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회사개요 OVERVIEW

CEO Message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水) 성장하는(秀) 솜씨 있는(手) 사람들 ㈜수인소프트 입니
다.

 창사

 대표

 주요사업

 연락처

 주소

 홈페이지

 특허출원

2010년 06월 10일(우리손소프트)

박 효 동

소프트웨어 개발/시스템 유지보수

02-6933-8111(Fax. 02-6933-81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14층 1406-1호(가산동,대륭테크노타운
18차)

www.sooinsoft.com

심전도 장치의 출력데이터 변환방법 및 게이트 웨이 시스템
(Method and gateway system for converting the output data of the 
ECG device)

음성을 이용한 치과진료 시스템 및 방법
(VOICE USING THE DENTAL CARE SYSTEM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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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회사연혁 HISTORY 02

06월 벤처기업인증

02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8

2017
06월 (주)수인소프트 설립

07월 MOIBA, K-Apps 앱개발 지원사업 지원작 선정

05월 중소기업청, 창업성장(앱개발 사업) 연구과제 선정

12월 MOIBA, 제2회 공공정보를 활용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개발지원사업 지원작 선정

05월 중소기업청,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선정

02월 제1회 부천시앱공모전 개발부문 1등 수상

10월 MOIBA, 제1회 공공정보를 활용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개발지원사업 지원작 선정

06월 우리손소프트 설립

2012

2011

2010



03 조직도 ORGANIZATIO
N

대표이사
CEO

기획개발

개발팀 디자인 팀
쇼핑몰

운영대행 팀

운영관리

상품등록

디자인

솔루션 개발

시스템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모바일 디자인/웹 디자인

디자인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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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업영역 SERVICE

수인소프트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술력으로 급변하는 IT환경의 핵심을 파악하여 대

응하며 최고의 IT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회원관리 솔루션

쇼핑몰 솔루션

의료 솔루션

AI 솔루션

쇼핑몰 운영대행

CS 운영대행

커스터 마이징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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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 
Web



05 사업실적 PORTFOLIO

- ㈜신영와코루 공식 온라인 쇼핑몰 “비너스 이숍” 개발 및 유

지보수

- 자체 쇼핑몰 솔루션을 도입한 사이트 개발

- 웹사이트/모바일 앱(iOS&Android)/모바일 웹 개발 및 유지보수

- ㈜신영와코루 EC팀 운영대행

- 입점 제휴몰 운영관리(총 11개 몰)

- 주문/매출/송장/CS 

- 상품등록/기획전 등록 /상품 상세페이지 디자인 등

Service 01 ㈜신영와코루 온라인 쇼핑몰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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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업실적 PORTFOLIO

- ㈜신영와코루 오프라인 회원 가입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 자체 회원관리 솔루션을 POS에 연계

- 웹사이트/모바일 앱(iOS&Android) 개발 및 유지보수

- 회원관리용 바코드 발급 및 관리

- ㈜신영와코루 오프라인 매장 회원가입 관리

- 입점 제휴몰 운영관리(총 11개 몰)

- 매장용 마케팅 플랫폼 연계(모바일 App Push발송 시스템)

- ㈜신영와코루 6개 브랜드 900여 개 매장에서 사용

Service 02 ㈜신영와코루 오프라인 매장 회원가입 서비스 제공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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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업실적 PORTFOLIO

- ㈜신영와코루 기업 홈페이지 유지보수

- 기업홈페이지 7개 사이트 유지보수

- 사내 시스템 사보웹진 사이트 유지보수

- ㈜신영와코루 고객용 웹진 구축 및 유지보수

- 오프라인 매장 배포된 고객용 웹진(iPad)

- 비너스/와코루/솔브/마더피아

Service 03 ㈜신영와코루 고객용 웹진 구축 및 기업 홈페이지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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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업실적 PORTFOLIO

~2019

사업명: ㈜신영와코루 기업홈페이지 및 웹진 시스템 유지보수

발주처: ㈜신영와코루

사업명: ㈜신영와코루 고객센터 패밀리카드 회원가입 시스템 유지보수

발주처: ㈜신영와코루

사업명: ㈜신영와코루 EC팀 온라인 쇼핑몰 운영대행 및 시스템 유지보수

발주처: ㈜신영와코루

사업명: 한국캐피탈 즉시대출서비스 앱(iOS,Android) 개발

발주처: ㈜스마트파이브

사업명: OSB 저축은행 스마트뱅킹 서비스를 통한 비대면 업무 앱(iOS)개발

발주처: ㈜스마트파이브

사업명: ㈜신영와코루 매장용 고객 웹진앱 (iPad) 구축

발주처: ㈜신영와코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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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업실적 PORTFOLIO

사업명: 하나저축은행 모바일 브랜치 앱(iOS,Android) 개발

발주처: ㈜스마트파이브

사업명: 비너스 이숍 웹 사이트 모바일 앱(iOS,Android) 고도화(2차)

발주처: ㈜신영와코루

2017
사업명: ㈜신영와코루 패밀리카드 회원가입 시스템(POS) 구축

발주처: ㈜신영와코루

사업명: 비너스 이숍 웹 사이트 모바일 앱(iOS,Android) 고도화(1차)

발주처: ㈜신영와코루

사업명: ㈜신영와코루 패밀리 카드 모바일 앱(iOS,Android) 구축

발주처: ㈜신영와코루

사업명: 딥러닝 기반 음식인식s/w를 통한 치과 계측치 자동입력 앱(iPad) 구축

발주처: 단국대학교치과대학

2016~ 

사업명: 비너스 이숍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iOS,Android) 구축

발주처: ㈜신영와코루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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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업실적 PORTFOLIO

2016~

사업명: 쁘띠엘린스토어 모바일 앱(iOS,Android) 구축

발주처: ㈜쁘띠엘린

사업명: 시리얼 통신 기반의 ECG 그래프 출력앱 (iPad) 구축

발주처: ㈜헬스허브

사업명: 캐스키드슨 모바일앱(Hybrid) 구축

발주처: ㈜스타일쉽

사업명: 스탠스미스 프로모션 앱(iPad) 구축

발주처: ㈜스타일쉽

사업명: 의료영상 판독서비스 앱 (iOS,Android)구축

발주처: ㈜헬스허브

사업명: 클래스톡 모바일 앱(iOS,Android)구축

발주처: ㈜아이디어플래닛

사업명: SPOWISE 회원관리 모바일 앱(Hybrid) 구축

발주처: ㈜혁산정보통신

사업명: 투자자교육 U-러닝시스템 모바일 앱(Hybrid) 구축

발주처: 투자자교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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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업실적 PORTFOLIO

사업명: 농수산물 유통공사 모바일 웹 구축

발주처: KATI

사업명: 저수지 용량체크 앱(iPad) 구축

발주처: ㈜웨이버스

사업명: 스마트국토정보 모바일 앱(Android)구축

발주처: ㈜웨이버스

사업명: iKooB  앱(iPad) 구축

발주처:  iKooB

사업명: 모바일 텔레캅 i 모바일 앱(iOS,Android) 구축

발주처: ㈜이루온

사업명: 스마트국토정보 모바일 앱(iOS)구축

발주처: ㈜웨이버스

사업명: DVR 관리 시스템 모바일 앱(iOS,Android)구축

발주처: ㈜인투텍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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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획개발팀

담당자: 이해진차장

상담이필요하시거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의연락처로연락바랍니다..

06 업무문의 CONTACT US 12

sales@sooinsoft.com02-6933-8111

TEL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