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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01

인시스템즈와�함께하는�모든�고객과�사업파트너가�언제나�함께�할�수�있는�동반자가�되기를�기원합니다.�
(주)인시스템즈는�모바일/웹공간에�이르기까지�다양한�방면의�개발,�기획,�디자인�제작�및�납품을�OneStop으로�제공하는�
전문�개발회사�로서�최적의�시스템�안정성과�최상의�개발�기술력을�제공합니다.

ABOUT�US�|�ABOUT�US

멀티�플랫폼�기반의�
APP�전문�개발사

참신한�아이디어를��
지향하는�사용자�위주의

트렌디하고�혁신적인�
공간을�제공하는

앱스텐다드 모바일 퍼팩트 기획력 트렌디 결과
모바일 파편화에 의한 운영체제,
화면사이즈, 해상도를 고혀한 최적의

Mobile Application 개발 및 Mobile UX
전문가를 통한 Cross Device에 최적화된
통합 Mobile UX Guide제공 등 다양한
운영체제와 디바이스 경험을 가진 전문가

개발 Grop 입니다.

모바일 파편화에 의한 운영체제,
화면사이즈, 해상도를 고혀한 최적의

Mobile Application 개발 및 Mobile UX
전문가를 통한 Cross Device에 최적화된
통합 Mobile UX Guide제공 등 다양한
운영체제와 디바이스 경험을 가진 전문가

개발 Grop 입니다.

한발 앞서간 트렌드 개발 및
새로운 고안 연출을 위한 기획력
효과적이며 실용적인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결과물로 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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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02
OGANIZATION�|�OGANIZATION

대표이사
CEO

개발팀

유지 
보수팀

디자인팀 기획팀

총괄이사

경영지원

인시스템즈�조직구성�및�각�팀별�인원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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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소개

03

모바일�파편화에�의한�운영체제,�화명사이즈,�해상도를�고려한�Mobile�Application개발,�Mobile�UX�전문가를�통한�
Cross�Device에�최적화된�통합�Mobile�UX�Guide제공�다양한�운영체제와�디바이스�경험을�가진�전문�개발인력보유�
하고�있습니다.

TEAM�|��INSYSTEMS�TEAM

개발 유지보수 기획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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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04 전시산업진흥회의�“쇼링크”

전시산업진흥회 “쇼링크”앱 전체 네이티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마존웹서버(AWS)와 API로 데이터 통신합니다.
코엑스, 킨텍스, 세텍 등 전문 전시회장에서 개최되는 행사 정보를 일정/관심분야/전시장별로 큐레이션하여 제공합니다.
쇼핑 내에서 손쉽게 무료입장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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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05 녹십자헬스케어�워키디커피�

워키디 커피(Walkie+D Coffee)는 녹십자헬스케어에서 서비스 하는 건강관리를 위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커피디바
이스를 BLE 기반의 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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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06 녹십자헬스케어�기반서비스�

녹십자헬스케어 기반서비스앱은 만보계 ,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체혈당계 등의 디바이스와 연동하여 개인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BLE기반의 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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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07 경찰청의�“목격자를찾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의 “목격자를찾습니다”앱 불법현장을 언제 어디서나 찍어고 편집하여 제보전송 하면 완료.
휴대폰 본인인증 후 사진이나 촬영한 동영상을 바로 구간편집등을 하여 바로 신고할수 있는 편리한 앱.
난폭,보복운전, 폭주레이싱,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 위반에 대해 사진이나 동영상,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보확인 및 설정, 관심사건보기, 자주등록하는장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보,신고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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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08 KT의�“olleh�TV�모바일”

올레 TV모바일 안드로이드 동영상 플레이어 개발, 좌우 더블탭, 음량조절, 밝기조절, 화질/비율조절, 오디오설정, 음성/자막
설정, 책갈피 등록, 터치잠금 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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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09 한글과컴퓨터의�“지니톡”

한글과컴퓨터의 지니톡은 음성번역앱으로 대화 하듯이 말하면 통역사처럼 다른언어로 통역해주는 서비스, 입력한 문자를 
다른언어로 번역해주는 서비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Pyeongchang2018 공식 자동통번역소프트웨어) 서포터로 채택되어 일반 외국인 관광객과 선
수 및 코치진, 운영진까지 공식적인 통역기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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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10 나주시의�“고샅길”
나주시 고샅길은 각 길의 소개 지점에 도착했을때 비콘으로 지점소개를 알려주는 순수 하이브리드 앱입니다.
서버통신 없이 앱내의 컨텐츠로만 서비스 됩니다.
우리나라 옛 읍성의 삶은 고샅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골목 골목 고샅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나주읍성 고샅길에는 조선시대에서부터 근대의 모습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골목 골목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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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11 갤러리아�백화점의�“갤러리아몰”

갤러리아몰은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쇼핑몰앱입니다.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의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명품관을 비
롯한 갤러리아 백화점의 모든 지점의 영업 안내와 행사 소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단, 쿠폰 등을 편리하게 확인하시고 개인 쿠폰 함에 저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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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12 적십자(혈액관리본부)의�“스마트헌혈”

'스마트 헌혈' 앱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헌혈자들을 위해 헌혈스탬프, 헌혈의집 찾기, 헌혈예약, 전자문진, 헌혈내역 조회 
등 헌혈에 대한 주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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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13 교보생명의�“가족건강컨설팅”

교보생명 가족건강컨설팅 타블릿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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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14 S-OiL의�“지속가능�보고서”

에쓰오일 지속가능보고서 국문, 영문앱 개발, 폰, 패드(타블릿)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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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15 SK�Planet의�“니어키즈”
니어키즈로 언제 어디서나 아이를 안전하게!
Near Kids(니어키즈)는 부모, 선생님, 원장님 각버전이 있으며  스마트폰과 PC에서 모두 사용가능!- 등원하원 알림, 미아신고 기능, 
셔틀버스 알림으로 내 아이의 안전한 보호!- 원아수첩, 공지사항으로 어린이집과 부모님간의 양방향 소통 가능!- 투약 및 귀가동의 요청
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가능!*기능보기- 등원하원 시간 확인- 원아수첩 답글 보내기- 포토앨범 확인- 투약 및 귀가동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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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16 서울시의�“엠보팅”
서울시의 모바일 엠보팅
엠보팅(mVoting)은 모두를 위한 모바일투표 앱입니다.  누구나 만들고 참여하실 수 있는 모바일 투표앱입니다.   내 친구들
과만 나누는 '우리끼리' 투표의 소중함!내 친구들과 함께 '특정인공개/비공개투표방' 을 만들어우리끼리만의 의견을 엠보팅으
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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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17 서울시의�“엠서울”
서울시의 대표앱 “엠서울”
서울시의 다양한 생활편의 및 시정정보 등 60여개 서비스 제공- 서울WiFi : 현재 위치에서 무료 사용가능한 서울WiFi를 검색해주
고 연결- 무료충전기 : 서울 곳곳에서 무료로 휴대폰충전기를 대여해 드립니다.- 웹&앱 : 서울특별시가 제공하는 대시민 모바일웹과 
공공앱을 모두 소개- 푸시 : 다양한 행사/이벤트 안내 및 지방세 납부 일정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전송- 사진속서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시민참여형 컨텐츠가 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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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18 롯데닷컴�“스마트픽”

앱에서 사고, 매장에서 직접 보고 찾는 현명한 쇼핑서비스!
롯데스마트팩앱은 앱에서 사고, 매장에서 직접 보고 찾는 현명한 쇼핑서비스로 롯데 회원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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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19 부산시�“스마트투어”

부산 스마트투어는 부산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돕기위한 앱으로.
4개국어(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지원하는 앱으로 외국인이 부산에 방문하여 문화, 교통(버스,지하철,철도, 항공), 음
식, 숙박, 스마트비치등의 정보를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는 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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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20 우리금융의�“우리금융�비대면”

우리금융의 비대면 서비스 개발
우리금융앱의 계좌개설시 직접 방문 없이 신분증 촬영전송, 영상통화만으로 계좌개설 및 변경업무를 볼 수 있는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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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21 현대증권의�“현대증권MTS”

현대증권의 현대증권MTS
관심종목, 주가지수, 현재가, 주문, 빠른주문, 차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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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22 한국투자증권의�“한국투자증권MTS”

한국투자증권의 “한국투자증권MTS”
관심종목, 주가지수, 현재가, 주문, 빠른주문, 차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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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23 대신증권의�“대신증권MTS”

대신증권의 “대신증권MTS”
관심종목, 주가지수, 현재가, 주문, 빠른주문, 차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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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24 양유의�“얼리버드”

모바일앱 다운로드 사전어플!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받고 싶다면 얼리버드를 먼저 선청하고 커뮤니티도 하고, 출시 전 모메일게임에
사전 예약하고 출시된 게임은 이벤트 레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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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25 인터파크의�“외갓집동화마을”

살아 움직이는 동화책! 디지털 구연동화앱
Html5로 로컬로 다운로드, 로컬 미디어 동영상, 음성파일을 동화책을 읽어주는 서비스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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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26 현대해상�“굿앤굿어린이케어”

키, 몸무게 등을 입력하고 아이의 성장상태가 또래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인지 확인기능, 임신 중, 출산 후 체중관리를 도와
드립니다. 전용 체중계로 측정, 걸음, 식사, 혈압, 혈당 관리기능, 전용 체온계를 통해 편리하게 체온을 측정, 아이의 심리상
태를 체크기능

�28�28



�29

포트폴리오

27 한화손보�“당뇨케어Plus”

당뇨측정, 당뇨관리 챗봇, 걸음, 식사, 혈압, 혈당 관리, 전문의료진 건강상담, 건강운동관리사, 영양사 상담, 심리상담사 상
담, 건강검진 안내 및 우대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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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28 구미시의�“안심서비스”

택시 뒷 좌석, 시내버스 정류장, 전봇대에 부착 된 NFC태그에 휴대폰을 태깅하면, 등록 된 지인들 총 10명에게까지 SMS
로 통하여 전송 해 드립니다,
택시)택시 운수 회사명, 운수회사 연락처, 탑승 택시 번호, 및 현재 위치 지도 정보
시내버스정류소) 정류소명, 정류소 관리번호
여성아동안심귀가구역) 위치명, 관리번호생성

�3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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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현황

29
20014년에�개인사업자를�시작으로�설립된�㈜인시스템즈는�매년�가파른�
상승세를�이어나가며�
명실공히�최고의�앱개발�업체로�발돋움�하였습니다.

회사�매출�현황

‘15 ‘16 ‘17 ‘18 ‘19

Year

매출

30,000

40,000

50,000

60,000

80,000

(단위:만원)



�32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문대선�대표�
02-336-0738/010-3938-1114�
moon@theinsystems.com

개발총괄/대표이사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장기원�실장�
02-336-0738/010-2506-1796�
spike.itsme@gmail.com

개발총괄/개발실장

(주)인시스템즈�개발사에�프로잭트를�의뢰�하여주세요!

Contact�Point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방성근�이사�
02-336-0738/010-5294-5242�
help@theinsystems.com

기획총괄/총괄이사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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