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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비엔비컴퍼니는최고의퍼포먼스를 자신하는 e-Business Total Service 기업으로

고객과 기업이 모두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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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현황

비엔비컴퍼니는 기업 SI 및 에이전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신하는 e-Business Total Service 기업입니다.

당사는 2015년에 설립하여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고, 키오스크 플랫폼, 메시지(채팅) 플랫폼, WebRTC기반 화상

플랫폼, 이커머스 플랫폼, 여행 플랫폼, 블록체인, 동영상 플랫폼 등 자체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의 대기업 SI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아온 전문성을 기반으로 eBiz platform Consulting, System Integration, 

System Maintenance, Solution Customization 통해 고객사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비즈니스의시작

상호 비엔비컴퍼니(주)

설립일 2018년 12월

대표이사 김복기

사원수 25명 (2023년 03월 기준)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제이플라츠 410-1호

전화번호 02-6672-3905

사업분야

비엔비컴퍼니, 솔루션, 키오스크 플랫폼, 거치형 키오스크, 태블릿, 가상화폐 거래소, 채팅 플랫

폼, 메시징 플랫폼, SI, SM, System integration, System management, 시스템 구축, 시스템

운영, 아웃소싱, 인쇄, 출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제공, ERC20 토큰, RC 20 토큰 상장, 가상화

폐 거래소 매수, 가상화폐 거래소 매도, WebRTC 기반의 HA 대용량 채팅 솔루션, 모바일 웹 구

축, 모바일 앱 구축, 웹 사이트 구축, 컨설팅, 기획, 디자인, 개발, 스토어 출시, 시스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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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현황

✓ 벤처기업확인서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 기술역량우수기업인증서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전문 별첨

✓ 특허증✓ 메인비즈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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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연혁

비엔비소프트 설립을 시작으로 플랫폼 개발 서비스 뿐만 아니라 비엔비컴퍼니 설립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rovide Professional and Divers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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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및인원현황

비엔비컴퍼니는 영업 및 사업 관리 부터 전략 기획 / 디자인과 프론트 / 백 엔드 기술 개발 팀의

협력을 통해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PMO

프로젝트 관리자

기획

디자인 / 퍼블

개발

1명

5명

6명

5명

10명

17%

초급

17%

특급

35%

고급

31%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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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USINESS

서비스플랫폼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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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LUTION

• 분산처리를위한 노드클러스터기술적용

• TCP/IP, TLS, SSL, WebSocket 등다양한프로토콜지원

• 클라이언트 개발을위한웹, 모바일, PC 데스크탑 SDK 지원

TCP/IP 타입의 메시지 서버와 동시에 플랫폼 형태를 취하는

메시지 플랫폼이다.

따라서 단독적으로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모듈로 동작

하게 되며,다른 모듈과 함께 서비스 되기 위해 API 등의 지원

으로 유기적인 형태를 갖는다.

또한, 성능과 분산 처리를 위해 다중 마스터 클러스터를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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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LUTION

• TCP 서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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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LUTION

• 클러스터구조

동시 접속등의 성능을 높이고 Scale-Out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메시지 서버를 Cluster 를 구성하며 Group 에는 Node 생성/삭제 가 자유로울 수 있는 구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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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LUTION

• CLIENT 메시지플로우

송신플로우

수신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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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LUTION

• 원격화상진료 서비스플랫폼

아는닥터, 바이오패스포트닥터, 헤이메디의 원격진료서비스 구축 - 병원, 약국, 환자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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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LUTION

• 화상교육서비스 플랫폼

비상교육, EBS, 대교 화상교육서비스 구축 - WebRTC 기반의 화상교육서비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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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LUTION

• 입점형키오스크 구축

키오스크솔루션구축 입찰제안

✓ - 키오스크 시장의 지속적 확대 및 인력 운영 최소화에 대한 니즈가 증대됨에따라, 편의성 증대 및 운영 효율성을 확보한 솔루션 구축으로 키오스크 솔루션 시장 경쟁력 확보

✓ - 당사가 보유한 클라우드 POS, 클라우드 멤버십, 스마트결제, 스마트오더 등의 레퍼런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경쟁 솔루션 대비 서비스 영역 확대 및 차별화

✓ - 당사가 보유한 클라우드 POS 레퍼런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경쟁솔루션 대비 서비스 영역 확대 및 차별화

✓ -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토대 마련

✓ - F/B 및 다양한 소호 사업장, 프랜차이즈 用 키오스크를 위한 방안 확보.

✓ - 대중적 키오스크 기능과 브랜드 특화 디자인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확보.

✓ - 다양한 키오스크 상품 진열 템플릿 제공

❖ 로컬 DB 서버 구동및키오스크와통합 서버양방향싱크로오프라인 모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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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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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LUTION

• 입점형커머스 플랫폼구축 (MSA기반)

F&B 모바일커머스솔루션구축 입찰제안

✓ 모바일커머스 시장의 지속적 확대 및 자사몰 운영에 대한 브랜드 니즈가 증대됨에 따라 고객 요구사항에 적시 대응 가능한 구독형 D2C 솔루션 구축으로 F&B 모바일커머스
솔루션 시장 경쟁력 확보

✓ 당사가 보유한 클라우드 POS, 클라우드 멤버십, 스마트결제, 스마트오더 등의 레퍼런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경쟁 솔루션 대비 서비스 영역 확대 및 차별화

✓ F&B 비즈니스 환경에서 퀵커머스, V-커머스 등 다양한 커머스 형태를 제공하는 통합 F&B 모바일커머스 솔루션 구축

✓ 단순 커머스 서비스를 떠나 초개인화, 고객분석 등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 제공으로 모바일커머스 솔루션으로써의 가치완결성 확보

✓ 사용자 활동 빅데이터 확보와 분석을 통해 당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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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LUTION

❖ 목표시스템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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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LUTION

❖ 목표시스템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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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LUTION

• 정품인증플랫폼 (NFT기반)

LF 정품인증플랫폼제안

✓ 제품 검색 후 “개런티+” 로고 확인

✓ 제품 결제 단계에서 “개런티+ 정품 인증 서비스”를 옵션으로 선택 - 출고 직전, 판매(출고) 담당자가 정품 검수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

✓ 상품 등록 시, NFT 코드 자동생성, 재고/구매정보는 자동 I/F

✓ 언박싱 동영상 및 제품 이미지 등록 - 고객의 인증(실명 or 전화번호) 후 해당 상품의 디지털 보증서 확인

✓ 구매이력 및 언박싱, 레이블 일련번호, 동영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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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LUTION

• 정품인증플랫폼 (NFT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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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LUTION

• Architecture for Metaverse

비엔비컴퍼니는 메타버스 기반 패션 쇼핑, 유통 ARVR 융합 솔루션 개발 과제를 해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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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LUTION

• Architecture for Meta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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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OLUTION

• Architecture for Meta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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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및실적

한글과컴퓨터
타자연습사이트리뉴얼및
타자연습게임, 
필사, 멀티게임구축

https://www.hancomtyping.com/

한글타자연습사이트 구축 / 
타자연습게임개발 / 필사개발 / 2D,3D게임개발

• 한컴타자 컨텐츠 리뉴얼을 통한 기대효과

• SNS 계정연동

• 홈페이지 개편에 필요한 사항

• 게임 개편에 필요한 사항

• 교육용 게임의 성공요인

• 한컴타자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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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및실적

비손메디칼피부샵
중개플랫폼구축

비손메디칼

Java Spring, Vue.js

피부샵 중개 플랫폼으로 사용자의 피부 표피를 진단

키트(마이크로바이옴)로 진단하여 해당 진단 결과를

성형외과 or 피부과에 전송한후 처방받아서

피부샵에서 케어 받기 위한 피부샵 예약과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2022.02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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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및실적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종합안전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eGovFrame (전자정부프레임워크), jQuery

대국민서비스, 관리자, 대국민 모바일웹으로

구성되어있는 대국민 포털사이트로, 드론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있는

시스템입니다. 교통 안전수준 제고 및생애

주기 관리 환경 구축을 위해 기체신고, 

사용사업체 등록 및 관리, 보험이력 및

사고정보관리 등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2.05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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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및실적

KT VOC 
통합관리시스템

KT

HTML, CSS3, javaScript

KT VOC 통합관리시스템은 온/오프라인의

VOC의품질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온/오프라인 VOC에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열람 및저장해보세요.

직관적인 데이터 UI를통해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보실 수있습니다.

2022.03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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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및실적

KT skyLife-HCN 
시청로그리포팅시스템
고도화

KT Alpha

Java spring

KT의 Skylife-HCN 인수에 따른 시너지 발굴을

위해 광고 데이터 통합 관리가 필요해진 니즈에

따라, Skylife에존재하는 ARA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현대HCN은 광고리포팅 시스템이

부재하여, ARA 시스템을 통해 광고효과 분석

리포팅을 통합 우선 추진하였습니다. (22년

상반기 중, 청약 / 편성 / 송출 전과정에 대한

통합 관리 예정)

2022.01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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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및실적

클리오
공식몰구축

CLIO

쇼핑몰구축, 커머스플랫폼, PHP

브랜드/제품/캠페인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제품의 판매 및 기본적인 소비자

커뮤니케이션까지 가능한 대표 공식몰 개발

(Mobile / PC Ver), 제품 주문, 발송, 환불 등

기본적 쇼핑 서비스 및 CS/QA/상품후기등

전반적으로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

포함하였고, 스마트기기 활성화에 따른Mobile 

접근성, 활용성, 편의성에 최적화된 UI / 

Design 구현하였습니다.

2022.04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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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및실적

폴라리스쉐어
서비스구축

폴라리스 쉐어 테크

AWS, PWA with Vue.js, Java Spring Boot

폴라리스 쉐어 서비스는 지식 생산자와

수용자를 연결해주는 분산형 인센티브 지식

거래 시스템입니다. 이프로젝트는 단순한 문서

공유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지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지식을 거래함으로써 지식 생산자가

보상을 얻고 수용자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품질의 지식을 얻을 수있게 합니다.

2021.08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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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및실적

비상교육 AllviA
화상교육

비상교육

Zoom SDK, Vue.js, WPFZ

비대면 화상교육 에듀테크 플랫폼 AllviA는

스마트보드와 패드를 이용한 양방향 교육

솔루션입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완벽한 학습

플랫폼 환경을 만드는 AllviA와함께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언어를 포함한 모든 과목들을

학습해보세요. 태블릿 pC를통해어디서든, 

어떤 과목이든 AllviA를재미있고 쉽게

배워보세요.

2021.06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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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및실적

바이오패스포트
원격진료서비스구축

바이오패스포트

iOS, php7, Android

쉽고 빠른 비대면 진료 서비스! 

증상별/진료과별로 간편하게 선택하고 빠르게

진료를 받아보세요.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아보세요! 병원 방문 없이 의사 선생님과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채팅을 통해 빠르고 간편한 진료 상담! 

간편하게 채팅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솔직한

사용자 후기를 확인해요! 사용자들의 최근 진료

후기를 확인하고 직접 후기를 남길 수있어요.

2022.05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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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및실적

대교올인원
서비스구축

대교

Native App (AOS : Kotlin, IOS : Swift)

대교 All In One 서비스는 초기 대교 DT 연계

사업을 통해 (Step1, 디지털 제품 및 플랫폼

서비스 수익 쉐어) 사업을 발전시키며, 이후

국내외 교육기업을 위한 교육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1.07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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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및실적

아프리카르완다정부
시스템내채팅
플랫폼구축

콤마톡

iOS, Android

88개언어를 실시간 번역 지원합니다. 편하게

이야기 하세요. 모두 무료 서비스입니다! 

무료로 실시간 커뮤니티 채팅과 1:1채팅과

음성 및영상통화를 즐길 수있고 사진,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도 간편하게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2019.01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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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실적
수행실적내역 (1/5)

구분 프로젝트명 발주처 원청 시작일 종료일

2022 현대건설기계 고객용 앱 구축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2022-10-05 2023-01-04

2022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종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한국교통안전공단 KSI 2022-10-05 2023-01-04

2022 그린재킷 캐디 서비스 고도화 그린재킷 그린재킷 2022-09-23 2022-12-10

2022 미디어윌 통합 부동산 플랫폼 구축 미디어윌 미디어윌 2022-09-13 2023-07-12

2022 한글과컴퓨터 타자연습사이트 리뉴얼 및 타자연습게임 및 멀티게임 구축 한글과컴퓨터 한글과컴퓨터 2022-06-02 2022-11-30

2022 클럽클리오 공식몰 구축 클리오 클리오 2022-04-01 2022-11-30

2022 비손메디컬 피부샵 중개 플랫폼 구축 비손메디컬 비손메디컬 2022-02-03 2022-06-30

2022 와디즈 메이커센터 홈페이지 구축 와디즈 와디즈 2022-06-07 2022-10-07

2021 웅진코웨이 홈피트니스 플랫폼 구축 메츠HIT 웅진코웨이 2021-07-19 2022-04-30

2021 대교 All In One 서비스 구축 메가존 대교 2021-07-01 2021-12-31

2021 KT 산업재해플랫폼 구축 KT DS KT 2021-09-01 2022-01-31

2021 KT SkyLife-HCN 시청로그리포팅시스템 고도화 KT Alpha KT 2022-01-01 2022-09-30

2021 KT VOC 시스템 고도화 KT Alpha KT 2022-03-01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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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실적
수행실적내역 (2/5)

구분 프로젝트명 발주처 원청 시작일 종료일

2022 연금술사 공화국[NFT], 블루바이칼 io 오픈 블루바이칼 블루바이칼 2021-09-01 2022-02-07

2021 불가리코리아 재고관리 시스템 (인도향 개발) 불가리코리아 불가리코리아 2021-04-01 2021-04-30

2021 삼성전자 온라인 주주총회 시스템 개발 온오프링크 제일기획 2021-03-06 2021-03-17

2021 검단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지피지기소프트 인천도시공사 2021-05-01 2021-08-01

2021 비상교육 화상교육 플랫폼 AllviA 개발 비상교육 비상교육 2021-04-01 2021-06-30

2021 헤이메디 P2P 의료 서비스 플랫폼 구축 헤이메디 헤이메디 2021-08 2021-11

2021 EBS 중학 프리미엄 서비스 구축 EBS EBS 2021.09 2021.11

2020 한화생명 LIFE PLUS 마음건강 서비스 프로젝트 나루아이 한화생명 2020-12-21 2021-01-31

2020 환경관리공단 APP 개발 비투텍 환경관리공단 2020-08-26 2020-11-30

2020 SPC 그룹 해피리얼 서비스 개발 서커스컴퍼니 SPC 그룹 2020-04-01 2021-05-31

2020 아는닥터 서비스 개발 엠티에스컴퍼니 엠티에스컴퍼니 2020-07-17 2020-10-16

2019 점포라인 재구축 사업 점포라인 점포라인 2019-12-01 2020-06-30

2019 캠프통아일랜드 플랫폼 개발 파이키앤컴퍼니 통 그룹 2019-01-10 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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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실적
수행실적내역 (3/5)

구분 프로젝트명 발주처 원청 시작일 종료일

2019 현대자동차 포인트 몬스터 앱 구축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2019.10 2020.05

2020 이지웰니스 상담시스템(EAP) 구축 이지웰니스 이지웰니스 2020.08 2021.03

2020 이랜드이츠 HR 플랫폼 구축 이랜드이츠 이랜드이츠 2020.01 2020.11

2020 케이웨더 공기질 측정데이터 모니터링 고객용 웹사이트 구축 케이웨더 케이웨더 2020.11 2021.02

2020 한국금거래소 도소매 플랫폼 구축 한국금거래소 한국금거래소 2020.01 2020.05

2019 천주교 부산교구 봉헌금 결제서비스 구축 천주교 부산교구 천주교 부산교구 2019.12 2020.02

2019 에브리펫 코잇 서비스 구축 에브리펫 에브리펫 2019.11 2020.03

2019 한국보육진흥원 웹사이트 리뉴얼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2019.10 2020.12

2016 루이까또즈 매장앱, 관리자앱 구축/운영 태진인터내셔널 태진인터내셔널 2015.06 2016.10

2016 한화갤러리아 대표/명품관/식품사업부/ 백화점사업부 홈페이지 구축 운영 한화갤러리아 한화갤러리아 2013.05 2016.05

2016 한화갤러리아 디지털매거진 구축/운영 한화갤러리아 한화갤러리아 2013.05 2016.05

2011 LG전자 바이킹/인피니아/넷하드/트롬 브랜드사이트 구축 LG전자 LG전자 2011.03 2011.12

2011 LG전자 BestShop 광고물 발주시스템 구축 LG전자 LG전자 2010.10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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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실적
수행실적내역 (4/5)

구분 프로젝트명 발주처 원청 시작일 종료일

2014 GS홈쇼핑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네오싸이언 GS홈쇼핑 2014.03 2014.12

2016 SK엔카 스마트워크 앱 구축 SK엔카 SK엔카 2016.07 2016.12

20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운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
2014.03 2014.12

20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화사업 / 교육관리시스템 구축 대우정보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03 2015.08

2015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책 접근성 인증사이트 구축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2015.07 2015.12

2015 새누리당 온통소통 서비스 구축 새누리당 새누리당 2015.01 2015.08

2015 캐논코리아 컨슈머이미징 웹/모바일 사이트 구축 캐논코리아 캐논코리아 2015.04 2015.06

2019 콤마톡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콤마톡 콤마톡 2019.01 2021.03

2020 SMB Coin 블록체인 서버 / 지갑 플랫폼 SMB Coin SMB Coin 2020.02 2020.04

2019 CJ 올리브네트웍스 TripfuLight 시스템 구축 CJ 올리브네트웍스 CJ 올리브네트웍스 2019.05 2019.06

2019 롯데월드 온라인간소화 및 테블릿 키오스크 구축 롯데월드 롯데월드 2019.05 2019.10

2019 비트메타 가상화폐 거래소 구축 비트메타 비트메타 2018.10 2019.02

2016 한양로보틱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한양로보틱스 한양로보틱스 2016.07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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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사업실적
수행실적내역 (5/5)

구분 프로젝트명 발주처 원청 시작일 종료일

2018 인바디 스마트밴드2 블루투스 연동 인바디 인바디 2018.02 2018.05

2018 브레인콘텐츠 미국 LOTTO 서비스 구축 브레인콘텐츠 브레인콘텐츠 2018.05 2018.09

2018 잠뱅이 태블릿 키오스크 플랫폼 구축 잠뱅이 잠뱅이 2018.10 2018.12

2019 아프리카 르완다 정부 시스템 내 채팅 플랫폼 구축 아프리카 르완다 아프리카 르완다 2019.08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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