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 217
053 814 6591

053 814 5378

park100@ibreeze.co.kr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
주요사업분야
Portfolio

아이브리즈는 Total Partnership 을 통해 고객 니즈(Needs)에 적합한 통합적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E-Business Service 전문 기업입니다.

상호명

대표이사
설립일
주소 및 연락처
사업영역

(주)아이브리즈

박경섭
2001 . 7 (2008 . 12 . 법인설립)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217 (영남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 217)
웹 솔루션 개발 _ SI 시스템 개발 _ 웹 사이트 구축 _
DB구축 _ 2D 및 3D 디자인

2001년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아이브리즈만의 고유 스타일을 구축해 가면서
새로운 전문영역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4 - 13

2012

2011

2010

부산지역 치기공소협회 ‘기공소 관리
프로그램 지원’ 협약 체결

위덕대학교 소프트웨어 공학부 3D
컨텐츠 기술 개발 협약 체결

포항 도로명 주소 데이터 베이스 정비
협력 업체 선정

2010. 경산시 산업부문 표창 수상

치기공소 전용 ERP ‘덴타매니저
(DENTAMANAGER)’ 개발, 출시

벤처기업 지정(제2009102810호)

2010-2011 산학공동기술개발기업
선정

벤처기업 재지정 (제201404241호)
2014-2015
산학공동기술개발기업 선정
농업인지원사업 관리시스템 ‘파이어
서포트’ 3개 지자체 보급 및 유지보수
계약 체결

지적도를 기반으로 한 건축물 관리 시
스템 ‘아트라진(ATRAGIN)” 개발
웹 기반의 가상공간 구축 시스템 개발
농업인 지원사업 관리 시스템 ‘ 파머 서
포트 ( FARMER SUPPORT ) ’ 개발,
출시 - 2개 지자체 보급

지리 정보 시스템과 건축도면을 기반
으로 하는 건축물 관리시스템 특허
출원
우편함 기능이 구비된 정보 표지 장치
특허출원
POSCO 퇴직자 온라인 지원 시스템
개발 – 재무설계 및 상담지원

온라인망을 기반으로 하는 특화지리
정보 가이드 Unit 특허등록(특허
10-0814957)
2008년 ㈜ 아이브리즈 법인 설립
2007년 앙드레김 아이웨어 온라인
비즈니스 협약체결
2001년 ‘디자인케슬’ 창업

Total Partnership 구현에 최적화 되어 있는 조직구조는
상호협조 체제 하에 새로운 디자인 솔루션 개발 및 사업영역 확대에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CEO

R&D DIVISION

경영지원팀

WEB DIVISION

SI DIVISION

DISIGN DIVISION

MULTIMEDIA DIVISION

WEB Design

SI Planning

UI/UX Design

PR_FILM

WEB Planning

SI Development

3D Design

Virtual Reality

WEB Development

SI Mangement

CI_BI Design

WEB Consulting

구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술인력
시스템분석

프로그래머

DB전문가

디자인

기획

지원인력

디지털과 아날로그 쌍방향 미디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고객 브랜드의 가치 상승과
통합 미디어 서비스 창출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Web Business

SI(System Integration) Business

Design Business

홈페이지 구축

ERP,EDI 컨설팅 및 개발

모바일 UI, 플랫폼 GUI

홈페이지 운영 컨설팅

그룹웨어 컨설팅 및 개발

디바이스 GUI

홈페이지 유지/보수

Client 맞춤형 시스템 개발

2D, 3D 영상 및 홍보영상 제작

웹솔루션 개발

DB(Database) 시스템 개발

3D 그래픽 디자인

모바일웹/앱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Identity 개발
기업 CI/BI 개발

웹사이트 구축부문
• 대구도시재생지원센터 웹진발행 시스템 구축
• RIST 홈페이지 보안 고도화 사업 수주-POSCO그룹 표준 적용
• 대구경북연구원 모바일웹 개발
• RIST 분석평가센터 모바일웹 구축 및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 TLO 브릿지 사업단 홈페이지 개발
• 대구경북연구원 홈페이지 리뉴얼 리뉴얼(웹접근성 작업 포함)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심사위원등록 시스템 개발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홈페이지 리뉴얼
• 지역산업맞춤형 인재양성사업단 홈페이지 개발
• POSCO 휴먼스 홈페이지 리뉴얼
• 영남대학교 창업교육센터 홈페이지 개발
• RIST 광양지원실 모바일웹 쇼핑몰 개발
• RIST 정도경영 시스템 개발
• RIST 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 리뉴얼 및 통합 DB 구축
• POSCO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 홈페이지 리뉴얼 및 유지보수
• 대구경북연구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 영남대학교 학습공간 예약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 DGRHRD 홈페이지 리뉴얼 및 인력자원 DB 시스템 추가 개발
• 대구.경북 전문가 네트워크 홈페이지 및 DB 시스템 개발
•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지역산업 평가단 홈페이지 개발
• 경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자원 DB 홈페이지 개발
• POSCO 사회적 기업 POSECO HOUSING 홈페이지 개발
• POSCO 퇴직자 재무지원 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발
• 대구경북연구원 RHRD 지역인적자원개발지표 프로그램 개발
• 경상북도 영상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개발
• 경상북도 포토에세이 전국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개발
• 경상북도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개발
• 경상북도 블로그 대회 공식 홈페이지 개발
• 대구경북연구원 웹진 발행 시스템 개발
• 경북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개발

SI 및 소프트웨어 부문
• 분야별 전문 지식 서비스 ‘레드놀’ 모바일앱 제작(Android 버전)
• 수술환자 안전 도우미 ‘메디헬퍼’ 모바일앱 제작(Android 버전)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CHAMP) 전용 모바일앱 플래너 개발(Android, IOS 버전)
• 영천시 농업인지원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
• 울진군 농업인지원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
• 예천군 농업인지원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
• 고령군 농업인지원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
• 성주군 농업인지원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
• 치기공소 관리 ERP ‘덴타매니저’ 개발
• GIS 엔진 ‘아트라진’(자체개발)
• 지적도를 기반으로 한 건축물 관리 시스템(자체개발)
• EKP(Enterprise Knowledge Portal) 시스템 개발(자체개발)
• VRML 표준을 이용한 웹기반 가상공간 구축 시스템 개발(자체개발)
• RFID를 활용한 안경 물류 관리 시스템 개발
• ㈜세광산업 ERP 시스템 개발
• ㈜광명통상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실시간 물류 추적 시스템
• ㈜세림텍스타일 ERP 시스템 개발

RIST 분석평가센터
- 3개 홈페이지 리뉴얼 및 DB통합
http://rac.rist.re.kr

발주처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개발범위

디자인 및 시스템 전체

개발내용

분석평가센터 메인 홈페이지 및 신뢰성DB,
참조표준 DB 3개로 분산된 분석자료 DB를
홈페이지 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리뉴얼
하고 DB를 통합하여 통합검색 기능 구축
한국기계연구원부설 재료연구소 DB와 분석
유 교차검색 시스템 구축 예정 구축

사후관리

유지관리 진행 중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http://www.rist.re.kr

발주처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개발범위

디자인 및 시스템 전체

개발내용

전체를 리뉴얼 하고 홈페이지 전체 보안 부문을
POSCO 본사 기준으로 최적화 시키는 프로젝트
수행(1차)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모의 해킹 및 테스트
통과

사후관리

계약에 의한 유상 유지관리(3년 차)

POSCO 휴먼스
http://www.poscohumans.com

발주처

㈜PSOCO 휴먼스

개발범위

디자인 및 시스템 전체

개발내용

메인홈페이지 홈페이지 개발

사후관리

계약에 의한 유상 유지관리(2년 차)

POSCO 휴먼스
_ 스틸앤건축사업부문
http://www.posecohousing.com/

발주처

㈜PSOCO 휴먼스

개발범위

디자인 및 시스템 전체

개발내용

스틸하우스사업부문 홈페이지 리뉴얼

사후관리

계약에 의한 유상 유지관리(3년 차)

영남대학교 학습공간 (YB룸)
예약시스템
http://ybroom.yu.ac.kr

발주처

영남대학교

개발범위

디자인 및 시스템 전체

개발내용

기존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디자인
및 시스템 전면 재개발 학생 학적 DB 연동
작업 진행

사후관리

계약에 의한 유상 유지관리(4년 차)

대구경북연구원
http://www.dgi.re.kr

발주처

대구경북연구원

개발범위

디자인 및 시스템 전체

개발내용

홈페이지 디자인 및 DB시스템 리뉴얼
보고서 부문과 인사부문 그룹웨어와 연동
웹 접근성 적용

사후관리

계약에 의한 유상 유지관리(4년 차)

POSCO 휴먼스 스틸하우스사업부문

대구경북 분야별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대구경북 취업지원 컨소시엄 (1차 개발_웹부문)

경북지역산업평가단

영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관리 시스템 포함)

POSCO 퇴직자 지원시스템

경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자원DB

제3회 경상북도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

제8회 경상북도 영상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용 홈페이지

제1회 경상북도 블로그 대회

제2회 경북 포토에세이 전국 공모전 공모용 홈페이지

경북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울진 R-Pack 사업 홈페이지

영주 인적자원개발 프로젝트 홈페이지

봉화 인적자원개발 프로젝트 홈페이지

포항시 새주소 도로명 공모용 홈페이지

예천군 새주소 도로명 공모용 홈페이지

구미시 새주소 도로명 공모용 홈페이지

GIFT Factory

학교 생활 안심서비스

모바일웹

모바일웹

영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모바일웹

㈜청슬 ‘옹해야’ 막걸리
모바일웹

RIST 분석평가센터

RIST 광양지원실

영남대학교 창업교육센터

모바일 웹

모바일웹 쇼핑몰

모바일웹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수술환자안전도우미

분야별 전문 지식 서비스

업무용 플래너 모바일앱
(Android, IOS)

‘메디헬퍼’ 모바일앱
(Android)

‘레드놀’ 모바일앱
(Android)

프로젝트명

발주처

개발범위

농업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성주군

시스템 전체

농업지원자금(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전산화 및 시스템화

농업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고령군

시스템 전체

농업지원자금(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전산화 및 시스템화

농업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울진군

시스템 전체

농업지원자금(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전산화 및 시스템화

농업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예천군

시스템 전체

농업지원자금(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전산화 및 시스템화

농업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영천시

시스템 전체

농업지원자금(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전산화 및 시스템화

경동산업

시스템 전체

ERP시스템과 무역 EDI 모듈개발 및 모듈통합, Database 설계 및 구축

㈜ 세광산업

시스템 전체

영업, 생산, 구매, 회계, 인사, 원가, 하청 등의 모듈개발 및 모듈통합, Database 설계 및 구축

ERP 시스템 및
무역 EDI 구축
ERP 시스템

개발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