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EBS 화면해설,자막,수화서비스웹접근성마크획득

 환경부포털코네틱통합사업및웹접근성인증
 여성기업인증 (2013.5)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14년
 문화관광부행복한기업선정2014 여가친화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설립벤처기업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4.7)

 2015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스마트초이스’웹접근성인증마크획득

 환경인력개발원웹접근성인증마크획득
 EBS2 개국설명회프로모션기획
 ㈜효성사내캠페인년간운영  2016년

 금융결제원핀테크지원서비스유지운영
 LIG 시스템즈협력업체등록
 EBS 수능온라인서비스운영업체선정

 2017년
 쌍용정보통신㈜협력업체등록
 ㈜LG하우시스협력업체등록

 현대건설힐스테이트브랜드연간유지보수
 EBS 수능온라인서비스연간운영  2018년

 여성가족부가족친화우수기업인증
 현대오토에버㈜협력업체등록
 신한GS 협력업체등록
 힐스테이트(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웹접근성인증마크획득

 2012년
 6월20일㈜유컴패니온법인전환/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
 UI/UX Design, Contents Marketing, Mobile Web & App, IT 컨설팅,개발, 웹접근성, 웹표준화, 디지털콘텐츠

 2006년
 8월9일유컴패니온설립

 ㈜유컴패니온/ 대표 : 한수진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28길45 (도곡2동420-15 덕윤빌딩3층)

 Tel : 070-5030-5830~5838, Fax : 070-7545-1710
 http://www.ucomp.co.kr, http://www.umoby.co.kr

 2019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일하기좋은SW전문기업인중

 나이스디앤비우수기술기업L3 인증
 현대건설힐스테이트브랜드연간유지보수운영

 EBS 수능온라인서비스연간운영
 SKT 사내컴포탈 연간운영중

 LG하우시스사보및웹매거진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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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육부선정, 직장인들이여가활동을통해

삶의질을높임으로써기업경쟁력과브랜드가치를

키우고여가에대한긍정적사회분위기확산을

위해노력하는여가친화기업으로소개된

유컴패니온

㈜유컴패니온은프로젝트완료및안정화기간까지고객과의커뮤니케이션을

가장소중히생각하고있습니다. 자유로운환경에서아이디어를도출합니다.

아시아경제TV 클로즈업기업현장 머니투데이 디아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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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3월26일기준

전문화된인력으로사업수행에최고의품질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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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이하

유컴패니온
인력현황

CEO





신한금융그룹 Open API Market 베어크리크골프클럽 포스코건설더샵라이프

2014 WEB AWARD KOREA 콘텐츠 이노베이션 대상

2015 WEB AWARD KOREA 고객지원/서비스부문 최우수상
2018 WEB AWARD KOREA 금융연계서비스분야 대상 2018 WEB AWARD KOREA 스포츠분야 대상

2018 WEB AWARD KOREA 스마트앱부문 대상

https://www.bearcreek.co.krhttps://openapi.shinhan.com http://www.thesharp.co.kr/webzine/

WEB AWARD KOREA – Winner
다양한 수상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검증된 최고의 가치와 경험을 제공합니다. 



2018 웹어워드코리아2018 금융부문금융연계서비스분야대상(신한금융그룹Open API Market)
웹어워드코리아2018 문화/레포츠부문스포츠분야대상(베어크리크골프클럽)
웹어워드코리아2018 모바일웹서비스부문레포츠분야대상(베어크리크골프클럽)
웹어워드코리아2018 웹진분야최우수상(국립산림과학원웹진과학이그린)
웹어워드코리아2018 스마트앱부문대상(베어크리크앱)

2015

2016 웹어워드코리아2016 미디어/방송신문분야최우수상(KTV국민방송)
웹어워드코리아2016 고객지원/서비스부문웹진분야최우수상(포스코건설브랜드웹진더샵라이프)

웹어워드코리아2015 고객지원/서비스부문웹진분야최우수상(포스코건설브랜드웹진더샵라이프)
웹어워드코리아2015 교육부문어학교육분야최우수상(전화외국어파고다토쿨)

2014 웹어워드코리아2014 콘텐츠이노베이션대상(포스코건설브랜드웹진더샵라이프)

2011 웹어워드코리아2011 웹진분야최우수상수상(㈜효성웹진)
웹어워드코리아2011 모바일교육분야우수상수상(아람모바일)

기관및기업과웹&모바일구축토탈서비스를제공

13년간믿음을바탕으로안정적성장을하고있습니다.

2019 웹어워드코리아2019 모바일웹서비스부문통합대상(비상교재모바일)
웹어워드코리아2019 학생/유아교육분야대상(EBSMath)











단순한나열식소개가아닌, 읽을거리가있는콘텐츠로재가공합니다.

객실소개, 호텔소개등에유용하게활용할수있는방안입니다.



단순한나열식소개가아닌, 읽을거리가있는콘텐츠로재가공합니다.

객실소개, 호텔소개등에유용하게활용할수있는방안입니다.



이벤트나프로모션, 웹진등고객접점의콘텐츠에콘셉트가있는이야기로

풀어나갑니다.





중량구 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中

애큐온저축은행 모바일, 웹 스마트 뱅킹 구축中

자동차안전하자관리시스템 구축

비상교제 모바일 서비스 구축

잉크전산 CRM시스템 구축

바이오일레븐 자사 웹사이트 구축

신한DS 자사 웹사이트 구축

신한카드 PC OFF 솔루션 UX 디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관리시스템 구축

비앤빛 밝은세상안과 플랫폼 구축

KT NeOSS-SLA리뉴얼 사업

통통 광고플랫폼 사업기획 및 구축

SKT Our365 사내 커뮤니케이션 포탈 리뉴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브랜드 사이트 연간운영中

EBS 수능 인터넷 운영 , 수학, 영어 연간운영中

SKT 사내 커뮤니테이션 포탈 Our365 연간운영中

서울시 전산정보시스템 UI 개선 작업 진행中

LG하우시스 사보 및 웹진 연간운영中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 홈페이지 유지보수中

2019
공덕 효성해링턴스퀘어 사이트 구축

ex 혁신플랫폼 신규 구축

중소제조기업의 디자인관련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전략지원 시스템개발 용역

미세먼지연구단 웹/모바일 구축

신한금융그룹 비대면 본인인증

신한금융 OPEN API 웹서비스 구축

국군복지단 차세대 쇼핑몰 구축기획

현대캐피탈 DMP 고도화 프로젝트 3차

EBS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 연계사업 신규 구축

비상교육 비바샘 모바일서비스 구축

SK네트웍스 SKnShoP 쇼핑몰 고도화 구축

힐스테이트 고도화(예약시스템 구축/웹접근성 인증) 구축

효성건설 효성해링턴스퀘어 브랜드 웹사이트 신규 구축

강남N타워 브랜드 사이트 신규구축

사보이그룹 오피셜사이트 및 사보이 건설 브랜드 신규구축

베어크리크 골프클럽 브랜드 사이트 구축

국립산림과학원 웹진 운영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브랜드 사이트 운영

EBS 수능 인터넷 운영 , 수학, 영어 사이트 운영

SKT 사내 커뮤니테이션 포탈 Our365 운영

서울시 전산정보시스템 UI 개선 작업 진행

LG하우시스 사보 및 웹진, Web / APP 운영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 홈페이지 유지보수

[ 출판 ]

엘지하우시스 성공방정식 단행본

엘지하우시스 CEO Letter

2018

[ 분양 ]

디에이치 포레센트 일반회원 분양사이트

디에이치 포레센트 조합원용 분양사이트

힐스 에비뉴 삼송역 스칸센 상업시설 분양사이트

힐스테이트 일산 상업시설 분양사이트

힐스테이트 녹번역 분양사이트

디에이치 라클라스 분양사이트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분양사이트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분양사이트

힐스테이트 연산 분양사이트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 분양사이트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분양사이트

힐스테이트 펜타힐즈(공제회 대상) 분양사이트

힐스테이트 별내 스테이원 분양사이트

힐스테이트 신촌 분양사이트

힐스테이트 학익 분양사이트

힐스테이트 금정역 분양사이트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 분양사이트

하남 포웰시티 분양사이트

힐스테이트 천안 분양사이트

세종 마스터힐스 분양사이트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분양사이트

디에이치 자이 개포 분양사이트

2018



SKT  ‘OUR365’ 사내커뮤니케이션 포탈 / 운영

(주)기탄교육 메인 및 이벤트 고도화

환경인력개발원 사이트 접근성 인증

환경인력개발원 이러닝 사이트 리뉴얼

환경부 포탈 코네틱 통합사업 및 접근성 인증

인터넷산업연합회 자녀안심 ‘스마트보안관’ APP UI

한국과학기술원 실감교류사업 컨텐츠 디자인

(주)효성 사내인트라넷 켐패인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리뉴얼

EBS 화면해설.자막.수화 웹사이트 웹접근성 마크획득

(주)입시캠퍼스 웹 사이트 구축

(주)효성ITX 기업광고

(주)효성 ITX HCCS 시스템 UI 디자인

조선일보 역사기념관 '조선뉴지엄' 리플렛제작

조선일보 '직업체험관' 리플렛 제작

EBS 포탈 개편 및 고도화 (메인 포탈 및 11개 섹션 리뉴얼)

EBS 쇼설 러닝 사이트 구축

SK POST System UI 디자인

EBSi 학습 Q&A 고도화

EBSi 모바일사이트 디자인

SK TSL Extra Admin UI 디자인

(주)대교 ‘티칭랩’ 모바일 APP 디자인

(주)대교 교수학습지원 시스템 ‘티칭랩’ 디자인

(주)로얄케리비안 쿠르즈 디자인 가이드

Nationalcar 디자인 가이드 제작

Alamo 디자인 가이드 제작

GU커뮤니케이션 어플리케이션 ‘드림하우스’ 디자인

조선닷컴 라이프 포탈 개편디자인

2013 2012

KOTOA  스마트초이스 웹접근성(웹, 모바일) 개선 구축

㈜ 파고다 전화영어 브랜드 ‘토쿨’ 웹, 모바일 개편

롯데마트 문화센터 구축

DWI 그룹웨어시스템 UI개선 HTML5전용

㈜대교 DSP 써밋 갤럭시 10.1 전용 웹앱 구축

㈜대교 DSP 써밋 브랜드 사이트구축

㈜대교 DSP 학습지원서비스 사이트 구축

아프리카TV  BJ직소퍼즐 UI 디자인

한국무선인터넷협회 청소년 유해차단 서비스 구축

파라다이스 호텔 카지노 키오스크 UI 디자인

㈜포스코 건설 더샵라이프 웹진 개편 / 운영中

㈜포스코 건설 더샵라이프 이북제작

201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치매 DTC연구단 사이트 구축

롯데마트 차세대 BOS 구축

수자원공사 가뭄정보서비스 사이트 구축

가천대학교 ICT힐링 플랫폼 UI 디자인

㈜유니온 교육 COP 플랫폼 구축사업

태권도원 블로그 SNS 2016연간 운영

금융결제원 핀테크 사업 오픈API 포탈 구축

금융결제원 핀테크 사업 오픈API APP 디자인

㈜효성 트랜스 월드 웹사이트 구축

아시아나 항공 인사노무시스템 웹 표준 수행

EBSi 수능포탈 2016 연간운영

㈜효성 사내커뮤니케이션 캠패인 연간 운영

예루살렘 정형외과 Blog 년간 운영

한국과학기술원 인체감응 솔루션 연구단 웹사이트 운영

㈜포스코 건설 2016 ‘더샵라이프’ 웹진 콘텐츠 기획, 운영

SKT 사내 커뮤니케이션 포탈 웹 서비스 2016년간 운영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웹진“KAMA’ 2016 운영

KTV 국민방송 사이트 및 모바일 구축

EBSi 수능 사이트 리뉴얼 디자인

현대카드 프리비아 쇼핑/여행 리뉴얼

대명 본웨딩 사이트 리뉴얼 디자인 및 모바일 디자인

EBS 진단 코칭 디자인 개선

SKT 사내 커뮤니케이션 포탈 개편

㈜효성ITX CS  UI 개선 고도화

㈜대성학원 대성 마이맥 사이트 리뉴얼

EBS 수능 통합검색 웹, 모바일 고도화 검색 WSG 제작

EBS PMS서비스 고도화 웹, 모바일

기탄교육 초등유아 교육용 APP  개발

EBS 2 채널 개국설명회 프로모션 디자인

2016 EBS 전국 입시설명회 자료집 제작

한국과학기술원 인체감응 솔루션 연구단 웹사이트 운영

㈜포스코 건설 2015 더샵라이프 웹진 개편 및 콘텐츠 기획, 취재,제작 운영

SKT 사내 커뮤니케이션 포탈 웹서비스 웹서비스 2015년간 운영

2016 2015

GS자이 브랜드 사이트 구축 및 분양 시스템 UI,UX 신규구축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브랜드 사이트 운영

미랑 f&B 커피 브랜드 브로떼 사이트 구축 및 쇼핑몰 사이트 구축, 운영

동서IS 에일린의 뜰 브랜드 사이트 구축

LG하우시스 2017 사보 및 웹진 개발 및 운영, 제작

㈜효성그룹 사내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운영

EBS 수능 인터넷 운영 , 수학, 영어 사이트 운영

SKT 사내 커뮤니테이션 포탈 Our365 운영

서울시 전산정보시스템 UI 개선 작업 진행

서울시 하천관리 시스템 UI,UX개선 및 고도화 디자인

가산포휴 브랜드 및 분양 사이트 구축 운영

한국과학기술원 SFS융합연구단 / 치매연구단 사이트 신규구축

한강 홍수통재소 UI,UX 개선 디자인

2017



모자보건 2차 작업

인지로봇BI 

조선일보 축제 붐업 경기도 디자인

조선일보 모닝플러스 디자인, 제작

㈜한마인드 자사사이트 디자인, 제작

조선일보 모닝플러스 사이트 리뉴얼

여성개발원 웹사이트 리뉴얼 진행 중

한국과학기술원 마루아라 리뉴얼 진행

조선일보 붐업코리아

메디스콥 진단방사선 신규사이트 구축

중앙위원회 보수설계시스템 디자인

조선일보 일문 디자인

Kt IP massaging system 디자인, 제작

조선닷컴 헬스조선 사이트 디자인

한국경제신문 리쿠르트 사이트 구축

한국경제신문 한경bp 재구축

일본국제교류금(국문,일문,영문)

서울시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IBT CONSULTING 

조선일보 방일영 문화재단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조선일보 문화재단 사이트 디자인

중앙위원회 공무원급여 포털 사이트

법제처 혁신광장시스템UI 디자인

청소년위원회 혁신광장UI시스템

한국과학기술원 휴머노이드 마루아라 홈페이지

2007 2006

조선태권 디자인

도서출판 쌤앤파커스 디자인

한국과학기술원 휴머노이드 마루아라 리뉴얼

동성사 웹사이트

주식회사 탑엔지니어링

도서출판 쌤앤파커스 티저 사이트

서울올림픽 기념마라톤

조선일보 논술 nie

홈 파티 뜨레섬

조선일보 포커스 컨텐츠 제작

조선일보 논술nie 티저사이트

건국대 신기술융합학과 BK21

2008

좋은책 신사고 이러닝 사이트 ‘피클’ 디자인

㈜모뉴엘 오피셜 사이트 구축

㈜모뉴엘 웹사이트 운영

㈜모뉴엘 영단어 브랜드 IWORD  웹사이트 구축

중앙위원회 1인 창조기업 앱공모전 웹사이트 구축

㈜모뉴엘 브랜드 소나무PC 사이트구축

소나무PC 브랜드 런칭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효성웹진 효성타운 운영

㈜진흥기업 웹진 루벤스 운영

㈜ITX 웹진 두드림 운영

㈜샤니 포켓몬 사이트 운영

국립공원 관리공단 ‘펀펀 이벤트’ 온라인 프로모션

조선일보 교육웹진 교육코칭 운영

조선일보 교육웹진 NIE웹진운영

게임몰 등급위원회 관리자 디자인

노원구 화상교육 웹사이트 디자인

조선일보 디지털 신문 아카이브 디자인

SK브로드밴드 국가정보통신 제작

이화여대 교수진 플라워 아트샵 ‘보우뷰’사이트 제작

도서출판 아람 웹사이트 제작

모뉴엘 글로벌사이트 제작

조선일보 모닝플러스 개편

(주)윤커뮤니케이션 도메인 호스팅 서비스 포탈 제작

아시아경제신문 미분양 특별관 디자인

(주)효성 웹진 ‘효성타운’ 연간운영

공무원 급여포탈 웹 표준 작업

청룡기 야구 선수권대회 사이트제작

전국고교축구대회 사이트제작

여성개발원 웹 메일 UI 디자인

외교통상부 글로벌 인턴쉽 웹표준 퍼블리싱

(주)샤니 포켓 몬스터 빵 브랜드사이트 디자인제작

2010 2009

항공안전센터 모바일웹 디자인

건국대학교 모바일 UI설계

남서울대학교 이런닝 컨텐츠

도서출판 아람 모바일 서비스기획,구축

㈜모뉴엘 브랜드 사이트 ‘라이디스’ 구축

㈜모뉴엘 브랜드 사이트 ‘라이디스’ 다국어

㈜모뉴엘 오피셜 다국어

㈜효성웹진 효성타운 운영

㈜진흥기업 웹진 루벤스 운영

㈜ITX 웹진 두드림 4월 개편

중앙대 CMS 

한국 예술대 LMS

㈜쇼핑태그 ‘배달365’ 웹사이트

㈜쇼핑태그 ‘배달365’ APP, UI

㈜탑엔지니어링 2011 리뉴얼

2011



㈜유컴패니온의파트너사입니다. 지속적이며, 우호적인관계를

최상의목표로진행하고있습니다.

















비상교육비상교재모바일사이트구축

Web Award Korea
웹어워드 코리아 2019 모바일웹 서비스부문 통합대상

구축 MOBILE SITE

2019/10   (주)비상교육



구축 모바일 플랫폼 구축

2018/05 2차 현대캐피탈
2018/10  3차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 DMP



구축 PC웹(반응형 브랜드

2017/08   (주)GS건설

GS건설 Xi 브랜드사이트구축
www.xi.co.kr



구축 PC웹 커머스

2018/09   (주)롯데마트

SK NShop 쇼핑몰리뉴얼구축
https://sknshop.co.kr



운영 PC웹/모바일웹 브랜드/서비스

2017/04 ~ 현재 운영 중 (주)현대건설

힐스테이트브랜드사이트연간운영
http://www.hillstate.co.kr



Web Award Korea
웹어워드 코리아 2018 금융부문 금융연계서비스분야 대상

구축 PC웹 서비스

2018/08   (주)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비즈니스포탈고도화
https://openapi.shinhan.com



APP Award Korea
웹어워드 코리아 2018 스마트앱부문 대상

구축 PC웹/모바일 웹/모바일 앱 서비스

2018/12   (주)삼보건설

베어크리크골프클럽
https://openapi.shinhan.com

Web Award Korea
웹어워드 코리아 2018 문화/레포츠부문 스포츠 분야 대상

웹어워드 코리아 2018 모바일웹서비스부문 레포츠분야 대상



운영 PC웹/모바일웹 브랜드

2016/02   (주)대명그룹

㈜대명그룹 - 대명본웨딩웹, 모바일리뉴얼구축
https://www.bornwedding.com



구축 PC웹 서비스

2016/02   (주)신함금융지주

금융결제원오픈플랫폼(은행권) 웹,모바일 APP
https://openapi.shinhan.com



㈜효성트랜스월드웹사이트
http://www.hyosungtransworld.co.kr



KTV –국민방송개편
http://www.ktv.go.kr/



KT –인재개발원온라인강의 UI



대성학원 - 대성마이맥웹,모바일사이트리뉴얼
http://www.mimacstudy.com/



EBS - EBS 메인포탈, 온에어, 편성표, TV, 라디오, 유아/부모, 어학, 직업, 두리안, 스페이스공감, 화면해설.자막.수화개편
http://www.ebs.co.kr



 3년 운영간 순방문자 3배 상승!

㈜포스코건설더샵라이프 http://webzine.thesharp.co.kr 

Web Award Korea
웹어워드 코리아 2015 고객지원 최우수상
웹어워드 코리아 2014 콘텐츠 이노베이션 대상



㈜유비온 ‘달다＇소셜러닝플렛폼 UI



대교 –스마트러닝플랫폼 (DSP )
https://summit.daekyo.com



㈜대교 - 티칭랩
http://www.teachinglab.co.kr/



㈜대교 - 티칭랩
http://www.teachingla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