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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41. 일반 현황 및 조직

회 사 명 ㈜리젠컴퍼니 (LI:ZEN COMPANY) 대 표 이 사 유 태 민

회 사 설 립 2007년 10월 매출액 / 직원수 약 67억 / 총 60명 (2017년 말 기준)

주 소 지 서울시 중구 소파로 131 남산빌딩 206호 전 화 번 호
Tel. 02-3142-1141       

Fax. 0505- 314-2231

사 업 분 야 웹 에이젼시, UI/UX 기획, 디지털 마케팅 및 온라인 이벤트, 마케팅플랫폼 운영 및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인증 및 수상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A등급),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2010 KOREA DIGITAL MEDIA AWARDS 최우수상 수상 (Membership Service Part)
2013 WEB AWARD KOREA Winner 대상 수상(영상 / 가전분야)

홈 페 이 지 대표 웹사이트 : www.lizen.co.kr, SNS 채널 : www.facebook.com/lizencompany

| 일반 현황

| 조직 및 인원

구분 기획 디자인 개발
임원/

경영지원
합계

특급 2 3 1 2 8

고급 4 5 3 0 12

중급 6 6 5 0 17

초급 6 4 11 2 23

합계 18 18 20 4 60



52. 주요 연혁

| 주요 연혁

LG 전자 마케팅 플랫폼 및 인프라 운영
(~2017 현재)

사업분야 확장
(주)리젠컴퍼니로 사명 변경

Microsoft 협력 업체 등록
신한금융지주 Private Cloud 사업

SK브로드밴드 통합광고 시스템 구축 사업
중기청 R&D 협약 (빅데이터 시각화 플랫폼)

모바일 전문 회사 “만랩＂인수

특허출원 2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NO-BIZ) 인증(A등급)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

소셜 댓글 솔루션(Socia Lead)개발
LG전자 제품 디지털 마케팅 및 온라인 이벤트 진행(~2017년 현재)

벤처기업 인증, 기반 사업 확보

ERMS : 이메일 문의 응대 솔루션 개발
eCatalog(제품정보 CMS 관리 솔루션) 시스템 개발

특허출원 2건

본사 확장, 기반사업 안정화
본사 확장 이전(서울시 중구)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장치 특허 등록
서비스 사업 전담 부서 신설

㈜리젠컴퍼니는?
고객의 불확실하고 다양한 요구를 또렷하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
리젠은 변화무쌍한 IT환경을 이끌어가는 Spectrumist 들의 회사입니다.

회사 설립
㈜리드웹 설립
(서울시 서초구)

약 20억 매출(2011년 12월 기준)

약 28억 매출(12년 12월 기준)

약 45억 매출(14년 12월 기준)

JUST THINKING OF HOW LI:ZEN IS GOING TO CHANGE GETS US SO EXCITED !!

약 67억 매출(17년 12월 기준)



63. 주요 사업분야



74. 주요 인증 및 수상 내역

2010 KOREA DIGITAL MEDIA AWARDS 최우수상 수상

 Membership Service Part

2013 WEB AWARD KOREA Winner 대상 수상

 영상 / 가전분야



85. 주요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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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수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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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한국 영업 마케팅 플랫폼 통합 운영 및 SI 연계 사업

1. Web service 부문(1)

반응형웹/ Responsive Web 적용

제품컨텐츠자동화관리CMS 기능도입

온라인대표채널로의브랜딩표현

오픈소스기반개방형플랫폼적용

2010 KOREA DIGITAL MEDIA AWARDS 

최우수상수상 [Membership Service Part]

2013 WEB AWARD KOREA Winner 

대상수상 [영상 / 가전분야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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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닷컴 제품정보 및 유통향 콘텐츠 제작 운영

1. Web service 부문(2)

사용자에최적화된UI/UX

모바일에최적화된UI 제공

고객참여/반응을유도하는UX 전략

쳇봇을이용한온라인커뮤니케이션제공



121. Web service 부문 (3)

| LG전자 중국닷컴 제품 USP 리뉴얼 / 중국 오픈마켓용 USP 제작

LG Electronics CHINA USP

LG 전자중국닷컴주요제품군USP 리뉴얼

중국시장에맞는USP 분석을통한UI개선

중국오픈마켓(찡동, 티몰)용USP 제작



131. Web service 부문 (4)

| LG전자 시그니쳐 키친 스윗 Site 구축

사용자환경에맞춰최적화되는반응형웹

다양한디바이스와해상도에맞게최적

화

여러환경에서동일한사용자경험제공

간략한구성으로제작된모바일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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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B2C 플랫폼 내 12개 브랜드 통합 포털 구축

1. Web service 부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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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 컨텐츠 및 CMS 운영

1. Web service 부문(6)

E-commerce

온라인판매채널관리대행

상품페이지제작컨설팅/실습교육

오픈마켓,소셜,네이버상품판매/광고대행

기획전, 브랜드관, 프로모션제작/배포

상품정보통합관리시스템(CMS) 구축/운영

컨텐츠가이드 3.0 방문교육

기획전제작가이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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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B2B 온라인 채널 개선 사업

1. Web service 부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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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디스플레이 대표 포털 구축 및 즐거운 직장 컨텐츠 운영

1. Web service 부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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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회사소개 리뉴얼 | LG전자 렌탈&케어 구축

1. Web service 부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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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Supplier Portal 구축 | LG전자 스마트월드 모바일 앱 개발

1. Web service 부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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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원 웹 접근성 인증 심사 프로젝트 | LG전자 제품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1. Web service 부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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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글로벌 비대면 채널 확산 프로젝트

1. Web service 부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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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그룹 컴플라이언스 온라인 매뉴얼 DB 시스템 구축

1. Web service 부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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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BS 기반의 KT 키즈폰 ‘올레똑똑’ 웹서비스 개발

1. Web service 부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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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기프트 팩 모바일 서비스 개발 및 운영

2. Mobile service 부문 (1)

LG G5, V20, G6, V30, G7, V40외

파생모델다수 Built-in APP

“기프트팩”서비스에대한개발및운영

상품구매및결제, 배송관리및리포트기능제공

(LG PAY 연동, 멤버십기간계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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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기프트 팩 모바일 서비스 콜센터 운영

2. Mobile service 부문 (2)

콜센터운영

15~50명까지서비스시즌별콜센터상시운영

서비스에특화된전문메니저교육을통해전문콜인력제공

Daily, Weekly Report  제공및CS 유형별상세통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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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STAR APP – LMS 서비스 구축

2. Mobile service 부문 (3)

다양한포맷의콘텐츠제공

모바일에최적화된UI 제공

동영상, PDF, HTML 컨텐츠등제생가능

LMS 시스템을통한강의구성및교육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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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컴퍼니 클라우드 펀딩 시스템

2. Mobile service 부문 (4)

반응형웹/ Responsive Web 적용

크라우드펀딩시스템통합구축

상품등록, 결제, 쿠폰, 마일리지 서비스등제공

모바일반응형사이트, 모바일APP구축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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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기반 AR 소셜 서비스 ‘doodle’

2. Mobile service 부문 (5)

AR(증강현실)로현재위치에서글과사진, 동영상을공유

할수있는서비스

2018 동아제약박카스국토대장정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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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stCop 미세먼지 측정 서비스

2. Mobile service 부문 (6)



302. Mobile service 부문 (7)

| 루나스토리, 돈좀비 게임

다양한모바일게임기술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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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모바일게임기술보유

2. Mobile service 부문 (8)

| 마이홈, 에브리타운, 에브리팡, 젤리비 등 다양한 게임 개발



323. 디지털 마케팅 및 온라인 이벤트 분야 (1)

| 베스트샵 매장 VR 적용 이벤트 대행| 디지털 캠페인 대행

 매장에 방문한 고객 (잠재고객)을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 및 대행

 LG전자 제품 출시 및 시즌 별 프로모션 제작, 디지털 캠페인 및 이벤트 대행



333. 디지털 마케팅 및 온라인 이벤트 분야 (2)

| 체험단 모집 이벤트 대행

 LG전자 제품 출시 전 체험단 모집 이벤트 진행



343. 디지털 마케팅 및 온라인 이벤트 분야 (3)

| 기타 제품 이벤트 및 온라인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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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지주 Private Cloud 시스템 구축

4. System Integration 부문 (1)

MS Azure를이용한Private Cloud Center 구축사업

신한금융지주회사노후장비를MS Azure 기반의 Private 

cloud로구축

프라이빗클라우드 Server, Storage 등H/W, N/W Infra  

및 가상화셋팅, 마이그레이션, 관리자용Dashboard 등

프라이빗클라우드 SW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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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브로드밴드 통합광고 시스템 구축

4. System Integration 부문 (2)

SK B TV 및모바일APP 옥수수광고시스템통합

고객성향에맞는 Targeting 광고시스템통합구축

광고등록및배포, 정산, Report 등다양한광고시스템제공

멀티디바이스지원및멀티브라우저지원

웹표진방식및반응형웹개발방식으로제공하여다양한브라우저

와

디바이스에서비스제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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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W에 가입된 한국마케팅본부 내 한국회원을 One ID 체계에 따라 LG Account로 회원 DB 이전

• LGSW 한국회원은 한국마케팅 본부에서 운영하는
LG Family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취급을 통합 관리하고 있

음

• 회원관련 C/S 접수 건은 한국마케팅본부의 회원관리

운영팀과 연계하고 있음

As-IS To-Be

LG SmartWorld
한국 서비스

전사통합서비스플랫폼

LG SmartWorld
한국 회원

타 본부 서비스 회원

EMAIL ID 전환
(회원DB migration 개발)
• Email ID전환동의
• 실명인증(주민번호)
• EMAIL인증
• 타 본부회원 서비스 가입
• 신규회원가입
• 회원탈퇴
• ID/PW 찾기
• 만14세미만 부모동의가입

• LG Account로 LGSW 한국회원 DB 이전에 따라,
LGSW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취급방침 수립과

회원정보관리를 병행해야 함

• 회원관련 C/S 대응이 LG Account 운영과 연계가 필요함

LGSW회원 DB

한국마케팅 본부 B2C Family 회원 DB LG Account 회원 DB

| LG전자 B2C 플랫폼 회원 정책 개선 사업

4. System Integration 부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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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Portal Front

3rd Party

•Google Map
•Capcha Solution

DMS

SCM

Partner PortalSFS

유관 서비스

Dashboard

Channel

•SNS
•You Tube
•BrightCove

MDMS

MPIS

Adobe Analytics

MKT Material
Mgmt.

Product 
Info. Mgmt.
(English Ver.)

B2B MKT

Support Tool

• 제품 Page
Preview

• Contents 검색
• Spec Upload 
• Download

마케팅 통합 CMS/global, us

B2B 제품 정보 통합관리

B2B 제품 컨텐츠 통합관리

국가별 B2B 사이트 관리 정보

통합 DB & 컨텐츠 Repository

For Home For Business (Gateway)

SOLARCommercial

LIGHTING

Login(통합계정, 별도 로그인)

HVAC/Partner Portal

Download

Support

Training

파트너회원관리 Partner Program

•Automation Tool

B2B/B2C 통합 검색

ERP

AUTOMOTIVE

C&M

프로젝트 범위

컨텐츠

| 글로벌 CMS 및 NCD(No Coding Dev.) 방법론
적용

4. System Integration 부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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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우드 소싱기반 실내 사용자들의 행동패턴 분석 및 가시화 플랫폼 기술개발

5. R&D 부문(중소기업 혁신형 기술개발 사업)

실내이용자의이동패턴을분석하여마케팅에활용가능한

빅데이터시각화플랫폼기술개발로서위치, 고객성향,

방문패턴및체류패턴분석을쉽게확인할수있도록

Map 기반의시각화기술을개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