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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주식회사 크리콜투 (www.crecolto.com)

이승표

2005년 1월 20일

30명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27길 8

070. 7437. 0050

0504.155.1745

Info@crecolto.com

eBI, e-Business, e-Solution, e-Branding Consulting Service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직원수

주소

연락처

팩스

이메일

사업분야

Company 

Info



회사일반및주요연혁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Crecolto 는 Web, Mobile Web, Native APP 분야의 e-Branding, Online Marketing, Website Development, Application Development , 

GUI/Promotion Design, Solution/Intranet consulting & Development, H/W, S/W 도입 업무와 SI(System Integration)영역인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페셔널 그룹’ 입니다.

Service Feature

컨설팅그룹 디자인그룹 기술그룹
마케팅그룹

• E-Branding Strategy

• Market Research & Analysis

• Key Message Development

• Impressive Copywriting

• Interactive Design

• Web Identity

• User Interface Design

• Contents Architect Design

• Banner / E-Mail / Event Page       

Design

• Front / Middle /Back-End 

Integration

• Web / Mobile Implementation

• Web Solutions

• SI(System Integration)

• DB Gathering / Magration / 

Integration

• E-Communication 컨설팅

• E-Creative / Online AD

• E-Technical Support

• E-Promotion

• Media Planning & Execution



회사일반및주요연혁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2019 - 2021 2005 - 2018

• 법인 전환 주식회사 크리콜투(2019.02.20)

•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등록

• 조달 업체 등록

• LG CNS 협력업체 등록

• 중소기업중앙회 등록

• 소프트웨어 직접생산업체 인증

• 현대자동차 포인트몬스터 계약

• 현대카드 PG 블루월넛 Sole Distributor 대행사 계약

• 스마트로 PG 협력사 등록

• NICE 평가정보 협력 Partner 계약

• 한국데이타진흥원 국책사업 수주

• 이랜드 모바일 사업부분 MOU 체결

•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디지털 온라인부분 운영업체 선정

• 대기업 B2C, B2B 서비스 개발 사업 확장(O2O, IOT)

• 공공기관 SI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시작

• 그룹웨어 Smart-G 출시

• 크리콜투 설립

• 웹 서비스 사업 시작

• SI 사업팀 신설

• Mobile 사업영역 확장

• SM 사업팀 신설

• 운영/유지보수 업무영역 확장

• Business Framework 개발

• 삼성 SDS 협력업체 등록

• 삼성전자 대표홈페이지 및 Intranet 유지보수 시작

• 개인용 웹하드 솔루션 개발

• 커머스 플랫폼 개발

• 프로젝트 관리 플랫폼 개발

• Native App 사업 확장

• 모바일 솔루션 개발 시작

• 웹표준/접근성 퍼블리싱 및 컨설팅 사업



회사일반및주요연혁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Feature Crecolto 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Creative-Business Group 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빠른 속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전략 컨설팅, 기획, 웹 접근성 퍼블리싱, 미디어, web 개발, Mobile Application 개발, System Integration 에 이르기까지 일사 불란한 내부 논의

체계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팀이 Crecolto 만의 품질을 보장 합니다.

대표이사

기술연구소

경영지원 영업관리본부 사업관리본부 개발사업본부

• 마케팅/관리팀 • EBIZ 영업 1팀

• EBIZ 영업 2팀

• 기획팀

• UX/UI 1팀

• UX/UI 2팀

• SI 개발 1팀

• SI 개발 2팀

• SI 개발 3팀



특급 19%

고급 22%

증급 28%

초급 31%

특급 고급 증급 초급

기술자등급 인원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6명

자전거전용차로위반단속시스템 7명

버스전용차로위반단속시스템 9명

대중교통단속시스템 10명

기술자총계 32명

회사일반및주요연혁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Feature Crecolto 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Creative-Business Group 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빠른 속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전략 컨설팅, 기획, 웹 접근성 퍼블리싱, 미디어, web 개발, Mobile Application 개발, System Integration 에 이르기까지 일사 불란한 내부 논의

체계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팀이 Crecolto 만의 품질을 보장 합니다.



회사일반및주요연혁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Service Feature Crecolto 는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보다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서버, Storage,

클라우드 파트너

IBM Hardware, Software /

Google Analytics / AWS 분야에 파트너

체결을 맺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 개발

Integrated Partner

삼성 Sds의 대형 Si구축 시스템을

기반으로 함께 공조하여 구축 작업을

진행해 오고있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기업용

비즈니스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 / 안정적인 인프라 / 웹기반

관리도구를 클라우드 기반에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면 크리콜투는 우수 협력회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컨설팅및전략 서비스

MS, LG와 현대차의 브랜드 컨설팅

전략에 기반으로 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화를 목적으로 구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고객사의 비즈니스 특성에 맞는 최고의 개발

기술력을 제공합니다.



2. 주요사업

주요구축사례

주요구축사례 화면

주요사업분야



주요사업분야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Feature Crecolto 는 e-Biz 컨설팅에서부터 Solution, Web Service, Si, Maintenance, Mobile 분야에서 다년간의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 R E C O L T O

Soluti

ons
•Java Framework 

•쇼핑몰 플랫폼

•웹메일 발송 플랫폼

•프로젝트 관리 플랫폼

•자사 그룹웨어 제품

WEB/Mobile 솔루션s Maintenanc

es
•기업 및 브랜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고객서비스 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Native Application 유지보수

•기업쇼핑몰 운영 및 유지보수

운영 및 유지보수s SIs

• 대기업/공공기관 행정관리시스템, 인사관리 시스템,   

정보관리시스템, 물류관리시스템등 구축

• 대기업/공공기관 CMS, LMS, CRM, ERP, SCM, PMS,   

PLM… 등 종합정보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System integrations

Consultings

• 기업의 e-Biz 서비스 컨설팅

• 플랫폼 비즈니스 컨설팅

e-Biz Service Consultings e-Biz

• 기업 및 브랜드 대표 사이트 구축

• 기업 쇼핑몰 구축

Web/ Moblie Service Mobile

• Mobile WebSite 구축

• Android, iOS 용 NavtiveApplication개발

• Hybrid Application 개발

Mobile & Native App



주요사업분야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Feature Crecolto 는 e-Biz 컨설팅에서부터 Solution, Web Service, Si, Maintenance, Mobile 분야에서 다년간의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usiness

기업의 e-Biz 서비스 컨설팅

플랫폼 비즈니스 컨설팅

Collaborati

on정보 공유 / 의사소통

Support

업무효율 / 생산성 향상

Management

조직, 시스템 통합관리, 모니터링



정보화 전략계획은 고객의 전략적 현안 과제를 진단하여 사업 방향에 기초한

최상의 업무성과 실현을 가능케 하는 바람직한 정보기술 모델을 설계하고, 이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분야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Service Feature Crecolto 는 고객을 성공으로 이끄는 첨단 IT 서비스와 솔루션의 구축과 고객의 IT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IMO 분야

석유, 석유화학, 가스, 열병합발전 등 에너지 및 석유화학 산업에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 경험을 통해 에너지 기업의 원부자재 수급, 생산, 판매, 고객

관리 등 모든 Value Chain 상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It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사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IMO ERP

ERP

Erp는 수주부터, 제조, 출하 및 재무를 포함한 전사적 자원 및 업무 프로세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기업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Crecolto는 SAP 솔션 기반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통/서비스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슈마켓과 관련한 유통/서비스 기업 고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서비스 산업에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사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공공분야

행정자치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 공공부문에 걸쳐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분야별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한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 그리고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ISP 분야

ISP AMO

AMO 분야

Crecolto는 AMO 서비스는 고객사의 전체 혹은 개별 애플리케이션들의 운영에

관한 End-To-End 서비스입니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구축, 유지 보수, 

운영 등 애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걸친 컨설팅, 구축,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recolto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IT 통합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시스템 구축 / 패키지

기반 시스템 구축(DW, CRM, SCM, KM, Ems 등) / 전사적 자원관리

구축(ERP) / IT 인프라 구축.

주요사업분야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Service Feature Crecolto 는 고객을 성공으로 이끄는 첨단 IT 서비스와 솔루션의 구축과 고객의 IT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룹웨어

Crecolto의 그룹웨어 솔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단 한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전자메일, 게시판, 일정, 지인 정보, 전자결재 시스템을 기본으로 Portal 

Personalization, 동호회 등을 제공하는 웹 기반의 그룹웨어 솔션으로 귀사의

경영혁신과 업무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강력한 비즈니스 Tool입니다.

EDMS

EDMS

KM(지식 관리)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의 기업 내 지식 자산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관리 공유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 및 의사결정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문가적 지식 활용을 통한 창의적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100% 웹

기반 지식관리 시스템입니다.

제조SI

제조업에 있어서의 IT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의 시스템을 통합 및 제조 현장

자동화와 관련된 진단, 설계 및 구축, 유지 보수,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종합

솔션을 제공.

SI

금융

Crecolto는 금융 IT 전문가들이 금융업무 전 분야에 걸쳐 원하시는 시스템을

구현. 차별화된 IT 서비스를 금융 업무에 적용하여 안정성 및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템통합 IT 아웃소싱

Crecolto는 각 기업의 정보시스템 및 정보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It 기획을 포함한 정보화 전략 수립,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진단까지 서비스 일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에게 보다 안정적인

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IT 핵심적인 업무인

전략 및 기획,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있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분야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PG 사업 분야

블루 월넛은 전자지불결제대행(PG) 사업 및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Total 

Payment Service Provider 합니다. 현대카드의 자회사로 설립된

젊은 조직으로 현대카드가 보유한 Digital Payment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로 안정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결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사의 다양한 니즈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recolto는 블루 월넛의 국내

유일한 파트너사입니다.

스마트로 PG(Payment Gateway) 서비스는 쇼핑몰

등의 온라인 중소 업체와 카드사 등의 금융권 사이에서

온라인 전자 결제 서비스를 가능케 해주는 중개

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안전하게 결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결제 서비스로 실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우수한 관리 프로그램으로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Crecolto는 스마트로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협력 파트너사입니다..

페이레터는 급변하는 지불결제산업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전자결제 서비스입니다. 전자결제 서비스란 인터넷

상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고객이 이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 휴대폰 및 기타 전자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인터넷 뱅킹, 가상 계좌, 

상품권, 선불카드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결제수단을

제공합니다. Crecolto는 페이레터에서 최저의 수수료로

고객에게 서비스 만족을 드립니다.



주요사업분야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클라우드 사업분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글로벌 리전과 세계적 수준의 보안

인증을 보유한 첨단 클라우드를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성공에

바탕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보안 기술 /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 기술 / 국내 최대 IT 서비스의 안정적인 인프라 / 쉽고

간편한 웹 기반 관리 도구 / 글로벌 메이저급 인프라 품질. 

Crecolto는 기업용 네이버 클라우드의 협력 파트너사입니다.

Amazon Web Services(AWS)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

데이터 센터에서 175개가 넘는 완벽한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포괄적이며, 널리 채택되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인프라 기술부터 기계 학습 및 인공

지능, 데이터 레이크 및 분석, 사물 인터넷 등의 새로운

기술까지 다른 클라우드 공급자보다 훨씬 더 많은

서비스와 서비스 내 기능을 제공합니다.Crecolto는 AWS 

글로벌 협력 파트너사인 베스핀글로벌, 메카 존의 우수

협력 회사입니다.

Microsoft Azure는 현재 컴퓨팅 플랫폼의 제한 너머로

확장하고 Azure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빌드하고, 관리하고, 배포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원하는 언어, 프레임워크 및 인프라, 심지어 자체 데이터

센터 및 기타 클라우드까지 기업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zure는 뛰어난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지원합니다. Crecolto는 기업용 MS 

클라우드 Azure(애저)의 협력 파트너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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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SI & 유지보수(Maintenance) 

부문

사업명 고객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화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3.0 사이트 운영 행정자치부

농수산물 유통공사 (AT Center) 사이버 거래소 운영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국민 장사포털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보건복지부

기관 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책 접근성 인증 사이트 구축 국립주앙도서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표 홈페이지 고도화 및 안정화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무총리실 온라인 사이트 리뉴얼 (국/영문, 모바일 웹) 국무총리실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표 홈페이지 재 구축 국민체육진흥공단

농촌진흥청 귀농귀촌 종합센터 개선 농촌진흥청

MIS 통함 Database 최적화 사업 고등과학원

연구과제포털 시스템 구축 고등과학원

사업명 고객사

한국인정원 ERP 정보시스템 구축 한국인정원

한국인정원 종합정보망 개편 프로젝트 한국인정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디지털가축방역체계 구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 CALS시스템 통합유지보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화관광부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문화관광부

국방부 동원정보체계 4단계 구축 사업(CBT) 국방부

국립암센타 금연길라잡이 구축 국립암센타

남도문화재단 홈페이지 구축 남도문화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PC웹/모바일 차세대 리뉴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무총리실 정보시스템 구축 국무총리실

제일생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제일생명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단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농수산물 종합유통단지

대구산업개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대구산업개발

수출입은행 대표사이트 통합 구축 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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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Mobile & Native App 부문

사업명 고객사

온라인 간소화 및 테블릿 키오스크 구축사업 롯데월드

포인트 금융플랫폼 서비스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웹사이트 시스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리뉴얼 개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구축 국립주앙도서관

부동산 서비스 리뉴얼 국민체육진흥공단

HR 플랫폼 시스템 구축 국무총리실

사업명 고객사

다이닝코드 App/Web 리뉴얼 구축 사업 다이닝코드

이지웰니스 App/Web 구축 사업 이지웰니스

케이웨더 Air365 App/Web 구축 케이웨더

한국금거래소 도소매 App/Web 구축 한국금거래소

브링 중고거래 플랫폼 App/Web 구축 바르크

현대 포인트 몬스터 App 구축 현대자동차

이랜드이츠 HR플랫폼 App 구축 이랜드

숙박업중앙회 홈페이지 구축 휴먼플러스

천주교 봉헌금 결제 시스템 App 구축 휴먼플러스

동물구조협회 홈페이지 리뉴얼 동물구조협회

보육진흥원 웹사이트 리뉴얼 한국보육진흥원

반려동물 코잇 보호소 서비스 App 구축 에브리펫

지기바이크 서비스 App 구축 지기바이크

여행 관련 Trip Fu Light App 구축 CJ올리브네트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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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다이닝코드 Web/App 리뉴얼 프로젝트

맛집 정보 거래소, 다이닝코드!

다녀간 맛집에 대한 리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빅데이터에서 검증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다이닝코드

2021.01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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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케이웨더 Web/App 구축 프로젝트

보이지 않는 공기를 보이게 관리하는

공기질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 Air365.

케이웨더

2021.01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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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이지웰니스 사용자 EAP시스템리뉴얼 프로젝트

IBM Hardware, Software / Google Analytics / AWS 분야에

파트너 체결을 맺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이지웰

2020.07 - 2021.02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주요구축사례화면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이지웰니스 파트너 EAP시스템리뉴얼 프로젝트

IBM Hardware, Software / Google Analytics / AWS 분야에

파트너 체결을 맺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이지웰

2020.07 - 2021.02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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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이지웰니스 관리자 EAP시스템리뉴얼 프로젝트

IBM Hardware, Software / Google Analytics / AWS 분야에

파트너 체결을 맺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이지웰

2020.07 - 2021.02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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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한국금거래소 Web/App 구축프로젝트

한국 표준 금거래소 골드 바!

한국금거래소 사이트(소매), 한국금거래소 쓰리엠 사이트(도매)

리뉴얼, 쇼핑몰 통합, 지점별 사이트 구축용 탬플릿 개발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축, Back Office 개발.

한국금거래소

2020.03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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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바르크 브링(vring) Web/App 구축 프로젝트

블록체인 기반 공유경제 플랫폼!

탈 중앙화된 웹 프로토콜 방식을 사용한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중고거래 장터 서비스 앱 구축.

브링(vring)

2020.06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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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현대포인트 몬스터 모바일앱

몬스터로 하나 되다!

포인트 몬스터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h 

코인, 블루멤버스 등의 포인트들을 포인트몬스터로 전환해 온

오프라인 사용처(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다양한 포인트를 하나로 모아 더욱 쉽게 사용하세요!

point monster

2020.03 - 2020.09



주요구축사례화면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이랜드이츠 HR 플랫폼 프로젝트

제대로 지키는 지키지!

기존 출, 최근 기록 어플 기능과 실시간 시급 계산기능, 아르바이트

필수 기능을 한 번에 담은 플랫폼!

전국 270여 개, 약 8000명 직원의 효율적인 노무관리 시스템 구축.

Elandeats HR

2020.03 - 2020.09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주요구축사례화면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천주교 봉헌금결제서비스 구축 프로젝트

헌금을 앱으로 결제하다! 봉헌 헌금을 위한 H 포인트 전환 및

생체인 증 (지문) 인식, POS 사용자를 위한 신용카드, QR코드

결재, 바코드 결재 등 다양한 결재수단을 이용한 봉헌금 결제

서비스.

휴먼플러스

2020.03 - 2020.07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주요구축사례화면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숙박업중앙회 웹사이트 리뉴얼 구축

숙박 중앙회 웹사이트 리뉴얼

숙박 예약 APP 결제 플랫폼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홈페이지

개발. 숙박 무료견적 요청 및 온라인 위생교육.

휴먼플러스

2020.02 - 2020.05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주요구축사례화면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지기바이크앱 빌링 시스템연동 개발

스마트 도난 방지기 JEEGY!

자전거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스마트폰으로 알려줍니다.

콘텐츠 정보 및 검색 제공 / 여행지, 경, 대여점, 장소 / 음식점, 

숙박, 편의점, 화장실, 관광지 / 여행 편의 정보/ 교통, 날씨, 

준비물, 주의사항 / 콘텐츠 보관 / 커뮤니티, 콘텐츠 평가 및 리뷰, 

여행 기록 관리 및 공유/ 일정 구성, 일정 안내 및 알람, 예약 및

결제, 포인트, 쿠폰, 쇼핑몰, 경로 편집.

영일프레시전

2020.02 - 2020.06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주요구축사례화면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에브리펫 코잇보호소 APP 

코인 COIT- 반려동물 비문 등록

반려견 코인 서비스 구축(App, Web) - 동물구조관리 협회와

연계 / 반려견 비문 조희 및 등록 서비스 구현 - 보호소 앱 및 관리

사이트 구현.

(주)에브리펫

2020.02 - 2020.06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주요구축사례화면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한국보육진흥원 웹사이트 리뉴얼

영유아 중심 보육정책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한국보육진흥원 대표 홈페이지, 영문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홈페이지, 마음성장 홈페이지의

표준화된 웹/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한국보육진흥원

2020.02 - 2020.06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주요구축사례화면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웹사이트 구축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내 국제학 연구소 산하기관으로 출범하여

젠더, 인종, 연령,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과 포용적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학술

연구 및 학계·시민단체 정부 간의 협력 활동을 목표로 함.

서울대학교

2020.02 - 2020.06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주요구축사례화면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롯데월드 온라인 간소화및테블릿 키오스크 구축

롯데월드 어드벤처,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언더 씨 킹덤, 

서울스카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고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직원의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는 시스템 구축.

롯데월드

2019.07 - 2020.02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주요구축사례화면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시스템명 : 통합관리시스템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사례 – 제일생명,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단지, 대구산업개발.

시스템명 : 입출고 재고관리시스템

사례 – KT 파워텔, 과학기술인공제회, GS칼텍스



주요구축사례화면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시스템명 : 영업지원시스템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사례 – 삼성생명, NH 투자증권, 풀무원.

시스템명 : 출동요원관리시스템

사례 – 삼성화재, 현대해상



주요구축사례화면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사업명 : 정보화사업

사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구축사례화면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사업명 : 해외인력채용 및관리시스템 구축

사례 – 삼성화재.



주요사업분야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Service Feature 대우건설 법인 그룹웨어, HR, 총무 기능이 포함된 업무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H/W : 4Core, 32G MEM (Windows 2008 Svr) – 2식

•Infra S/W : DBMS(Oracle), WAS(Resin), Backup(Acronis)

•스팸 차단 Appliance : 1식

•그룹웨어 : 전자결재, 웹 메일, 게시, 일정관리

•HR : 조직관리, 인사정보관리, 발령사항 관리 및 부가서비스

•업무지원 : 자원관리(차량, 회의실 등), 소모품 관리, Timecard 등

•메신저 : 쪽지, 채팅, 파일전송, 원격제어

•인터페이스 : 본사(국내) 전자결재 연동, 본사 포털 공지사항 등 연동

•현지인 교육 및 기술이전 (영어권)

•원격 운영/유지보수 환경 구축

•자체 운영을 위한 컨설팅 → 운영관련 각종 절차, 지침 수립

현지법 개정 – 실질 법인화

시스템명 : OOO 법인 그룹웨어 구축 프로젝트

기간 : 2017.11~ 2018.05.



3. R&D 현황

연구개발 및 보유장비현황



연구개발및보유장비현황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연구개발현황

년도 제목 세부내용

2008 ~ 2010 Web Application Framework 개발
• Java Framework 
• MVC Model2 기반
• 표준개발 가이드 툴

2011 ~ 2013 e-Cummerce 플랫폼 개발
• 온라인 쇼핑몰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
• 통합관리 모듈 동시 지원
• 외부 API 연동 모듈 지원

2011 ~ 2019 자사 모바일 App 개발 론칭 • 마일리지 통합App, 순서대기번호App, 일상기록 카운팅

2018 ~ 2019 그룹웨어 자사 솔루션 개발

• 그룹웨어(전자결제, 웹 메일, 게시, 일정관리

• HR : 조직관리,인사정보관리,발령사항 관리, 부가업무

• 업무지원 : 자원관리(차량, 회의실등), 소모품관리 등

• 메신저 : 쪽지, 채팅, 파일전송, 원격제어



연구개발및보유장비현황

크리콜투 -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전문기업

회사소개 사업분야 R&D 현황

R&D 인원현황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계급

보유인력 6 7 9 2 32

분야 Framework e-Biz Mobile JAVA 계급

보유인력 12 29 32 5 68

구분 개발서버 PC 노트북 프린터 계

H/W 4 27 32 5 32

보유장비현황

구분 O/S WAS 노트북 개발Tool Mobile App

S/W
Linux
Windows

Weblogic
Jeus
Tomcat

Apache
WebToB
IIS

eClips
xPlaForm
Reporting

Android
i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