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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서

1. 회사 소개

회사개요

㈜윅스넷 (WIXNET)

2014년 12월 16일 설립

강 태 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9, 606호(이의동, 리치프라자2)

• 앱/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유지보수
•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 결제 플러그인 서비스 사업

• Android,�IOS�Native�Programing�기술
• Hybrid� App�Programing�기술
• Responsive�web�Application�programing�기술

회사명

설립일

대표이사

주소지

주요사업

보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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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조직도

UI�/�UX�디자인

퍼블리싱

영업및마케팅 솔루션개발

서비스개발

모바일개발

기획/컨설팅 디자인 기술연구소

상품기획

프로젝트관리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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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비전및경영이념

고부가가치
융합 서비스 기획

분야별 전문가 그룹 운영 선진기술 도입 및 R&D�투자

IT�Convergence
Technology

Business�process
Reengineering

Payment�System�
Development

Mobile�Application�
DevelopmentWe�&�I�exchange�network

결제기반 IT�융합서비스개발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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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소개

사업소개

앱/웹어플리케이션개발 전자상거래시스템연동개발 가상증강현실휘트니스 개발

•Native�&�Hybrid�App�Application�개발

- Android,�IOS
- 주식/그룹웨어/교육 서비스 앱 등개발

•Responsive�Web�Application�개발
- HTML5�기반 홈페이지 개발
- 각종 관리시스템,�그룹웨어 개발

•핀테크 앱 어플리케이선개발사업

•VAN/PG�시스템 개발 사업

•결제기반 서비스컨설팅사업

•PG�연동 개발 지원 사업

•3rd party�결제 오픈 API�서비스 사업

•PG/VAN�리셀러 사업

•결제 플러그인개발

- 오픈소스 기반 쇼핑몰결제플러그인개발

- 우커머스, 마젠토 결제 플러그인개발

•결제 리셀러사업
- NHN한국사어버결제와전략적제휴
- 결제 가맹점 리셀러사업

•결제 부가서비스개발사업

앱 / 웹 어플리케이션개발 전자상거래시스템개발및지원 결제플러그인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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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소개

프로젝트수행레퍼런스(1/2)

년도 프로젝트 분야 발주처 비고

2013.12 주식정보제공앱서비스 “주식깔대기”개발공급 증권 데이빗스탁인포
앱스토어주식분야검색

2위

2014.03 (주)태원산업홈페이지및그룹웨어시스템개발공급 제조 태원산업 완료

2014.05
(주)한국사이버결제정부과제수행컨설팅(모바일전자지갑을활용한
차세대 VAN�응용서비스,�모바일기반선불결제서비스사업)

제조 NHN한국사이버결제 완료

2014.08 ICU�Mobile�그룹웨어앱개발프로젝트수행 유통 BGF 완료

2014.09 카라반리조트통합예약시스템개발공급 레저 트래블러 완료

2014.09 모바일기반지문간편결제앱개발공급 결제 NHN한국사이버결제 완료

2014.12 주식정보제공웹서비스 “주식깔대기”�개편개발공급 증권 데이빗스탁인포 완료

2015.03 가상증강현실휘트니스솔루션개발연구과제수행 스포츠 마린블루 완료

2015.07 분할결제서비스상품기획컨설팅참여 결제 에이스홀딩스 완료

2015.08 유전자빅데이터분석내부관리자개발공급 바이오 신테카바이오 완료

2015.10 데일리몰 PG�시스템연동개발 결제 NHN한국사이버결제 완료

2016.02 대교스마트물류시스템개발공급 물류 대교 완료

2016.03 KCP�VAN�관리시스템개발공급 결제 NHN한국사이버결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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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소개

프로젝트수행레퍼런스(2/2)

년도 프로젝트 분야 발주처 비고

2016.05 스마트그리드국민발전소쇼셜앱(아이폰/안드로이드폰) 개발공급 전력 서울대차세대융합기술원 완료

2016.08 태국결제플러그인개발(우커머스,�마젠토) 결제 NHN한국사이버결제 완료

2016.10 LOD기반의문화융성을위한문화데이터융합‧오픈 DB구축사업 공공 문화체육관광부 완료

2017.01 우커머스결제플러그인개발및사업화(윅스플러그인) 결제 윅스넷 완료

2017.04 지적재산클라우드펀딩소셜앱(Ziple) 서비스개발 법률 지식피플 완료

2017.05 블록체인기반개인인증및전자문서인증서비스개발 금융 SBI저축은행 완료

2017.10 NHN한국사이벼결제쇼핑몰범용솔루션개발 결제 NHN한국사이버결제 완료

2017.11 (주)피아이씨코리아 SFA(영업관리) 앱 시스템개발 투자 피아이씨코리아 완료

2017.12 국립민속박물관시청각자료제작 공공 국립민속박물관 완료

2018.04 앨리스타로웹/앱서비스개발 컨텐츠 앨리스친구 완료

2018.05 제주도세계등불축제홈페이지및온라인티켓팅발권시스템구축 문화 거상레저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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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지문간편결제안드로이드앱

• 고객사:�(주)한국사이버결제
• 적용기술:�Android,�JAVA
• 특징:�사전에등록된간편결제정보와지문인식으로결제할수있는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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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주식깔대기모바일서비스

• 고객사:�(주)데이빗스탁인포
• 적용기술:�Android,�IOS,�JAVA,�Spring,�bootstrap,�HTML5,�Jquery,�MSSQL
• 특징:�안드로이드/아이폰Native�APP,��관리시스템,�웹서비스,�APP소개홈페이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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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BGF-iCU�Mobile

• 고객사:�(주)BGF
• 적용기술:�Android,�IOS,�JAVA,�Hybrid�APP
• 특징:�BGF의사내메일,�결재,�일정관리를연동하는모바일서비스,�bizMOB�프레임워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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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Wi-Fi�Connect�Manager

• 고객사:�(주)닉스테크
• 적용기술:�Android,�JAVA
• 특징:�사내에서내부망에접속할때인증된사용자에게만망접속을허용해주는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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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위치기반광고서비스  Plus�Zone

• 고객사:�(주)아이윅스
• 적용기술:�Android,�JAVA
• 특징:�단말기가Beacon(or�Wifi)를검색하게되면지역기반정보를보여주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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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카라반리조트통합예약시스템

• 고객사:�(주)트래블러
• 적용기술:�JAVA,�Spring,�HTML5,�Jquery,�MySQL
• 특징:�반응형웹(PC,�테블릿,�모바일환경동작),�웹표준준수,�크로스브라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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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차세대 VAN�관리 시스템

• 고객사:�(주)NHN한국사이버결제
• 적용기술:�JAVA,�Spring,�HTML5,�Bootstrap,�Jquery,�Oracle
• 특징:�반응형웹앱(PC,�테블릿,�모바일환경동작),�웹표준준수,�크로스브라우징
• 테스트URL�:�http://kvms.kcp.wixnet.co.kr: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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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대교스마트물류시스템

• 고객사:�(주)대교
• 적용기술:�JAVA,�Spring,�MySQL,�Android(Tablet)
• 특징:�RESTful�API�및 swagger�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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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국민발전소소셜 DR앱

• 고객사:�(주)서울대학교차세대융합센터
• 적용기술:�Android,�IOS,�Ionic,�AngularJS,�Spring�Framework
• 특징:�위치기반스마트그리드에너지절감소셜앱,�하이브리드앱클라이언트,�실시간Chart�Plugins�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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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LOD기반의문화융성을위한문화데이터융합‧오픈 DB구축사업

• 고객사:�문화체육관광부
• 적용기술:�전자정부프레임워크(Spring),�Linked�Open�Data,�Jquery,�html5
• 특징:�시만틱웹기반의LOD�빅데이터포털서비스,�CBD�개발방법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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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Ziple�앱 서비스

• 고객사:�지식피플
• 적용기술:�Spring�boot,�Angular3,�Firebase�연동
• 특징:Hybrid�방식의모바일앱,Angular3의웹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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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피아이씨코리아앱(영업관리앱) 서비스

• 고객사:�(주)피아이씨코리아
• 적용기술:�Spring�boot,�Angular5,�Bootstrap,�REST�API,�MYSQL
• 특징:Hybrid�방식의모바일앱,Angular5의웹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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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NHN 한국사이버결제쇼핑몰솔루션

• 고객사:�NHN한국사이버결제
• 적용기술:�Spring,�HTML5,�반응형웹,Bootstrap,�JQuery
• 특징:Hybrid�방식의웹앱쇼핑몰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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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세계등불축제온라인티켓팅사이트

• 고객사:�거상레저개발
• 적용기술:�Spring,�HTML5,�반응형웹,Bootstrap,�JQuery
• 특징:온라인티케팅사이트및발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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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솔루션 소개

WIXNET�UI/UX�Framework

• 특징:�반응형웹(PC,�테블릿,�모바일환경동작),�웹표준준수,�크로스브라우징
• 오픈소스기반의Jquery Plugin, AngularJS�적용(Datatables,�Bootstrap�등 )
• 샘플사이트:�http://ui.wixnet.co.kr:8080/�(tes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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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제 플러그인서비스사업

윅스플러그인

사업소개사이트:www.wixplugin.com

윅스플러그인은우커머스쇼핑몰에서한국형결제시스템을쉽게연동할수있는결제
플러그인입니다. NHN한국사이버결제와전략제휴를통하여결제플러그인을개발하고,
가맹점을모집하는리셀러사업을전개하고있습니다.

우커머스 결제 화면 우커머스 결제 플러그인 설정 화면 플러그인 소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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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 위치 및연락처

• 주소 :�경기도수원시영통구대학4로9, 606호(리치프라자2)
• 전화:�070-8835-0154�/�010-2657-0154
• 홈페이지:�http://www.wixnet.co.kr
• 이메일:�tjkang@wix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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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주)윅스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