상 1개 외 6개

PC

PC

PC

PC

PC

PC

PC

PC

락앤락

현대글로비스

KTR

현대오토에버

홈앤톤즈

코오롱베니트

홈앤톤즈 모바일

락앤락 모바일

브랜드

기업일반 부문

연구기관 분야

서비스업 분야

생활쇼핑몰 분야

중견기업 분야

제품브랜드 분야

기업브랜드 분야

이노베이션 대상

통합 대상

대상

대상

대상

최우수상

최우수상

최우수상

APP
현대백화점그룹 통합 멤버십

H.Point
콘텐츠 이노베이션 대상2017년스마트앱어워드코리아

1개분야수상
콘텐츠 이노베이션 대상



EASYMEDIA   /   SERVICE   /   WORK /   CONTACTS

11

웹접근성개선사업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www.kddf.org

대신경제연구소
www.deri.co.kr

한신정신용정보
www.niceamc.co.kr

기아자동차 군수차량
military.kia.com

인천항만공사
www.icpa.or.kr 

유한양행
www.yuhan.co.kr

경기도문화의전당
www.ggac.or.kr

우정사업본부
www.koreapost.go.kr

포스코A&C
www.poscoanc.com

기아자동차 인재채용
recruit.kia.com

한국의류시험연구원
http://www.katri.re.kr

총30건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현대아이에이치엘
www.ihl.co.kr

현대백화점그룹 통합채용
recruit.ehyundai.com

현대자동차채용
recruit.hyund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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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행중인프로젝트

H-Ear 웹사이트 구축

수행기간 : 2018.11 ~ 2019.04

현대자동차의 고객 주도 혁신을 위한 고객 참

여 프로그램인 H-Ear 서비스는 현대자동차

고객의 니즈와 아이디어, 의견을 상시 공유할

수있는 온라인서비스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우리금융지주회사 홈페이지 구축

수행기간 : 2018.12 ~ 2019.03

1등 금융그룹으로서 새롭게 출발할 우리금융

지주회사의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수행합니다.

총 4개 언어로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응형웹으로 제작하며, 미래비전 및 가치 등

을 주주,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GS칼텍스 GS 폴리머 웹사이트 리뉴얼

수행기간 : 2018.12 ~ 2019.03

노후화로 인해 정보 열람이 어렵고 운영 이슈

에 제한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기존 홈

페이지의 한계를 탈피하고 최신 트렌드를 고려

한 고객지향적인 서비스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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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웹사이트리뉴얼
company.lottechilsung.co.kr

대한민국 대표 음료 기업인 롯데칠성음료의 웹사이트를 리뉴얼 하였습니다. 기존의 노후한 플래시 기반의 사이트를 반응형웹으로 구축하여 모바일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롯데칠성음료만의 맑고 투명함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고객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기존의 채용 시스

템을 재설계하여 향후 유지보수도 용이하도록 구축하였습니다.

2019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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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마켓온라인쇼핑몰구축
www.golfzonmarket.com / Android, iOS Application

토털골프문화기업 골프존의 자사 온라인 쇼핑몰인 '골프존 마켓'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고객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래 변화에 선 대응하고자 사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유연한 O2O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을 온라인 및 매장픽업으로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큐레이션 커머스를 통

한 개인별 맞춤 추천 상품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 취향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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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농협통합멤버십(NH멤버스) 구축(UI/UX/Design Part)
www.nhmembers.co.kr / Android, iOS Application

농협 계열사 간 자유로운 포인트 사용과 적립(포인트 통합)이 가능하고, 통합된 고객을 기반으로 타켓 마케팅, 농협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란 목표를 두고 프로젝

트를 진행하였습니다. NH멤버스 홈페이지는 App 기능 중 일부를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채널에서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디자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BI와 톤앤매너로

기존 농협의 이미지와 다른 느낌의 멤버십시스템으로 구축되었습니다.

2018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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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홈페이지리뉴얼
www.lottechemical.com

롯데케미칼은 아시아 최고 화학기업으로서 기업의 위상과 규모, 비전 등을 담아 브랜딩하고 사업과 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마케팅 채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뉴얼 하는 것에 목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만연체 텍스트 중심의 어려운 콘텐츠와 노후화된 디자인을 담백하고 자연스러운 구성과 군더더기 없는 시각화를 통해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기업의 이미지

를 친밀하고 신뢰감있게 나타낼 수 있도록 표현하였습니다.

2018 Project

2018 웹어워드코리아
기업일반분야

아이어워드 특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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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트론국/영문홈페이지리뉴얼
www.hyundai-autron.com

차량용 전자제어 분야 연구개발 전문회사인 현대오트론의 대표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현대오트론은 차량 전자제어 독자 솔루션의 개발과 공급을 위해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리

고 제어기까지 자동차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업의 기술 역량과 미래 가치를 전달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기술

의 강조뿐만 아니라 윤리경영, 사회공헌 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긍정적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2018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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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어드벤처홈페이지리뉴얼
adventure.lotteworld.com

국내 최초의 실내 테마파크 복합생활공간인 롯데월드는 매일 짜릿한 스릴이 넘쳐나고, 도심 속에 자리하고 있어 오래도록 사랑받는 국내 최고의 놀이공원입니다. 이번 개편은 반응형웹

으로 구축함으로써 모바일 중심의 콘텐츠 구성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언제 어디서나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일 시행되는 참여 프로그램과 좌석 예약을 좀 더

편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2018 Project

2018 웹어워드코리아
레저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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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문

KSNET
www.ksnet.co.kr

국내 유일의 종합지급결제기업 케이에스넷은 기존 플래시 기반으로 제작된 홈페이지로

모바일 및 오픈 브라우저에서의 호환이 안되고, 서비스 별로 분산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과거 유선으로 처리했던 관리 대리점 조회를 라인화하여 가맹점

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 이용자과 운영 관리자의 편리와 운

영 효율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나캐피탈
www.hanacapital.co.kr

하나캐피탈은 국내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하나금융그룹의 “초유량종합금융 서비스 네트

워크”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실현을 지원하는 생활금융파트너로서 은

행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고객의 1순위 선택, ‘최고의 금융파트너’

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금융 상품에 대한 인지와 상담이 용이하도록 대출상품을 분류

별로 묶어 배치함으로써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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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그룹하츠홈페이지리뉴얼
www.haatz.com

대한민국 No.1 레인지 후드 기업에서 공기 질 전문가로 사업을 확대해가고 있는 벽산그룹의 하츠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레인지 후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군들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UI로 구성이 되었고, 디자인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여 더욱 세련되고 편리한 사이트로 구현하였습니다.

브랜드부문

2018 웹어워드코리아
영상/가전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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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부문

GS Retail CVSNET홈페이지리뉴얼
www.cvsnet.co.kr

GS그룹 계열사인 CVSNET Postbox 홈페이지를 리뉴얼 하였습니다. 이번 리뉴얼 사업

은 JAVA 언어 기반의 홈페이지로 구축하였으며, 개편된 사이트에서는 기존 단조로운 텍

스트 구조의 택배예약, 배송조회 기능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용자가 택배 예약시

다양한 부가 콘텐츠(SNS/이벤트/서비스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쉽고 간편하게 홈페이지

를 이용할 후 있도록 하였으며, 마이페이지를 신설하여 사용자 본인만의 이용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락앤락홈페이지개편
www.locknlock.com

종합생활용품 기업 ㈜락앤락 홈페이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리뉴얼 되었습니다. "환경과

사람", "나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가치를 전달하고, 글로벌 세일즈 채널로 판매 중인

다양한 브랜드에 대한 소개와 제품 정보를 고객이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축하

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콘텐츠 업데이트를 위해 단순 디자인으로 구성된 페이지는 에디

터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고, IR 정보와 브랜드, 제품 등의 세일즈

정보 콘텐츠들을 항목 하나하나 손쉽게 관리자에서 등록/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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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로밀엠브레인패널파워웹사이트
www.panel.co.kr

대한민국 종합 온라인리서치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 에서 운영하는 패널파워는

199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1위 리서치 사이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온라

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패널(110만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편

을 통해 설문조사, 조사참여와 좌담회 참여 등의 관리 기능을 시스템화하여 편의성을 증

대하였으며,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도 함께 개발하여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의 사용

성을 높였습니다.

아모스
www.amoskorea.co.kr

아모스는 누구나 한번씩은 사용해봤을 사무용 고체풀(딱풀)을 비롯하여 문구류, 글라스

데코, 아이클레이 등을 제조, 판매하는 종합 문구회사입니다. 국내와 수출, 솜씨자랑 등

각각의 홈페이지가 분리되어 있어 접근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기존 상황을 극복하기 위

해 내수, 수출로만 구분되고 모바일에서도 홈페이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

었습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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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특수사업부
military.kia.com

삼성생명보험스마트라이프디자인
www.smartlifedesign.co.kr

잉글리시에그
www.englishegg.co.kr

한국수출입은행 사회공헌 희망씨앗
hope.koreaexim.go.kr

㈜효성폴리케톤
www.poly-ketone.co.kr

쌀국수프랜차이즈포메인
www.phomein.com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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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통합채용시스템
recruit.ehyundai.com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들이 개별로 운영하고 있던 채용 사이트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채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열사들의 인지도를 높여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 채용공고, 그룹 채용이야기, 계열사별 회사소개를 통해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채용부문

2016 웹어워드코리아
취업정보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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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채용포털
recruit.kia.com

대규모 채용 시스템에서 인재 뱅크의 개념을 통해 탄력적으로 수시 채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채용에 관련된 인사담당자, 평가자들의 사용성도 개선하여 업무의 효

율과 함께 전문 면접위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웹접근성 반영을 통해 정

보소외계층의 사용에도 제약없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기아자동차 브랜드의 반영과 함께

강연등의 채용과 관련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근당통합채용시스템
recruit.ckd.co.kr

종근당 통합채용시스템은 종근당 가족사의 통합 채용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로 채용 시

스템뿐만 아니라 종근당 가족사의 대외 홍보 효과 증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프

로젝트는 종근당과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가치있는 일을 함께 이룬다는 의미를 조화롭게

구성하여 브랜딩화하였고, 우수한 인재들이 공감할만한 비전 또는 목표를 슬로건으로,

건강한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종근당의 변하지 않는 가치를 표현하였습니다.

채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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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홈페이지리뉴얼
www.oilbank.co.kr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로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과 설비를 가진 종

합에너지 기업으로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을 통해 모바일 접속 환경에 대응하고 기

업 가치와 미래, 그리고 문화와 다양한 경영 & 사회적 활동을 고객들이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만의 통합 아이덴티티를 구현하여 현대케

미칼, 현대코스모, 현대쉘베이스오일 등 여러 자회사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계열사 홈페

이지까지 구축하였습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홈페이지리뉴얼
www.his21.co.kr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하이

엔드급 스토리지 시장의 강자이자 통합 ICT 인프라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이번 홈페이

지 개편을 통해서 체계적인 제품 관리 기능을 통해 제품 강점을 부각하고, 다양한 경영 및

영업 활동 소개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여 매출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

채널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기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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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홈페이지리뉴얼
www.glovis.net

글로벌 물류유통기업인 현대글로비스의 웹사이트를 역동적인 모습으로 리뉴얼 하였습니

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4개의 대외서비스 사이트가 통합되었으며, 다양한 환경 대응의

일환으로 반응협웹으로 구성하였으며, 최신 트렌드 디자인의 반영과 콘텐츠의 현행화를

통해 도욱 많은 고객과 현대글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 채널을 구축하였습

니다.

코오롱베니트국/영문홈페이지개편
www.kolonbenit.com

코오롱 그룹의 IT서비스 전문기업인 코오롱베니트 국/영문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을 수행

하였습니다. 최고의 서비스와 솔루션을 보유한 코오롱베니트는 다양한 사업 영역을 통해

세계 속의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리뉴얼 사업에서는 최신 트렌드에 따른 디

자인과 심플하고 단순한 UI를 통해 사용성을 높이고, 방대한 콘텐츠들을 함축적으로 표

현할 방법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고민하여 구현하였습니다.

기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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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문

현대모비스홈페이지및미디어센터
www.mobis.co.kr

현대오토에버홈페이지개편
www.hyundai-autoever.com

대명라이프웨이웹사이트
www.daemyunglifeway.com

현대모비스의 ‘인간 중심’이라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바탕

으로 사용성 중심의 웹사이트로 리뉴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모비스 존에서 제공되던 부품 검색, 부

품 정보검색 (WPC)을 통합서비스 하게 되었으며, 단순 부

품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판매점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기

능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미디어센터의 구축으로 현대모

비스의 최신 활동 소식을 영상, 사진, 소셜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ICT 전문기업인 현대오토에버의 홈페이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리뉴얼되었습니다. 정보구조를 비롯하여 인터페

이스 설계, 디자인 및 콘텐츠 등 이번 개편을 통해 최고의

글로벌 IT 기업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구현하

였습니다. 특히 기존 SI 성격의 서비스 구성을 탈피하여 스

마트 팩토리, 스마트 SOC 및 핀테크 등 새로운 콘텐츠와 기

획을 통해 ICT 전문기업으로서의 차별화된 역량과 브랜드

리더십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내 레저사업을 이끌고 있는 대명그룹의 대표브랜드인 대

명라이프웨이 웹사이트를 재구축하였습니다. 대명라이프

웨이는 신규 고객 유치 및 기존 고객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본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신규 고객에게는 제대로 된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하고, 기존 고객에게는 부가서비스를 강화하

여 대명라이프웨이의 새로운 웹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습니

다. 본 사이트는 반응형웹으로 구현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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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문

현대자동차복지포털휴
wellbeing.hyundai.com

포스코A&C 웹사이트
www.poscoanc.com

유한양행
www.yuhan.co.kr

운영중인 현대자동차 임직원/가족 전용 복지서비스인 휴포

탈 입니다. 복지서비스, 포인트 제도, 사회공헌 활동 등 다

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중장년층 연령대의 임직

원 사용자가 많은 휴포탈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음 로그인부

터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찾아 이동할 수 있도록 메

뉴 이용의 편의성 및 가독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최신 웹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심미적 만족도를 높였습

니다.

포스코의 100% 출자사로 건설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1970년에 설립된 종합건축서비스 회사로

건축의 기획, 설계, 시공, 감리 및 사후관리까지 일련과정에

대해 차별화된 건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웹사

이트 리뉴얼을 통해 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쉽게 콘

텐츠에 접근하여 접보 습득이 용이하도록 구축하였으며 다

양한 소통채널을 강화함으로서 포스코A&C의 기업이미지

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제약사이자 신념의 기업인 유한양행 사이트 리

뉴얼을 진행하였습니다. 유한양행의 청결함과 깨끗함을 상

징하는 초록색을 웹 아이덴티티로 사용하여 사이트 내에 기

업의 이미지를 녹여냈으며, 유한양행의 창업자인 유일한 박

사의 온라인 기념관 및 제품찾기, 유한양행 소식지 건강의

벗, 인재채용 등 다양한 콘텐츠들로 웹사이트의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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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단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홈페이지리뉴얼
www.ktr.or.kr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공인 화학시험 인증기관인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웹사이트를 오픈하였습니다. 방대한 콘텐츠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번의 면밀한

검토 후 메뉴 구조를 정의하였으며, 기존의 다소 답답하고 노후화되어있던 디자인에서 시원하고 편리한 UI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는 KTR로 거듭나기를 희

망합니다.

2017 웹어워드코리아
연구기관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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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산업보건센터
내부사이트

현대모비스사회공헌
csr.mobis.co.kr

월드비전세계시민학교
www.wvschool.or.kr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
www.koreapost.go.kr

한국의류시험연구원
www.katri.re.kr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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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앤서비스㈜러닝메이트
www.learningmate.co.kr / hrd.learningmate.co.kr

엠앤서비스의 교육사업 브랜드인 ‘러닝메이트’는 HRD Trend를 선도하는 교육 파트너로서 각 영역 최고 수준의 전문가와 검증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연간 16만명의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교육 솔루션입니다. SK그룹 관계사를 비롯한 100여개의 기업에서 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다양한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 및 UI

& UX를 개선하였습니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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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대외협력부
give.korea.ac.kr

고려대학교연구중심병원
www.kumcrnd.or.kr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지식포털
portal.hrdkorea.or.kr

경기도인적자원개발시스템
내부 시스템

SK 아카데미
www.skacademy.com

고려대학교대학원
graduate.korea.ac.kr

33



EASYMEDIA   /   SERVICE   /   WORK /   CONTACTS

34

삼화페인트홈앤톤즈온라인쇼핑몰개편
www.homentones.com

페인트 인테리어 전문기업인 홈앤톤즈 온라인 쇼핑몰을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페인트 및 인테리어 자재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넘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

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화면을 제공함으로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샵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쇼핑몰만의 상품/아카데미/컨설팅/컬러/통계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사는 물론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쇼핑몰

2017 웹어워드코리아
생활쇼핑몰분야

대상



EASYMEDIA   /   SERVICE   /   WORK /   CONTACTS

35

현대백화점그룹멤버십통합프로젝트(UI/UX/Design Part)
www.h-point.co.kr / Android, iOS Application

기존 현대백화점그룹 내 분산되어 있던 여러 멤버십들을 모바일 중심의 회원 통합을 통해 고객 편의성 강화 및 각 관계사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진 기술의 도

입/활용, 특정 테마 서비스 반영을 통해 고객 참여와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멤버십을 활용한 공통 마케팅 및 DB통합 등의 활동을 통해 여러 곳에서 사용

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바일

2017 앱어워드코리아
콘텐츠분야

이노베이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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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직원커뮤니티기아TONG어플리케이션
Android, iOS Application

기아TONG은 기아자동차 임직원의 소통공간이자, 회사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궁금한 점들을 언제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회사 차원에

서 시행하는 봉사활동과 앙케이트 참여, 음악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모던함과 심플함을 부각하고 거기에 감성적인 이미지를 더하여 직원들이

부담스러워 하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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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브레인패널파워어플리케이션
Android / iOS 어플리케이션

기아레드멤버스어플리케이션
m.kia.com / 어플리케이션

윤선생영어교실상담용어플리케이션
iPad 어플리케이션 (내부용)

리서치 전문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패널파워 안드로

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설문조사가 가능하며,

비컨 신기술을 이용하여 장소에 따른 특성화된 이벤트(설문

조사)까지도 진행가능합니다.

기아자동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휴 서비스와 혜

택, 자동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아 레드멤버스 모바일

웹사이트입니다. 일방적인 정보 제공과 획일화된 콘텐츠 생

산 방식에서 탈피하여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인포니케이션

(Information + Communication) 컨셉을 바탕으로 구축

하였고 고객에게 더욱 친근하고 편리한 멤버십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윤선생 영어교실의 상담 및 학생 관리용 어플리케이션인

Yoons SNS(Study Navigation System)를 개발하였습니

다. 아이패드를 통해 상담 선생님들이 소속된 학생을 관리

하고 신규 상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그래프

와 수치 그리고 편리하고 직관적인 UI로 개발하였습니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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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s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701~703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

• 전화 _ 02-869-3434

• 팩스 _ 02-869-3437

• 대표 이메일 _ easymedia@easymedia.net

• 프로젝트의뢰 easymedia@easymedia.net 내선. 103

• 총 무 회 계 styxzizi@easymedia.net 내선. 113

• 호 스 팅 상 담 hosting@easymedia.net 070-7784-3280

• 기 술 상 담 tech@easymedia.net -

• 제휴및파트너 partner@easymedia.net -

• 기 타 문 의 info@easymedia.net -

고객의 가치혁신을 위한 키워드 EASYMEDIA
프로젝트 의뢰 및 전략적 제휴에 관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 H A N K Y O U

02.869.3434
WWW.EASYMEDI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