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 THINKING OF

우리는
사람들이 쉽고 편리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신기술에 디자인 씽킹을 더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가치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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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2013년 용역부문 파트너사 선정

우수디자인,
GOOD DEDSIGN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10.16

07.17

벤처기업 인증

SKC&C 2013년
외주용역 분야 Biz.Partner 사 선정

10.21
이노비즈 인증

01.01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08.01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04.01

04.15

06.12

LG CNS eBI 부문
특화업체 선정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선정

중소기업청 선정 고성장(가젤형)기업

2021
기술역량
우수기업 인증
T4등급
(한국기업데이터)

09.01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K-BRAI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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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01.0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동망씨티 설립

08.09

12.22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설립
(PT. EWIDE INDONESIA)

현 장혁준 대표이사 취임

02.10

2017

2021

03.21

삼성 SDS
협력업체 선정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
데빗카드 구축

04.28

07.12

하나I&S 전략적
SM 협력회사 선정

법인전환,
(주)이와이드플러스로 변경

서울 성동구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1차 본사 이전

07.10

11.20

중소기업 기술 혁신형
과제 (R&D) 선정

자본금 640백만원으로 증자

2020

07.23

10.01

법인전환,
상호(주)이스트웹으로 변경

2019

11.19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디자인경영부문
국무총리표창
수상
12.08
무역의 날 수출의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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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IDEPLUS

1. 회사명

(주) 이와이드플러스

2. 대표자

장혁준

3. 기술용역등록분야

소프트웨어개발 (기획,디자인,퍼블리싱,개발)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

4.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성수동2가,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1차 703,704호)

5. 연락처

전화번호 : 02-3445-3913 팩스번호 : 02-3445-3902

6. 회사설립연도

1996년 01월

7. 해당부문사업기간

1996년 01월 ~ 현재(24년06개월)

8. 기술자 보유현황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개발산정기준”에 의함.

구분

계

UI/UX 디자인 랩

데이터 리서치 랩

퍼블리싱

신기술 연구소

개발 (웹서버, 앱)

계

93

34

17

10

8

24

특급 기술자

18

9

2

0

1

6

고급 기술자

14

4

2

2

3

3

중급 기술자

19

6

3

3

2

5

초급 기술자

42

15

10

5

2

10

분

+
eW

147

15년간 R&D 투자금

62
5
6
55억 2

금융권 프로젝트 수행

국내·외 Award 수상
디자인 UI/UX부문

3

24

지적재산권
특허 취득

해외 Expo 초청

글로벌
파트너사

R&D
국책사업 수행

years old

5

ORGANIZATION
EWPPS 방법론을 기반으로
5개의 조직이 선순환 구조로 협업합니다

eW+
Since1996

eW+
In Indonesia

Data
Research Lab

UI/UX
Design Lab

신기술
연구소

Since 2011

Since 2017

Since 2013

Sinc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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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ROCESS
유기적 업무 협업 프로세스를 통해
어떤 프로젝트에도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Seoul
리스크 관리
사업 관리

기술 연구 분석

Open API
DB Library

신기술연구소

환경분석
리서치

글로벌 디자인
경영 전략

Indonesia

조직
운영

시스템
현지화

글로벌 디지털
사업 협력

데이터 분석
및 레포팅

인사이트
도출

서비스 컨설팅 및
전략 수립

UX기획/
UI설계

A/B
테스트 QA

고도화
QC

UI /UX
사용성 검증

프로토
타이핑

Data Research Lab

Suggestion & Solution
for Partners & End-Users

UI/UX Design Lab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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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PPS UI/UX METHODOLOGY
이와이드플러스는 일회성 프로세스가 아닌
UI/UX 워크플로우 반복으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eWPPS(이와이드플러스 업무 방법론)

UX 분석

사용자
리서치 및 분석

Pain-Point
및 경쟁서비스
분석

데이터 분석

UX 설계

전략도출
문제점 해결

운영 개선 방향
정립 및 설계

화면 GUI 설계
및 Prototyping

Lo-Fi
Wireframing

Hi-Fi
Wireframing

내부 사용성
테스트

반영 및 운영

마크업

운영

개선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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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WORK STRATEGY
뉴 노멀 시대에 대한 변화를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할 중심 전략으로 전문가들의 역량 발휘를 최우선합니다
동기부여, 몰입, 성취감으로 이어지는 역할 중심 체계는
높은 기여도를 바탕으로 창의적 업무 결과물을 보장합니다

역할 기반
HR
Role-based
HR System

원격
프로세스
확립

원격근무
체제 전환

Sync
Work Protocol

COVID-19 팬데믹
2020.03.11-2020.05.07
1차 전사 원격근무 체제 전환
2020.05.27-2020.06.07
2차 전사 원격근무 체제 전환

뉴노멀
워크라이프

Remote Work
Proces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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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IELD
이와이드플러스의
주요 서비스 분야와 사업내역을 소개합니다

Creative
국내외 Awards
(웹, 앱, 모바일) 64개 수상
굿디자인 선정 (GD)

UI / UX

Fintech

Global

R&D

K-Brain Power
디자인 분야 선정
UI/UX 파트(산업통상자원부)
2015 ~ 2019

23년간 지속적으로
147개의
금융 프로젝트수행
+ 2번 UX R&D 수행

인도네시아
해외 법인 보유
해외 마켓 정보력 &
해외 인력 다수 보유

2011
스마트폰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존 WAS를 대체하는
스마트폰 전용 서버 SPAS
2016
어린이 전용 IOT 웨어러블
Doori Band

Marketing
8년간
삼성전자 스토어
마케팅 운영 - 노하우

DATA
RESEARCH
LAB
Data Analysis

eWIDEPLUS Data Research Lab
can conduct research
based on quantitative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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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RESEARCH LAB

Data
Research Lab

통계결과
산출

설문
조사

사용자
행동분석

본사
글로벌 인력

FGI 및
사용자 집중 인터뷰
서비스 전략 수립

Indonesia

서비스 특화
관찰 조사

현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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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EXECUTION
이와이드플러스는
Data Research Lab의 정량적 데이터분석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투자, 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있습니다
투자

신기술 응용
AI, IoT, Open API,
비즈니스 투자
Data Research Lab

프로젝트

글로벌
UI/UX 프로젝트
구축, 운영

빅데이터
분석기반
디지털 컨설팅

서비스

자체 개발 신기술
서비스런칭
& 현지 확산

해외
서비스수출
& 외화수입

이와이드플러스의 UI/UX 디자인 랩은
리서치 및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UX를 설계 하되
비쥬얼과 감각을 적절하게 통합할 수 있는 UI설계에 특화되어있습니다

UI/UX
DESIGN LAB
User Needs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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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 UX DESIGN LAB
이와이드플러스는
비지니스 관점에서 사고하고 데이터를 분석 기법을
이해하는 T형의 접근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지니스에 기여 및 성과 창출

Business

데이터분석
비지니스 매니지먼트 역량
기업의 KPI 이해

데이터분석을 이해하는
수학적 사고

UI / UX
DESIGN LAB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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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디자인대상
디자인경영부문 국무총리표창 수상
이와이드플러스는 지난 24년간 디지털 분야에 있어 디자인 씽킹 기반으로
세계적인 표준모델을 만들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있지만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세계로 출근하며,
세계로 나아가 디지털 라이프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디지털 프론티어 정신으로, 격변하고 있는 세상에 앞선 생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020.11. 20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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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무역의 날
수출의탑 / 한국무역협회장표창 수상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 시장에 2011년부터 UI/UX 기반의
테크놀로지 산업영역을 구축해 미주, 유럽의 국가들이 독점하고 있던 동남아시아의
하이-엔드 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작을 이루어냄으로써 수출 강국의 이미지를 제고했습니다.
다국적 인재들을 채용하여 한국 인재들과 글로벌 플랫폼을 수출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혁신을
다졌고 원격 근무 프로세스 확립으로 성공적인 현지화 등 디지털 패러다임의 혁신적 대응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0.12

WE ARE PEOPLE
WHO THINK AND STUDY SO
THAT OTHERS CAN
ENJOY EASY AND CONVENIENT LIVES.
한국무역협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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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멤버스 L.PAY 채널 리뉴얼
간편결제의 새로운 기준
L.pay 하나로 어디서나 한번에 결제 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직관적인 UI디자인 +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 감성을 담은 UX디자인을 제공합니다.
Open : 2019.03
기획, UI/UX, 마크업

2019 스마트앱어워드
금융연계서비스 분야 대상
Design Leaders Choice It어워드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부문 대상
디지털미디어 부문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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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멤버스 L.pay UI/UX 리뉴얼

APP

MOBIL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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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환전지갑
하나은행 환전지갑은 별도의 어플 없이 누구나 쉽게 환전할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환전이 가능하며 당일 수령은 물론 원하는 수령일, 수령점
확인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하고 쉽게 설계된
스마트폰뱅킹 환전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플랫폼(하나원큐, 하나멤버스, 카카오페이, PAYCO 등)에서
동일한 UI로 이용 가능하여 좀더 확장성있는 서비스가 될것입니다.
Open : 2019.06
기획, UI/UX, 마크업, 서버, 앱 개발

2019 스마트앱어워드
서비스이노베이션 대상
Design Leaders Choice It어워드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부문 대상
디지털미디어 부문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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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환전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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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멤버스 L.PAY
적립과 결제를 한 번에, 똑똑한 습관!
상단 배너영역 및 사용자 엘포인트 검색강화,
이벤트 검색 UI 강화를 통해 사용자가
진행중 이벤트, 종료된 이벤트, 전체 이벤트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도록 유도한 UX디자인을 제공합니다.
Open : 2017.03
기획, UI/UX, 마크업, 서버, 앱 개발

2017 스마트앱어워드
최고대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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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VIP 마이크로사이트
2016 Web Award Korea 신용카드 분야 대상

한국암웨이 XS에너지드링크 마이크로사이트
2015 잇(it)- Award_디지털 디자인 부문 본상
2015 Web Award Korea 광고/프로모션 부문 브랜드프로모션 분야 최우수상

한국히타치그룹 대표사이트
2015 Web Award Korea_기업일반 부문 대기업 종합분야 우수상

2014

2015
이와이드플러스 mdoob
2014 Web Award Korea_모바일웹 서비스 부문 고객지원 분야 대상

스마트뱅크_외환은행 스마트폰뱅킹
2014 & Award_Smart Media 부문 Finance & Banking 분야 대상
2014 Smart APP Award_금융 부문 은행분야 분야 최우수상

2012
외환은행 홈페이지 리뉴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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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Award_Website 부문 Banking & credit card websites 분야 대상

이와이드플러스

2012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_Best of IBA Awards 올해의 Interactive Services Agency선정

Benetton

2012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_Website 부문 제조 분야 GOLD

이노션월드와이드 유럽

2012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_Website 부문 광고,마케팅,PR 분야 GOLD

SK Telink 7 Mobile

2012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_Website 부문 통신 분야 GOLD
2012 Web Award Korea_통신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디자인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일인창업 사이트_디자이너마을
2012 Communicator Awards_ Website 부문 Community 분야 Distinction

KEB 2X Card
2012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_Website 부문 회계, 은행, 금융 서비스 분야 GOLD
2012 Web Award Korea : Website 부문 신용카드 분야 최우수상

와이케이공삼팔 사틴
2012 Web Award Korea_패션/스포츠분야 최우수상Distinct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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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아이뱅크
2011 Web Award Korea_기술 이노베이션 대상

SK Telink - 에스케이 텔링크 위드 플라
2011 & Award_Website 부문 Community / Networking websites 분야 대상
2011 Web Award Korea_전문정보 분야 최우수상

이노션월드와이드
2011 Web Award Korea_웹/광고 에이전시 분야 대상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2011 Web Award Korea_프로모션 이노베이션 대상

NICE신용평가정보_마이크레딧
2011 & Award_Website 부문 Finance & Insurance websites 분야 최우수상
2011 Web Award Korea_금융일반 분야 최우수상

한국암웨이

2010

2011 Smart APP Award_전문쇼핑 분야 대상

KT 세상을 바꾸는 건 행동이다!_do do do olleh
2010 Web Award Korea_이벤트프로모션 분야 대상

2010 Korea Digital Media Award_커뮤니티/블로그/SNS 부문 대상

OB맥주 기업사이트
2010 Web Award Korea_중견기업 분야 대상

하나SK카드 - 인터넷포털
2010 Web Award Korea_신용카드 분야 최우수상

국립산림과학원 탄소나무계산기 스마트폰 App
2010 Web Award Korea_공공/교육 분야 대상

UI/UX
UI/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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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일달러외화적금
모바일 웹 개발 및 구축
미화 1달러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달러 외화적금’은 가입기간 6개월로 매월 최대 미화 1000달러까지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며5회까지 분할인출 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현찰수수료 없이 달러지폐로 바로 찾을 수 있으며
손님이 지정한 환율을 알려주는 환율 알림 기능으로 똑똑한 자산관리가 가능합니다.

Open: 2020.07
기획, UI/UX, 마크업, 앱 개발

28

한국에스크로 안부 앱 구축,
시스템 고도화
국내 최초 부동산 에스크로앱 안부
디지털화된 부동산 계약으로 부동산 전세사기,
매매사기, 매매사고 예방에 안전한 부동산 거래 앱인
안부 에스크로 서비스는 중개사의 자격과 매도인, 임대인의
실명을 인증 확인하고, 예금계좌를 검증하여 전세사기, 매매사고를 예방합니다.

Open: 2020.07
기획, UI/UX, 마크업, 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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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환전지갑
선물하기 기능추가
하나은행이 만드는 하나의 새로운 선물 트렌드.
트렌디한 일러스트와 마이크로 애니메이션 &
인터렉션으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며 예쁜카드와
함께 외화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Open: 2020.03
기획, UI/UX, 마크업, 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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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장학재단 홈페이지
리뉴얼 & 온라인 공모전 구축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일류 섬유인을 육성하는
한영 장학 재단의 홈페이지 리뉴얼과 새롭게
온라인 공모전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Open: 2020.07
기획, UI/UX, 마크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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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KODIA 홈페이지 구축
연합회와 회원들간의 쌍방향 소통을 가능하
게하고 디자인 산업 전반적인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태의 환경을 제공
하는데 목적을 둔 UI디자인입니다.

Open: 2020.07
기획, UI/UX, 마크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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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대가기준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와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디자이너 대상 비용을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기준을 정한 시스템입니다.

Open: 2019.10
기획, UI/UX, 마크업,개발

33

롯데멤버스 L.PAY QR
식당·카페·푸드트럭 등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이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엘페이(L.pay) QR 결제 서비스’입니다.

Open : 2019.03
기획, UI/UX, 마크업

34

경희대·경희사이버대학교
반응형웹 사이트 개편
대학의 비전과 인류의 비전을 담아 경희 70년
이후 ‘경희100년’을 준비하는
취지에 발맞추어 대학휘장, 캐릭터마크와 체계
적 컬러사용을 통해 경희대학교의 UI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디자인 했습니다.

Open: 2019.10
기획, UI/UX, 마크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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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IOT LG 스마트 냉장고
하나은행에서 서비스 중인 HAI뱅킹과 1Q모바일,
모바일Web의 기능요소를 조합하여
뱅킹 컨시어지 사용자 경험 분석으로 편의성을 고려
스마트 냉장고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춘
UX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습니다.

Open: 2018.08
기획, UI/UX, 마크업

36

하나 멤버스 2.0
UI/UX 개선구축
오픈 1주년을 맞아 하나멤버스는 증강현실 (AR)서
비스 추가, 하나톡 기능추가, SNS 공유기능 확대,
복잡한 휴대폰인증 대신 '1Q페이 앱' 인증 서비스 등
간편하고 더욱 편리해진 디자인으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Open: 2017.01
기획, UI/UX, 마크업, 서버, 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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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이력
구축 및 개발 프로젝트

1

인도네시아 하나은행 Debit카드(직불카드) 구축, 모든 VISA 제휴 가맹점에서 상품구매, 24시간 현지통화 현금인출 서비스

2020.08 기획, UI/UX, 마크업, 개발

한국에스크로 안부 구축, 국내 최초 B2B/B2C 부동산거래앱 시스템

2020.07 기획, UI/UX, 마크업, 개발

하나카드 영업회계시스템 구축, 회계시스템의 확장성과 회계자료의 정확성 및 안정성 증대

2019.05 기획, UI/UX, 마크업, 개발

신한은행 동산담보물 IoT 관리시스템 개발, 동산담보물의 위치 이동, 가동상태 등을 원격 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

2019.02 개발

인도네시아 하나은행 비대면 AI 로보투자관리서비스 Hana AIdvisor UI/UX 제안 새로운 Simple UI 패턴 제시

2018.11 기획, UI/UX, 마크업, 앱개발

하나은행 환전지갑 구축 비대면 모바일 환테크 서비스 앱 채널링 및 제휴를 통한 환전의 패러다임 변환

2018.11 기획, UI/UX, 마크업, 앱개발

하나은행 Global 1Q Bank 스마트폰뱅킹 구축, 해외거주 한국인 또는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심플 뱅킹 서비스

2018.06 UI/UX, 마크업

삼성SDS Brightics IoT DP 3.0 사물인터넷 솔루션 UI/UX 개발

2018.06 UI/UX, 마크업

KEB HANA BANK CANADA Renewal of Internet Banking Website of KEB HANA BANK CANADA

2017.11 UI/UX, 마크업

롯데멤버스 L.pay UI/UX 리뉴얼, 한번만 등록하고 쉽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통합서비스 구현

2017.01 기획, UI/UX, 마크업, 웹, 모바일, 앱개발

하나카드 하나멤버스 2.0 UI/UX 리뉴얼 & 하나머니 Go (AR) & 하나톡 서비스 신설, 오픈1주년 맞아 개편

2016.08 기획, UI/UX, Ios, Android, Was 개발

하나카드 오픈 웹 구축, 웹표준 준수로 윈도우 기반 및 다양한 OS의 브라우저에서 카드 서비스 이용

2016.07 기획, UI/UX, 마크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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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이력
구축 및 개발 프로젝트

2

인도네시아 하나은행 개인, 기업뱅킹 웹, 앱 리뉴얼, 하나 은행, 인도네시아 은행과 협력하여 공동 모바일 커시케이터 출시

2016.08 기획, UI/UX, 마크업, 개발

KSNET 마이장부 리뉴얼, 고객의 매출 향상을 도와주는 업계 최고의 부가서비스

2016.06 기획, UI/UX, 마크업, 개발

하나은행 다국어 뱅킹 구축

2016.05 기획, UI/UX, 마크업, 개발

한국히타치그룹 대표 사이트 구축, 일본계 기업 가이드 준수, 웹접근성 준수 및 반응형 적용

2016.01 기획, UI/UX, 마크업, 웹, 모바일개발

호반건설 광교 아비뉴프랑 사이트 구축, 프리미엄 다이닝 스트리트 쇼핑몰
한국디자인기업협회 Kodfa 대한민국 대표 디자인 소속 단체 사이트 구축
하나은행 하나카드 통합 Day2 (채널-인터넷뱅킹) 구축

2015.11 기획, UI/UX, 마크업, 개발
2015.09 기획, UI/UX, 마크업, 웹, 모바일개발
2015.08 기획, UI/UX, 마크업, 웹, 앱개발

외환은행 외환은행/카드 분사 구축

2014.08 기획, UI/UX, 마크업, 개발

산림청 산림탄소등록부 구축, 투명한 산림탄소 상쇄제도 운영체계,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 개발

2014.08 기획, UI/UX, 마크업, 개발

한국암웨이 XS Blast 프로모션 사이트 제작

2014.06 기획, UI/UX, 마크업, 개발

외환은행 개인 스마트폰뱅킹 통합 앱 구축, 9개 분산 앱을 UX통합으로 하나의 서비스로 개편, 모바일 앱접근성 인증
삼성 SDS sGEN Global 사이트구축, 제안자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해 대한민국 ICT산업 발전 추구 취지, 웹접근성 인증

2014.06 기획, UI/UX, 마크업, 앱개발
2013 기획, UI/UX, 마크업, 개발

SERVICE

40

EWIDEPLUS

GSS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
미국, 서울, 수원
원거리 프로젝트의
성공적 구축
(fit.삼성전자개발팀)

인도네시아 최초
비대면 인공지능
딥러닝기반
자산투자관리서비스
(HANA AIdvisor)
UI/UX고도화
138개국 삼성전자
글로벌디자인
큐레이션 KPI (D/L)
48% 달성

스마트 프랜
(인도네시아 MVNO
통신분야1위기업)
디지털서비스
컨설팅 NDA체결

현지화 전략을 통한
Back-End 디자인으로
계좌 보유율이 낮은
인도네시아에서의
Debit카드사용
활성화
빅데이터 분석기반
글로벌 디지털 컨설팅
인도네시아,서울,수원
원거리 프로젝트
MOU 추진중

2011
인도네시아법인설립
4억 사용자시장 진출

2019

1996

2017
2011

2018
2020

R&D

Development

꾸준한 R&D 기술 투자를 통해,
정부 국책사업(R&D)에 선정된 프로젝트들인
다중생체센서 알고리즘을 이용한 어린이 전용 웨어러블 "두리밴드"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 서버 "SPAS"와 앱어워드에서 대상받은
스마트폰 앱 개발자들을 위한 등록 및 마케팅 대행서비스"mdoob"
서비스들은 현재 사업화 와 고도화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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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장케어 IOT 웨어러블 밴드
다중생체센서 기술과 빅데이터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수집된 복합 데이터 축적으로 유아의 건강을
모니터링 할 수있는 어린이 전용 웨어러블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2016 선도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Expo전시등 해외마켓진출, 기술력전파, 시범운영 및 특허 출원
· 사물인터넷진흥원주관 SK텔레콤 부스 IoT 트랙커 코너 전시
· 인도네시아 국제 IoT 박람회 Communic, Teknopolis Indosat 부스 초청 출품
· 인도네시아 2위 통신사 Indosat Ooredoo 와 NDA 체결 및 MOU 진행중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초등학교 ST. Vincentius에 PoC 수준의 필드 테스트 진행중
· 국내에서는 아산병원과 협업하여 의료기기 2등급 심의를 획득하기 위해 진행중
· 체온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 출원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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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I BAND
어린이 성장케어 IOT 웨어러블 밴드

eW+
PROJECT
convenience

이와이드플러스는 24년간 '새로운 기술과 경험으로 창의적인 미래를 선도한다’는 사명으로,
금융, 테크핀, 통신,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AI, 인공지능, 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 집중, 글로벌 서비스 확장에 기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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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중

CLING
글로벌 CASHLESS WALLET
글로벌 Cashless Wallet 서비스 CLING은 글로벌
사용자를 위한 미국 달러 기반 월렛 서비스로서,
쉽고 간편한 송금 거래 프로세스, 사용자에게 통화
정보를 통한 FOREX 혜택 제공, 현금이 필요 없는
글로벌 온·오프라인 결제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요서비스
· 사용자가 설정한 매월 지정일 자동충전 서비스
· 특정 시간대를 통한 Time Offer 충전 서비스
· GLOBAL FOREX 통화 매트릭 제공 서비스
· 글로벌 온·오프라인 페이 서비스
· 주요 월렛 간 송금 서비스 (Transfer to e-wallet)
· Cardless ATM 인출 서비스 (검토중)

Global Asset on Your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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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중

BROOMII
AIRBNB 숙소 통합 관리 서비스
실시간 숙소 현황 알림, 룸 공유 등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Airbnb 호스트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숙소
운영을 돕는 호스트에 의한, 호스트를 위한 숙소 통합
관리 서비스 입니다.

주요서비스
· 실시간 숙소 현황 관리
· 공실 최소화를 위한 룸 공유
· 숙소 관련 통계 분석(예약률 및 수익 등)
· 숙소 양도 및 매물 찾기(검토중)
· 숙소 인테리어 공유(검토중)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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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GALAXY STORE
통합구축 및 연간 운영
삼성전자 앱스토어의 지속적인 데이터분석 및
UI개선으로 8년간 138개국에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글로벌 브랜드 확산 및 붐업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기간: 2019.01~ 2020.02
기획, 마케팅, UI/UX, 마크업
· Galaxy Apps, Theme, Watch 통합 스토어, 매출 확대 Synergy 창출을 통한 Identity 확립
· Galaxy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High-Quality App을 최적화된 UI/UX를 통해
집중적으로 제공 하는 프리미엄 스토어로 엄선된 파트너사들에게 다양한 마케팅 기회를 제공
· Select High-Quality Apps/App 수를 과감히 줄이고 선별된 App을 중점적으로 배치
· Enhance App Display/최적화된 UI/UX를 바탕으로 App의 Display를 강화
· Strengthen App Promotion/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App 프로모션 강화
· Tighten Partnership/소수의 파트너에게만 App 등록 및 판매 권한 부여
· Local 특화 운영 (Europe 및 개별 운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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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GALAXY APPS/
THEME STORE/WATCH(GEAR)/
BACK-END 연간 운영
삼성전자 앱스토어의 지속적인 데이터분석 및
UI개선으로 8년간 138개국에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글로벌 브랜드 확산 및 붐업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기간: 2013.01~ 2020.01
기획, 마케팅, UI/UX, 마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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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타이젠 글로벌 앱스토어 연간 운영

삼성전자
키즈홈 서비스 연간 운영

삼성전자
게임런처 서비스 연간 운영

Seller Office, Admin Site 운영, 앱스토어 큐레이션,
Marketing 전략수립의 기초 데이터 제공 및 서비스
고도화 Row Data축척을 위한 Statistics를 제공합니다.

Samsung Kids는 삼성 Device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Game Launcher는 삼성 Device를 사용하는
유저 및 셀러를 대상으로하는 앱으로 게임 관련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간: 2012.11~ 2021.03
기획, UI/UX, 마크업

기간: 2019.03~ 2021.02
기획, 마케팅

기간: 2019.05~ 2020.12
기획,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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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스크로 부동산 전세사기, 매매사고 예방에 안전한 국내최초 B2B, B2C 부동산 거래 앱 안부 구축 및 연간운영
전국우정노동조합 게시글관리 및 어드민관리 연간 운영 및 호스팅
하나카드 하나금융그룹 통합멤버십서비스 하나멤버스 시스템 연간 운영
롯데 멤버스 L.pay , L.POINT 배너디자인 운영

2020.01~2020.12 개발
2009.02~2020.12 기획, UI/UX, 마크업
2016.05~2020.08 개발
2018.11~2019.12 UI/UX

오비맥주(주) 홈페이지 구축 및 채용페이지 고도화, 보도자료등록, 어드민 관리 등 연간 운영

2009.07~2018.12 기획, UI/UX, 마크업, 개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게시글관리 및 어드민관리 연간 운영 및 호스팅

2008.12~2017.01 기획, UI/UX, 마크업, 개발

외환은행(하나) 개인 인터넷뱅킹 및 카드 인터넷 시스템 연간 운영

2009.08~2016.07 개발

외한은행 카드(하나) 카드 홈페이지 Web/Mobile 이벤트 및 프로모션, 배너디자인 연간 운영

2013.03~2016.02 기획, UI/UX, 마크업

암웨이 코리아 6개 디지털채널 운영고도화 통합 연간 운영

2013.11~2014.10 기획, UI/UX, 마크업

현대중공업 IR사이트 분기별 실적 업로드, IR미팅 및 투어신청 관리, 컨설팅 제공 연간 운영

2007.03~2014.05 기획, UI/UX, 마크업, 개발

SKTELINK SKTELINK, FLA Community, TU4U.com, FLA365 4개사이트 통합 연간 운영

2011.06~2013.12 기획, UI/UX, 마크업, 개발

하이네켄 코리아 대표사이트 글로벌 가이드에 맞춰 프로모션 기획 연간 운영

2010.03~2012.08 기획, UI/UX, 마크업

베네통 코리아 Lookbook, Style Issue, Style Idea, On Benetton 컨텐츠 페이지 디자인 및 업로드 연간 운영

2008.03~2012.08 기획, UI/UX, 마크업, 개발

암웨이 코리아 ABN 암웨이 온라인 쇼핑몰 회원관리 및 연간 운영

2010.07~2012.06 기획, UI/UX, 마크업, 개발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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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s
이와이드플러스의
주요 고객 및 협력회사입니다 1

Indonesia

China

Volkswage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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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s
이와이드플러스의
주요 고객 및 협력회사입니다 2

Indonesia

Chi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