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아이지니의 허가없이 복사 및 배포를 금합니다. 

ALL PLANNING & DESIGN BY IGINI…. 

The Company Introduction 

Total Provider for Your e-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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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소개ㅣ INTRODUCATION 

아이지니는 Web Technology 기반의  
                      “e-Business Total Service Provider”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은 정보를 제공하는 단순 매체로부터 수익과 잠재 가치 창출을 위한 기술집약적 
사용자 미디어로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Business Logic을 원활히 수행하고 기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하고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이지니는 끊임없는 아이디어와 지식, 빠르고 정확함, 고객 응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기업의  
가치관을 두고 기업의 e-Business의 성공과 Digital 자산의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아이디어와 지식 기반의 기업 문화와 빠르고 정확한 문제 해결 능력은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 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아이지니의 독자적인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고객의 Business를 성공시킬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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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회사개요ㅣ COMPANY OVERVIEW 

회 사 명 아이지니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이 광 희 

사 업 분 야 

 
웹/모바일 구축, 솔루션 개발, 쇼핑몰 구축 및 운영,  
 
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 제공/ 운영 관리 
 

주 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8, 3층 

전 화 번 호 070-4012-7268 

홈 페 이 지 http://www.igi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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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1 아이지니㈜ 법인 설립 

02 지방재정공제회 리뉴얼 

02 한국옥외광고센터 유지보수 

04 파워랩㈜ 합병 

05 태국관광공사 모바일 앱 구축 

05 쇼글 직거래 사이트 구축 

05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와 클라우드 파트너계약 

07 메가잉글리쉬 표준화  

07 성창(엔클라인)쇼핑몰 운영 

07 GM 쉐보레 SMS, Email 발송대행 

07 가평 잣 쇼핑몰 구축 

0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제안 시스템 구축 

2017 01 남영비비안 홈페이지 구축 

03 DFD group 홈페이지 구축계약 

06 중앙오토미디어 개편 

2018 01 eBricks 홈페이지 구축계약 

02 스타포유 홈페이지 개편계약 

03 길벗출판사 홈페이지 구축계약 

03 나무생각 홈페이지 구축계약 

03 코리아타임즈 검색 API 연동 서비스 구축계약 

05 우미글로벌 홈페이지 구축계약 

09 한국일보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사이트 구축 

12 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 우수파트너사 선정 

2019 02  power-wing (Based flex Groupware v2.0) 솔루션 개발 

04 더셀컴퍼니 MURIR 쇼핑몰 구축 계약 

05 켄싱턴호텔 & 리조트 홈페이지 구축 계약 

07 길벗SCM 구축 계약 

2020 01 길벗 교과서 홈페이지 구축 

03 나인블럭 홈페이지 구축 

03 전천당 홈페이지 구축 

03 켄싱턴 호텔 & 리조트 유지보수 

05 켄싱턴 온라인 멤버십 구축 

06 Autoview  디자인 개편 및 유지보수  

09 호텔 멤버십 및 전자레지카드 APP 개발 

12  길벗 미리북 사이트 구축 

  

03 
회사연혁ㅣ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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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파워랩(주) 설립  
 10  e-book 솔루션 개발  
 10  (주)노아테크놀로지와 제휴계약 체결  
 11  사이버 알앤과 제휴계약 체결  

2004  05  power clip (Web contents gathering Engine)개발  
 05  (주)보령 제휴계약 체결  

2005  05  (주)이비젠과 제휴계약 체결  
 10  (주)썬더와 제휴계약 체결  

2006  01  (주)신영와코루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 선정 
 05  (주)세종과 전략적 제휴계약 체결 
 07  3D-OZ 와 전략적 제휴계약 체결 

2007 
 

 01  (주)애드미션과 제휴계약 체결  
 04  (주)에이메일과 전략적 제휴계약 체결 
 05  (주)신영와코루 온라인 유통 총판 계약 체결 
 05   쇼핑,마케팅 사업부 설립 
 05  (주)제스프로와 전략적 제휴계약 체결 
 12  이노비즈기업 선정 
 12  벤처인증 획득 

2008  02  영상, 미디어 사업부 설립 
 10  Power Mobile (SMS, LMS, MMS solution) 솔루션 개발 

2009  02  (주)엘지전자 Innojump Ideation Workshop 년간 계약 체결 
 09  F-chart (Based flex chart) 개발  
 09  F-grid (Based flex grid) 개발 
  

2010  02  power-wing (Based flex Groupware v1.0) 솔루션 개발 
 06  삼성SDS와 대우자동차서비스 이메일 프로모션 개발 
 11  KT Open IP TV 베타서비스 개발 

2011  02  (주)알티캐스트와 전략적 제휴계약 체결 
 04  (주)남영 비비안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 선정 
 09  김영사/시공사/파고다출판사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 선정 

2012 03  성창인터패션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 선정 
09  에스콰이어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 선정 

2013 02  길벗 시나공 아카데미 토익강좌 사이트 구축 
04  CJ U-피트니스 온라인 사업자 선정 
04  2016 국제로타리 서울대회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 선정 
11  피오리나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 선정 
11  러그즈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 선정 

2014 02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픽스 웹사이트 구축 
05  SODAmall 쇼핑몰 사이트 구축 
09  한국랜탈 쇼핑몰 구축 
09  커리어넷 재구축 사업 

Before IGINI 

03 
회사연혁ㅣ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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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회사조직ㅣ ORGANIZATION 

CEO  

경영지원팀 E-Biz Div. 

아이지니 기술연구소 

Cloud Biz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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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회사이념ㅣ PHILOSOPHY 

“아이지니”는 다릅니다. 

늘 새롭고 신선한 기획과 디자인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안정된 시스템과 운영으로 관리 를 

에이전시로서의 진정한 모습 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비스를 생각하고 기획하며 디자인에 그 의미를 담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공”은 커뮤니케이션과 기획력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IT 인력 전문 집단으로 많은 사이트를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생긴 노하우를 토대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수준 높은 기술력으로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는 시스템 구현하여 

시행착오가 없는 프로젝트 및 유지보수 운영을 약속 드립니다.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원하는지 보다 저희의 서비스를 구축하듯 먼저 다가가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은 에이전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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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업영역ㅣ BUSINESS AREA 

PLAN CREATION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MANAGEMENT 

IGINI 
TOTAL 

SERVICE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컨설팅 
*브랜드 전략/실행 컨설팅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기획 
*온라인 서비스 마케팅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공식 파트너사(Since 2016) 
*클라우드 컨설팅 
*실시간 관리 
*서버관리 및 운영 
*사이트 이관 
*Promotion, campaign 구축/운영 
 

*웹사이트 및 모바일 사이트구축 
*솔루션 공급 및 APP 개발 
*웹 디자인, HTML 표준 퍼블리싱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운영 대행 

*Cloud management 
*웹/모바일 웹 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온라인 매거진 운영대행 
*온라인 프로모션 운영대행 
*대량 SMS / MMS / e-Mail 발송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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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사업 강화 
 

 2016년, 14년간의 IT 업력을 기반으로  

 
안정된 

네이버클라우드에 
 

고객 Site 및 
광고 이벤트 
구축, 운영 

 

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 파트너사로 재출발했습니다. 

사이트 이관/운영 
홈페이지 및 광고 구축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최고의 클라우드 환경 

06 
사업영역ㅣ BUSINES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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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업영역ㅣ BUSINESS AREA 

 유지보수 업무 인트라넷 

아이지니의 유지보수 노하우가 담긴 유지보수 전용 창구를 통해 작업요청, 응답, 산출물 관리 등 업무 진행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12 

CLIENT & Partner  

07 
주요 고객사 /협력사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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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렌탈 

CLIENT & Partner  

07 
주요 고객사 /협력사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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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싱턴 호텔 & 리조트 

 commerce, vacation, Hotel, resort, domestic  

https://www.kensington.co.kr  

8 
포트폴리오ㅣ 웹구축/운영 사례 

https://m.kensington.co.kr  
 

Kensington Hotel &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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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리움 

 commerce, vacation, Hotel, resort, domestic 

https://www.cheongrium.com 

8 
포트폴리오ㅣ 웹구축/운영 사례 

반응형 모바일 

Cheong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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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리화장품 

 commerce, shopping, cosmetics, content, data, MP4 

https://www.murir.co.kr 

8 
포트폴리오ㅣ 웹구축/운영 사례 

https://m.murir.co.kr 

Mur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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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리움 

 commerce, public, branding, content, ebook,English 

https://www.ebricks.co.kr 

8 
포트폴리오ㅣ 웹구축/운영 사례 

반응형 모바일 

eBr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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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벗출판사 

 commerce, public, branding, content, data, book 

https://www.gilbut.co.kr 

8 
포트폴리오ㅣ 웹구축/운영 사례 

https://www.gilbut.co.kr/m Gil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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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벗스쿨 

 commerce, public, branding, content, data, book 

https://school.gilbut.co.kr/m 

웹구축/운영 사례 

https://school.gilbut.co.kr/m 

8 
포트폴리오ㅣ 

Gilbu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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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rce, public, branding, content, data, book 

https://sinagong.gilbut.co.kr 

웹구축/운영 사례 

https://sinagong.gilbut.co.kr/mit 

8 
포트폴리오ㅣ 

시나공 IT 

Sinago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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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D Group 
 commerce, brand shop, branding, content, promotion, community 

http://www.dfdgroup.com 

웹구축/운영 사례 

반응형 모바일 

8 
포트폴리오ㅣ 

DF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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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y Healing Park 
 commerce, brand shop, branding, content, promotion, community 

http://www.thestayhealingpark.com 
 

The Stay 
Healing Park 
 

웹구축/운영 사례 

8 
포트폴리오ㅣ 

반응형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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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block 
 commerce, brand shop, branding, content, promotion, community 

http://www.9block.co.kr 

웹구축/운영 사례 

8 
포트폴리오ㅣ 

9Block 

반응형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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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enOfficial Web Site 
renewal, commerce, brand shop, branding, content, promotion, community, management 

http://www.vivien.co.kr 

웹구축/운영 사례 

8 
포트폴리오ㅣ 

VIVIEN 

반응형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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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enOfficial Web Site 
renewal, branding, content, promotion, news, community, management 

http://www.autoview.co.kr 

웹구축/운영 사례 

8 
포트폴리오ㅣ 

Auto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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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edia (native app) 
renewal, brand, branding, content, promotion, community, management 

smart media 

웹구축/운영 사례 

8 
포트폴리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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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edia (hybrid app) 
renewal, brand, branding, content, promotion, community, management 

smart media 

웹구축/운영 사례 

8 
포트폴리오ㅣ 



 28 

12 
연락처ㅣ CONTACT US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8, 3층 아이지니(주)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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