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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소개

Notification�+�Innovation

Notion�+�Innovation

관념혁신

1.�회사소개

관념혁신



1.�회사소개

현황

사업영역

2.�사업현황

ü웹사이트개발/운영

ü데이터&온라인컨설팅

ü미주한인대상

IT서비스구축&컨설팅

ü iOS&안드로이드

앱개발/운영

ü모바일마케팅

설립:�2009년3월1일

팀원:�6명



3. 주요연혁

2017 year

02�Los�Angeles�한인상공회의소 가입
01�미국 Los�Angeles�Branch�개소

2016 year

11�[한국외대] 경영대학원웹사이트 개발 (국문/영문)

06�[알보젠코리아]�“다이어트를부탁해”�앱 구축

06�[유한킴벌리]�도브 “숨결”�온라인 이벤트구축

05�미국 Chun-ha�Insurance�업무협력계약 체결

03�[수협]�혁신플래너 시스템구축

01�[광명시시설관리공단]�공식 웹사이트및예약관리시스템 구축

3.�주요연혁

01�[광명시시설관리공단]�공식 웹사이트및예약관리시스템 구축

2015 year

12�[한돈]�한돈인증점CMS�앱 구축

10�[사이버한국외대]�교육협력 MOU�체결

06�[영어가되는앱]�출시

01�[한돈]�한돈닷컴,�한돈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 연간유지보수 계약

2014 year

01�[한돈]�한돈자조금 웹사이트부분 리뉴얼구축

05�[SK에너지]�SK에너지 블로그 2차 리뉴얼구축

05�[한화드림파마]�"우리동네다이어트주치의"�앱 구축

06�[한국경영혁신협회]�경영혁신마일리지 사이트구축

12�[한돈]�한돈인증점통합관리시스템 관리자및앱구축

2013 year

01�[삼성전자] 대학생 사회봉사단 블로그구축

03�[SK에너지] 페이스북페이지신규구축,�블로그 구축

04�[효성] 기업 블로그리뉴얼구축

08�[공무원연금공단]�사회봉사단 웹사이트리뉴얼구축

09�[보건복지부]�숙녀다이어리 아이폰/안드로이드 앱구축

10�[삼성물산_건설부문]�글로벌 블로그 구축 (워드프레스)

11��특허등록 :�제 10-1199474�

[질의 및 응답커뮤니티서비스 제공밥법및시스템과 퀴즈게임제공밥법]



최우주대표이사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국내 28기,�Los�Angeles�11th)

경력 :��전 SK커뮤니케이션즈 UI2팀
전 휴머니케이션즈 대표
Los�Angeles�한인상공회의소 멤버

수상 :�2007�KT�Venture�Award�2위
2002�전국 고교생 웹컨테스트웹사이트 부문
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John�Park컨설턴트/이사

학력 :�Boston�University�
Claremont�Graduate�University

경력 :�Wisdom�Foundation�in�UCLA,�
board�member

4.�팀원

Brian�Lee�컨설턴트

학력 :�California�State�University�Pomona
중앙대학교 대학원컴퓨터공학 석사졸업

Ieun Jung컨설턴트

학력 :�University�of�California�Davis

최정주개발실장 /�iOS 부문

경력 :�우리동네다이어트 주치의 iOS 개발
학교톡 iOS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안전망 구축사업

이한주 개발실장 /�안드로이드 부문

경력 :�우리동네다이어트 주치의안드로이드 개발
숙녀다이어리 안드로이드개발
한돈인증점통합관리시스템 안드로이드개발



5.�미국사업현황

윌셔(Wilshire)가기업대상IT서
비스제공B2B

부동산애플리케이션

• Los�Angeles�중심지역 한인기업대상

IT서비스 및 컨설팅 제공

• Chun-ha�Insurance�의 사고접수시스템

구축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지도에 부동산관련맞춤정보표시

• 2017년 7월 오픈 예정

상대적저렴한 인건비

미국보다상대적으로 저렴한한
국의인력을사용

스마트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스마트기기를비즈니스에
접목하려는시도가늘고있음.

투자/M&A활성화

좋은비즈니스모델에대한투자와
M&A가활성화되어있음.



Dr.다이어트를부탁해!

OS�:�안드로이드 ,�iOS

발주 :�알보젠코리아

다이어트개인비서서비스.
목표를설정하고칼로리,�운동,�체중을 관
리할수 있습니다.
병원내방없이 의사과채팅을진행할 수

6.�모바일포트폴리오

병원내방없이 의사과채팅을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돈인증점통합관리시스템

OS�:�안드로이드

발주 :�한돈자조금

기존의한돈인증점관리는 조사원이인증
점을방문하여 조사지에내용을작성하고
사진을찍어 우편으로일일히보내는 방식
이었습니다.

6.�모바일포트폴리오

9/�28

이었습니다.
이제는애플리케이션을통해조사활동을
모두전산화 했으며,�조사원의이동거리를
계산하고유가관리시스템과연동하여자
동여비정산기능까지구축하였습니다.
이로써많은 시간,�비용,�인력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돈인증점 CMS

OS�:�안드로이드 ,�iOS

발주 :�한돈자조금

한돈인증점 CMS를 통해 한돈인증점점
주분들이쉽게 고객대상으로쿠폰을 발 행
하고관리할 수있습니다.�또한 발행된쿠
폰을 QR코드로 스캔하거나 쿠폰번호입

6.�모바일포트폴리오

폰을 QR코드로 스캔하거나 쿠폰번호입
력,�전화번호입력으로쿠폰승인을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되는앱

OS�:�안드로이드

발주 :�㈜노티베이션

"영어로이문장을뭐라고하지?"
사전을아무리 찾아봐도내가하고 싶은
말을하기 어렵습니다.
이젠한글로 검색만하세요.

6.�모바일포트폴리오

이젠한글로 검색만하세요.
#커피#회화#공항#여행 등등단어검색만
으로여러분들이원하는 문장을찾을 수
있습니다.



6. 웹사이트 포트폴리오

한국외대경영대학

http://biz.hufs.ac.kr

발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세한국외대경영대학은경영학부,�MBA,�
일반대학원,�Global�CEO,�글로벌경영연
구소로이루어져있으며 각프로그램 및
기관의특성에 맞게소개 및공지를 확인

7.�웹포트폴리오

기관의특성에 맞게소개 및공지를 확인
할수있습니다.�또한 반응형웹으로제작
되어있기때문에모바일에서도손쉽게 접
근할수 있습니다.



6. 웹사이트 포트폴리오

광명시설관리공단

http://gmfmc.or.kr

발주 :�광명시설관리공단

새롭게출범하는광명시설관리공단의공
식웹사이트입니다.�각 사업소별로아이
덴티티를부여하여사용자가쉽게 접근할
수있도록구현하였으며애니메이션요소

7.�웹포트폴리오

수있도록구현하였으며애니메이션요소
를사용하여사이트에생동감을부여하였
습니다.



6. 웹사이트 포트폴리오

경영혁신마일리지

http://mileage.mainbiz.go.kr/

발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이정부지원사업이나입찰을 진
행할때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마일
리지가 있다면가산점을 받을 수있습니다.
이때 "경영혁신마일리지"�사이트를통하

7.�웹포트폴리오

이때 "경영혁신마일리지"�사이트를통하
여각종교육 및혁신활동을신청하고 이
를평가받을 수있습니다.



SK에너지블로그리뉴얼

http://blog.skenergy.com

발주 :�SK에너지

- 기존의블로그의디자인 변경
- 스크롤을내려도메뉴가
따라오도록구성하였습니다.

- 강조 Article�슬라이더로구성하였습

7.�웹포트폴리오

- 강조 Article�슬라이더로구성하였습
니다.



3. 주요연혁

감사합니다
더 많은정보가 필요하시면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notivation.net

Phone�:�070-7014-0304�Phone�:�070-7014-0304�
Mobile�:�010-9932-0304

Email�:�jellyznet@gmail.com

HQ�:�05043�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602호

최우주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