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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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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MEDIA는 EASY+MEDIA에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차별화된 방향으로 통합 매체에 대한 손쉬운 접근성을 제시하여

e 세상에서 고객의 길이 되는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Differentiation EASY MEDIA

value

Contribution

Evolution

Easymedian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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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고객의 가치 혁신을 위한 Digital Agency
이지미디어는 열정과 진정성을 최고의 경쟁력으로 자부하는 디지털 에이전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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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



EASYMEDIA /   SERVICE   /   WORK   /   CONTACTS

4

History

지난 17년간은 혁신적인 변화를 위한 시작
고객과 함께하였기에 가능했던 지난 17년을 초석으로 삼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 2016 - &Award Grand Prix 3건, Winner 4건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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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ward - Public service websites 부문 Winner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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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제 IBA  웹사이트 비영리 부문 금상 1건 수상

- Web award 대상 3건, 최우수상 3건, 우수상1 건 수상

• 2011 - &Award 금융부문 최우수상 수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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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bile Device 사업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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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국 웹 에이전시 연합회 부회장사 선정

• 2007 - Web Award Korea 우수상 1건 수상

- KWAA Award 우수상 3건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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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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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불가능(Impossible)을 가능(I’m Possible)으로 바꾸는 조직력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3개의 특화된 그룹으로 프로젝트의 높은 완성도와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총 인원 : 64명 (정직원 100%)

CEO

개발 그룹

퍼블리싱팀 개발팀

디자인 그룹

디자인팀

CTO

부설연구소

전략사업본부

마케팅팀

경영지원그룹

기획 그룹

기획팀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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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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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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Area

e-Business를 계획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브랜드 전략, 정보설계, 접근성, 컨텐츠

생산 등 체계적인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컨설팅 해 드립니다.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기획력을 토대로

UX 컨설팅, UI 설계, Interactive 디자인,

고 도 화된 개발 로직 으로 성공 적인 e-

Business의 초석을 다져 드립니다.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App 개발

과 모바일 웹 및 서비스 개발 경험을 바탕

으로 고객님의 e-Business 사업영역을 더

욱 확대 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작은 운영 에서부터 시작한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최고의 서

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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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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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0개 부문 수상)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든 웹사이트들은 다양한 사업군의 고객감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비영리단체분야 대상

기아자동차 채용시스템
기업인재채용 분야 최우수상

현대백화점그룹 통합 채용
기업인재채용 분야 최우수상

잉글리시에그
어학교육 분야 최우수상

현대아이에이치엘
제조업 분야 우수상

현대아이에이치엘 모바일
제조업 분야 우수상

기아레드멤버스 모바일
고객지원 분야 최우수상

국민신문고 모바일
공공/의료 분야 최우수상

월드비전 모바일
비영리단체분야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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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2014 (11개 부문 수상)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든 웹사이트들은 다양한 사업군의 고객감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유한양행
전문의료분야대상

이지미디어
웹/광고에이전시분야최우수상

우정사업본부
공공/의료부문통합대상

나이스신용정보
고객지원분야최우수상

기아자동차군용차량
자동차분야우수상

포스코A&C
건설분야대상

넥슨GT
엔터테인먼트분야최우수상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분야우수상

광주비엔날레모바일
문화/교육분야대상

인천항만공사모바일
공공/의료분야최우수상

유한양행모바일
정보서비스분야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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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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16건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현대아이에이치엘
www.ihl.co.kr

현대백화점그룹 통합채용
recruit.ehyundai.com

현대자동차채용
recruit.hyunda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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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행중인프로젝트

락앤락 통합 홈페이지 재구축

수행기간 : 2016.09 ~ 2017.01

밀폐용기를 통해서 세계적 기업을 성장한 락

앤락 홈페이지를 재구축 중에 있으며, 세계

적 기업의 위상에 맞는 온라인 대표 마케팅

채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이덴티티를 확립

하고자 합니다.

한진그룹 통합 홈페이지

수행기간 : 2015.12 ~ 2016.10

한진그룹 공식 리뉴얼을 통해 한진KAL과 한

진그룹의 홈페이지를 통합할 예정이며, 지

주회사 홈페이지 역할 및 그룹사별 홈페이지

와의 허브역할을 수행합니다.

현대오토에버 통합 홈페이지

수행기간 : 2016.06 ~ 2016.12

현대오토에버는 종합IT컨설팅부터 시스템 개

발과 구축,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IT서비

스 전문 기업으로 본 프로젝트를 통해 다국어

및 모바일 사이트 구축업무까지 수행하여 브

랜드 아이덴티티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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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웹사이트구축실적

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www.daemyunglifeway.com

대명라이프웨이

recruit.kia.com

기아자동차 채용포털

내부사이트

현대자동차그룹 산업보건센터

recruit.ehyundai.com

현대백화점그룹 통합채용시스템

recruit.ckd.co.kr

종근당 통합채용시스템

www.ksnet.co.kr

케이에스넷 (KSNET)

www.panel.co.kr

마크로밀엠브레인 패널파워

www.mobis.co.kr

현대모비스

csr.mobis.co.kr

현대모비스 사회공헌

www.wvschool.or.kr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wellbeing.hyundai.com

현대자동차 복지포털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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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현대오토에버우수개발협력사선정

현대자동차그룹의 여러 프로젝트를 다년간 안정적으로 수행한 결과,
2015년도 우수 개발협력사로 선정되어 디자인 품질, 개발능력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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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통합홈페이지개편
www.mobis.co.kr

현대모비스의 ‘인간 중심’이라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바탕으로 사용성 중심의 웹사이트로 리뉴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모비스 존에서 제공되던 부품 검색, 부품

정보검색 (WPC)을 통합서비스 하게 되었으며, 단순 부품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판매점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미디어센터의 구축으로 현대모비스의

최신 활동 소식을 영상, 사진, 소셜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16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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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산업보건센터
내부사이트

현대자동차그룹 내의 ‘직원들의 건강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보건센터 재건축과 함께 홈페이지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에서는 보건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의료진 정보, 각종 장비 정보, 진료&검진의 온라인 예약,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사가 직접 등록, 관리하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의학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들이 직접 보건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여 예약, 진료, 검진결과를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현하였습니다.

2016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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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라이프웨이웹사이트
www.daemyunglifeway.com

국내 레저사업을 이끌고 있는 대명그룹의 대표브랜드인 대명라이프웨이 웹사이트를 재구축하였습니다. 대명라이프웨이는 신규 고객 유치 및 기존 고객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본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신규 고객에게는 제대로 된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하고, 기존 고객에게는 부가서비스를 강화하여 대명라이프웨이의 새로운 웹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반응형웹으로 구현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6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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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로밀엠브레인패널파워웹사이트및어플리케이션(Android OS)
www.panel.co.kr

대한민국 종합 온라인리서치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 에서 운영하는 패널파워는 199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1위 리서치 사이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온라인 조

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패널(110만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설문조사, 조사참여와 좌담회 참여 등의 관리 기능을 시스템화하여 편의성을 증대하였

으며,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도 함께 개발하여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의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2016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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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사회공헌
csr.mobis.co.kr

현대모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현대모비스 사회공헌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홈

페이지가 없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핵심 사업인 투명우산 나눔활동, 주니어 공학교실, 미르숲, 장애아동 이동편의 지원 활동 외에도 임직원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1사 1촌, 청년

드림 성동캠프 등 다양한 활동들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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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스
www.amoskorea.co.kr

아모스는 누구나 한번씩은 사용해봤을 사무용 고체풀(딱풀)을 비롯하여 문구류, 글라스데코, 아이클레이 등을 제조, 판매하는 종합 문구회사입니다. 국내와 수출, 솜씨자랑 등 각

각의 홈페이지가 분리되어 있어 접근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기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수출로만 구분되고 모바일에서도 홈페이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

니다.

2016 Project



EASYMEDIA   /   SERVICE   /   WORK /   CONTACTS

21

현대자동차복지포털휴
wellbeing.hyundai.com

운영중인 현대자동차 임직원/가족 전용 복지서비스인 휴포탈 입니다. 복지서비스, 포인트 제도,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중장년층 연령대의 임직원

사용자가 많은 휴포탈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음 로그인부터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찾아 이동할 수 있도록 메뉴 이용의 편의성 및 가독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최

신 웹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심미적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2015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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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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하였

습니다.

2015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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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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로 통합하였습니다. 과거 유선으로 처리했던 관리 대리점 조회를 라인화하여 가맹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 이용자과 운영 관리자의 편리와 운영

효율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케이에스넷의 홈페이지가 온라인 마케팅 채널로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5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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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캐피탈
www.hanacapital.co.kr

하나캐피탈은 국내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하나금융그룹의 “초유량종합금융 서비스 네트워크”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실현을 지원하는 생활금융파트너로써

은행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고객의 1순위 선택, ‘최고의 금융파트너’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금융 상품에 대한 인지와 상담이 용이하도록 대출상품을

분류별로 묶어 배치함으로써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현하였습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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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 대우증권

내부 시스템

하나SK카드법인카드경비처리시스템

내부 시스템

현대차미소금융재단

www.hyundaismile.or.kr

직원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 증대에

중점을 두어 작업 하였습니다. 시스템의 다양한 관리와

자신의 업무 및 스케줄 관리가 용이 하도록 사용성이

고려된 시스템으로 동적 이미지를 통해 학습이 필요없는

내부 시스템을 구현 하였습니다.

법인카드 경비처리 시스템은 많은 계정항목과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 가독성에 중점을 두어 작업하였습니다.

자칫 놓치기 쉬운 숫자의 정보에 포인트를 주어 다른

정보와 혼선이 없도록 UI를 개편 하였습니다.

현대차미소금융재단의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상담신청

기능을 구축하여 고객이 쉽게 이해 및 이용 할 수 있는

형태로 리뉴얼하여 고객 접점을 강화하였습니다.

사용성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한 직관적인 UI로 정보

전달력 향상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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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보험㈜스마트라이프디자인웹사이트
www.smartlifedesign.co.kr

은퇴시장의 확대로 치열한 경쟁체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경쟁사 대비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플랫폼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고객 마케팅을 통하여 새로운 수익 창출과 함께

마켓 리더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이트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프라이프디자인 리뉴얼 개발 사업 범위는 크게 모바일 서비스 구축과 기존 서비스의 개편으로 나누

어지며 기존 서비스 개편은 제휴 서비스 개발, 회원통합 & 로그인 개편, 영업연계툴 개발 등 9개의 미션으로 세분화되어 진행 되었습니다.

브랜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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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특수사업부
military.kia.com

기아자동차의 특수사업인 군용차량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전할 수 있는 채널이 미비한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와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고객이 직관적으로 인지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

도록 정보를 구성하고, 군용차량 사업부의 핵심 역량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유망고객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잉글리시에그
www.englishegg.co.kr

잉글리시에그는 영어 교육을 통해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아 체계

적이고 전문적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영유아 대상의 영어교육업체로 기존

의 획일화된 메뉴구조에서 벗어나 고객중심의 사이트로 개편하였으며, 어떤 환경에서

도 최적화된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응형웹으로 구축하였습니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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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부문

한국수출입은행 사회공헌 희망씨앗

hope.koreaexim.go.kr

㈜효성폴리케톤

www.poly-ketone.co.kr

쌀국수프랜차이즈포메인

www.phomein.com

한국수출입은행은 2012년 초 사회공헌을 브랜드화한 ‘희

망씨앗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중입

니다. 이번에 구축된 희망씨앗 홈페이지는 크게 사랑, 나

눔, 행복이란 3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희망씨앗의 가치

와 의미를 디자인에 반영하였으며, 정보전달력과 사이트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UI를 설계하였습니다. 더불어 효

율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

니다.

스판덱스 세계 1위 회사인 효성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

에 성공한 고분자 원천 소재인 폴리케톤의 뛰어난 품질과

정보를 국내외 다양한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아

직 생소한 폴리케톤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인지할 수 있

도록 국/영문 다국어 사이트로 구축하였습니다.

개편의 주요 목적은 마일리지 서비스 제공과 포메인 이용

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주에게 지속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 인트라넷을 구축하여운영 노하우, 이벤트,

쿠폰, 채용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 연계 서비스를 구축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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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www.oliveyoung.co.kr

풀무원녹즙
www.greenjuice.co.kr

CJ 시티
www.cj.net/cjcity

㈜효성크레오라
www.creora.co.kr / www.creora.com

노비타
bidet.novita.co.kr

블랙베리
www.bbcafe.co.kr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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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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과 함께 전문 면접위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웹접근성 반영을 통

해 정보소외계층의 사용에도 제약없는 시스템을 구현하여 기아자동차 브랜드의 반영

과 함께 강연등의 채용과 관련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근당통합채용시스템
recruit.ckd.co.kr

종근당 통합채용시스템은 종근당 가족사의 통합 채용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로 채용

시스템뿐만 아니라 종근당 가족사의 대외 홍보 효과 증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 프로젝트는 종근당과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가치있는 일을 함께 이룬다는 의미를

조화롭게 구성하여 브랜딩화하였고, 우수한 인재들이 공감할만한 비전 또는 목표를 슬

로건으로, 건강한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종근당의 변하지 않는 가치를 표현하였습니다.

기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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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A&C 웹사이트
www.poscoanc.com

포스코의 100% 출자사로 건설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1970년에

설립된 종합건축서비스 회사로 건축의 기획, 설계, 시공, 감리 및 사후관리까지 일련과

정에 대해 차별화된 건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웹사이트 리뉴얼을 통해

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쉽게 콘텐츠에 접근하여 접보 습득이 용이하도록 구축

하였으며 다양한 소통채널을 강화함으로서 포스코A&C의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유한양행
www.yuhan.co.kr

국내 최고의 제약사이자 신념의 기업인 유한양행 사이트 리뉴얼을 진행하였습니다. 유

한양행의 청결함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초록색을 웹 아이덴티티로 사용하여 사이트 내

에 기업의 이미지를 녹여냈으며, 유한양행의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의 온라인 기념관

및 제품찾기, 유한양행 소식지 건강의 벗, 인재채용 등 다양한 콘텐츠들로 웹사이트의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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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문

룰루랄라코웨이통합사내커뮤니티

내부사이트

코웨이사내제안시스템상상오션

내부사이트

㈜파루

www.paru.co.kr

㈜코웨이의 사내 커뮤니케이션 통합 프로젝트인 룰루랄

라 사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기존 커뮤니티 공간과 SNS

기능이 이원화 되어있던 사내 채널을 통합하여 임직원들

이 자발적이고 유연한 참여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개편

하였습니다. 사내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기업 이슈

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공간으로 기업문화에 보탬이 되고

자 합니다.

기존 사내에서 운영중이던 상상오션 사내제안시스템을

리뉴얼하였습니다. 기존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뿐

아니라 처음 접한 사람도 쉽게 접속이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지속적인 접속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UI 및 인터페이스의 약점을 보완하여 편의

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대체 에너지 전문기업 파루의 웹/모바일 사이트 개편이

완료 되었습니다. 기존의 오래되고 진부했던 홈페이지 구

성에서 대체 에너지 시장의 긍정적인 성장 전망 및 사업

전략에 따른 파루의 Name Value를 증대 할 수 있는 PR

웹사이트로 새롭게 재탄생 하였습니다. 사업분야를 바탕

으로 정보구조를 개편하고 대형 이미지 사용으로 사업분

야와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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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문

넥슨GT (舊게임하이)

www.nexon-gt.com

한신정신용정보

www.niceamc.co.kr 

코오롱글로벌

www.kolonglobal.com

온라인 FPS 게임으로 유명한 ‘서든어택’을 개발한 넥슨

GT(구 게임하이)가 넥스토릭과의 합병과 더불어 2014년

국/영문 웹사이트 리뉴얼을 통해 디자인의 차별성, 사용

자의 편의성, 그리고 콘텐츠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

는 환경을 구축하여 세계가 인정한 기술과 품질, 그것의

원동력인 사람, 그리고 기업문화 이 3가지를 담고자 넥슨

GT 웹사이트를 리뉴얼 하였습니다.

아시아 제1의 금융 인프라 기업 한신정신용정보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객중심의 신뢰경영을 토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시 디자인

개선뿐만 아니라 콘텐츠 보완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올바

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당 및 버튼을 이용한 페이지

이동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디자인이 아닌 창조적이고, 의미있는 아

이콘과 이미지들로 구성하였으며, 틀에 벗어난 UI를 통하

여 색다른 사이트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번 e-business 사업을 통하여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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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www.cj.net

경동나비엔미국법인사이트
www.navienamerica.com

하나캐피탈회사소개
www.hanacapital.co.kr/company/index.hnc

코오롱환경서비스
www.kolon-kesco.com

노비타기업사이트
www.novita.co.kr

(주)케이티에스테이트
www.ktestate.com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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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세계시민학교
www.wvschool.or.kr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는 지구 공동의 문제에 대한 역할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여 지구촌 이웃과 더불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계시민학교를 통해서 4가지로 구성된 교육, 나눔, 체험,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에게 이르기까지 월드비전의 다양한 콘텐츠를 단일화된 창구를 제공하여 만족도와 후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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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단체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

www.koreapost.go.kr

한국의류시험연구원

www.katri.re.kr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

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ㆍ제

안과 정책토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홈페이지 메뉴, 정보

구조의 재구성을 통해 사용자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국

민이 궁금해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 웹사이트 구축 이후, 급변화된 웹트렌드와 사용

자의 니즈에 부응하지 못하고 노후화된 우정사업본부와

지방우정청, 그리고 우체국 웹사이트를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한 사용자 정보 제공 중심의 웹사이트로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1차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진행 되었으며, 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디자인과 콘텐

츠 메뉴를 최우선 과제로 구성 하였습니다.

섬유, 화학, 산업 자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

험평가, 검사, 인증, R&D, 컨설팅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

로 하는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웹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산업계에서 가장 신망받는

종합시험 인증기관으로서의 역동적인 이미지 및 분위기

를 나타내는 디자인과 신규 기능 및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구조, 콘텐츠

UI등 고객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사용 만족도 증대를 통해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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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단체

서울영상위원회

www.seoulfc.or.kr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인천항만공사

www.icpa.or.kr

서울영상위원회는 국내외 영화, 영상 촬영의 소통 창구이

자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단

체로 이번 개편을 통해 로케이션 촬영 지원, 멀티 마켓, 회

의실 예약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영화, 영

상 관련 업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품질의 결과물

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하였으며, 반응형웹으로 구현되어 다양한 환경에서

도 서울영상위원회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대외 인지도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

여 고객 중심, 웹접근성, 관리의 편의 기능을 고려하여 웹

사이트를 개발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아이덴티티를

살려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로 전면 재구성하고, 정보구조

의 간결화 및 일관성을 유지하여 사용자들이 웹사이트를

쉽게 둘러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시책과 맞물려 정부 3.0에도 완벽히 대응하도록 사

용자 중심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변경된 BI를 디자인에 적용하여 환 황해권 중심 항만으로

서 최고의 항만 인프라를 선도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인천항만공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

하고, 웹접근성을 강화하여 누구나 제약없이 콘텐츠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과 태블릿PC 버전까지 고려한 반응형웹 구현을 통해 모

바일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를 이

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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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단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스마트초이스

www.smartchoice.or.kr

유한재단

www.yuhanfoundation.or.kr

외교통상부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

www.whic.kr

SKT, kt, LG 통신3사가 공동출자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통신서비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간의 정

보교류를 통한 참여와 공유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접근성을 강화시키

고 많은양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해 볼 수 있는 최

적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유한재단은 설립자 유일한 박사의 높은 뜻을 이어가기 위

하여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과 사회복지를 위한 사

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재단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이용하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존경받는 창업

주인 유일한 박사의 철학을 받들어 이를 알리는 효과적인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는 현지에 맞는 취업 및 문화 등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각 국가별 상세정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보

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로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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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
www.envico.co.kr

한국교육개발원(영문)
eng.kedi.re.kr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www.karf.or.kr

탈북청소션교육지원센터
www.hub4u.or.kr

국정원IT보안인증
service1.nis.go.kr

KITA 남북경협정보센터
www.kita.net/interkore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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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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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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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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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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백화점쇼핑몰
www.debecmall.co.kr

대백몰은 대구백화점의 인터넷 쇼핑몰로써 푸드월드 및 코스메틱, 기획전, 이벤트 등

다양한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벤트를 메인 비주얼로 사용하였고, 다양한 테마의 상품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하여 고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가게
www.ogage.co.kr

중대형 패션 쇼핑몰인 오가게가 새로운 옷을 갈아 입었습니다.

카테고리 개편과 콘텐츠 구성을 새롭게 하여 젊은 고객들의 호감도를 높이고, 편리한

사용성을 통해 재방문율과 재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UI 개선에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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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미디어

media.totorosa.com

아기네커뮤니티(기탄교육)

www.agine.co.kr

미스터블루

www.mrblue.com

국내 최대 자료공유 공간인 토토브라우저의 파일들을

웹사이트에서 콘텐츠로 보여주는 공간 입니다.

또한 카테고리내 검색, 선택 콘텐츠 다운로드 등 다양한

개발을 추가 하여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탄교육에서 운영하는 아기네 사이트는 임신을 준비

하고 있는 예비 엄마부터 3세까지의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하였고, 또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맘 (mom)

커뮤니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미스터블루 웹사이트는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기능적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만화사이트 입니다.

사이트 성격에 맞게 효율적인 컨텐츠 구성과 시각적

안정감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니멀한 디자인에 컨텐츠의 강약을 표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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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엠브레인패널파워_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리서치 전문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패널파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설문조사가 가능

하며, 비컨 신기술을 이용하여 장소에 따른 특성화된 이벤트(설문조사)까지도 진행가

능합니다.

기아레드멤버스모바일웹사이트및어플리케이션
m.kia.com

기아자동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휴 서비스와 혜택, 자동차 관련 정보를 제

공하는 기아 레드멤버스 모바일 웹사이트입니다. 일방적인 정보 제공과 획일화된 콘텐

츠 생산 방식에서 탈피하여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인포니케이션 (Information +

Communication) 컨셉을 바탕으로 구축하였고 고객에게 더욱 친근하고 편리한 멤버

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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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윤선생영어교실상담용 iPad 어플리케이션
iPad 어플리케이션 (내부용)

윤선생 영어교실의 상담 및 학생 관리용 어플리케이션인 Yoons SNS(Study

Navigation System)를 개발하였습니다. 아이패드를 통해 상담 선생님들이 소속된 학

생을 관리하고 신규 상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그래프와 수치 그리고

편리하고 직관적인 UI로 개발하였습니다.

스마트OBD _ 갤럭시탭
Application

자동차의 운행정보 표시 및 자가진단 도구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써의 특성을

살려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메인의 유지비용 항목에는 디지털 느낌의

폰트와 컬러를 적용해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신뢰하게끔 유도했습니다. 정비 알림

항목에서는 항목별 기준 주행거리와 지금까지의 주행거리를 그래프로 표현해 수치

데이터에 비해 정비시기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제작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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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OBD
Application

Olleh Smartcar는 컨텐츠의 이미지와 텍스트의 강약 구분으로 운행 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특히 기능적으로 중요하거나

주목해야 할 부분에는 컬러나이미지 사용을 최소화하여 운행 시 불편함을 최소화

하였다.

코오롱UC App
Application

코오롱 모바일 UC는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IP

기반의 인터넷 영역 상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활발한 기업 커뮤니케이션 구현을 목

적으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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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

국제영어대학원
m.igse.ac.kr

코오롱베니티옵트마
내부 시스템

코오롱Benit Optima
내부 시스템

한솔오크밸리
Application

한솔오크밸리
m.oakvalle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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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s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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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