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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n I&C 
에단이란 고대 아일랜드의 고어로 불, I&C 는 Innovation & Creative를 뜻 합니다. 

에단은 언제나 고객의 e-business 를 불타오르는 “혁신적 기술”과 “창조적 아이디어”로  

무한하고 치열한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이끄는 기업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 같은 뜨거운 열정,  

 혁신적 기술을 추구하는 이성,  

 창조적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감성 



Pro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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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For Oneself  

 

열정은 노력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생겨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자극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단의 가족들은  삶과 일에 열정을 쏟으며 . 열정을 가꾸고 키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야든  어떤 업무든 열정을 갖고 있는 에단의 가족들은 그의 인생도, 그의 일도 그의 고객도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에단 아이엔씨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절대적 가치! 바로 뜨거운 열정  입니다. 

언제나 내가 지닌 것의 110% 이상을 현장에서 쏟아내는  

프로페셔널 Group 에단아이엔씨의 Man Power는 특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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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에단아이엔씨 (Edan I&C Co., Ltd) 

 

|     2000년 8월 회사 설립, 2008년 01월 법인 전환 

 

|     안은찬 

 

|     7 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5 안강프라이빗 1차 906호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5 안강프라이빗 1차 906호 

 

|     02.2088.8541   FAX    02.6969.9635    MAIL edaninc@edaninc.com 

 

|     eBusiness Consulting & Development/Operation/Management 

      eBranding Strategic Planning 

      Online Marketing Planning 

      User Interface Analysis & Design 

      Multimedia Motion Graphic Design 

      Application Development  

에단아아엔씨의 비전은 포스트  웹  리딩  에이젼시로  고객  니즈에  적합한  통합 마케팅과 

Creative ,Technology에Strategy를 통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 
 

 회사명 

 

 설립일 

 

 대표이사 

 

 임직원 

 

 본사 

 

 기업부설연구소 

 

 대표전화 

 

 사업분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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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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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평가원 인증 평가시스템 개발 

|   (주)꼬꼬에프앤비 웹사이트 추가개발 및 업무협약체결 

|   방산기술보호 컨퍼런스 사이트 제작 

2018 

 11 

 05 

 05 

|   서울국제작가축제  

|   삼성SDS REAL 2019 

|   삼성SDS Brightics Academy공모전 

|   본사 이전(마곡) 

|   UCI그룹 홈페이지 리뉴얼 

……………………………………………………………………………………………………………………… 

2019 

 09  

 03 

 03 

 02 

 01 



………………………………………………………………………………………………………………………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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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씰리침대 홈페이지 관리 

|   소통 컨퍼런스 홈페이지 제작 및 웹페이지 관리 

|   씰리침대 마이크로사이트 제작 및 관리 

|   한진그룹 이하넥스 쇼핑몰 디자인 및 개발 참여 

|   국제 에너지 컨퍼런스 홈페이지 제작 및 웹페이지 관리 

2016 

 05 

 05 

 05 

 02 

 01 

|   선빈코리아 제 3브랜드 서민반찬 쇼핑몰 제작 

|   맞춤 와이셔츠 제니오스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   인테리어 컨설팅 전문 핌코리아와 업무제휴 협약체결 

|   머큐어호텔 유지보수 부분리뉴얼 계약 

|   컨퍼런스 홈페이지 SYSTEM 3차 개발 

|   여시재 국제 포럼 홈페이지 제작 

|   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 웹서비스 유지보수 계약 

|   리젠그룹 홈페이지 리뉴얼 

|   본사 이전(서교동) 

……………………………………………………………………………………………………………………… 

2017 

……………………………………………………………………………………………………………………… 

 12 

 11 

 11 

 09 

 09 

 05 

 04 

 02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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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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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이전 

|   태국여행 전문 몽키트래블 웹사이트 리뉴얼 

|   (주)피오디커뮤니케이션즈와 업무제휴 협약체결 

|   디메이트컴퍼니와 업무제휴 협약체결 

2015 

 06 

 03 

 02 

 01 

……………………………………………………………………………………………………………………… 

……………………………………………………………………………………………………………………… 

|   컨퍼런스 홈페이지 SYSTEM 1차개발  

|   연세대학교 공학부 서버관리 

|   클라우드나인컴퍼니와 업무제휴 협약체결 

|   MBCCNI 운영계약 체결 

2014 

 11 

 08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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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립민속박물관 인터넷방송국 개설 

|    자유여행 예약관리솔루션개발 

|    2012 한국웹어워드 우수상 수상 

2013 

 11 

 03 

 01 

……………………………………………………………………………………………………………………… 

………………………………………………………………………………………………………………………  

|    ERP & CRP Ver2.0 개발완료 

|    WORDPRESS 기반의 소셜블로그 컨텐츠/테마/플러그인 개발사업추진 

|    통합 E-BRANDING 서비스 실시 키워드마케팅/블로그&지식인/컨텐츠운영 ALL IN ONE SERVICE 시작 

|    우리은행 사이버갤러리 운영계약 체결 

|    3차 CreativeStory Brand Beta open 

 

 

2012 
 

 07 

 04 

 03 

 02 

 01 

|    본사 이전 

|    동영상 강좌 초짜닷컴 오픈 /강좌서비스사업 개시 

|    MEDIA전담부서신설 

2011 

 09 

 03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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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NDROID APP – 음원플레이어 개발 

|    병원 CRM&WEB MANAGEMENT SYSTEM 1차개발 

|    인트라넷 전용 ERP/CRP 1차 개발완료 

|    SNS연동 설치형블로그, 이벤트, 마케팅 연구개발추진 

|    한국웹어워드 우수상 수상/ VR CLUB 

 

2010 
 

 09 

 08 

 07 

 04 

 01 

……………………………………………………………………………………………………………………… 

………………………………………………………………………………………………………………………  

|    실시간 입찰정보 제공 및 입찰분석 솔루션 개발 

|    중소기업청, 국립국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등 웹사이트 고도화 및 웹접근성 추진 

|    (주)드림와이즈, (주)폭스소프트, (주)펜텍시스템과 SI업무 협력체결 

|     (주)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와 웹프로모션 및 웹마케팅 업무협력체결 

|    본사 사옥 확장 이전 

 

 

2009 
 

 12 

 11 

 04 

 03 

 01 

|    벤처기업인증 

|    ISO 9001:2000 품질경영인증서 획득 

|    RIA INNOVATION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법인전환 

 

 12 

 10 

 04 

 01 

……………………………………………………………………………………………………………………… 
2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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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AN 은 급변하는 e비즈니스 환경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속에서도 독창성과 혁신을 통하여 고객의 e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무한한 e비즈니스의 세계에 한줄기 빛을 더하고자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SYMBOL 

INNOVATION & CREATION 

EDAN 은 고대 아일랜드어로써 불을 의미하며 각3개의 불꽃은 성공적인 e비즈니스를 위한 정확한 분석의 GREEN, e비즈니스의 

전문적인 독창성을 위한 감성에 대한 열정을 RED, 지속적인 e비즈니스의 끊임없는 개혁과 발전을 위한 근면과 성실은 

ORANGE를 의미 합니다.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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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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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심장과 뜨거운 열정에 의한  TirPLE Mind” 

 
에단아이엔씨의 가장 큰 자산이자 고객이며 동반자인  브레인들을 고객과 가장 근접한 활동과 효율적이며 창조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전문화된 조직 구성을 제안 하고 있으며 각 브레인들의 수평적 역할 분담(horizontality organization)을 통해 각  

구성원의 상호 유기적 커뮤니케이션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Triple Mind를 통한 더 높은 가치 추구 



Business Area 
Passion For Oneself Our promise Passion For Customer 

R & D and Strategy Business 
 

㈜에단아이엔씨는 급변하는 웹기술의 진보속에서 첨단 기술에 대한 끝임없는 연구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더 이상 웹의 협소한 의미에서 벗어나 IT기술과 서비스가 ‘Sociality’와 ‘Mobility’라는 모습으로 선명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디지털융합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략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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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z  Consulting & Marketing 

Online Marketing EDAN’s Strength 

타 대행사와의 구조적 차이 –  광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광고비용 및 효과가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현재의 온라인 광고대행사의 구조상 체계적인 관리나 전략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대부분의 급여제도가 인센티브로(영업과 관리 병행)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주의 편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AE(Account Executive)/AM(Account Manager)제도를 운영하여 더욱 밀착한 고객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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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Website Development (1) 

에단아이엔씨는 고객의 개발목표를 이해하고 Contents, User Interface, Marketign 등 기본요소에 대한 분석을 기본으로  

일관된 Identity를유지하며 독창적이고 강력한 Creative의 Web desig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에단의 전문적인 앞선전략과  

다년간의 연구와 경험으로 쌓아온 기술력의 자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작사례 : VR클럽,우리은행,이병헌스타샵,태웅로지틱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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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Website Development (2) 

21세기는 웹사이트의 다변화시대입니다. 에단의 Creative Website Development서비스는 다변화하는 디지털환경의 흐름속에 기업환경과  

기업의목표를 웹사이트에 접목시켜 기업의 독창적인 비지니스경쟁력을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가치창조의 핵심적인 열쇠를 만들어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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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 작가축제 

http://siwf.or.kr 

SAMSUNG SDS  REAL 2019 

SAMSUNG SDS  Brightcs Academy 
https://contest.brightics.ai/ 

https://www.samsungsds.com/global/ko/about/event/real20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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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인터넷방송국 

민속+人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영상채널입니다. 민속+人에서는 전시 ․ 교육 ․ 행사 ․ 

자료 ․ 조사 ․ 연구 등 국립민속박물관 관련 영상을 기획 ․ 제작 ․ 제공함으로써 

영상을 통하여 소통하는 박물관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민속+人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신규 및 인기 영상을 노출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으며, 

분류 및 통합 검색을 통하여 원하는 영상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웹 연동 서비스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민속+人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 하였습니다. 

 

http://www.nfm.go.kr/channel/802/userVideoChannelList.do?row=8&menuKi

nd=1 

국립국어원 

합리적인 국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체계적 조사, 연구와 언어 규범 보완 및 정비를 

수행하고 국가 언어 자원을 수집하여 통합 정보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언어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며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증대를 목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직관적인 UI를 반영하였습니다. 

 

http://www.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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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본청과 11개의 지방청 그리고 어린이중소기업청등을 비롯한 

방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만큼 중소기업청의 아이덴티티와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기획단계에서 설계, 그리고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회의와 

협의를 거쳐 치밀한 검토하에 개발하였습니다. 

 

 

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 비즈인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표브랜드로서 복잡하고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서비스를 제공할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길잡이로서 기업에 필요한 자료와 중소기업인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정보와 자료가 많은 컨텐츠 집약적인 웹사이트로서 초기 인터페이스와 

컨텐츠설계에 의한 UI반영등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프로젝트 입니다. 

 

http://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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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갤러리 

우리은행은 고객들이 수준높은 미술 작품들을 보다 손쉽게 접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우리갤러리코너를 신설했다. 

 

 전달력이 강하며 임팩트한 비쥬얼모션을 만들어라! 

 방문자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제공되는 화면효과에 깔끔한 디자인을 제공하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식공유를 기반으로하는 인터렉티브한 사이트를 

완성하라! 

 

http://gallery.wooribank.com 

UCI GROUP 

상하 스크롤 형태의 레이아웃을 사용하였으며, 메인비주얼의 동영상을 이용하여 

기업의 중요 사업과 이미지를 전달하는데에 초첨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오래된 역사를 메인에 표현하려 노력하였습니다. 

 

http://ucigro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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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닭꼬치킨 

치킨 브랜드의 맛을 홈페이지에서 표현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무리없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http://www.mdcco.co.kr 

여시재포럼 

국제포럼 홈페이지로 포럼의 성격에 맞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다국어로 제작되었으며,모바일에서도 무리없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http://futureconsensu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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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All 

상하 스크롤 형태의 레이아웃을 사용하였으며, 

모바일에서도 무리없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UI/UX를 반영하였으며, 

콘텐츠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http://logis.edaninc.com/main/main.asp 

패커드코리아 

기업의 이미지를 최대한 메인페이지에 표현하려 노력하여 제작 하였습니다. 

사업의 설명이 주된 내용으로 텍스트와 이미지의 적절한 조합으로 심심하지 않게 

제작 하였습니다.  

다국어로 제작되었으며,모바일에서도 무리없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http://energy.edanhos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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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무기록협회(진행중) 

대한의무기록협회의 웹사이트는 다양한 접속환경과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플한 UI/UX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무거운 기능 및 복잡한 이미지의 사용을 지양하였으며, 정보전달의 용이함과 가벼운 

퍼포먼스로 사용자와 관리자를 위해 전체적인 사이트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http://kmra.cstory9.com/ 

따스안 

상하 스크롤 형태의 레이아웃을 사용하였으며,  

모바일에서도 무리없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침구 관련 홈페이지에 맞게 깨끗하고 산뜻한 느낌을 연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UI/UX를 반영하였으며, 

콘텐츠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http://ddase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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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링크 

상하 스크롤 형태의 레이아웃을 사용하였으며, 모바일에서도 무리없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비교전 큼지막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트랜디한 디자인을 반영한 사이트입니다. 

데이타링크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여 제작되었고 사용자가 각 메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편한 UI를 적용하였습니다. 

 

http://datalinks.co.kr/ 

ZON ACOUSTICS 

사용자에게 빠른 정보전달과 복잡하지 않은 레이아웃을 활용하여 사용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최대한 배제하여 콘텐츠 가독성을 높여주었습니다. 

톤앤매너는 화이트, 그레이 컬러를 사용하였으며, 포인트 컬러는 마젠타 컬러를 

사용하여 세련된고 유니크한 느낌을 연출 하고자 하였습니다. 

 

http://zonacous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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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핀다트코리아 

본홈페이지는 구슬아이스크림의 인지도를 넓히기 위한 사이트 입니다. 

개발당시 디핀다트코리아의 웹사이트는 아래 세가지의 기획의도에 중점을 두고 

제작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구슬아이스크림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강한 인지를 위해 임펙트 있는 

비쥬얼 모션을 만들어라. 중소기업청 본청 웹사이트제작 

 유사브랜드와의 차별화된 디자인과 독창성을 제공하라. 

 간결한 컨테츠의 구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살려라. 

 

http://dippindots.co.kr/ 

G7 젤라띠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그 본연의 맛 과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비쥬얼을 살리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이쿼리효과로 사이트가 무겁지 않고 제품의 특성만을 살린 사이트 입니다. 

 

http://g7gelat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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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원 

재단법인 양평공원에서 의뢰한 사이트로 공원같은 묘원을 골자로 제작이 

진행되었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할수있는 묘원을 현대화, 고급화, 공원화를 실현하여 공원묘지라는 

컨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메인화면에 가족 그리고 자연 등의 동영상을 배치하여 자연친화적 가족 묘원을 

강조하였습니다. 

떠난 가족이 그리울때 방문할 수 있는 공원이라는 테마가 잘 살려진 사이트입니다. 

 

http://www.memory4u.co.kr/ 

VR클럽 

VR이란? 

VR 기술은 게임과 같은 단순한 가상적 경험에서 부터 의료나 우주개발과 같은 

수행과정에 대한 결론을 추론할 수 있는 복잡한 피드백 시스템을 갖춘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현시대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가상적 경험에서 시각적 경험과 리얼리티의 진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정 공간의 비주얼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이 VR 

Photography(사진기반 가상현실) 입니다. 

VR이란 사이트라는 장점을 극대화시켜 제작된사이트입니다. 

 

http://www.vrv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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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및 관공서 웹사이트 제작 

 

 민속박물관 민속인 웹사이트 제작 

 몽키트래블 웹사이트 제작 

 MBC CNI 홈페이지 리뉴얼 제작 

 대한의무기로협회 웹사이트 제작 

국립국어원 웹사이트 제작 

 중소기업청 본청 웹사이트제작 

 KT음원 모바일 전용 어플리케이션 구축 

 우리은행 사이버갤러리 제작 

 BH이병헌/이은희 브랜드 웹사이트제작 

 양평공원 웹사이트 제작 

 ㈜케이비원/티넷(BtoB몰) 웹사이트 제작 

 경기개발연구원 웹사이트 제작 

 산림청 숲사랑 커뮤니티제작 

디핀다트코리아 웹사이트 제작(웹어워드코리아 수상) 

사라네일 쇼핑몰제작 

 중소기업청 1인창조기업 웹사이트 제작 

 VR클럽 홈페이지제작 한국웹어워드 수상 

 국립어린이도서관 인트라넷 외 500 여개의 웹사이트개발  

 

 

 

 

산타아트 웹사이트 리뉴얼 제작 

 코오롱 엘로드 렌탈 웹사이트 제작 

 ㈜휴노 스쿨온 웹사이트 제작 

 투와이드컴퍼니 웹사이트 제작 

 패커드코리아 웹사이트 제작 

 UCI GROUP 웹사이트 제작(다국어) 

 제니오스 웹사이트 제작 

 LOGISALL 웹사이트 제작(다국어) 

 디베이스 웹사이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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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웹사이트 제작 

 

 삼성SDS Brightics Academy공모전 https://contest.brightics.ai/ 

 삼성SDS REAL 2019  

https://www.samsungsds.com/global/ko/about/event/real2019.htmll 

 서울국제 작가축제 2019 http://siwf.or.kr/  

디지털서밋 2018 

 WHOFIC 2018 

 기후위크 2018 

 여시재 컨퍼런스 2018 

 CG컨퍼런스 2017 

 에너지컨퍼런스 2017 

 위닉스 그림그리기대회 2018 

 서울국제안전포럼 2018 

 자전거포럼 2017 

 한지국제세미나 

 한중아시아 협력포럼 

 에너지컨퍼런스 2014 

 아시아자전거총회 

 아시아대도시전염병감염 컨퍼런스 

 

 

 

 서울시 어린이 안전존 공익웹사이트 제작 

 서울유니버셜디자인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산업안전강조주간  

법무부 인권세미나 

 방산기술컨퍼런스 

 디지털페스티벌 

 도박문제인식주간 

 그린에너지 

 SSAEM 컨퍼런스 

 Movable Date Center Conference 

 해카톤 

2015 LG DEV-CAMP 컨퍼런스 웹사이트 제작 

 2015 KBS 미래포럼 컨퍼런스 웹사이트 제작 

 2015 서울 국제 에너지 컨퍼런스 웹사이트 제작 

 2015 서울 앱페스티벌 컨퍼런스 웹사이트 제작 

 2015 서울 국제 금융 컨퍼런스 웹사이트 제작 

 

 

 

http://siwf.or.kr/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5 안강프라이빗 1차 906호     ㈜에단아이엔씨   TEL :  02-2088-8541  FAX : 02-6969-9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