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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Company

메타브레인은 1998년도에 설립하여
다양한 웹사이트 개발과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디지털 전문기업입니다.
인터넷 1세대로 온라인 컨설팅과 솔루션&사이트 구축을 해온 저희는 지난 기간동안
디지털에 대한 열정으로 새로운 변화를 탐구하며 고객들의 IT영역에서의 어려움을 해
결하며 새로운 가치를 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메타브레인이 집중하는 것은 웹,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용한 보다 쉽고 편리한 라이프
와 비즈니스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서비스와 컨설팅을 위한 R&D에 투
자를 하여, 고객과 사용자에게 실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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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1998년 백남준 비디오아트 공식 홈페이지 제작에서부터 끊임없는 창조력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메타브레인은 다양한 플렛폼에서의 기술과 서비스 구현
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음악과 인터넷 접속을 동시에 구현하는
‘mCD’, 원하는 음악 장르의 음악을 들으며 친구와 함께 채팅을 하는 개인화된
라디오 서비스, PDA 기반의 아바타가 일정관리를 도와주는 ‘Pocket Lady’, 소
셜 북마킹 서비스인 ‘metags’ , 퍼스널 에이전시 플랫폼 ‘Just Pro’를 런칭하였
습니다.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춤 컨설팅하며 전략기획, 브랜드 디자인, UI/UX디자
인, 솔루션 개발이 통합적으로 가능한 종합 디지털 에이전시입니다.

Beyond
시장은 급변하고 요구사항은 다양합니다. 메타브레인은 오래된 경험 축적에
서 브랜드를 위한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개발 언어 및 환경에 대한 준비가 되
어 있습니다. Wordpress기반의 CMS 및 블로그,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 플랫
폼 그리고 커머스와 같은 고객 기반의 웹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하며, 경험을 넘
어 눈과 귀를 열고 신선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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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2022년까지

메타브레인은 1세대 전문 웹에이전시로
2009년부터 워드프레스를 도입한
오픈소스 선도기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워드프레스를 도입하여
삼성전자, 엘지그룹, GS칼텍스, 포항공대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한 B2B 서비스를
상호명

(주)메타브레인

설립일

1998년 7월10일 / 법인전환 2001년 7월 10일

대표이사

강미나

사업분야

e-Business & e-Marketing Consulting
Creative Design, UI/UX Design

연락처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통해 20여개의 특허와
디자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Wordpress, CMS Solution Development

다양한 구축 경험와 새로운 흐름을 익히고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10-3, 4F

고객 서비스에 빠르게 적용하는 기업입니다.

Tel (02)518-7770 / Fax (02)547-7739
http://www.meta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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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usiness

전문 웹에이전시로 온라인 서비스 구축에 대한

신규 서비스 개발에 투자하고, 기존사업과 상호 보완적인 업무를

전문인력과 원스탑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수행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략기획, UI/UX 디자인, CMS 솔루션 & 웹/앱 개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구개발을 통하여 자체 기획, 개발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 독립시켰습니다.

전략기획 서비스 , 온라인 서비스 컨설팅

2011 / 메타프레소 : 워드프레스 미디어, 테마제공 플랫폼

UX/UI 디자인, WEB/APP 인터페이스 디자인

2017 / 저스트프로 : 퍼스널 에이전시 협업 플랫폼

프론트엔드 개발, CMS기반 솔루션 구축

2019 / 웰보우 : 위치기반 워터 플랫폼, 친환경 커머스 *2010년 이후 서비스만 기재

안정적인 년간 유지보수와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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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R&D

Context Messenger

UX / UI Design

근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사용자가 선택 및 조합하여 근 미래의 경험할
상황의 해당 장소, 시간, 사람, 감정, 리소스를 통제 및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등록번호 0397765

Contents Management Solution
Social Networking and Media Service
Social Commerce Platform

반응형 비주얼 사이트 맵, SiteNail
기존 텍스트 기반의 사이트맵에서 비주얼 기반의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반응형 뷰로 볼 수 있는 방법 및 기술
등록번호 30-068774,30-0695850,30-0695852, 30-0695851,30-0680774

Context & Metadata Development and Management
Context Awareness Based Web Service
MOOC Platforms

Visual Tag Cloud
텍스트와 비주얼 태그가 조합된 관계형 태그 클라우드 구현
등록번호 30-0469676
웹 디자인 테마 검색방법
수많은 웹디자인 테마 중에서 고객이 원하는 웹디자인 테마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등록번호 30-0659174,10-1379466

* MOOC 강의 수강 및 인증서 획득을 통해 연구에 적용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About

Awards

Company

Web Awards Korea

& Awards

2021

2022

기업분야 최우수상 / 크래프톤 공식 사이트

Grand Prix / 크래프톤 공식 사이트

교육분야 특별대상 / 서울대 통합 CMS
교육분야 최우수상 / 삼육대 영문 통합
2020

가전분야 대상 / 엘지전자 라이브LG

GD Web Awards

비영리부분 최우수상 / 아름다운 가게
전문 교육분야 최우수상 / 올림피아드 교육

2019

2018

2022

GRAND PRIZE / 크래프톤 공식 사이트

교육분야 최우수상 /포항공과대학교 입학 지원

WINNER PRIZE / 대상 청정원

전문정보분야 대상 / 사이언스올

WINNER PRIZE / nc알파리움 어린이집

사회공헌분야 최우수상 / 아산나눔재단

WINNER PRIZE / 14F 뉴스레터

생활쇼핑몰분야 최우수상 / 웰보우

WINNER PRIZE / 웰플

사회공헌분야 / 옥스팜

2021

WINNER PRIZE / 사이언스올

제약분야 / 한독제약
전문정보분야 /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WINNER PRIZE / 한화테크윈

2020

WINNER PRIZE / NC 공식 블로그

2019

WINNER PRIZE / 올림피아드

전문교육분야 / 스마트와이즈캠프
대학분야 / 삼육대학교
2017

미디어/정보서비스 부문 대상 / 소셜LG전자

WINNER PRIZE / 히릿

모바일 웹마케팅 부문 대상 / 소셜LG전자

WINNER PRIZE / 카카코리아

제품브랜드 부문 최우수상 / 싸이몬

WINNER PRIZE / 웰보우

전문교육분야 최우수상 / 성균관대 오거서

WINNER PRIZE / 아신기업가정신

문화/레포츠 부문 최우수상 / 강원FC

WINNER PRIZE / 히릿

공공의료 부문 최우수상 / 경실련

WINNER PRIZE / NC 공식 블로그

미디어/정보서비스 부문 최우수상 / 카카오뱅크 SNS
2016

광고/에이전시분야 / 메타브레인
교육분야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모바일 교육분야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육분야 / 포항공과대학교

2018

WINNER PRIZE / 삼육대학교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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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대기업, 중견기업

청정원 공식사이트
크래프톤 공식사이트
한화테크윈 공식사이트
미원 공식사이트
NCSOFT 알파리움 어린이집
라이브 LG
풀무원건강생활 공식사이트
현대종합상사 공식사이트
현대 아산정책연구원 사이트

대학 통합 CMS

GS칼텍스, 삼성생명, KB손해보험 기업 미디어
한독약품 대표사이트
서울대학교 통합 CMS
올림피아드 학원 통합 CMS

8

삼육대학교 통합 CMS
울산과학기술원 대표사이트 및 40여개 통합 CMS
포항공과대학교 대표사이트 및 학과, 기관 사이트 CMS
성균관대학교, 한성대학교 독서포탈 CMS
연세대학교 도서포탈 CMS

공공기관

한국 과학창의재단 과학포털 통합 CMS 구축 및 유지보수
한국해양플랜트연구소 공식사이트

Portfolio

청정원
공식사이트
Date

2022.02 - 2022.05

Category

브랜드 / 대기업

Client

대상

Website

www.chungjungone.com

Portfolio

크래프톤
공식사이트
Date

2021.06 - 2021.08

Category

브랜드 / 중견기업

Client

크래프톤

Website

www.krafton.com

Portfolio

미원
공식사이트
Date

2022.05 - 2022.06

Category

브랜드 / 대기업

Client

대상

Website

www.miwon.co.kr/

Portfolio

한화테크윈
공식사이트
Date

2021.06 - 2021.09

Category

B2B / 대기업

Client

한화테크윈

Website

www.hanwha-security.com/ko

Portfolio

웰플
WELLPLE
Date

2021.07 - 2022.03

Category

서비스

Client

웰니스플레이그라운드

Website

www.wellple.com

Portfolio

LiVE LG
Date

2020.03 - 2020.08

Category

블로그 / 대기업

Client

LG전자

Website

live.lge.co.kr

Portfolio

MBC
14F 뉴스레터
Date

2021.09 - 2022.02

Category

브랜드 / 서비스

Client

MBC

Website

www.the14f.com

Portfolio

NC 웃는땅콩
알파리움 어린이집
Date

2021.12 - 2022.06

Category

교육

Client

NCSOFT

Website

alpha.ncnurseryschool.com

Portfolio

서울대학교
통합 CMS
Date

2020.09 - 2021.02

Category

교육 / 대학교

Client

서울대학교

Portfolio

Baaam
Date

2022.02 - 2022.03

Category

서비스

Client

Baaam

Website

www.baaam.io

Portfolio

삼육대 영문
입학 통합 CMS
Date

2021.01 - 2021.06

Category

교육 / 대학교

Client

서울대학교

Website

snucms.snu.ac.kr

Portfolio

아산
기업가정신
Date

2019.06 - 2019.08

Category

비영리단체

Client

아산나눔재단

Website

www.asanschool.org

Portfolio

NCSOFT
블로그
Date

2018.12 - 2019.07

Category

블로그

Client

NCSOFT

Website

blog.ncsoft.com

Portfolio

올림피아드 교육
Date

2020.05 - 2020.12

Category

교육

Client

올림피아드

Website

live.lge.co.kr

Portfolio

LG전자
미디어
Date

2017.04 - 2017.08

Category

블로그 / 대기업

Client

LG전자

Portfolio

KDI 연구소
&뉴스센터
Date

2018.01 - 2018.03

Category

교육 / 대학교

Client

KDI 국제정책대학원

Website

research.kdischool.ac.kr

Portfolio

카카오뱅크
미디어
Date

2017.05 - 2017.06

Category

블로그 / 브랜드 / 기업

Client

카카오뱅크

Website

www.kakao-bank.com

Portfolio

한독약품
공식사이트
Date

2017.03 - 2021.05

Category

블로그 / 웹진

Client

한독약품

Website

www.handok.co.kr

Portfolio

풀무원
건강생활
Date

2015.08 - 2016.01

Category

브랜드 / 기업

Client

풀무원건강생활

Website

health.pulmuone.co.kr

Portfolio

삼육대학교
통합 사이트
Date

2018.02 - 2018.09

Category

교육 / 대학교

Client

삼육대학교

Website

www.syu.ac.kr

Portfolio

옥스팜
공식사이트
Date

2017.08 - 2017.12

Category

비영리단체

Client

재단법인 옥스팜 코리아

Website

oxfam.or.kr

Portfolio

성균관대학교
독서포탈 오거서
Date

2017.01 - 2017.03

Category

교육 / 대학교

Client

성균관 대학교 학술정보관

Website

book.skku.ac.kr

Portfolio

UNIST
울산과학기술원
Date

2014.09 - 2015.03

Category

교육 / 대학교

Client

UNIST

Website

www.unist.ac.kr

History

2018 2022

청정원 브랜드 통합 리뉴얼

LG전자 미디어 사이트 리뉴얼 중
삼성생명 미디어사이트 구축 중

한화테크윈 공식사이트

아리시스 사이트 구축 중

크래프톤 공식사이트

포항공대 입학사이트 구축 중

MBC /14F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이언스올 운영유지보수 중

아름다운가게 공식사이트

포항공대 온라인 유지보수

라이브 LG
LG그룹 통합 뉴스룸
올림피아드 교육 통합사이트
NC SOFT 블로그
서울대학교 통합 CMS

하나벤처스 공식사이트

삼육대학교 영문 통합 CMS

카카코리아 사이트

포항공대 입학팀 CMS
사이언스올 통합운영

삼육대학교 통합사이트
한독약품 공식사이트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사이트
KDI 대학 & 뉴스센터 사이트
W스피치 공식사이트
비즈니스온 사이트
싸이몬 공식사이트
KPNP사이트
LF패션 JC LAB 사이트
성균관대학교 오거서 사이트
카카오뱅크 사이트
엘지전자 블로그

History

2014 2017

포항공과대학 대표 사이트

스마트웨이브 사이트

한국해양플랜트연구소 사이트

mtreeSotft 사이트

아산나눔재단 사이트

이화여자대학 법학대학원 사이트

나우피플 사이트

SK C&C 넥스코어사이트

KTDA/한국전통문화디지탈아카이브 사이트

장인가구 사이트

풀무원 건강생활 공식사이트

현대아산정책연구원

프리젠테이션 쇼핑몰 굿펠로

서남대학교의과대학

경실련 후보도우미 사이트

해피머니 사이트
희망제작소 사이트

아산나눔재단 공식사이트

패션브랜드 까스텔바쟉

법무법인 넥서스 사이트

Tech Events Directory 사이트

명필림 아트센터 사이트

ubob 사이트

에버그린21 사이트

LG재단 사이트

CF Voice 사이트

비주얼다이브 콘텐츠 쇼핑몰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지원본부 사이트 개편
울산과학기술원 통합개편 (영한 약 40여개 사이트)

KTB PE 사이트

학부 9개, 학과 16개, 교수블로그, 대표사이트, 입학사이

AIM-MED 사이트

트

uWell Farm 사이트

한국의료복지사회협동연합회 사이트

청심대표사이트

삼성의료원 캠페인4 사이트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발전기금 사이트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이언스올 (과학포탈) 사이트 개편
KPR 사이트

현대종합상사 사이트 구축
청심ACGedu 사이트 구축

대우증권 경제뉴스 지니네트웍스 사이트

청심 공모전 사이트 구축

LNA 헬스케어 사이트

비즈케어 사이트 반응형 웹 디자인

파인투자자문 사이트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 사이트

History

2010 2013

문화공간<숨도> 사이트 구축

(주)엘지전자 기업블로그 구축

프로랑스 화장품 브랜드 사이트 구축

씬타지아 브랜드 사이트 구축

에코티끄 브랜드 사이트 구축
나우게임즈 O2Jam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구축

솔트룩스 기업 블로그 사이트 구축

KOHEA 브랜드 사이트 구축

장애인 극단 판 소개 사이트 구축

Raker 모바일 인터페이스 디자인

카페레몬테이블 사이트 구축

KTB HTS iPad App 개발

원광대학교 발전기금 사이트 구축
서우경 코칭연구소 소개 사이트 구축

KTB투자증권 회사소개 사이트 개발, HTS 디자인

CN5 패션 브랜드 사이트 구축

KTB투자증권 iPhone App FX 디자인
KTB투자증권 소셜 서비스 기획, 개발

SK 스마트홈 서비스 앱 디자인

Avellino iPad App & 웹사이트 개발

세리토스 장로교회 사이트 구축

iPhone App 핑글러 모바일 앱 & 웹사이트 디자인

휴바이론 제품 브랜드 사이트 구축

코리아닷컴 영문 사이트

Avellino Lab. 영문 브랜드 사이트 구축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음식 커뮤니티 사이트 구축

룩센트 제품 브랜드 사이트 구축

삼성전자 OSSP 사이트 구축 (인트라넷)

아르떼365 매거진 사이트 구축

삼성전자 소셜허브 사이트 구축

시네마 포 소사이어티 사이트 구축

삼성전자 바다 사이트 구축

핸드 스튜디오 브랜드 사이트 구축

엘지 럽젠 사이트 구축

(주)GS칼텍스 기업블로그 구축

WordPress 구축솔루션 <메타프레소> 개발

metaPresso 프로모션 사이트

iPhone Apps <마이데스크> 개발

metaPresso 300 사이트 구축

서울 DMC컬쳐 사이트
앤디컨설팅 사이트
모빌리스 솔루션 사이트
SP Korea 사이트
S.haven 사이트

History

2006 2009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사이트 유지보수 (온라인전담팀

<Vgloo>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기획, 컨설팅

구성, 본사 커뮤니케이션 관리및제작)

<삼성SDS> GSBN 사이트에 Tags 탑재

안철수연구소 글로벌 사이트 유지보수

<삼성네트웍스> 포토프레임 사이트 개발

SK 브로드밴드 웹진<브로드앤진>유지보수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글로벌 사이트 리뉴얼

3COM 코리아 사이트 유지보수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통합 시스템 개발
<3COM> 리셀러 관리 프로그램 개발

압타책 플래시 에니메이션 제작
앤디컨설팅 웹사이트 제작
솔트룩스 글로벌 사이트 구축 ( 회사 홍보 사이트, 브랜드
별 3개 사이트의 국,영,일,중 사이트)
마크로밀 코리아 사이트 구축
SK Telecom 뮤직사이트 멜론 리뉴얼
(서비스컨설팅, 기획, UI디자인, UI 가이드,
운영가이드 라인 제작, 표준코딩>
PRESSYNC & FN5 사이트 구축
Web & Mobile Service Consulting -‘Moin’
Social Bookmarking Service Metags 서비스오픈
삼성전자글로벌 사이트 관리모드 기획및디자인, 코딩

Microsoft 다중검색 컨설팅 및 플래시 Presentation 제작2차
<KTH> Wibro 사이트 운영관리
<한국신용평가정보원>의 KIS-Line 사이트 UI 컨설팅 및 UI 구
축, 가이드 제공
<나라사랑카드> 포탈사이트 서비스 기획 및 UI 디자인 구축
이야기상자의 ibrown 사이트 구축 및 년간 운영관리
Microsoft 다중검색 컨설팅 및 플래시 presentation 제작1차

History

2004 2005

삼성코닝 웹진 구축

랜드로버 웹사이트 구축 및 유지관리

문예진흥원–복권기금 사이트

재규어& 랜드로버AS Hub 시스템구축

문예진흥원–신나는 예술 여행 사이트

BPW 홍보동영상 제작

문예진흥원–올해의 예술상 사이트

포켓레이디 공식 웹사이트 리뉴얼

칼라집코리아 네비게이션 시스템 구축

교보생명동북아대장정 사이트

크리스찬디올–F/W 패션쇼 행사 영상 및

싱글전문포탈‘더싱글’사이트

럭키드로우 시스템

더북컴퍼니 회사 사이트

문예진흥원 - 국악축전

영화사 엘제이필름 사이트

교보생명 마음의힘 사이트 및 건강검진

성남시 중원문화정보센터 사이트

프래시 프로그램 개발

푸드 스타일리스트 웹사이트 구축

재규어코리아 사이트 리뉴얼

현대시트㈜, 현대케미칼 포존 웹사이트 구축

Microsoft 다중검색 컨설팅 및 플래시

인스커뮤니케이션즈 웹사이트 구축

presentation 제작

포켓레이디 버전1.0 개발 완료

SK 네크웍스 통합 쇼핑몰 기획 및 UI 디자인 구축

(아바타를 활용한 PDA Agent System)

(카스피코너스, 아이겐포스트, 타미힐피거)
KT Wibro 포탈 서비스 UI 디자인
(PDA 단말기 전용 사이트)
랜드로버코리아 리뉴얼
웹젠마이크로 사이트 제작
MSN 검색 & MSN 툴바 이벤트 및
플래시 presentation 제작

History

2002 2004

신혼여행<허니가이드> 웹사이트 개발

멀티플랙스극장 CGV 공식 웹사이트 구축

포켓레이디 공식 웹사이트 오픈

㈜LJ21 -영화[수취인불명] 공식 웹사이트 구축

프랑스 네슬레워터스<Contrex> 공식사이트 개발

msn mobile page 제작

프랑스 애견 명품 Dog Generation 사이트 개발

CGV : Online Quiz module development and management

Landrover Korea 사이트 개발 및 유지관리

msn monthly update, WebCast 페이지 제작, msn

Korea 사이트 개발 및 유지관리

community: 이야기나눔터, 스타채팅,

Cisco Systems Korea 웹사이트 Renewal 작업/

e-Love Story 온라인 이벤트 구축

Cisco Systems Korea 온라인 이벤트 대행

Nike.co.kr Renewal작업: Online catalog,

MBC 정정당당 캐릭터 시안 및 플래시 개발

Store Locator 시스템 개발

Englishtown Korea 웹사이트 리뉴얼

Cisco MDF (Marketing Development Fund) 시스템 개발

이메일 마케팅 솔루션“Meta Emailer” 개발

CGV 이메일 마케팅 컨설팅 및 년간 이메일 제작관리

Cisco Systems Korea

Dear Voice (미국 현지 법인) 온라인 프로젝트 CI, 사이트 개발

네트워크 아카데미 관리 모듈 개발
MBC ESPN “제1회한강마라톤대회‛ 웹사이트 구축
VisaCash Korea 인터넷 마케팅 기획안 컨설팅
PoketLady 사업기획 (아바타를활용한PDA Agent
System)
Cisco Systems Korea “Networkers Seoul행사‛ 웹사이
트 제작
SK Telecom 모바일 영상 창작제 웹사이트 구축
MobileNic MYTY (PDA) 제품 홍보 웹사이트 구축
Mytylove.co.kr 커뮤니티 웹사이트 및 PDA 전용 웹사이
트 구축
매경 인터넷 회사 홈페이지 제작 / 매경 웹사이트 개편 전
략수립 및 웹스타일가이드 개발

변화를 넘어
디지털 일상을
멋지고 편리하게.

Contact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1길
10-3, 4F (주)메타브레인
02 518 7770
c@metabra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