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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M Co.,LTD Profile

(주)이츠엠 회사소개서



ABOUT

(주)이츠엠은 끊임없는 연구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고객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 프로젝트 수행능력 >

- 국내외 풍부한 IT개발경험

- 전문화된 인력보유

- 특화된 서비스개발 경험

- 이츠엠만의 통합유지관리

- 웹/모바일/앱 시스템 개발구축

- 다양한 업무계 시스템 개발구축

-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시스템 및 요구사항 >

고객의 전략적
목표달성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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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ABOUT

(주)이츠엠 IT’S M Co.,LTD

서연지

(본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63번길 6 (대잠동) 3층

(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 217 (성당동) 4층

2000년 09월 (2012년 6월 법인전환)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콘텐츠 보안서비스

업체명

대표자

주소

설립년도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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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의 ICT 사업 및 모바일 솔루션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 환경 및 니즈에 최적화된 다양한 솔루션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 전문 회사로서, 

앞선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솔루션 전문회사입니다. 



PROCEDURE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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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UX 기획 및 디자인

·서비스 기획

·GUI 디자인/ 퍼블리싱

·Interaction 디자인

· 웹사이트 구축

· 반응형 웹/앱 개발 구축

· 통합시스템 구축

·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검증

· 웹 사이트 유지보수

· 웹 접근성 유지관리

· 통합시스템 운영관리

· 모바일앱 운영관리

기획 / 디자인

구축

운영



(주)이츠엠의 인력구성 정보

총 직원수 - 33명 (2018.12기준)

개발사업본부

대표이사

경영회계팀영업본부

사업관리부

SM사업부 ICT사업부SI사업부

공공기관 통합홈페이지
구축

공공기관 프로그램 개발

대학 통합홈페이지 구축

학사·행정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공공 및 대학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
& 보안시스템 구축

스마트APP 구축

모바일 핀테크 결재서비스
구축

모바일통합플랫폼 구축

IOT 사물인터넷시스템 구축

스마트시티플랫폼 구축

기술연구소 인프라사업팀

5명 (13%)

9명 (27%)

12명 (38%)

8명 (24%)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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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ANPOWER



2018
- 대구 서구 홈페이지 리뉴얼 및 기능개선

- 대구 서구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리뉴얼

- 포항시의회 홈페이지 리뉴얼

- 포항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유지보수

- 대구 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 포항시 웹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 성주군  택시운행보조금정산시스템  구축

- 포항시청 시민청원사이트 구축

- 송호대학교  통합홈페이지 구축  주사업자

-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 모바일 POS시스템 구축

- 포항시 모바일핀테크  3차 사업  주사업자 

- 포항시 모바일통합플랫폼2차 사업 주사업자

- 서울의료원 아토피천식센터 홈페이지  구축

2017
- 한국수자원공사 물포털 통합 콘텐츠 구축

- 한강홍수통제소 대국민 홍수정보 제공 APP 구축

- 창녕군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시스템 구축

- 아주대학교  교수수업 피드백 프로그램 개발

- 대구공업대학교 대표홈페이지 및 부속기관 

홈페이지 통합관리

2016
- 포항시 자투리시간 거래소 홈페이지 구축

-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및 시장 잠재량 분석 앱 개발 

- 대구공업대학교 시설물 온라인 예약관리 시스템 구축

HISTORY
ABOUT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  

- 안동과학대학교 웹사이트통합 구축 사업 주사업자

- 포항시 모바일통합 구축 사업 주사업자

- 한동대학교 모바일핀테크 2차사업 주사업자선정

(포항시위탁)

- 포항시 웹시스템 개선 및 통합유지관리 주사업자 선정

- 영천시 웹시스템 개선 및 통합유지관리 주사업자 선정

2015
- 한국수자원공사 WATER정보 고도화 사업

- 한국식품연구원 식품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국학진흥원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홈페이지 

(+ 모바일 APP 개발)

- 울진군의료원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홈페이지 

(+ 안드로이드 APP 개발)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안드로이드&아이폰 APP

 개발

2014
- 한동대학교 IR 지원실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구축

- 포항시 식재료 공동직거래 모바일웹 개발

- 경상북도 행복지도 GIS 연계 웹시스템 구축 

- 구미시 GIS기반 대시민서비스 콘텐츠 구축

- 신재생 에너지 자원 지도 모바일용 소프트웨어 

개발

- 포항시 식재료 공동거래시스템 개발

- 우리은행 다문화장학재단 온라인 지원시스템 

개발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HIT인재양성사업단 

홈페이지구축

2013
- 대구공업대학교 2차 스마트 고도화 구축

- 한양대학교 스마트캠퍼스 2차 구축

- 아주대학교 스마트캠퍼스 

- 명지전문대학교 스마트캠퍼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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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PROJECTS
ABOUT

홈페이지 전면 개편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고도화 용역

대학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교직원정보서비스 개편

홈페이지 리뉴얼 및 기능개선

2018년 웹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E-AA학사지도, 진단시스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시스템 구축

자동차사고피해가족 대국민 지원사업 홈페이지 구축

입학홈페이지 및 학생정보서비스 구축

모바일통합플랫폼구축

2017년 웹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2018. 08 ~ 2019. 01

2018. 07 ~ 2018. 11

2018. 07 ~ 2018. 10

2018. 03 ~ 2018. 07

2018. 01 ~ 2018. 12

2017. 09 ~ 2017. 12

2017. 06 ~ 2017. 12

2017. 06 ~ 2017. 12

2017. 03 ~ 2017. 06

2017. 02 ~ 2017. 07

2017. 01 ~ 2017. 12

송호대학교

서울 의료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 서구청

포항시청

한동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교통안전공단(진두아이에스)

대구공업대학교

포항시청

포항시청

WINGSⓢCMS, Java, JSP, MySQL 

WINGSⓢCMS, Java, JSP, MySQL  

Java, JSP, MySQL

PHP,  MySQL

Java, JSP, Oracle

Java, JSP, MySQL

Java, JSP, Oracle

Java, JSP, Oracle

Java, JSP, MySQL

Java, JSP, MySQL

Java, JSP, PHP, MySQL

사업명수행년도(기간) 발주처 주요기술

- 6 -



CLIENTS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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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ABOUT

가족친화인증서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
협동조합가입증서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유망중소기업선정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특허증_모바일핀테크 특허증_스마트비콘 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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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확인서



MAIN BUSINESS LINE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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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표준, 웹접근성, 반응형웹 요구분석부터

구축 및 기능보강, 예방 유지보수까지 사이트의 

최적 상태를 위한 서비스 제공

안드로이드, IOS 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프로그램 기획, 디자인, 개발 등의 제작 

단계부터 마켓등록까지 구축 개발

웹사이트 관리의 효율성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콘텐츠 배포 및 관리를 통한 고객 만족을 

위한 시스템 제공

웹사이트 통합구축

모바일 APP구축

CMS콘텐츠관리

웹표준, 웹접근성, 반응형웹 요구수정부터 

기능보강, 예방 유지보수까지 사이트의 최적 

상태를 위한 서비스 제공

안드로이드, IOS 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프로그램 기획, 디자인, 개발 등의 제작 

단계부터 마켓등록까지 구축 개발

웹사이트 관리의 효율성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콘텐츠 배포 및 관리를 통한 고객 만족을 

위한 시스템 제공

화상교육시스템

홈페이지통합시스템

정보통합시스템



PORTFOLIO

주요 포트폴리오
2017 ~ 2018 

WEB    WINGSⓈCMS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WEB   애니타임 (구인구직시스템)

MOBILE APP   WINGSⓈMOVE (농촌형 교통모델개선)  

MOBILE WEB   시민소통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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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버전 3.7 호환성 인증(레벨2)

· 오픈 소스로 웹사이트 개발 시 필요한 공동컴포넌트 적용

· 최신버전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

· HTML5 /CSS3 반응형웹 구축

1.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통합 홈페이지 구축

모듈식 기능개발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커스터마이징으로 일원화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

2.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누구나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 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3. 루트맵을 이용한 위치정보에 기반을 둔 서비스 구현

자체 개발한 루트맵을 이용하여 길 안내부터 주변 정보(관광지,숙박,  음식점) 검색까지 한 번에 해결

4. 오픈 API 를 활용하여 사용자 중심 서비스 구현

기관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를 활용하여 학교 캠퍼스 및 부속기관 등을 안내해 주는 웹 서비스 구현

1. WINGSⓢCMS(콘텐츠관리시스템) 
PORTFOLIO /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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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구성 관리 / 템플릿 관리 / 메뉴 및 콘텐츠 관리 / 

통합 게시판 관리 / 사용자 권한 관리 / 통계 관리
주요기능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3. 7

· Any OS/ Any DBMS/ Any WAS 
운영환경



· 자투리시간을 활용한 구인,구직자 실시간 연결 시스템

· 온-오프라인 양방향 매칭 서비스 지원

· 지역 지자체 특화 시스템

1.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2.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 연계

3. 기 운영중인 회원 서비스 연동 가능 

4. 관리자를 위한 편리한 통계 기능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3.5  / JAVA SDK 1.7

·Apache / Tomcat 7 / Any DBMS
운영환경

2. 애니타임 (구인구직 시스템)
PORTFOLIO /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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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1]  포항시 자투리시간 일자리, 주부 등에 인기    - 뉴스1코리아 -

[18.03.20]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한다 '자투리 시간 거래소'   - JTBC 뉴스 -
보도자료



· 택시 운행 보조금 정산시스템을 활용한 보조금 정산·지급 

절차를 간소화 하는 시스템

· NF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통개선시스템 정산 프로그램

· 운행기록, 승인내역, 보조금신청확인, 택시정보 등을 
통합관리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기사용 앱 실행 > 

택시 운행(운행 정보 자동저장) 

> 운행정보 전송

(이용객, 승하차위치, 이동거리, 

이용금액)

택시 탑승 > 

기사용 앱에 승차 태깅 > 

기사용 앱에 하차 태깅 > 

승객부담금 지급

운행정보 및 정산내역 조회 > 

보조금 승인 > 

기사 관리 > 

택시 회사 및 개인택시 관리 > 

NFC카드 관리

3. WINGSⓢMOVE (농촌형 교통 모델 개선)
PORTFOLIO / SOLUTION 

시스템관리자

사용자 관리
1. 실시간 정보수집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보조금 정산과 관련된 택시 운행 정보 실시간 수집 및 사용자 정보의 신뢰성 강화

2. 사용자 편의성 증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타겟층을 고려한 직관적인 UX 설계로 편의성 강화

3. 보조금 누수방지

승객 운송 정보를 실시간 수령함으로써 보조금의 누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군민에게 행복복지를 실현

4. 업무 효율성 제고

택시기사 탑승객 담당자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가 시스템 상의 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행정인력 감소 및 업무시간 단축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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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청원 및 시민의 소리 접수

· 카카오 알림을 이용한 메시지 푸시 기능

· 청원글의 관리를 위한 관리자용 웹 제공

1. SNS에서 해시태그로 등록된 게시물을 모니터링 및 관리

2. 청원 글에 대한 비방글의 필터링 기능

3. 청원글 답변에 대한 알림 서비스 제공 (카카오톡 알림톡서비스 및 문자메시지 이용: 제반 비용 별도)

4. 기 운영중인 회원 시스템 연계 및 SNS회원 로그인 가능

5. 타 시스템 및 앱 연계 및 확장성 가능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3.5  / JAVA SDK 1.7

· Apache / Tomcat 7/ Any DBMS
운영환경

4. 시민소통플랫폼
PORTFOLIO / SOLUTION



CONTACT US

대표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1544 - 4686

itsm@itsm.co.kr

www.itsm.co.kr

(본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63번길 6 (대잠동) 3층

(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 217 (성당동) 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