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verview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회사 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아이엔티랩 

황 종 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전산 시스템 컨설팅, 설계,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5 삼성 리더스타워 705호 

Tel) 02-2026-7420  Fax) 02-2026-7433 

2003년 05월 

2003년 05월 ~ 현재 (13년) 



Business Area 
㈜아이엔티랩만의 자체 솔루션 개발 및 제공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Website 

구축 

Website 

운영 

Intranet / 
Extranet 

Mobile 
Business 

E-business 
Consulting 

Solution 

• 공공기관/관공서/ 

자치단체 

• 기업사이트/포털사이트 

• 브랜드/홍보/쇼핑몰 

• 지속적인 유지관리 

• 안정적인 시스템운영 

• 뉴스레터, 웹진운영/ 

컨텐츠 제공 

• 내부 업무처리  

Intranet 

• 외부 확장 

Intranet 시스템 

• 협력업체 및 

대리점 연계시스템 

• 모바일 전용 

웹사이트 개발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안 

• 웹표준/웹접근성 

• 다국어 웹사이트 

개발 

• eBranding / 

E-Biz 전략 

• LMS 

• CMS 

• Survey 

• E-mail marketing 

• 통계&로그분석 

• 인터넷 강좌 관리 

• 커뮤니티 



History 

이벤트 플러스 온라인 행사 서비스 런칭 

 이미지 메이크 서비스 온라인 런칭 

제 13회 Web Award Korea 공공부문 > 공공기관 분야 대상(서울지방경찰청) 

                                             웹진부문 > 웹진분야 우수상(국제교류재단 코리아나) 

                                             웹진부문 > 웹진분야 우수상(식품의약품안전처 열린마루) 

콘텐츠 관리 시스템 INT CMS v3.0 출시, 웹진 솔루션 INT ZINE 2.0 출시 

제11회 Web Award Korea 교육부문 > 사이버대학 분야 대상 | 공공/의료부문 > 공공기관 분야 최우수상 

제10회 Web Award Korea 고객지원/서비스부문 > 웹진 분야 대상, 

공공/의료 부문 > 정부기관 분야 대상, 공공/의료부문 > 공공기관 분야 최우수상,  

미디어/정보서비스 부문 > 전문정보 분야 최우수상, 모바일웹 서비스 부문 > 공공/의료 분야 최우수상,  

문화/레포츠 부문 > 영화/예술 분야 우수상 

제9회 Web Award Korea 정보/공공부문 > 정부기관 분야 대상, 공공/의료부문 >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 

미디어/정보서비스부문 > 전문정보 최우수상, 고객지원/서비스부문 > 웹진 분야 최우수상, 

고객지원/서비스부문 > 사이버전시관분야 최우수상 

웹접근성 적용 콘텐츠 관리시스템(Contents Management System) V4.0 출시 

한국웹접근성 인증위원회 1개 기관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한국정보화진흥원 3개기관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제8회 Web Award Korea 공공/의료부문 > 지방자치기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 

Award Korea 모바일웹서비스부문 > 모바일 공공분야 우수상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계속 → 



History 

Web Award Korea 2009 서울아트마켓 문화/레포츠 부문 /축제분야수상 

아이티맥스 협력업체 체결 
E-Mail Marketing 솔루션 개발완료 

기술혁신과제 성공판정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과제 개발 완료 

콘텐츠 관리 시스템(INT CMS v1.0) 출시 

웹진 솔루션 INT ZINE 출시 
솔루션 사업부 신설 

법인 설립, Future BBS for School(사이버 강의 프로그램) 등록 

New Builder(인터넷 신문) 프로그램 등록 

온라인 경매 시스템 프로그램 등록 

2009 

2008 

2005 

2004 

2003 

2006 

2007 

Web Award Korea 2010 문화/레포츠 부문>호텔/콘도/펜션 부문 최우수상 수상,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 수상,  

한국웹접근성 인증위원회 3개 기관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한국정보화진흥원 2개기관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품질경영시스템(KS Q ISO 9001 : 2009 / ISO 9001 : 2008) 인증 

2010 



Awards 

서울지방경찰청 

http://www.smpa.go.kr 

Web Award Korea 2016 

공공/의료 부문 >  

공공기관 분야 대상 

반응형 웹디자인 

42개 경찰서 홈페이지 제작 

웹접근성, CMS납품, 반응형 



Awards 

국제교류재단 코리아나 

http://www.koreana.or.kr 

Web Award Korea 2016 

웹진 부문 > 우수상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8개국 언어 제작 

웹접근성, CMS납품, 반응형 웹 



Awards 

식품의약품안전처 열린마루 

http://www.mfds.go.kr 

Web Award Korea 2016 

웹진 부문 > 우수상 

기사제작 

콘텐츠 수정 

반응형 웹 

웹접근성, 반응형 웹, 콘텐츠 제작 



Awards 

한국해양과학기술원 

http://www.kiost.ac.kr 

Web Award Korea 2012 

공공/의료 부문 >  

공공기관 분야 최우수상 

The 2012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Website - Diversified Services 

SILVER STEVIE WINNER 

웹접근성, CMS납품 



Awards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http://www.khwis.or.kr 

Web Award Korea 2012 

공공/의료 부문 >정부기관 분야 대상 

 2012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2012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웹접근성,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Awards 

국립극장 
http://www.ntok.go.kr 

공연예술자료 온라인 신청 및 제공 기능 구축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강화 

웹접근성, CMS납품, 개인정보보안 

Web Award Korea 2013 문화/예술 공연분야 

우수상 



Awards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http://www.ekapepia.com/ 

제10회 Web Award Korea 미디어/ 

정보서비스, 모바일웹 서비스 부문 > 

전문정보,공공/의료 분야 Finalist(최우수상) 

장애인인권포럼, 웹접근성 인증마크 



Awards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모바일 
m.ekapepia.com/ 

제10회 Web Award Korea 모바일웹 서비스 

부문 > 공공/의료 분야 Finalist (최우수상) 

장애인인권포럼, 웹접근성 인증마크 



Awards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https://www.kist.re.kr 

제10회 Web Award Korea 

공공/의료 부문 > 정부기관 분야 Winner 

(대상) 

장애인인권포럼, 웹접근성 인증마크 



Awards 

국립현대미술관 웹진 
http://artmu.mmca.go.kr 

제10회 Web Award Korea 

고객지원/서비스 부문 > 웹진 분야 Winner 

(대상) 

반응형 웹 구축, 2년 연속 수상 



Awards 

한국해양과학기술원 
http://www.kiost.ac.kr 

CMS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Web Award Korea 2013 

공공/의료 부문 > 공공기관 분야  (최우수상) 

웹 접근성 준수, CMS납품, 통합검색 



Awards 

CMS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Wide 

화면의 PC, 일반 PC, Tablet & Pad, Mobile 

Phone 등 접속 디바이스의 종류와 해상도에 

최적화 가능한 화면 구성의 화면해상도 FULL 

HD 기준 컨셉의 반응형웹 제작(4단계) 

Web Award Korea 2014 

분야별최우수상 > 공공/의료부문 공공기관분야 

FINALIST (최우수상)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 

웹접근성, 통합검색, 반응형, CMS납품,  
개인정보보안 



Awards 

CMS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상시 

업데이트 콘텐츠가 반영될 수 있도록 

메인페이지의 정보노출 및 강의, LMS 

연동영역 강화 

Web Award Korea 2014 

분야별 대상 > 교육부문 사이버대학분야 

WINNER(대상) 

글로벌사이버대학교 
http://www.global.ac.kr 

웹접근성, 통합검색, 반응형, CMS납품, 개인정보보안 



Organization 

대표이사 

전략기획팀 

• Project management 
• Client request analysis 
• Content producting 
• Information Architecture 

디자인팀 

• Interactive design 
• Multimedia design 
• Character design 
• Motion graphic 

개발팀 

• Co-Development 
• System integration 
• Database initiation   
• Co-Maintenance 
• Solution-Development 

개발팀 

• Web Accessibility 
• Web Standard 

모바일 사업부 

• Mobile Application 
• Mobile Website 

이사 경영 지원본부 



Client 



Web Development 
㈜아이엔티랩의 기술 개발연구팀에서는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의 복잡한 영역을 통합 관리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하였습니다. 

<정의> <서비스 구성도> 



Mobile 

Development 
모바일 전용 웹사이트 

개발 

Application 
모바일 전용 APP 

개발 

모바일 최적화 웹사이트 

향후 모바일웹이 PC인터넷 환경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트랜드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아이엔티랩과 함께 귀하의 비즈니스를 한발 앞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캐이션 서비스 기획 

- 모바일 플랫폼별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기획 

- 각 플랫폼별 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원 (아이폰/안드로이드폰/윈도우모바일) 

- 서비스군별 모바일앱 기획/설계/디자인/개발 컨설팅 

- 안정적 인터페이스 및 쉽고 편리한 관리시스템 제공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서 성공적 비즈니스를 위해선 범용적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합니

다. 

㈜아이엔티랩은 아이폰/안드로이드/윈도우 모바일 등 각 모바일 플랫폼에 맞추어 플랫폼별 어플리

케이션을 개발해 드립니다. 



Responsive Web 

반응형웹 이란? 

반응형 웹 디자인은 웹 디자인의 한 접근방법으로, 데스크탑 모니터부터 모바

일 폰 까지 등 많은 종류의 디자이스에서 최적의 사용환경, 최소한의 리사이징, 

패닝, 스크롤링으로도 읽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만

드는 것을 말합니다. 

(구축 사례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Tㅅ 

Project 

CMS 구축을 통해 손쉽게 메뉴를 수정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능 구현 (효율적인 관리 시

스템 구축) 

글로벌사이버대학교 
 http://www.global.ac.kr 

2014 

웹표준 / 웹접근성 / 웹취약점 준수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를 위한 반응형 웹 구축 

접속 환경(모니터의 가로 해상도)를 확인하여 최

적화된 형태로 화면 제공 



Tㅅ 

Project 

CMS 구축을 통해 손쉽게 메뉴를 수정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능 구현 (효율적인 관리 시

스템 구축)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를 위한 반응형 웹 구축 

KBIZ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home/homeIndex.do 

2014 

웹표준 / 웹접근성 / 웹취약점 준수 

접속 환경(모니터의 가로 해상도)를 확인하여 최

적화된 형태로 화면 제공 



Tㅅ 

Project 

CMS 구축을 통해 손쉽게 메뉴를 수정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능 구현 (효율적인 관리 시

스템 구축)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를 위한 반응형 웹 구축 

FITI 시험연구원 

https://www.fiti.re.kr/MA/ 

2014 

웹표준 / 웹접근성 / 웹취약점 준수 

접속 환경(모니터의 가로 해상도)를 확인하여 최

적화된 형태로 화면 제공 



Tㅅ 

Project 

CMS 구축을 통해 손쉽게 메뉴를 수정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능 구현 (효율적인 관리 시

스템 구축)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용자 서비스 체계 구축 

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 

http://www.kiost.ac/ 

2014 

웹표준 / 웹접근성 / 웹취약점 준수 

UI 및 정보체계 개선 및 인지도 향상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쉬운 인터페이스 

제공 



Tㅅ 

Project 

CMS 구축을 통해 손쉽게 메뉴를 수정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역동성을 줄 수 있는 Design Identity 구현 

신공항하이웨이 

http://www.hiway21.co.kr/ 

2014 

SNS 연동 및 문화광관 요소 등이 어우러진 사이

트 구현 

UI 및 정보체계 개선 및 인지도 향상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를 위한 반응형 웹 구축 



Tㅅ 

Project 

국문/영문통합구성 

자동화 시스템 구축(데이터 관리 및 활용, 공연코
드 자동 연결) 

국립극장 

http://www.ntok.go.kr/ 

2014 

웹표준 / 웹접근성 / 웹취약점 준수 

설문조사 기능 구축 

SNS 연동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Portfolio 

계절 및 특정행사 컨셉에 어울리는 디자인 반영 

전체 컨텐츠 제작,운영,관리 (주제선택 및 기사  

수급/취재, 인터뷰 컨텐츠 수급 및 제작) 

한국석유공사 웹진 Café Oleum 

http://www.knoc.co.kr 

2014 ~2015 

3단 그리드 시스템의 반응형 웹페이지 



Portfolio 

계절 및 특정행사 컨셉에 어울리는 디자인 반영 

전체 컨텐츠 제작,운영,관리 (주제선택 및 기사  

수급/취재, 인터뷰 컨텐츠 수급 및 제작) 

인권위원회 웹진 

http://webzine.humanrights.go.kr/  

 2014 ~2015 

3단 그리드 시스템의 반응형 웹페이지 



Portfolio 

문화재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시원한 레이아웃 

적은 양의 콘텐츠를 보완하기 위한 세로형 

메뉴구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웹진 

http://webzine.overseaschf.or.kr 

2014~2015 

2단 그리드 시스템의 반응형 웹페이지 



Portfolio 

중앙전파관리소 특성에 어울리는 심플한 

 디자인 반영 

컨텐츠 유형 정리 및 중앙전파관리소 소개에  

어울리는 각 페이지 캐릭터 반영 

중앙전파관리소 웹진 
http://webzine.crmo.go.kr 

2014~2015 



Portfolio 

서울사랑 오프라인 간행물과 통일감 있는 

디자인 반영 

기존의 불편한 운영관리 시스템의 불편으로  

운영관리 공백 최소화 

서울사랑 웹진 

http://love.seoul.go.kr 

2014~2016 

웹접근성 및 표준 준수로 이용 활성화 



Tㅅ 

Portfolio 

제9회 Web Award Korea 2012 고객지원/ 

서비스 부문 > 웹진 분야 최우수상 

제10회 Web Award Korea 고객지원/서비스 

 부문 > 웹진 분야 Winner (대상) 

국립현대미술관 웹진 Art:Mu 

http://artmu.mmca.go.kr 

2013~ 2014 

무지개 컬러 컨셉을 도입하여 매 호 컬러  

아이덴티티 반영한 독특한 비주얼 체계 

4단 그리드 시스템의 반응형 웹페이지 



T 

Portfolio 

아이디어클라우드 컨설팅 개편 

3개 지역허브 회원정보 통합 

경기콘텐츠진흥원 아이디어클라우드 및 창조경제 허브 통합 개편 

http://www.ideacloud.or.kr 

2016 

아이디어클라우드 컨설팅 및 창조허브 서비스 

연계 

4단 그리드의 반응형 웹 서비스 구축 



T 

Portfolio 

지역일자리 목표 등록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록 

고용정보원 지역고용네트워크  

http://www.reis.or.kr 

2015 ~ 

전국일자리 창출 통계 정보 제공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콘텐츠 연계 서비스 



T 

Portfolio 

CMS를 사용한 체계적인 콘텐츠 관리 

분산회원정보 서비스 통합 

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개편 

http://www.seoultp.or.kr 

2016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웹접근성마크 획득) 

4단 그리드 시스템의 반응형 웹페이지 



T 

Portfolio 

CMS를 사용한 체계적인 콘텐츠 관리 

전국 관광투자 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한국관광공사 관광투자 시스템 구축 

http://invest.visitkorea.or.kr 

2015 ~ 2016 

관광투자 상담 및 문의가능한 헬프데스크 

4단 그리드 시스템의 반응형 웹페이지 



Contact Us 
About INTLab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86, 리더스타워 705호 
 
286 Cherry Blossom in Seoul collar,  
Leaders Tower No. 705, Republic of Korea 
 
Tel.  (02) 2026-7420 
Fax. (02) 2026-7433 
 
www.intla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