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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ABOUT ROCATEER

PLATFORM ROCATEER주식회사 플랫폼 로캣티어

HELLO!! 우리는 플랫폼 로캣티어 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IT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을 구

현하고 다채로운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비지니스 플랫폼을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사람들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 보다 아직 미숙하고 가다듬지 않은 당신의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핵심가치와 기본에 충실한 모바일 플랫폼 개발 방법론과 올바른 플랫폼 개발 전략

을 제시해 드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비즈니스 밑그림, 핵심가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마케팅 강화, 브랜드 강화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

신의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안정적으로 모바일 플랫폼 비즈니스로 시작될 수 있도록 당신의 시

작을 돕고 당신의 성공 과정을 함께 개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비즈니스에 반드

시 필요한 당신의 로캣을 만들고 세상으로 쏘아 올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협력하고 능동적이며 당신에게 적합한 좋은 비지니스 파트너 입니다.

좋은 모바일 비즈니스 플랫폼은 최신기술이 아닌 좋은 사람들이 만듭니다.



WE WORK 

SERVICE PLANNING UI DESIGN DEVELOPMENT

MOBILE APP LAUNCHING MAINTENANCE

고객 BM(Business Model)의 핵심가치를 찾아 플랫

폼서비스를 설계하고 구체화 합니다.

고객 비지니스에 맞는 웹 모바일 플랫폼 UI 를 고찰

하고 시각화 합니다.

고객 BM(Business Model)을 플랫폼으로 구조화하

여 안정된 웹 시스템을 개발 합니다.

최적화된 표준기술 Android Studio, Apple Swift 을

사용하여 고객의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앱스토어 계정 생성과 등록과 심사, 외부 SNS 개발

자 계정 생성, IDC, AWS, Azure 서버 시스템 설치와

결제 모듈 탑재, 외부 API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

내해 드립니다.

무상 A/S 기간 웹 시스템 버그 패치와 모바일 앱 버

그 패치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이후 유상 메인터런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

니다.

플랫폼로캣티어는 O2O . IOT . SOCIAL NETWORK . MCN . LMS . LBS . PRE ORDER . PICKUP . FOOD TECH . FITNESS . GPS TRACKING . E

-LEARNNING . B2C B2B COMMERCE 등의 다양한 분야의 웹 모바일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OW TO USE ROCATEER

플랫폼 로캣티어는 다양한 분야의 BUSINESS MODEL 을 분석하고 구체화하여 플랫폼 서비스로 실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만 준비 하시어 플랫폼 로캣티어를 만나시면 됩니다. 

PREPARING IDEAS GET A CONSULTATION BUSINESS PLANNING

PLATFORM DEVELOPMENT BUSINESS LAUNCHING SUCCESS

당신의 BM 아이디어를 로캣티어 와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준비 과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의 BM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로 만들어보세

요. 지금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후에 또 다시 사

업계획서를 업그레이드 하시게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개발 계획서가 아닙니다. 사업 계획에만 집중

하세요.

이제 로캣티어와 브레인스토밍을 함께하며 플랫폼 개발을 진

행합니다.

이제 플랫폼개발의 힘든 시간이 시작 됩니다.

완성된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꾸준히 홍보하고 본격적으

로 사업을 개시하세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

다. 비난,격려와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비난에 좌절하지

마세요.

이제 성공을 위해 달리세요.

플랫폼 사용자와 꾸준히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세요.

만약 플랫폼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업그레이드가 필요

하시면 로캣티어와 즉각 대화해 보세요.

BM(Business Model) 아이디어를 준비하세요. 당신이 개

발 방법론과 개발 기술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ROCATEER PROJECT PROCESS

플랫폼로캣티어는 고객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은 쉽고 최적화된 개발 프로세스로 진행합니다.

다음의 프로젝트 프로세스는 효율적인 프로젝트 진척도 리뷰와 고객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검증된 개발 방법론 입니다.

로캣티어의 CEO가 계약시 프로젝트

진행 절차를 안내하고 고객과 프로젝

트진행에대한QA를진행합니다.

고객이 로캣티어의 개발인력과 직접

만나 서로 인사하고 프로젝트의 성공

을약속하는미팅입니다.

고객 사업에 대하여 QA 를 진행합니

다.

고객과함께플랫폼서비스및기능을

세부규정하여 Information Architec

ture 를 만들어 가는 매우 중요한 과

정입니다.

고객과함께플랫폼서비스의세부화

면을 설계하여 스토리보드를 제작하

는과정입니다.

스토리보드는 고객과 함께 규정한 In

formation Architecture 를 기준으

로제작됩니다.

제작된 스토리보드를 기준으로 웹/모

바일 플랫폼 서비스의 유저인터페이

스를제작하고스크립트화하는 퍼블

리싱작업을진행하는과정입니다.

유저인터페이스디자인과퍼블리싱을

이용하여웹/모바일플랫폼기능을구

현하는과정입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

다.

구현된 웹/모바일 플랫폼 기능을 사용

자, 공급자, 관리자 역할 설정을 통하

여 고객과 함께 테스트/검증하는 과정

입니다.

구현된웹/모바일플랫폼을앱마켓에

등록하고 웹시스템을 내부 런칭하는

과정입니다.

유저 테스트를 통하여 확인된 오류와

개선사항을보정하는단계입니다.

오래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웹/모바일 플랫폼 사업을 본격

적으로 홍보하시고 마케팅 활동을 진

행하시면됩니다.

웹/모바일 플랫폼은 꽃나무처럼 관심

과애정으로관리하여야합니다.

사용자와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발생

하는기능오류를로캣티어에즉각신

고하세요.

Project OT Kickoff Meeting Brainstorming Service Planning UI Design & Publishing

Development Close Beta Release Debugging Open Beta or Launching Maintenance Success

고객과 함께 IA 와 스토리보드결과믈

을함께리뷰하는미팅입니다.

이후수정, 보완작업이수반합니다.

고객과함께퍼블리싱완료된웹/모바

일 플랫폼 서비스의 유저인터페이스

를 스토리보드와 대조하여 리뷰하는

미팅입니다.

자이제플랫폼사업을통한고객의성

공을로캣티어가응원합니다.

Third Review (User Test)

First Review Second Review



CONTACT ROCATEER

PLATFORM ROCATEER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314호

주식회사 플랫폼 로캣티어

request@rocateer.com

Tel. 070-5066-1484

Fax. 070-5066-1490

PLATFORM ROCATEER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 아이디어가 준비 되셨나요? 이제 플랫폼 로캣티어를 만나시면 됩니다. 



PORTFOLIO



TU,
근태 관리 플랫폼.

개발 플랫폼 : iOS, Android 

개발연도 : 2020년
고객사 : (주)라인즈커뮤니케이션



노쇼노노,
매장용 예약 플랫폼.

개발 플랫폼 : iOS, Android 

개발연도 : 2020년
고객사 : (주)노쇼노노



나무나무,
목재 유통 플랫폼.

개발 플랫폼 : PC Web, iOS, Android 

개발연도 : 2020년
고객사 : (주)나무나무



렌티,
렌탈 업체 및 정보 제공 플랫폼.

개발 플랫폼 : Mobile Web, iOS, Android 

개발연도 : 2020년
고객사 : (주)지플라이



KIC DC,
스타트업,
투자자,
엑셀레이터
소개 플랫폼.

개발 플랫폼 : PC Web

개발연도 : 2020년
고객사 : KIC DC



키토테이블,
입점몰 기반 큐레이션 쇼핑몰.

개발 플랫폼 : PC Web, Mobile Web

개발연도 : 2020년

고객사 : (주)로우앤하이



아약, 
1대1 전담약사 매칭,
온라인 복약상담 및 관리 플랫폼.

개발 플랫폼 : iOS, Android

개발연도 : 2019년

고객사 : (주)아약



더바잉, 
도소매 중개 및 쇼핑 플랫폼 구축.

개발 플랫폼 : iOS, Android

개발연도 : 2019년

고객사 : 곰파다전자



아조아, 
동영상거래 모바일 플랫폼.

개발 플랫폼 : iOS, Android

개발연도 : 2020년

고객사 : AVA엔터테이먼트



아이피판다, 
지식재산거래정보 중개 플랫폼.

개발 플랫폼 : PC Web

개발연도 : 2019년

고객사 : 에디마켓코리아



그린램프, 
자기주도학습을위한 모바일 플랫폼.

개발 플랫폼 : iOS, Android

개발연도 : 2019년

고객사 : 아토스터디



감동팁, 
칭찬 SNS 플랫폼.

개발 플랫폼 : IOS, Android, Web

개발연도 : 2019년

고객사 : ㈜ 퍼시몬트리



CENCHI, 
지식산업센터 신흥문화 플랫폼.
개발 플랫폼 : Web

개발연도 : 2019년

고객사 : CENCHI



PLAN A, 
위치기반 여행일정 작성 플랫폼.
개발 플랫폼 : IOS, Android, Web

개발연도 : 2019년

고객사 : 언박스



CREF, 
인테리어 큐레이션, 가구 쇼핑몰, 
부동산 통합 웹 플랫폼.
개발 플랫폼 : Web. Mobile Web 

개발연도 : 2019년

고객사 : 크리프



CHTCHOBB, 
위치기반 모임 플랫폼.

개발 플랫폼 : Web. Android

개발연도 : 2019년

고객사 : chtchobb



피치핏, 
운동가이드 및
O2O중개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플랫폼 : Android 앱. 

개발연도 : 2019년

고객사 : 피치핏



에필케어, 
가족 건강 지킴이 iOS앱 개발.

개발 플랫폼 : iOS 앱. 

개발연도 : 2019년

고객사 : 라이프시맨틱스



SONA VPC KOREA, 
모바일 VMS 2.0 구축.
개발 플랫폼 : Web vms 시스템, Web 딜러시스템, 모바일 업무용(Android),

배송관리모바일시스템(iOS, Android)

개발연도 : 2017년

고객사 : 소나브이피씨코리아㈜



픽해시, 선택장애 해결 소셜 앱 구축.

개발 플랫폼 : Web 관리자 시스템, iOS, Android

개발연도 : 2018년

고객사 : 앱스타디움



키즈해빛,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모바일 서비스 개발.
개발 플랫폼 : Web 관리자 시스템, IOS, Android

개발연도 : 2018년

고객사 : 온리패밀리



B&R, 바이크 관련 기록, 
커뮤니티, 쇼핑몰 통합 플랫폼
개발 플랫폼 : Web 관리자 시스템, IOS, Android

개발연도 : 2018년

고객사 : 에이제트인터내셔널



타이거, 신차 역경매 플랫폼
개발 플랫폼 : Web 관리자 시스템, IOS, Android

개발연도 : 2018년

고객사 : 아이디웍스



렌트드림, 렌터카 중개 플랫폼
고객사 : (주)위너스앤파트너스

개발플랫폼 :  Web 관리자시스템,  PC Web, Mobile Web,  iOS, Android App

URL : www. rentdream.kr

개발연도 : 2018년



거북이의기적, 스터디까페 모바일 플랫폼

고객사 : 심플맨

개발 플랫폼 :  Web Admin System, IOS, Android App

개발연도 : 2018년

URL : https://turtlemiracle.modoo.at



ARCHIDRAW, ARCHISKETCH 브랜드 영문 웹사이트
고객사 : ARCHIDRAW

개발플랫폼 : Web

URL : http://www.innosonian.com

개발연도 : 2018



크라켄비트, 미디 음원 온라인 거래 웹 플랫폼
고객사 : KRAKENBEAT

개발플랫폼 : PC WEB SYSTEM, Mobile WEB

URL : https://krakenbeat.com/kr

개발연도 : 2018년



심폐소생술교육의새로운기준을제시하다.
심폐소생술교육용마네킹 “브레이든”은심폐소생술의목적인멈춘심장으로부터뇌까지혈류를전달해주는과정

을시각적으로나타내어이해를돕고오래기억되도록개발된 세계최초의혈행표시교육용마네킹 입니다.

BRAYDEN, 심폐소생술 교육용 iPad Native App

고객사 : INNOSONIAN

개발플랫폼 : LMS WEB SYSTEM, iPad Native App

URL : http://www.innosonian.com

개발연도 : 2018



스톡킹, 주식 고수들의 투자 정보

고객사 : 투투나인

개발플랫폼 : WEB SYSTEM, Android App, IOS App

URL : http://www.stockking.kr

개발연도 : 1차개발 2017, 2차개발 2018



EMPO, 데이터 쉐어링 서비스 플랫폼
고객사 :  엠포

개발 플랫폼 :  Android App, Web Admin System

개발연도 : 2018년



Trumis, 음식배달 모바일 플랫폼

고객사 : 트루미스

개발플랫폼 :  Web 관리자시스템, 사용자용 IOS & Android App, 배달원용Android App

URL : http://www.trumis.com

개발연도 : 2018년



스포플렉스, 헬스클럽 PT 운영관리 모바일 플랫폼

고객사 : 넥스큐브코퍼레이션

개발플랫폼 : WEB SYSTEM, Android App, IOS App

URL : www.spoplex.com

개발연도 : 2017년



고객사 : 애드디에스

개발플랫폼 : WEB SYSTEM, Android App, IOS App

URL : http://yaguide.co.kr 

개발연도 : 2018

연애가이드, 위치정보 기반 숙박 예약 모바일 플랫폼



핀챗-해외 여행자를 위한 실시간 통역 서비스 플랫폼
고객사 :  네이션브릿지

개발 플랫폼 : PC Admin System / 사용자 (IOS, Android) / 통역사 (IOS, Android)

개발연도 : 2017년



DoctorSmirror, 
질병 자가진단을 위한 의료정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고객사 :  AIMBT

개발 플랫폼 :  IOS, Android

개발연도 : 2017년



(주)바이카, 자동차 O2O 플랫폼서비스 "Caring"

고객사 :  바이카

개발 플랫폼 : PC Admin System / 사용자(IOS, Android) / 업체(IOS, Android)

개발연도 : 2016년



REDTABLE, 
빅데이터를 기반 맛집 검색 및 예약결제 모바일플랫폼

고객사 :  레드테이블

개발 플랫폼 :  iOS, Android, Web

개발연도 : 2016년



와치마피아,
명품시계 안심거래 모바일 플랫폼
고객사 :  와치마피아

개발 플랫폼 : 

PC Admin System / 사용자(IOS, Android) / 딜러(IOS, Android)

개발연도 : 2016년



BAGEL LABS, Smart tape measure Device 모바일 IoT 플랫폼

고객사 : 베이글랩스

개발 플랫폼 : PC Web, iOS, Android

개발연도 : 2016년



우성하이테크, 디지털 도어 락 모바일 IoT 플랫폼

고객사 :  우성하이테크

개발 플랫폼 : Web Admin System, IOS, Android

개발연도 : 2016년



금호전기, 산업현장 무선 조명 제어
IoT 안드로이드 태블릿 APP 개발

고객사 :  (주) 금호전기

개발 플랫폼 :  Android, Web

개발연도 : 2016년



영창 B&T – 산업용 배터리 B2B 웹/모바일 커머스 시스템 구축

• 프로젝트 개요

플랫폼로캣티어는 영창 B&T 와 함께 B2B 온라인 쇼핑몰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을 개발 하였습니다.

간편한 검색 , 간단한 수기 결제 및 미수금 관리, 관리자에서 간편한 주문 등록, 

사용자 검색, 재고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용자와 관리자 간의 소통

이 원할 하도록 구축되었습니다.

사용자 웹/앱

- 차대 번호로 배터리 검색

- 차량 제조사/종류 별 배터리 검색 등 손쉬운 검색 기능

관리자

- 실시간 모니터링

- 창고 재고 관리 모니터링

- 온라인 주문 접수 및 관리

- 온라인 결재 및 정산 관리

고객사 : 주식회사 영창비앤티

개발 플랫폼 : PC Web, Android

개발연도 : 2017년



페이리더스, 테이블오더 프리오더 모바일 플랫폼 개발.

• 프로젝트 개요

플랫폼로캣티어는 주식회사 페이리더스와 함께 비콘(BEACON)을 사용한 스마트

폰 주물/결제 플랫폼 서비스인 “테이블오더 (http://www.tableorder.co.kr)”를 OP

EN 하였습니다.

페이리더스의 테이블오더서비스는 비콘 및 QR코드를 이용하여 바로 메뉴 주문

에서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공유하여 각자 결제(더치페이)/ N분의1

/ 전체 결제 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오더 서비스는 주문 및 결제 대기시간이 필요없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효

과가 있으며, 별도의 POS기기가 필요하지 않아 다양한 매장에서 활용 할 수 있

는 결제 서비스 입니다.

���  ���  �  ���� .
고객사 : 주식회사 페이리더스

개발 플랫폼 : PC Web, Android, IOS

개발연도 : 2017년



유컴스, “제주하루” 제주도 여행정보 공유 모바일 플랫폼 개
발

• 프로젝트 개요

플랫폼로캣티어는 유컴스와 함께 제주도 여행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서

비스 “제주하루(www.jejuharu.net)”를 오픈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 여행 후기 등록

- 여행 코스 만들기

- 여행 경로 보기

- 항공, 렌트카, 숙박 예약

- 제주도 명소 지정

- 나만의 여행 기록

- 에디터가 되어 글을 올리고 소득을 창출

기존의 제주도 여행 서비스는 항공, 렌트카, 숙박을 예약 할 수만 있지만 제주하루

는 제주도 여행의 후기를 통해 코스를 선택하고 항공, 렌트카, 숙박을 예약 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 : 주식회사 유컴스

개발 플랫폼 : PC Web, Android, IOS

개발연도 : 2017년

www.jejuharu.net


네잎클로버, “학원의 신” 학원정보 O2O 모바일 플랫폼 개발

• 프로젝트 개요

플랫폼로캣티어는 네잎클로버와 함께 고객과 업체간에 학원의 정보를 공유하는

O2O 앱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학원의 신은 위치 기반 서비스로 현재 위치 중심으로 학원을 검색하여,

학원의 위치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학원 중개 서비스 입니다.

또한 수강비 결제를 간편하게 하고 실제 구매 한 사람만 작성할 수 있는 리뷰를 통

해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l 위치기반학원 검색

l 학원 정보, 강사 상세 정보

l 학원 수강비 결제

l 쿠폰을 통한 학원 수강비 할인

l 실제 구매를 통한 사용자의 리뷰

고객사 : 네잎클로버

개발 플랫폼 : PC Web, Android, IOS

개발연도 : 2017년



자기주도 학습 플래너“에듀큐브”서비스 플랫폼 개발.

• 프로젝트 개요

중 고 등 학 생 자 기 주 도 학 습 브 랜 드 에 듀 플 렉 스

http://www.eduplex.net 의 웹/모바일(Android,IOS) 플랫폼 개발을 완

료 하였습니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의 에듀플렉스(EDUPLEX)는

2004년 서비스를 런칭하여 10년이상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

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하는 자기주도학습법 브랜드입니다. 2014

년 TVN에서 방영한 '이것이 진짜 공부다.' 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널

리 알려져 있습니다.

에듀큐브는 자신이 공부계획을 세우고 타이머를 이용하여 계획에 맞

게 공부를 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여 ‘계획력, 학습시간, 집중력, 학습

속도, 학습균형 지속력’의 학습관련 6가지 통계치를 보여주어 자신의

학습스타일을 진단하고 옳지 못한 학습습관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사 : 넥스규브코퍼레이션 주식회사

개발 플랫폼 : PC Web, Android, IOS

개발연도 : 2016년

http://www.eduplex.net/


• 프로젝트 개요

플랫폼로캣티어는 ‘CoreConnect’와 함께 중기명장 서비스를 BETA OPEN 

하였습니다.

중기명장 서비스는 공사 현장에서 중기를 운용하는 명장들을 추천하거나

명장과 건설 회사간의 건설 공사업무을 중개하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입

니다. 

중기명장 서비스에는 메세지 솔루션(채팅기능)을 도입하여 관리자(Web)와

사용자(APP)간의 일감/결제 상담 및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 코어커넥트

개발 플랫폼 : PC Web, Android

개발연도 : 2016년

코어커넥트, “중기명장” B2B 중장비 중개 모바일 플랫폼 개발



• 프로젝트 개요

주식회사 플랫폼로캣티어는 주식회사 플레인바닐라

와 함께 일반 투자자를 위한 온라인 종합 자산관리

모바일 서비스 "플레인바닐라"를 공식 OPEN 하였습

니다.

(1) 투자 관련 각 분야의 현직 전문가들이 모여 제작

(2) 집단지성을 통하여 분석한 금융정보를 제공

(3)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발행시장에서 소싱, 평가

(4) 온라인으로 일반인들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플레인바닐라 앱을 통해서 제공되는 각 분야별 현직 전문가들의 상품과 시장에 대한 생생한 “칼럼”과 “아래는 막고, 위는 열린” 플레인바닐라 옵션(Plainvanilla Option) 

구조를 지향하는 플레인바닐라의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투자의 새로운 길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금, 펀드, 채권, 주식, 메자닌, 구조화 상품 등 카테고리별로 현직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칼럼”

§ 플레인 바닐라의 “포트폴리오”는 성과 및 편입자산 현황, 편입자산별/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률을 일별로 제공하고, 포트폴리오 운용성과와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합니다.

§ 플레인바닐라에서 제공하는 연금 정보는 각종 세제 및 투자가능 자산, 리벨런싱. 연금은 수익률과 절세.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일반투자자의 눈높이에

서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 쉬운 “연금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립니다.

고객사 : 주식회사 플레인바닐라

개발 플랫폼 : PC Web, Android

개발연도 : 2016년

온라인 종합 자산관리 모바일 서비스 "플레인바닐라"



제주왕 O2O 렌터카 실시간 가격비교 예약 웹 서비스.

• 프로젝트 개요

플랫폼로캣티어는 주식회사 제주왕과 함께 제주도 현지 O2O 렌트카 가격비교

및 실시간 예약이 가능한 서비스 "제주왕 렌트카 웹서비스

(https://www.jejuwangcar.kr)"를 정식 OPEN 하였습니다.

제주왕렌트카는 제주 현지 렌트카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시간으로 결제, 

예약이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사용 고객에게 최대 9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네비게이션 무료 제공과 제주관광 가이드 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사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고 신용카드와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Android, IOS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객사 : 주식회사 제주왕

개발 플랫폼 : PC Web, Android, IOS

개발연도 : 2015년

https://www.jejuwangcar.kr/


아웃도어 트래킹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투어리그”개발.

• 프로젝트 개요

㈜에어프랜드의 “투어리그＂는 걷기, 달리기, 자전거 등 가장 대중적인 생활 스포츠를

통해서 언제든지 사용자가 참여와 경쟁이 가능한 온라인 대회 입니다.

6단계 리그제로 운영되며 (루키 < 마이너 < 메이저 < 슈퍼 < 프리미어 < 챔피온 ) 주

간 별로 승패제를 도입하여 1주일 단위로 참여가 가능하고 실력이 비슷한 멤버들끼리

경쟁이 가능 합니다.

기록인증제를 도입하여 1년 단위 시즌제로 플레이가 되며, 매년 최고의 우승자들을 선

정하고 실제 매달과 공식기록 인증서를 제공합니다.

리그 투어를 통하여 자신만의 사진과 스토리를 올릴 수 있이며 투어 길을 GPS 루트와

함께 나만의 여행 컨텐츠를 만들어 가고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올린

멋진 코스를 공유하고 그 길을 따라 투어 가능합니다.

GPS 루트 제공 – 전국 아름다운 길, 걷기길, 둘레길, 자전거길, 국토종주길 등 대표적인

400여 이상 GPS 루트 제공으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네비게이션처럼 루트를 따

라 투어를 즐기면 됩니다.

거리별, 시간별 체크기능 – 1KM 또는 30분 간격 옵션을 선택하면 지속적으로 알림을

주어 트레이닝 효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장거리 투어시 시간과 거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 : 주식회사 에어프랜드

개발 플랫폼 : PC Web, Android

개발연도 : 2015년



KPIA 한국병행수입협회, 병행수입 모바일 인증 서비스 개발.

• 프로젝트 개요

한국병행수입업협회 (http://k-pia.org/)에서 우량 병행수입자를

보호하고 병행수입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품을 수입 판매하는 성실 병행수입자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비자는 안심하고 병행수입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성실 병행수입자를 보호하고,

병행수입자의 권익신장과 건전한 병행수입 시장을 만들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KPIA에서 발급한 QR코드를 스캔하여 소유자 인증을 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증 상품에 대하여 A/S나 정품임을 인증해주는 인증서를

협회에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병행수입된 제품을 A/S를 받을 수 없을 때 KPIA에 인증된 검증 업체를

통하여 A/S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KPIA 에서 인정하는 전문가를 통하여 병행수입된 제품의 진품 가품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사 : 한국병행수입업협회

개발 플랫폼 : PC Web, Android, IOS

개발연도 : 2015년



인테리어 현장일지 모바일 서비스, 사이트팩 (Sitepack) 2.0

• 프로젝트 개요

(주)사이트팩(http://www.sitepack.co.kr/)은 모바일 인테리어 시공 사업자를 위

한 사이트팩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사이트팩은 인테리어 사업자의 필수 정보인 현장위치, 관계자, 공사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사용자 간 정보 공유하여 언제 어디서든 공

사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사진촬영하여 도면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일지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거리측정 단말기(PD-54K)를 통해 도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측정된 거리를 실

제 도면과 비교 하여 오차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VC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 되었습니다.

고객사 : 주시회사 사이트팩

개발 플랫폼 : PC Web, Android, IOS

개발연도 : 2016년



모바일 소셜 멘토링 서비스, HASHALL 모바일 개발.

• 프로젝트 개요

#HASHALL (http://www.hashall.me) 해시올은 모바일 소셜 멘토링 활동을 바

탕으로, 분야별 명성을 형성하고 자신의 이력관리를 하고 멘토와 쉽게 인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봉사 단체 및 기관’들 과 ‘멘토링을

받은 전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멘토링이 끝난 후에도 모바일을

통하여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멘토링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해시피드를 통하여 카드 형식 질문과 답변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카

드 및 베스트 답변을 통한 인증된 퀄리티 높은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또한,

SNS서비스를 통하여 다른 사용자들과의 댓글을 통한 질문을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해시길드는 관심/경험한 분야의 소모임 개념으로 좀 더 전문적인 멘토링을 받

을 수 있습니다.

해시 메시지는 멘토링을 받기 위해 관심/경험 분야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질문

의 편의성을 제공하며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게 아닌 경험 있는 멘토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시머니 구매를 할 수 있으며 질문 답변을 통해 해시머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해시머니를 통해 멘토링 참여의 성취감 및 컨텐츠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고객사 : 주시회사 사이트팩

개발 플랫폼 : PC Web, Android, IOS

개발연도 : 2016년



• 프로젝트 개요

한국수자원공사(https://www.kwater.or.kr)는 대한민국 전국 상수도 시설 설비, 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전국 지역 사무소와 협력사, 지방차치단체가 상수도 관리 운영하는

업무계 시스템인 워터웨이의 UX/UI 개선 및 서비스 기능 고도화와 협력업체와

지방차치단체를 위한 지원 업무 웹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버라이트로 개발된 기존 시스템의 UX/UI 진단과 컨설팅 및 UI 디자인을 새롭게 전면

개편하였으며, 협력사와 지자체를 위한 워터웨이 신규 서비스를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JEUS 기반의 웹서비스 개발과 Arc GIS와 데이터 연동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역 사무소, 협력사,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게 제작된 UI와 서비스를

통하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VPN을 이용한 내부 보안망 서비스로 2015년 4월 서비스 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Water-Way, Silverlight 시스템 화면]

한국수자원공사 Water-Way 실버라이트 고도화 프로젝트.

고객사 : 한국수자원공사

개발 플랫폼 : PC Web, Arc GIS, Sliverlight, Expression Blend, MVVM, KSDSM

개발연도 : 2014년



• 프로젝트 개요

㈜현대캐피탈(https://www.hyundaicapital.com)은

B2B, B2C를 대상으로 카쉐어링 서비스와 차량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현대캐피탈 자동차 장기리스를 한 고객을 대상으로

카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차량 내 Trip Box를 설치하여 이동구간, 급 출발, 급 제동, 유류 사용량 등의

정보를 관제, 통계, 리포트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기업형 시스템(B2B)

1. 고객사별 UI와 화면구성을 조정할 수 있는 에디터 제공.

2. 관리자 사이트를 통합 기업형과 지역형 2가지로 생성 가능.

3. 관리자 기능에서 계약 업체별로 시스템 계정 생성 가능.

2. 지역형시스템(B2C)

1. 개인이 차량 예약 시 온라인 결재(PG) 구현.

2. 관리자가 결재 비용테이블을 개별 생성하여 가격정책 조정 가능.

3. PC와 모바일 앱(Android/IOS)연동을 통한 고객 편리성 제공.

2015년 3월 서비스 런칭하였습니다.

[현대캐피탈 카쉐어링 서비스] [현대캐피탈 차량관제시스템 기업형 서비스 ]

[현대캐피탈 카쉐어링 모바일 앱]

현대캐피탈 카쉐어링 및 차량 관제시스템 시스템 온라인 플
랫폼

고객사 : 현대캐피탈

개발 플랫폼 : 카쉐어링, 차량관제시스템 (Fleet Management System), Android, IOS

개발연도 : 2014년



• 프로젝트 개요

한국그라프너(http://www.graupner.co.kr/)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무선조정기 제조회사인 Graupner 의 한국법인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기존 무선조정기 제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새로운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RC매니아를 위한 컨트롤러 제품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 컨트롤러의 UX/UI 진단과 컨설팅하여 새롭게 안드로이드 OS를

임베디드하여 단순한 기존 컨트롤러 UI를 벗어나 멀티터치 기반의 역동적이며,

프로페셔널한 UI를 적용하여 다양한 RC 기체를 컨트롤하고 기체의 작동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 하였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네트웍과 영상 송수신 기능을 탑재하여 항공사진, 항공영상 등의

저장 및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Groupner Android 기반의 RC Controller Mockup]

한국 그라프너, Android Embedded RC Controller 개발 프
로젝트.

[RC 헬기] [안드로이드 RC콘트롤러 사용 컨셉]

고객사 : 현대캐피탈

개발 플랫폼 : Android Embedded RC Controller 개발

개발연도 : 2014년



• 프로젝트 개요

(주)제이티에스미디어(http://www.jtsmedia.co.kr)는 온라인광고 전문기업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제이티에스미디어의 새로운 광고 서비스 플랫폼 사업

“라이크쉐어(Like Share)“를 위하여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네이버

플랫폼에도 서비스 제휴 될 예정입니다.

㈜제이티에스미디어와 함께 서비스 비즈니스 컨설팅과 서비스 프로세스를 같이

연구, 개발하여 광고 공유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PHP, My SQL, Social Connect, 리워드, 모바일 공유 광고주와 개인 회원 관리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서비스 런칭과 고도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URL : http://www.likeshare.co.kr

[라이크쉐어 웹사이트]

[캠페인 등록 화면]

[광고 공유 위젯]

JTS미디어, “라이크쉐어” 온라인 광고 소셜공유 플랫폼 개발

고객사 : 주식회사 제이티에스미디어

개발 플랫폼 : 온라인 광고 소셜공유 리워드 플랫폼 개발, PC Web, Mobile Web

개발연도 : 2014년



[IGM 세계경영연구원 비즈킷(bizcuit) 온라인 교육사이트]

• 프로젝트 개요

IGM세계경영연구원(http://www.igm.or.kr)은 기업교육, 기업 경영자

교육프로그램과 컨텐츠개발 서비스 및 경영관련 출판사업을 하는 B2B, B2C 

기업입니다.

비즈킷(bizcuit)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IGM세계경영연구원의 B2B, B2C 

온라인 동영상 경영교육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 사이트의 UX/UI 디자인 작업과 Web BI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Code 

igniter(코드이그나이터) PHP Framework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LMS, CMS, 

HRD, ERP 데이터 연동 및 다국어 서비스 확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카드

결제(PG)를 통하여 결제 즉시 컨텐츠 이용이 가능하고 개인과 기업 별도 회원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여 B2B, B2C 사업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URL : http:// www.bizcuit.com

IGM세계경영연구원, 비즈킷(bizcuit)�온라인 교육사이트

고객사 : 주식회사 제이티에스미디어

개발 플랫폼 : 온라인 동영상 교육서비스 개발, LMS, CMS, HRD

개발연도 : 2014년



•

• 프로젝트 개요

㈜청취닷컴(http://www.chungchy.com)은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서비스 및

제공하는 B2B, B2C 기업입니다.

캥거루리딩은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로 전국 300여개의 영어교육기관과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하는 B2B, B2C 온라인 영어교육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 사이트의 UX/UI 디자인 작업과 Web BI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PC Web 

및 IOS, Android 모바일폰과 태플릿PC 사파리,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수 만 여권의

영어교육 컨텐츠를 플레이하고 북마크, 교육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멀티브라우저 영어교육 컨텐츠 플레이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영어교육 컨텐츠 플레이어를 개발을 위해 PHP, J-query, Ajax, My SQL, HTML5 등의

다양한 복합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PDF파일을 자동으로 읽어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고 MP3 음원과 리딩 속도를 맞추어 음원 싱크 하이라이트를

에디팅할수 있는 컨텐츠 관리 툴을 함께 개발 제공하였습니다.

URL : http://www.kangarooreading.com

[캥거루리딩 온라인 영어교육사이트]

[캥거루리딩 HTML5 영어컨텐츠 플레이어]

청취닷컴,�캥거루리딩영어교육사이트개발

고객사 : 주식회사 청취닷컴

개발 플랫폼 : 온라인 영어 교육서비스 개발, LMS, CMS, HRD, mobile Web

개발연도 : 2014년



• 프로젝트 개요

오스템인플란트㈜(http://www.osstem.com)는 치과병원을 상대로 인플란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메신저＂는 치과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고객관리와

마케팅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채널을 제공하는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입니다.

오스템인플란트와 치과병원, 치과병원에 내방하는 환자를 연결하는 Windows 

기반의 PC메신저를 UX/UI 디자인 제작과 원도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WPF)하였으며, 그룹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치과병원에서 환자그룹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환자의 오스템인플란트 시술이력을 저장하여 진료예약

안내와 홍보 마케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원메신저는 치과병원과 오스템인플란트㈜의 담당 수퍼바이저와 연결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업무적인 협의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Windows 기반의 “원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오스템인플란트, 원 메신저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개발

고객사 : 오스템인플란트㈜

개발 플랫폼 : Windows Messenger, WPF, Expression Blend, MVVM

개발연도 : 2014년



• 프로젝트 개요

㈜스마일랩(http://www.smilelab.co.kr)은 배란기 테스트기, 임신

테스트기를 제조 판매하는 헬스케어 정보기술 기업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여성이 구매한 배란기 테스트기, 임신 테스트기와 연계한

테스트 결과 정보를 스마일리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임신가능 일정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개발된 모바일 앱의 UX/UI를 개편하여 여성 사용자의 모바일

사용성, 편의성을 업그레이드하여 개발 하였습니다.

더불어 임신 가능 기간과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캘린더 서비스와 각종

챠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일리더, 배란/가임 테스터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개발

[스마일리더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고객사 : 주식회사 스마일랩

개발 플랫폼 : Android Native

개발연도 : 2013년



[DIGIPARTS Car Sharing 서비스 화면]

[차량관제시스템 관리자 화면] [FMS 차량운행 통계 리포트 화면]

• 프로젝트 개요

(주)디지파츠(http://digiparts.co.kr)는 자동차 트립컴퓨터, DIS(Driver Information System) 

Jog Shuttle, Smart Mirror 등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관련 IT 기업입니다. 

B2B, B2C를 대상으로 카쉐어링 서비스와 차량관제시스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차량 내 Trip Box를 설치하여 이동구간, 급 출발, 

급 제동, 유류 사용량 등의 정보를 관제, 통계, 리포트 하는 플랫폼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기업형 시스템(B2B)

1. 고객사별 UI와 화면구성을 조정할 수 있는 에디터 제공.

2. 관리자 사이트를 통합 기업형과 지역형 2가지로 생성 가능.

3. 관리자 기능에서 계약 업체별로 시스템 계정 생성 가능.

2. 지역형시스템(B2C)

1. 개인이 차량 예약 시 온라인 결재(PG) 구현.

2. 관리자가 결재 비용테이블을 개별 생성하여 가격정책 조정 가능.

3. PC와 모바일 앱(Android/IOS)연동을 통한 고객 편리성 제공.

본 서비스와 솔루션은 ㈜현대캐피탈에 시스템 공급되었습니다.

DIGIPARTS, 차량 관제시스템 시스템 및 카쉐어링 솔루션 개
발

고객사 : 주식회사 디지파츠

개발 플랫폼 : 카쉐어링, 차량 관제시스템(Fleet Management System)

개발연도 : 2014년



• 프로젝트 개요

㈜신흥정밀(http://www.shc.co.kr)은 전기,전자,제어 관련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전문기업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신흥정밀에서 북미와 유럽 등 영어권 국가에 수출용으로

개발하는 Enterprise POS System의 WPF UX/UI 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 POS 시스템의 정보구조를 분석하여 새로운 Information

Architecture 수립하고 사용자의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새로운

사용자 경험(UX)과 UI 디자인을 설계하여 적용하였습니다. 

GUI는 터치 스크린 기반의 WPF UI로 구현하였습니다.

[㈜신흥정밀 수출용 영문 POS시스템 WPF UI] 

㈜신흥정밀, 수출용 엔터프라이즈 POS시스템 WPF 개발

고객사 : 주식회사 신흥정밀

개발 플랫폼 : 엔터플라이즈 POS시스템 WPF UI 개발, WPF, 

Expression Blend, MVVM

개발연도 : 2014년



• 프로젝트 개요

㈜모뉴엘(http://www.moneual.com/kr)은 올인원PC, 로봇청소기 제조 판매하는

종합가전회사 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 및 제품 사이트를 하나의 통합 기업 브랜드

사이트로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뉴엘의 새로운 기업 브랜드 이미지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소셜 플랫폼을

구축을 제안하여 기업 사이트와 SNS서비스의 유기적인 컨텐츠 연동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TV CF의 컨셉을 온라인 사용자 경험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기업과 제품

브랜드 컨텐츠를 제작하였으며, SNS를 연계한 연간 이벤트 프로모션을 통하여 고객의

온라인 마케팅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습니다. 

[메인 페이지] [제품 상세 페이지]

[언론보도 페이지][SNS 연동 이벤트 페이지]

모뉴엘, 제품 및 기업 웹사이트 통합 구축 프로젝트.

고객사 : 주식회사 신흥정밀

개발 플랫폼 : 기업 브랜드 사이트 구축, 소셜 플랫폼 개발

개발연도 : 2014년



Tel: 070 . 5066 . 1484

Fax: 070 . 5066 . 1490

request@rocat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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