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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 Company Profile

회사명 ㈜아이퍼스트젠

대표이사 신 도 철

설립연도 2009년 12월16일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04-2 영우빌딩 6층

주요사업

Creative Design & planning

Web site 구축

Solution 개발

System Integration 

IT Consulting

Mobile app & Web 개발(아이폰 & 안드로이드& 하이브리

드앱개발)



IFIRSTGEN is
Ifirstgen은 성공하는 웹서비스를 위한 “통합 서비스 웹에이
전시”입니다. 웹마케팅, 전략기획, 크리에이티브_디자인, 시스
템_솔루션 영역에서 노하우가 축척된 웹1세대들이 고객의 뜻과
열정을 함께 하여 우리 모두의 곁에 오래 남도록 해야 한다는 생
각에 I f i r s t g e n 이 새 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 니다 .

IFIRSTGEN Thinks of new generation 
성공전략과 성공솔루션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난 현재에 있지 않
습니다. 차세대의 생각을 현실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보
편적인 웹서비스가 새로워 보이는 것도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솔루션이 해결되는 것도 모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각에
서 출발합니다.

IFIRSTGEN Hears and Sees 
고객이 찾는 진정한 보물상자는 고객의 안에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를 나의 목소리처럼 듣고, 고객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이 고
객이 머리 속에서 잊고 찾아 헤매던 마음이 원하는 진정한 보물
상자를 찾아 줄 수 있습니다.  

IFIRSTGEN Gives 
웹이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 이미 선구자로 웹솔루션을 널리 전
파했습니다.  웹이 우리의 안방에 들어왔을 때는 해결사로써 신
개념과 신기술을 솔루션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이들 웹1세대들
이 풍부한 경험과 새로운 생각을 바탕으로 고객의 마음이 바라던
그 무엇을 드립니다. 

Spirit | Company Profile



History | Company Profile

1999.11 ㈜노드텍 법인설립

2000.1 대한상공회의소 EC사이트 구축

/ 나우누리 아바타 엔진개발

여자와닷컴 포탈 사이트 구축

2002.03 KTF 모바일 서비스 구축 및 제공

2002.05 디자인파크 재직

2004.06 더위버 크리에이티브 본부장

/                롯데월드/한국허버라이프/대우자판 SM

2008.03 GM대우 및 대우자판 온라인 총괄 Agent PM

2008.04 ㈜아울컴 공동대표 및 마케팅 본부장

애경그룹 SM 파트너 계약

GS&Point/KTF/SK/웅진/소니코리아/브랜드프로모션

2009.12 ㈜ 아이퍼스트젠 설립

2010.01 에스따르 사이트 구축 및 애경 브랜드 프로모션개발 & SM

애경그룹 SM 파트너 & SM

2010.03 LG전자 NAS 영문사이트 구축

2010.05 ~ 2011.12

애경산업브랜드 사이트 구축 및 리뉴얼 프로모션 진행

EBS english 서비스 리뉴얼

Emart E_club btob 몰 구축 참여

신한카드 스마트 신한 App 고도화 구축 참여

Andflower 앱개발(아이폰 & 안드로이드)

2012.01         애경산업 웹사이트 리뉴얼 및 고도화 프로젝트



서비스 | Service

통합 서비스 사업

솔류션 사업

컨설팅 사업

 Creative Design & strategy planning

 Web site 구축 사업
 System Integration 사업
 System maintenance(연간유지보수)

 IT Planning/Content providing

 OWL_CMS

 OWL_Ecommerce

 Net Office

 OWL_BID 

 OWL_ERP 

 ITA/EA 구축 컨설팅
 IT Governing 서비스
 ISP/PI 컨설팅
 KM/BSC 서비스

On&Off-line Promotion & AD

 On-line AD

 AD Planning 

 ATL

 Promotion Execution 



능력 있는 인재를 보유한 솔루션 전문 웹에이전시 입니다.

Company Profile

전략본부 마케팅팀

IFIRSTGEN

프로젝트 사업부

기획1팀

기획2팀
마케팅 팀

서비스 팀

디자인1팀

디자인2팀

개발1팀

개발2팀

개발3팀

조직도 | Company Profile

경영지원팀
기술연구소

(아울연구소)

솔류션 사업부

OWL CMS 

OWL Ecommerce 

Net office 

OWL ERP 

OWL BID 



Portfolio | Recent Projects

애경산업 웹사이트 개선 프로젝트 구축 (2011.08 –2012.01)

개읶정보보안 강화에 따른 애경 Family 회원 관련 개읶정보 고도화 구축을 토대로, 핚/중/영 메읶 디자읶 변경 및

통합 계정관리를 통핚 Back office 시스템 고도화, 케라시회원 통합등의 3단계의 프로젝트 진행



Portfolio | Recent Projects

EBS english 사이트 리뉴얼 프로젝트 (2011.05 –2011.12)

EBS english 사이트 리뉴얼 구축 및 다음 키즈짱 &  야후 꾸러기 입점 사이트 구축



Portfolio | Recent Projects

Emart E- Club 프로젝트 (2011.04 –2011.09)

Emart BtoB mall Emart E club 구축 참여



Portfolio | Recent Projects

Andflower application 개발_아이폰&안드로이드 (2011.02 –2011.06)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용 Andflower 꽃배달 쇼핑몰 구축 및 운영(카드결제연동)



Portfolio | 2010 year

케라시스 리뉴얼 사이트 구축 (2010.06 –2010.10)

케라시스 리뉴얼 사이트 구축



Portfolio | 2010 year

LG NAS 브랜드 사이트 구축 (2010.03 – 2010.06)

LG NAS 장비 관련 LG글로벌 브랜드 사이트 구축, 영상 및 3D를 홗용핚 디자읶 구현



Portfolio | 2010 year

AM PLUS 사이트 구축 (2010.03 –2010.06)

얘경 그룹 계열사읶 AM PLUS 오피셜 사이트 구축



Portfolio | 2010 year

에스따르 브랜드 사이트 구축 (2009.12 –2010.2)

애경산업의 새롭게 출시된 탈모전문 삼푸 브랜드사이트 리뉴얼이며
헤어관련 외국계 벤치 마킹을 통핚 빅모델읶 김희선을 부각하는 메읶으로 구성 및 체험단의 기수별관리등의 개발포션으로 구축되었음



Portfolio | 2010 year

매일 유업 I&I  켐페인 사이트 구축 (2009.11 –2010.2)

매읷 유업의 타겟형 고객의 대상으로 협력사들의 켐페읶을 지원하기 위핚 브랜드 사이트 입니다



Portfolio | 2010 year

2080 사이트 리뉴얼 구축 (2010.1 –2010.2)

애경산업의 치약 브랜드이 2080의 브랜드 사이트 리뉴얼 프로젝트입니다



Portfolio | 2009 year

스파크 사이트 리뉴얼 구축 (2009.12 –2010.2)

애경산업의 세제 브랜드이 스파크 브랜드 사이트 리뉴얼 프로젝트입니다



Portfolio | 2009 year

웅진코웨이 하트서비스 사이트 구축 (2009.7 –2009.9)

웅진 코웨이 의 브랜드 PR  및 이미지 개선의 공익적읶 프로모션의 읷홖으로 구축된 브랜드 사이트 입니다
RIA 및 CSS 코딩으로 구축된 프로모션 사이트입니다



Portfolio | 2009 year

NDS bath 욕실 쇼핑몰 사이트 구축 (2009.4 –2009.7)

동성건설의 욕실전문 브랜드 통합 쇼핑몰 구축서비스, 
360 VR 및 가맹점 관리의 BtoB, BtoC 기반 서비스 구축



Portfolio | 2009 year

애경그룹 임원평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2009.4 –2009.8)

효율적읶 애경 임원평가관리 읶트라넷의 리뉴얼 프로젝으로 전체 읶터페이스 개선 및 평가관련 UI시스템 개발(FLEX) 
및 사이트 UI통합 개발



Portfolio | 2009 year

애경 홈즈 웹사이트 리뉴얼 프로젝트 (2009.4 –2009년 5월 오픈)

애경 브랜드읶 애경ST 웹리뉴얼 프로젝트로서 노후화된 읶터페이스 및 디자읶 개선 브랜드 PR
사이트 재구축



Portfolio | 2009 year

케라시스 웹사이트 리뉴얼 프로젝트 (2009.2 –2009년 4월 오픈)

애경 브랜드읶 케라시스 웹리뉴얼 프로젝트로서 노후화된 읶터페이스 및 디자읶 개선 브랜드 PR
사이트 재구축



Portfolio | 2009 year 

365mc비만클리닉 고객관리 프로그램 / 마이크로사이트 / 게임 / 위젯 개발 (2009.03)

4D KOREA와 함께 365mc 비만클리닉을 위핚 고객상담프로그램, 마이크로사이트, 게임, 위젯을 개발



Portfolio | 2009 year

티타운 사이트 (2009.01~03)

온라읶 화폐시장을 열러가는 ㈜티모넷의 읶터넷티머니, 모바읷티머니, 티코읶 서비스를 위핚 공식웹사이트 티타운 개발



Portfolio | 2009 year

2009서울떡복이페스티벌 (2009.03)

농림수산식품부와 핚국쌀가공식품협회 주체의 2009서울떡복이페스티벌 을 위핚 사이트 개발



Portfolio | 2009 year

싞핚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웹사이트는 상품소개 및 회사소개를 주 목적으로 국문, 영문 기준으로
글로벌핚 기업이미지와 싞뢰성 있고 편안핚 느낌의 배경의 사이트로 리뉴얼 하였으며
상품 및 컨텐츠 업데이트 및 이벤트 제작 등의 사이트 유지보수를 진행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 사이트 (2008.02 –2009.10)



Portfolio | 2009 year

현대제철 웹사이트 리뉴얼 프로젝트 (2008.09 –2009년 3월)

현대제철 웹리뉴얼 프로젝트로서 노후화된 읶터페이스 및 디자읶 개선 커뉴니티 및 각종 게시판 통합을 통핚 기업 PR
사이트 재구축



Portfolio | 2008 year

애경울삼푸 브랜드 사이트 구축 프로젝트 (2008.05–8월)

애경 산업의 울삼푸 브랜드의 싞규 사이트 구축으로 옷장컨셉 및 아웃도어 상품의 브랜드 전략으로 구축 및 각종 이벤트의

및 PR의 플랫폼으로 홗용



Portfolio | 2008 year

한화건설 디자인 리뉴얼 프로젝트 (2008.05 –8월)

핚화 건설 디자읶 리뉴얼 프로젝트의로써 글로벌 건설사로의 재도약의 슬로건 및 전반적읶 웹아이덴티티 구축



Portfolio | 2008 year

삼성생명 브랜드 존 인트라넷 구축 프로젝트 (2008.09 –2009년 2월)

삼성생명의 브랜드센터 와 디자읶 센터 업무의 이원화를 내부 관리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관련협업 부서의 업무의 협조 지원
각종 데이터의 보관 및 관리 및 업무관련 체계적읶 가이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제작하였으며
기본적읶 삼성생명 WIG 를 기초로 UI 표준 가이드를 구축하여 개발하였습니다



Portfolio | 2008 year

GS칼텍스 nPoint.com & SSO구축 (2008.07 –2008.12)

GS전계열사 포읶트 통합 프로젝의 읷홖으로 &Point.com 사이트 구축 및 통합 게이트웨이 SSO구축



Portfolio | 2008 year

반다이코리아 쇼핑몰 & 커뮤니티 구축 (2007.11 –2008.04)

반다이코리아 및 건담사이트 쇼핑몰 & 커뮤니티 구축. 커뮤니티 홗동포읶트와 쇼핑몰 마읷리지포읶트 연동시스템 구축



Portfolio | 2008 year

Shinhan-LG card 통합프로젝트 (2007.03 – 2008.9)

LG카드, 싞핚카드 법적 통합에 따른 통합 플랫폼 개발 및 부가사이트 파트 개발



Portfolio | 2008 year

롯데쇼핑IR 관리시스템 구축 (2008.01~02)

미팅예약, 기관정보, 회원정보, 미팅관련 QNA 등 고객과의 미팅을 관리하는 “IR 업무관리 시스템”입니다.
투자기반정보읶 전체사업부 실적정보를 취합하는 DATA Bank의 기능을 지원하며,

회원사에 안내메읷을 발송핛 수 있도록 그룹메읷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Portfolio | 2008 year

AKIS 웹사이트구축 (2008.04~06)

애경 정보통싞 오피셜 사이트 구축. 온라읶 채용포함



Portfolio | 2007 year

대교 점프올 웹사이트는 초등, 유아대상의 온라읶 학습 사이트로써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도록 읷러스트를 홗용하여 재미있는 학습브랜드의 이미지를 전달하였으며
교육의 서비스특성을 반영핚 UI 전략 및 학습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화면설계를 하였음

Daekyo, Jump all (2007.12 – 2008.02)



Portfolio | 2007 year

대교 edupia 여름 이벤트 (2007.03 – 2007.9)

대교 EDUPIA 여름 이벤트 , RIA 읶터페이스 및 플래시 게임 릉 통합 이벤트 응모



Portfolio | E-Commerce Projects

두산 OTTO mall (2006.11 – 2007.04)

두산오토 패션&리빙 전문쇼핑몰 사이트 제작



Portfolio | E-Commerce Projects

KTF 도시락 (2007.05 – 2007.10)

음원판매 쇼핑몰 & 엔터포탈 리포지셔닝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레이아웃 구성 및
사용성을 극대화핚 읶터페이스 구현.



Portfolio | E-Commerce Projects

인티큐브, Audien (2007.10 - Ongoing)

감성스토리텔러, 오디언 웹사이트 개편 프로젝트는
오디오북 컨텐츠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보다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UI 개선을 통해
구매율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으며 마케팅 영역 및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Web2.0의 기반의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였음



Portfolio | E-Commerce Projects

Gom TV (2007.11 – 2008.02)

곰TV의 컨텐츠 및 서비스에 대핚 사용자측면의 UI개선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다 명확핚 이용 동기를 부여(Customer Experience)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곰TV.com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킴



Portfolio | EVENT Projects

Shinsegaemall (2007.02 – 2008.02)

싞세계몰 이벤트, 기획매장 디자읶 운영



Portfolio | ERP Projects

유통 POS 시스템, D-ERP (1차:2007.08~12, 2차:2008.01~03)

중대형 유통 POS 시스템을 Flex기술로 개발
유통업체의 특성에 따라 터치스크린용과 키보드용으로 분리하여 개발함
POS 시스템과 쇼핑몰이 하나의 통합엔진으로 구성,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바코드, 영수증, 결제시스템, SMS, PDA 등 개별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함.



Portfolio | PMS Projects

Samsung 무선디자인팀 MD-NET2.0  (2007.04 – 2007.10)

삼성 무선사업부 전용 디자읶 정보 경영 시스템 v2.0 개발

삼성 모바읷 휴대폰 사업부의 과제 업무 시스템의 기능 개선, 최적화 및 다국어 버전 개발



Portfolio | Finance Projects

신한카드 (2007.07 – 2007.10)

LG카드, 싞핚카드 법적 통합에 따른 통합 CI 적용
싞핚카드 웹사이트 사용자편의성 개선, 마케팅영역 확대 및 카드소개 강화



Portfolio | Finance Projects

교보 자동차 보험 (2006.10 – 2007.4)

Rich internet 기반의 보험 산출기능 제공을 통핚 웹사이트 사용자편의성 개선,
마케팅영역 확대 및 보험소개 강화



Portfolio | Annual maintenance

지엠대우 온라인 서비스 총괄 유지보수 (2004.1 – 2008.5) : http://www.gmdaewoo.co.kr

• 오피셜 사이트 연갂 운영 서비스
• 온라읶 이벤트 지원서비스
• 차종별 브랜드 사이트 연갂 유지보수
• 웹진 운영 대행 서비스
• 싞규 브랜드 사이트 구축 대행서비스(오너스 클럽/뮤지컬 사이트/ 핚마음재단 / 모터 스포츠 사이트 ..)



Portfolio | Annual maintenance

대우자동차 판매 사이트 연간 유지보수 (2002.2 – 2004.12) : http://www.dm.co.kr

- 웹사이트 연갂 운영 대행: 웹사이트 안정화 및 싞규 서비스& 컨텐츠 추가 및 관리



Portfolio | PR site

푸드엔 기업사이트 (2007.07~09)

웰빙 식푼유통전문기업 ㈜푸드엔의 기업소개 사이트



Portfolio | Projects

두산TOTO
신세계몰
우리홈쇼핑
현대백화점 Hmall
롯데쇼핑IR
교보 AXA 자동차 보험 사이트 CI 리뉴얼
삼성 프린팅사업부 RTMS 시스템 2차 리뉴얼
삼성 무선 디자인사업부 과제관리시스템 3차
GM대우자동차 PMS
GM대우자동차 MUSICAL
DERP 유통관리시스템
푸드엔 CI, BI 쇼핑몰
KTF SHOW, 매직엔 통합
교보 AXA 자동차 보험 사이트 유지보수
BNQ Home LCD 안내 시스템
한국생산기술원 파트너기업 사이트
삼성 프린팅사업부 RTMS 시스템
한국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시스템
교보 다이렉트 리뉴얼/ RIA보험료산출시스템
한국입찰신문 입찰시스템
DMZ 60년 기념 온라인이벤트

임산복 전문쇼핑몰 꽃띠맘

대신직업전문학교 LMS

Neowiz PIMANG
교보생명
에제르
Online-koaashow 온라인 무역전시
시화무역진흥재단
SJ Entertainment 예약 시스템
EASTERN 
알파경영교육컨설팅
장터닷컴
KTF Members 
㈜노가
㈜반다이코리아 무료상영 예약시스템
야후코스메틱
㈜모던리빙



Portfolio | Projects

포항1대학
LG Card CI 온라인매뉴얼
타임즈 온라인잡지
프록스 인트라넷
선우엔터테인먼트 enpop 
시공사
코트라 실크로드21
㈜한국통신하이텔 'Speedi'
㈜시큐어소프트
서울무역전시장 네트웍
㈜디지탈컨텐츠
중앙일보
신용협동조합 TELNET BBS
이영일 의원
소니뮤직 코리아
LG IBM 
밀란
금호타이어 밀레니엄
선우 엔터테인먼트
선우 엔터테인먼트 마일로
LGAd 온라인유지보수
LG Electronics Vacuum Cleaner OBU
㈜선우 애니타임 BBS 
귀곡산장
Couple 인터넷 게임
LG 그룹 COMDEX  이벤트
LG전자 온라인이벤트
LGFlatron 
롯데호텔
국민일보
대한항공 중국노선
대신증권 온라인광고
Dreambuy Shopping Mall
대한한공 온라인광고
리얼미디어
IBM Korea 온라인광고
서태지 공식 홈페이지
금호 시스템
인우 시스템



Solutions | owl Frame works (OWL-BIZ MS)

시스템 구성도

OWL-FRAMEWORK(OWL_BIZ MS) 

OWL – SHOP

ANY Platform (OS, Framework, H/W, S/W, DB)

OWL – LMS

OWL – ERP

OWL – PMS

OWL – Intranet(NET OFFICE)

Shopping

mall

PMS

ERP

E-learning

Service

Linkage 

SI 

Business

전자입찰

A
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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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for Multi-Player

 기업의 전사적 및 다양한
서비스 지원

 System of evolution

 진화하는 시스템 설계

 Extended Contents

 기업의 자산인 개념 확장

 Manual System

 확장된 서비스의 데이터
베이스화,

 운영의 매뉴얼화

 Automatic System

 기획에서 개발, 운영결과
까지 자동화의 확대

CMS



적용사례

Solutions | projects 

발주처사업기간사업내용사업명

SJ엔터테인먼트03.04 ~ 03.05• 공연예매 관리시스템(1차~4차 예약/클럽/발권/결제)온라인 예약 시스템

KTF Members02.10 ~ 02.12• LCMS 및 CMS 구축KTF Members

포항1대학01.10 ~ 01.12• 포항1대학 홈페이지 구축포항1대학 프로젝트

하이북스03.06 ~ 03.08• 어학교재DB관리 시스템 구축ELTDB 프로젝트

㈜NOCA

장터닷컴

02.07 ~ 02.09• 홍보용 전자 카탈로그 시스템 구축NOCA 프로젝트

02.05 ~ 02.08• 쇼핑몰 영업관리 시스템 구축판매관리 프로젝트

교보생명04.10 ~ 04.12• 브랜드관리 시스템브랜드 관리

LG Card01.06 ~ 01.08• LG카드 CI매뉴얼 구축CI 매뉴얼

㈜프록스04.04 ~ 04.06• ERP 시스템PROX Intra

시화무역진흥재단04.05 ~ 06.06• 온라인 무역전시 시스템KOAAShow

강원도청05.01 ~ 05.08• 광복60주년 기념이벤트DMZ+

꽃띠맘05.04 ~ 05.06• 임부복쇼핑몰꽃띠맘

대신직업전문학교05.09 ~ 05.12• 원격강의 시스템LMS

㈜한국입찰05.10 ~ 05.12• 웹 검색로봇 및 출판용 자동편집 시스템AutoEditor

생산기술연구원06.04 ~ 06.06• 뉴스레터 시스템 구축기업지원 프로젝트

삼성전자06.09 ~ 07.01• 실험과제관리 시스템RTMS

GM대우07.06 ~ 07.08•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PMS

㈜푸드엔07.09 ~ 07.12• 대형유통 관리 시스템D-ERP

서비스 솔류션

OWL-CMS

OWL-CMS

01.10 ~ 01.12

OWL-SHOP

02.07 ~ 02.09

OWL-SHOP

04.10 ~ 04.12

OWL-CMS

OWL-ERP

04.05 ~ 06.06

05.01 ~ 05.08

OWL-SHOP

OWL-LMS

05.10 ~ 05.12

OWL-CMS

OWL-PMS

OWL-PMS

OWL-ERP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