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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SOFT
C r e a t i v e

M u l t i p l e

E x c i t i n g

;
CMEsoft는

Creative Multiple Exciting 의 Moto를 바탕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변의 것들을 IT 기술에 접목하여

좀 더 편하고 재미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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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SOFT

(주) 씨엠이소프트
CMEsoft co., Ltd.

MOBILE

IoT SI

COMMERCEWEB

웹, 모바일, 사물인터넷, SI,  블록체인, 커머스서비스전문개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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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KRA 모바일 베팅

-한국마사회모바일베팅연동시스템

-경마모바일실간정보시스템올레KTWebApp

 플라이스타 UCC 오디션 App

 닥터베베 (육아출산 정보 App) 

 경기도청 과제 렌트업

-렌터카실시간관제및전자계약시스템

 바이크투어

-자전거운동기기연동실시간속도시뮬레이셔션어플

바코드, OR 코드재고관리시스템

 두나마켓팅어플등등다수의어플제작

 RWTC 시스템
 해피 프로모션
 다자간폰 교환 시스템 선정 시스템

- 15만명동접선점시스템

- 이벤트페이지통합쇼핑몰솔루션결제연계

- 단독쇼핑몰및종합쇼핑몰솔루션모바일연계펜션예약솔루션

- 객실예약시스템연계및사이트자동화시스템

- 암호화폐 거래소 B2C 솔루션 개발 – HTS/MTS

- 암호화폐 중계소 C2C 시스템 개발 – WEB / Mobile

- 스마트오더 시스템 서비스 모델 (SOTOP) – 특허출원

(상표등록)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 워크를 기반으로 한

CME자체 JAVA FramewWork (Spring 

3.3이상)

- 256bit AES 암/복호화기술

- SecureParam기술

- CMS 모듈탑재된게시판공통모듈

 지능형 웹 객체 분석 기술

 .NET C# 을 이용한 메신저, 자율 통신객체

모듈

 Android 기반 POS 시스템

 NFC 와 Beacon 을 통한 위치 기반 복합 서

비스 모듈

 Bitcoin & Ethereum 계열 코인 개발

및 메인넷 개발

- Explorer & Wallet 개발

 ERC20기반 ICO용 Contract 개발

 퍼블릭 블록체인 및 프라이빗 블록체인

솔루션 진행 및 운영 관리

 DAPP Project

 암호화폐 거래소 솔루션 개발



CMESOFT

APP&MOBILE DEVELOPMENT 1 Team.
Plan Department.

Intelligent  Service 
Development

System Integration

Service Management

Design Concept Define, 
Prototype

Promotion Strategy & 
Consulting

U.I Strategy & Planning

김윤관(Kim Ryun Kwan)
CEO

Integrate Development DEPT.
Web / Application / Mobile 

Design & Plan DEPT. Marketing  DEPT. Design Strategy Consulting DEPT.

Business & Martketing Department.

Mobile/Web Palnning

UI&Ux Planning

Service Marketing 

Mobile / Web Marketing

SOLUTION DEVELOPMENT 2 Team.

Intelligent  Solution 
Development

FLEX /J2EE Based 
Development

Technical Support

Desktop App Development

Mobile App Development 

Management Support Team

System & Techinical Architect Team

System TechnicalOperation

System Architecher

Business 

Design Department.

Mobile/Web Design

UI&Ux Design

ApplicationDesign

Desk Publishing Design

Consulting Department.

Security Archite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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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coin 계열 : 신규코인 개발 및 메인넷 런칭

 Ethereum

- ERC20 기반 ICO용 Contract 진행

- 토큰 스왑 컨트랙트

- 신규코인 개발하여 메인넷 런칭

-DAPP Project 진행

 PoS, POA,  POI, POW등의 합의 프로토콜 선택적 적용 및 신규 코인 적용

코인 explorer 및 wallet 개발 진행

 Bitcoin 계열 및 Ethereum 계열의 실시간 입금 상태를 고객에게 PUSH 시스템 개발 진행

퍼블릭 블록체인 및 프라이빗 블록체인 솔루션 진행 및 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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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웹
원스탑홈페이지
제작시스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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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4

신용카드, 가상결제,

실시간계좌이체등

모든 결제 이용 가능

간편한 주문 관리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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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웹 혹은 ARS,휴대폰 모바일APP등으로 예약을 하면

본사DB에 사용자의 정보와 예약 정보가 기록되고 콘도/호텔 등에 가서 프론트 및 객실 입구에 있는 RFID TAG에 단말을 인식시키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검증을 통해 예약 여부 및 체크인 / 체크아웃 SMS전송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

부대시설

출입문

인터넷(VPN)

객실

본사관리

프론트

정보DB

L3스위치

RFID TAG

이동통신사

라우터

예약 이동 중 Mobile확인 프론트 OneStop서비스 객실현황 및 매출현황실시간파악



SMART MD / Smart MD는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 DB 구축을 위한

지능형 에이전트 입니다.

/각 사이트 패턴을 추출하여 해당 페이지 내의 상품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와서 DB화 합니다.

/패턴 관리기, 상품 수집기, DB 입력기, 모니터링 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품수집에이전트



CubeWork / Cube Work은 다년간의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에 효과적인 시스템 개발이 가능한

개발 프레임웍입니다.

/기본 바탕은 J2EE 기반의 자바 기반이며, 타 프레임웍과의

접목이 가능하도록 매우 가볍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프레임웍을 기반으로 다양한 솔루션이 개발되었습니다.

J2EE + FLEX기반프레임웍



실시간 WEB에서의 원하는 텍스트를

가공 편집 하여 컨텐츠 및 DB화 원하는

시간대와 원하는 텍스트만 읽어 가공할

수 있는 맞춤형솔루션

DB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DB의 안정

성을 고려하여, 웹의 내용을 새롭게

DB화 할 때, 일일이 수작업을 동원하

지 않고 프로그램 하나로 정확하고 빠

르게 컨텐츠화 및 DB화 하는솔루션



/ Cube-Community는 효과적인 커뮤니티 구성이 가능하며

클럽과 개인 블로그가 합쳐진 종합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입니다.

/ 클럽 및 프로젝트 관리와 구성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연결해 주며 개인 블로그와의 연계를 통해 유기적인 커뮤니티

구성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템플릿 지원과 함께 위지위그방식의 유연한

카테고리 관리가 강점이며 강력하고 편리한 관리자 가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클럽과블로그가결합된 커뮤니티솔루션



/  Cube UCC 솔루션은 FLEX 기반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서비스 솔루션 입니다.

- FLEX Player 사용(변환 가능 포맷 : flw, avi, rm, mpeg,

mp4, skm, k3g, sk3gp)

- 신규/인기 컨텐츠 관리, 멀티 업로드/다운로드, 통계/분석

FLEX기반 UCC  솔루션

/  매우 자유로운 컨텐츠 배치가 가능하며 사용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기 위한 UCC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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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Bit
암호화폐거래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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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리조트
포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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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발디파크
스키락카
선전시스템
솔루션개발 실시간 선점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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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쇼핑몰,
쇼핑솔루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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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웨어
전문쇼핑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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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커뮤니티개발

경희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개발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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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시스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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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story
서비스

자신의 위시를 표출하여

좀 더 꿈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

위시 정보 제공, 자신의 위시리스트

만들기, 위시 연관 정보 제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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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기반 UCP
(User Created Potal)

서비스개발

UCP는 새로운 개념의 맞춤형 개인화

포털(Portal)로서 화면 전체를 프리미엄

이미지, 나도 작가, 미니 브라우저 등과

같은 UCP만의 강력한 기 능들을 사용해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구성과 레이아웃으로

보다 쉽고 개성있게 꾸밀 수 있고, 인맥 맺기를 통한 UCP 사용자간의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을 이끄는 신개념 포털 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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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링크
(알리클라우드한국서비스)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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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UP
렌터카실시간

관제및계약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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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암호화폐거래소 솔루션 개발

- 8개 거래소 오픈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계열 코인 개발 및 메인넷 런칭

 Explorer 및 Wallet 개발

 ICO 사이트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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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SOTOP(스마트주문시스템 개발진행) – POS 연계(오픈리눅스 계열)

 지능형 통합 쇼핑몰 솔루션 개발(CME Framework / JAVA)

 지능형 통합 펜션 솔루션 개발(객실 관리 및 예약 솔루션 포함) (CME Framework / JAVA)

 동영상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개발 진행 – 통합쇼핑몰과 연계

 펜션 통합 솔루션 연계 모바일 통합 어플 개발 진행

 암호화폐거래소 솔루션 개발(HTS, MTS)

 비발디 파크 스키 락카 선점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서일회계법인 업무전산시스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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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현재대명리조트유지보수

 클라우드링크한국서비스개발

 비발디파크스키락카선점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서일회계법인업무전산시스템유지보수

 어뮤즈웨이시스템이관

 어뮤즈웨이시스템유지보수

 어뮤즈웨이디자인유지보수

 노리웹자체컨텐츠제작및서비스

 쏘탑(SOTOP) 어플개발진행중

 SPH – 통합보안시스템웹중계 API 서버및관리자서버 개발

 성형외과포털사이트제작및의료통합시스템개발

 해외중국쇼핑몰사이트개발(다국어: 한국어/중국어/영어)

 홍콩금융관제시스템개발

 지능형통합쇼핑몰솔루션개발(CME Framework / JAVA)

 지능형통합펜션솔루션개발(객실관리및예약솔루션포함) (CME Framework / JAVA)

CMESOFT



CMESOFTCMESOFT

2015

 현재대명리조트유지보수

 비발디파크스키락카선점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병무청차세대시스템구축개발참여

 아세이카세업무시스템 CS (C#) 마이그레이션

 대한생명업무시스템유지보수

 서일회계법인업무전산시스템구축개발진행

 어뮤즈웨이시스템이관

 어뮤즈웨이시스템유지보수

 어뮤즈웨이디자인유지보수

 하나캐피탈렌터카 ERP 고도화

 건설공제회시스템유지보수

 노리웹자체컨텐츠제작및서비스

 클라우드링크(알리클라우드한국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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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4

 삼성전자 MERP 시스템 개발

 인천국제CC ERP 시스템개발

 GSSHOP 쇼핑몰 포털리뉴얼 FO / BO 개발 참여

 현대백화점 E-슈퍼마켓(쇼핑몰) 개발

 E-Mart 쇼핑몰 리뉴얼 개발 참여

 신세계백화점 쇼핑몰 개발 참여

 옥션 쇼핑몰 리뉴얼 개발 참여

 대명리조트 포털 시스템 개발

 GS칼텍스 홈페이지 리뉴얼 개발

 특허정보원 홈페이지 리뉴얼 개발

 도심공항터미널 여행정보시스템 마이그레이션

 닥터베베 안드로이드 APP 개발

 교원 ERP 리뉴얼 개발 참여

CMESOFT

 대명리조트스키락카선점시스템개발

 버스위치정보시스템개발

 플라이스타 UCC 안드로이드/아이폰개발

 동부CNI ITSM 고도화개발

 LGCNS IFRS 시스템개발참여

 SIMS 기상관측시스템개발

 뉴스터디학원내메신저개발

 기타다수의대형프로젝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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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Proprietary and Confidential

This material is proprietary to CMEsoft and solely for the Client’s internal use.

This material shall not be used, reproduced, copied, disclosed, transmitted,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express consent of  CMEsoft

© 2016 CME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