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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인 (2015년 11월 설립)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32, 206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솔루션 개발外             

정 재 원

1억 2천만원 (￦120,000,000) 

T. 02-5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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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베니트, SK M&SERVICE,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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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베니트, SK M&SERVICE,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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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 데이터가 수집, 전달되어
상황인식과 분석/가공을 통해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솔루션
1. IOT솔루션

MONITORING CONTROL CONNECTIVITY INTELLIGENT CONTEXT
AWARENESS SERVICE ZERO EFFORT VALUE



- ICT 전문기업으로서 최고의 IT 기술과 서비스로 통합 솔루션 제공

솔루션
1. IOT솔루션



솔루션
1. IOT솔루션 IOT 주요 서비스 - 생활모드



솔루션
1. IOT솔루션 IOT 주요 서비스 - 생활모드



솔루션
1. IOT솔루션 IOT 주요 서비스 – 안심 시나리오



솔루션
1. IOT솔루션 IOT 주요 서비스 – 공용부 서비스



솔루션
2. SI(SYSTEM INTEGRATION) - 기업의 비즈니스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통합 구축 서비스

   고객의 최고의 만족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최상의 IT서비스

   시스템 통합(SI:SYSTEM INTEGRATION)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컴퓨터와 주변기기, 각종 소프트웨어와 통신망,
   시스템을 개발,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원들을 시스템 통합사업자의 책임 하에 조달,
   확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인포인은, 
   I   IOT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팜까지 영역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포인은, 
   수준 높은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 체계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고객 프로젝트의 완수를 위하여 
   항상 노력합니다.

   인포인은, 
   성공적 프로젝트 완수를 통해 고객의 만족과 IT시스템의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운영시스템을 
   개발함을 추구합니다.

   인포인은,   인포인은,
   다양한 기술분야의 전문가를 바탕으로 최적의 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3. 솔루션 - INFOPLATFORM

INFOPLATFORM은 프레임워크의 영역을 넘어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통합방법론 및
완성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컴포넌트를 제공하여 개발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는 솔루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시스템의 재사용도를 높이고 개발기간 절감과 리소스를 절감한다

공통 컴포넌트의 재사용으로 생산성,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OPEN SOURCE 기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들로 하여금 프레임워크의 이해도 향상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킨다.개발자들로 하여금 프레임워크의 이해도 향상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킨다.



솔루션
3. 솔루션 - INFOPLATFORM



솔루션
3. 솔루션 - INFOPLATFORM



솔루션
4. 기술연구소 및 특허 - 비즈니스 라인업



솔루션
4. 기술연구소 및 특허 - 비즈니스 라인업



솔루션
4. 기술연구소 및 특허 - 비즈니스 라인업



솔루션
4. 기술연구소 및 특허 - 비즈니스 라인업



사업가치
1. 픽토 3D 픽토3D는 지형, 공간, 사물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이는 그대로 3D로 입체화하는 리얼 3D 컨텐츠 제작 기술입니다.
-  

픽토 3D는 특정 프로그램 설치 필요없이,
PC, 모바일로 어디서든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www.in4in.com/3d.html



사업가치
2. 멀티복합놀이공간(씨플렉스샵) 실내스포츠와 게임 그리고 미디어 공간이 공존하는

신개념 멀티 복합문화공간입니다.
-  



사업가치
3. 아이폰존 - 아이폰 전문 FIX.



사업가치
4. 주변기기 -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



사업가치
4. 주변기기 -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



사업가치
5. 문화컨텐츠 -  각팅 스토리



사업전략사업전략

한정된
브랜드인지도
한정된

브랜드인지도
제한된
시장
제한된
시장

노후한
이미지
노후한
이미지

단순한
라인업
단순한
라인업

브랜드
마케팅다각화
브랜드

마케팅다각화
채널
다양화
채널
다양화

이미지
개선
이미지
개선

라인
확대
라인
확대

브랜드
신뢰도
브랜드
신뢰도

●핵심 기업 가치인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현재 브랜드 인지 세대의 확대를 위해 
SNS마케팅,모바일 마케팅 강화를 추진하여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젊은 세대로 확장 함.

●경쟁력이 확보된 시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상품의 핵심 매출처로 자리 잡은 영업채널을 확대하고 
이미지를 개선하여

●핵심 기업 가치인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현재 브랜드 인지 세대의 확대를 위해 
SNS마케팅,모바일 마케팅 강화를 추진하여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젊은 세대로 확장 함.

●경쟁력이 확보된 시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상품의 핵심 매출처로 자리 잡은 영업채널을 확대하고 
이미지를 개선하여이미지를 개선하여
경쟁사 대비 낮은 시장점유율을 극복하는 전략을 추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내 시장에 대응 가능한 개발에 집중하며,
수출라인의 강화와 
중국, 동남아 신규 매출시장을 개척.

이미지를 개선하여
경쟁사 대비 낮은 시장점유율을 극복하는 전략을 추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내 시장에 대응 가능한 개발에 집중하며,
수출라인의 강화와 
중국, 동남아 신규 매출시장을 개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