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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bout MEPLZ

History

Outline

Organization

Business Area

Client



법인명

대표이사

설립일

소재지

임직원수

자본금

사업영역

㈜미플즈

이 세 주

2004년 3월 22일(법인전환 : 2006년 1월 9일)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02 SK리더스뷰 2층

86명 (2022년 11월 기준)

6억

Digital Marketing / Agency

수상경력 Web Award 2022 기업인재채용분야 대상
[기아차 인재채용 ]

Web Award 2022 기업인재채용분야 최우수상
[현대자동차 채용정보]

Web Award 2022 기업인재채용분야 최우수상
[LG그룹 인재채용]

Web Award 2015 생활부문 통합대상
[Starbucks Website]

Web Award 2015 모바일웹 서비스부문 통합대상
[Starbucks Mobile Web]

App Award 2015 회원서비스부문 최우수상
[Starbucks App]

&Award 2015 멤버쉽서비스 부문 GRAND PRIX
&Award 2015 식음료서비스 부문 WINNER
[Starbucks App]

01 About MEPLZ
Outline

MEPLZ는 수많은 기업과 브랜드의 각기 다른 목표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성장을 이끌어낸 Digital Marketing Partner 입니다.

생활브랜드부문
통합대상

스타벅스웹사이트

모바일웹서비스부문
통합대상

스타벅스모바일웹

회원서비스분야
최우수상
스타벅스앱

기업인재채용분야
대상

기아차인재채용

기업인재채용분야
최우수상

현대차채용정보

기업인재채용분야
최우수상

LG 인재채용



Planning Design Blockchain
Development

Web/App
Development

Design Team

UI/UX Planner
Web Planner
App Planner

Planning Team Publishing Team Development Team

DIRECTOR

CREATIVE DEPT. MARKETING DEPT. 

Online
Mobile

Marketing

Viral
Social
SNS

Marketing

Marketing Team

CEO

SALES DEPT.

M.I.X. LAB(MEPLZ UI UX LAB)
(UI/UX Planning, Design Strategy, UX Test & Analysis, Publishing, Development, Quality Control) 

Metaverse
Development

UI/UX Designer
Web Designer
App Designer

Smart Contract
Business 
Developer

Web Programmer
Android
IOS

Unity
Unreal

Account Executive Account Executive 

The Chief of headquarters

MANAGEMENT DEPT.

미플즈는다년간이어온TotalDigitalAgency로주요사업은 IT사업부와Marketing사업부로
구성되어CreativeDigital사업의전문성을강화하였습니다.

01 About MEPLZ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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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UX Consulting
 UI/UX Research
 UI/UX Planning
 UI/UX Design

 Web Design Creative
 Graphic Design Creative
 Motion Design Creative

 Website(PC & Mobile Web) Development
 App(Web/Native/Hybrid App) Development
 Metaverse Solution Development

 Website(PC & Mobile) Maintenance
 App(Web/Native/Hybrid App) Maintenance
 Solution Maintenance

Digital UI/UX

Creative

Development

Maintenance

Marketing  Online/Mobile Marketing
 Viral Marketing
 Social/SNS Marketing

Media

Platform

미플즈는 디지털 미디어 및 플랫폼에 대한 UI/UX, Creative, Development, Maintenance, 
Metaverse, Marketing을 중점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01 About MEPLZ
Business Area



미플즈는 고객사와 서로 신뢰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01 About MEPLZ
Growth Partner

TRUST GROWTH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다수의 고객사 및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IT / MARKETING 등 분야별 전문 사업 조직 보유

안정적인 재무 구조로 신속한 비용처리 가능

다년간 검증된 프로젝트 수행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시장 트렌드에 맞춘 지속적인 매체 확장

전문적인 교육 기회 제공으로 조직 역량 향상

빅데이터 / AI솔루션 지속 개발로 생산성 확대

Digital 전문 사업부 프로젝트 협업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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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아모레퍼시픽

SK텔레콤

LG

우리은행 카카오 대한항공

스타벅스삼성전자 KB 금융그룹

제 조 부 문

유 통 부 문

건 설 부 문

항 공 부 문

해 운 부 문

통 신 부 문

I T 부 문

공 공 부 문

미플즈는 지속적인 시장 개척을 통해 제조,유통,건설,항공,통신,IT,공공 등 산업부문별 선도 기
업 및 기관 고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1 About MEPLZ
Client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아워홈

현대중공업

얍컴퍼니남성해운

한샘

한국고용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일동후디스

맥포머스짐보리

티맥스소프트

제 조 부 문

유 통 부 문

건 설 부 문

항 공 부 문

해 운 부 문

통 신 부 문

I T 부 문

공 공 부 문

미플즈는 지속적인 시장 개척을 통해 제조,유통,건설,항공,통신,IT,공공 등 산업부문별 선도 기
업 및 기관 고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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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다카포치과 참조은 치과병원

밝은성모안과의원

에스쁘아굿라인 성형외과

동대문 오늘안치과의원

원진성형외과

티에스 성형외과

아벤느 아이브 성형외과

석플란트 치과병원

의 료 부 문

뷰 티 부 문
미니쉬 치과병원

미플즈는 국내 의료, 뷰티 산업에서도 브랜딩과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인력 구성을 통해
다양한 성공 레퍼런스를 함께하는 디지털 마케팅 실행사입니다.



2004년설립이래, 디지털마케팅시장의성장과고객사의성장을함께지켜보았습니다.

2004~2009

2004.  : ㈜삼성카드검색광고

2005.  : 경기중소기업청온라인광고

2005.  : 지캐스트온라인광고

2005.  : 일본다국적기업Jteccorporation  광고

2005.  : 두산그룹에듀클럽온라인광고

2005.  : 경기도청온라인광고

2006.  : 한국자산관리공단온라인광고

2007.  : 한스킨브랜드런칭온라인광고

2007.  : 오버추어/ 구글공식광고대행사선정

2008.  : Vips온라인배너프로모션

2008.  : 삼성전자YEPP 온라인광고

2009.  : 국제디지털대학교온라인프로모션

2010~2018

2010.  : All that skate 김연아아이스쇼통합프로모션

2010. 01 : KT QOOK 이벤트프로모션

2010~2013 : 대한항공사진공모전온라인프로모션

2012.: 밝은성모안과NAVER 온라인마케팅연간운영

2013.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온라인프로모션

2013. : 식품의약품안전처온라인프로모션

2013. : 우정사업본부스마트금융온라인프로모션

2014. : 네이버대표카페중고나라메인배너통합운영

2015. : 스타벅스코리아온라인마케팅

2015. : Avene코리아공식SNS 채널운영

2015. : 의료뷰티중국SMO 마케팅사업진출

2015 ~ 2016. : 현대글로비스안전공감캠페인프로모션

2017 ~ 2018 : K.F.C 코리아온라인프로모션총괄

2019~2022

2019~2021. : 미니쉬치과병원통합마케팅위탁운영

2020. : 딜란디스코리아-드몬트온라인프로모션운영

2021. : 두성물류기계온라인마케팅운영

2022. : 알펜시아빌라쥬700 분양광고총괄운영

※ 삼성수여성의원/ 평택밝은성모안과/ 이로운한의원/

닥터바라센스등국내의료뷰티온라인마케팅대행

01 About MEPLZ
History -Marketing



01 About MEPLZ
Portfolio : Marketing

미니쉬치과병원 IMC Campaign (2019~2021)
웹사이트 리뉴얼
Contents, SNS 마케팅 연간 운영
SA / DA 광고 연간 운영 및 온 · 오프라인 프로모션 통합 운영



01 About MEPLZ
Portfolio : Marketing

Avene 공식 facebook 채널 운영 (2015)
2015년 1월~12월 연간 페이스북 콘텐츠 마케팅
신제품 소개 및 브랜드 소식 등 기획 / 디자인, 발행



01 About MEPLZ
Portfolio : Marketing

스타벅스 온라인 통합 프로모션
스타벅스 웹 프로모션 연간 유지운영 (공식 블로그 & SNS)



01 About MEPLZ
Portfolio : Marketing

대한항공 공모전 온라인 프로모션(2010~2013)
국내 사진 공모전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네이버 DA / 모바일DA 광고 집행
콘텐츠 마케팅(인플루언서/커뮤니티/언론PR) 총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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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 IT사업(S.I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발주처
프로젝트
참여업체

수행 기간 제안사 역할 제안사 투입 인원 프로젝트 개요(사업내역)

1 KB FCC 챗봇 시스템 구축 국민은행
LGCNS
미플즈

2022.06 ~ 
2023.04

빅데이터, 설계, 
개발

15명
국민은행 외 7개 계열사
통합 챗봇 시스템 구축

2 우리은행 A.I 챗봇 시스템 구축 우리은행
LGCNS
미플즈

2021.03 ~ 
2022.03

빅데이터, 설계, 
개발

10명 금융기반의 챗봇 엔진개발 및 서비스 구축

3
현대/기아자동차 채용시스템
고도화

현대/기아
자동차

미플즈
2021.03 ~ 
2022.02 

분석,설계,개발 12명 채용관리 및 인사시스템 고도화

4 신차장 IoT & 멤버십 고도화 롯데렌탈
네오넥스
미플즈

2020.07 ~ 
2021.02 

UI/UX 개발 6명
IoT 및 멤버십/오토케어 앱 및 G5 대상
기능 고도화

5 유통 마케터판촉사원용 App 개발 SK매직 미플즈
2020.03 ~ 
2020.06

분석,설계,개발 8명 영업용 모바일 앱 개발

6 IOPE 3D마스크 키오스크 시스템 아모레퍼시픽 미플즈
2020.01 ~ 
2020.04

분석,설계,개발 10명
얼굴측정 후 3D마스크를 안내해주는
키오스크

7 의료뷰티 플랫폼 메디뷰 구축 메디뷰 한국성형협의회
2019.10 ~ 
2020.04

분석,설계,개발 10명 의료뷰티 플랫폼 구축( 이더리움 월렛 )

8 카카오인사시스템 UI컨설팅/구축 카카오
코오롱
미플즈

2019.04 ~ 
2019.07

디자인, 
UI/UX개발

4명
카카오 인사시스템 UI디자인 및 Front 
End

9 SKT채용정보 홈페이지 구축 SK텔레콤 미플즈
2019.04 ~ 
2019.07

분석,설계,개발 5명 SKT채용홈페이지 구축

10 엔씨소프트 채용사이트 구축 엔씨소프트
코오롱
미플즈

2018.06 ~ 
2019.04

분석,설계,개발 8명 채용 홈페이지 및 관리자 구축



순번 프로젝트명 발주처
프로젝트
참여업체

수행 기간 제안사 역할 제안사 투입 인원 프로젝트 개요(사업내역)

11 한샘 인테리어 리뉴얼 한샘 미플즈
2017.11 ~ 
2018.01

분석,설계,개발 4명 한샘 인테리어 리뉴얼 홈페이지 구축

12 아모레퍼시픽 에스쁘아 리뉴얼 아모레퍼시픽 미플즈
2016.10 ~ 
2017.12

분석,설계,개발 8명 에스쁘아 eCommece사이트 구축

13 KFC 브랜드 사이트 리뉴얼 KFC 코리아 미플즈
2018.02 ~ 
2018.07

분석,설계,개발 10명 KFC 딜리버리 및 브랜드 사이트 구축

14 현대/기아자동차 채용 사이트 구축
현대,기아

자동차
코오롱
미플즈

2016.06~ 
2017.02

분석,설계,개발 7명 채용 홈페이지 및 관리자 구축

15
남성.동영해운 DIGITAL 
MOBILE구축

남성해운 미플즈
2016.06 ~ 
2016.12

분석,설계,개발 5명 해운 운송관련 APP 서비스 구축

16
티맥스소프트 Global
MarketPlace구축

티맥스소프트 미플즈
2016.06 ~ 
2016.12

분석,설계,개발 3명 Global 마켓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17 스타벅스 ISMS 정보보안 기술 스타벅스 미플즈
2016.01 ~ 
2017.01

분석,설계,개발 10명 ISMS 인증을 위한 ERP 개선 사업

18 스타벅스 ERP 연동 CS시스템 스타벅스 미플즈
2016.06 ~ 
2017.04 

분석,설계,개발 6명 ERP 웹서비스 개편 및 CS고도화 사업

19 스타벅스 사이레오더 APP 서비스 스타벅스 미플즈
2015.01 ~ 
2017.06 

분석,설계,개발 16명
주문,발주,재고 유통 등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앱 서비스 개발

20 스타벅스 브랜드 웹 시스템 리뉴얼 스타벅스 미플즈
2015.01 ~ 
2017.06

분석,설계,개발 12명 스타벅스 브랜드 웹 서비스 고도화

01 About MEPLZ
Portfolio : IT사업(S.I 프로젝트)



01 About MEPLZ
Portfolio : IT사업(UI/UX)

LG그룹 – Meet LG
LG그룹 전 계열사의 채용 웹사이트 MEET LG
기업의 목표와 가치를 전달 및 입사 희망 지원자를 주요 타깃으로 사용성 강화에 중점



01 About MEPLZ
Portfolio : IT사업(개발)

KB FCC 챗봇 시스템 구축
국민은행 외 7개 계열사 통합 챗봇 시스템 구축



우리은행 AI 챗봇 시스템
우리은행 금융 기반의 챗봇 엔진개발 및 서비스 구축

01 About MEPLZ
Portfolio : IT사업(개발)



현대/기아 자동차 채용 시스템 리뉴얼
채용 관리 및 인사 시스템 고도화

01 About MEPLZ
Portfolio : IT (HRM구축)



SK Telecom 인사채용 시스템
SKT 채용 홈페이지 구축

01 About MEPLZ
Portfolio : IT (HRM구축)



NC소프트 인사채용 사이트
채용 홈페이지 디자인 및 관리자 구축

01 About MEPLZ
Portfolio : IT (HRM구축)



스타벅스 15주년 프로모션
15주년 통합 온라인 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01 About MEPLZ
Portfolio : IT (웹사이트컨설팅/구축)



KFC코리아 브랜드 및 딜리버리 사이트 구축
웹사이트, 모바일 웹사이트 리뉴얼 / 관리자 모드 통합 리뉴얼, 온라인 프로모션 통합 운영

01 About MEPLZ
Portfolio : IT (웹사이트컨설팅/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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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bout MEPLZ
Portfolio : IT (웹사이트컨설팅/구축)

미니쉬치과병원 온라인 프로모션
웹사이트 리뉴얼 / 관리자 모드 통합 리뉴얼, 온라인 마케팅 통합 운영 관리



웹사이트 / App. 개발 용역 레퍼런스
함소아한의원 사이트 리뉴얼 및 App. 개발

01 About MEPLZ
Portfolio : IT (웹사이트컨설팅/구축)



스타벅스 코리아 APP 리뉴얼
스타벅스 어플리케이션 사이렌오더 구축

01 About MEPLZ
Portfolio : IT (App.컨설팅/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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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O2O 네이티브 APP 구축
한샘 인테리어 / 키친바흐 통합 O2O, 멤버쉽 APP 구축

01 About MEPLZ
Portfolio : IT (App.컨설팅/구축)



02 Business Service

IT Maker 

Marketing

Metaverse

Service Cost



미플즈는 다년간 캠페인 집행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SA / DA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 
SNS 마케팅, 동영상 광고 등을 통해 최고의 온라인 광고 집행 및 정확한 광고 효과 분석 및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02 Business Service
Digital Marketing

Display
AD

Search
AD

Social Media
AD

Network
AD

Video
AD

디스플레이광고

다양한PC / 모바일매체
네트워크, 미디어플래닝역량, 
광고솔루션기술력을기반으
로효율적인광고집행

검색광고

검색결과를통해사용자가
원하는정보와연관된광고를
노출시켜집행가능

SNS 광고

인맥, 관심사기반의소셜
서비스광고상품으로고도화
된광고집행가능

네트워크광고

국내주요매체네트워킹과
정교한타겟팅으로전략적광
고집행가능

동영상광고

영상크리에이티브활용으로
뛰어난메시지전달과
임팩트있는광고집행가능



미플즈는 다년간 온 ·모바일 광고 노하우를 기반으로 Creative, AD.tech, Media, Data 역량
을 집대성하여 매체별 최적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공합니다.

01 Planning

매체제안및효과측정

PC / 모바일등다양한광고의
매체제안및효과예측

02 Media Mix & Buying

캠페인집행및운영관리

다양한네트워크매체를통한캠
페인목적에맞는광고운영

03 Reporting & Analytics

캠페인효과측정및분석

집행된광고에대해종합적이고정확한
매체별광고효과분석리포트제공

04 Data Management

클라이언트데이터관리

견고한광고주& 광고대행사네트워크
다양한3rd party 오디언스데이터활용

Ad-tech

디지털미디어플래너인력구성

다양한데이터수집

광고효과분석솔루션제공

다양한업종, 광고주캠페인

집행노하우보유

02 Business Service
Marketing Solution



미플즈는 미디어 파트너를 통해 시장 분석, 업종별 리서치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인사
이트를 도출하고, 캠페인 최적화를 지원합니다.

02 Business Service
Marketing Research

01.
마켓 · 경쟁사 리서치

02.
인사이트 도출

03.
트렌드 인사이트 리포트

Daily / Weekly / Monthly 마켓동향파악

경쟁사모니터링을통한마케팅이슈파악
및대응

업종별Deep Dive를통한인사이트발굴

업종별HOT 키워드분석

업종별키워드광고현황및효율분석

경쟁그룹사이트랭킹및키워드분석

광고시장분석및광고트렌트정보제공

국내외광고캠페인성공사례

광고상품별전략제시및최신광고상품소개



02 Business Service
Marketing  : Advertising –Search AD

• 사이트 검색광고

• 브랜드 검색

• 모바일 검색광고 (사이트, 쇼핑, 콘텐츠)

• 사이트검색광고

- 네이버통합검색및네이버내, 외부의
다양한영역에동시노출되어더많은
고객과만날수있는네이버대표 검색
광고상품

• 콘텐츠검색광고

- 이용자의정보탐색의도가깊은키워
드에대해해당분야의전문가인광고
주가블로그, 카페등의콘텐츠를이용
해보다정확하고신뢰성있는정보를
제공하는광고상품

• 브랜드검색광고

- 네이버통합검색결과상단에브랜드와
관련된최신콘텐츠를텍스트, 이미지, 
동영상등을이용하여노출하는광고
상품

• 쇼핑검색광고

- 상품을탐색하고구매하고자검색하는
사용자에게광고주의상품과메시지를
효율적으로노출할수있는쇼핑특화
검색광고상품

소비자의NEEDS를충족하는

브랜드노출의가장확실한방법



02 Business Service
Marketing  : Advertising –Display AD

• 포털 사이트 메인 배너광고

• 카카오톡 비즈보드

• 모바일 사이트 배너광고 (스페셜 DA 외 서브지면)

• 일반배너광고

- 대형포털사이트네이버(타임보드, 
롤링보드), 다음(초기배너, 타임스
퀘어, 브랜드스테이션) 이미지/ 영
상배너를삽입하여불특정다수의
다양한방문을유도하면서기업및
브랜드인지도를강화할수있는광
고상품

• 네트워크배너광고

- 언론사, 커뮤니티매체다수상품을
탐색하고구매하고자검색하는사
용자에게광고주의상품과메시지
를효율적으로노출할수있는쇼핑
특화검색광고상품

시각적요소를극대화한광고상품
으로소비자에게브랜드인지도와
신뢰를높일수있는광고

• 네트워크 배너광고



02 Business Service
Marketing  : Advertising –Social AD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광고 • 네이버 BAND

• 인스타그램광고

- 뉴스피드형태로예산부터타겟, 노
출위치를설정가능하며, 잠재고객
을대상으로운영하기때문에브랜
드, 제품에대한신뢰도를높일수있
는광고

• 네이버BAND광고

- 풀스크린광고, 피드광고등밴드사
용자에게노출되어브랜드인지효
과및클릭유도를극대화할수있는
광고상품

• 페이스북광고

- 페이스북내친구소식사이에자연
스럽게노출되는피드형광고로연
령, 성별, 기기, 지역, 관심사등세부
적타겟팅이가능한광고

거부감없이자연스럽게잠재고객
에게브랜드, 제품을노출할수있
는SNS플랫폼광고



02 Business Service
Marketing  : Advertising –Contents AD (Blog)

• 브랜드 블로그

• Brand blog

- 홈페이지와같은대표성을갖고있
는채널로양질의콘텐츠를제작하
여포털검색노출을통해브랜딩의
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광고

※ 블로그운영Point ※

- 브랜드와연관된양질의콘텐츠
제공과온라인검색을통한브랜드
확산

- 꾸준한콘텐츠발행과관리를통해
온라인identity형성

- 브랜드의차별성확보및가치상승

- 홈페이지 /브랜드채널간자유로운
gate구현

양질의콘텐츠를기획부터제작
함으로써 포털사이트에노출함으
로써 브랜드인지향상이가능한
광고



02 Business Service
Marketing  : Advertising –Contents AD (Community)

• 커뮤니티카페& 사이트

- 브랜드와제품연관카페, 게시판을
선별하여브랜드의정보를자연스
럽게공유, 후기성콘텐츠와질문/
답변형콘텐츠로이슈공략및포털
사이트에자연스럽게노출을통한
브랜드인지도상승기대광고

※ Community운영Point ※

- 잠재고객타깃카페, 사이트선정

- 커뮤니티성향에맞는자연스러운
게시물발행및댓글을통한신속
한피드백전달

네이버대표커뮤니티카페를통해
광고주콘텐츠제작및댓글작성을
포털사이트에노출



02 Business Service
IT Maker

미플즈는 단순 SW개발이 아닌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습득하였으
며, 웹 에이전시 사업에서도 풍부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S.I 개발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중견 S.I 개발사로 성장웹디자인 에이전시 IT 아웃소싱 시장 확대

• 대한항공 공모전(사진 / 내.그.비 / 대.디.공)
• 한국 짐보리 ㈜맥포머스 공식 사이트
• 한국 짐보리 클릭포머스 웹 사이트
• 아모레퍼시픽 홍콩 웹 사이트
• 남성/동영해운 Digital모바일 디자인
• 에스쁘아 브랜드 리뉴얼 및 운영
• 미니쉬치과병원 / 강남밝은성모안과

• 현대/기아자동차 채용시스템 구축
• KFC 딜리버리 시스템 구축
• 현대중공업 인사시스템 구축
• IOPE 3D마스크 키오스크 시스템
• SKT채용시스템
• NC소프트 채용시스템
• 카카오인사시스템

• 우리은행 챗봇 고도화
• 국민은행 챗봇 고도화
• 국민은행 국민비서 고도화
• 현대/기아 채용브랜드 고도화
• 신차장 IoT 멤버쉽
• SK매직 유통/판촉 시스템 구축

주요 역할

• 요구사항분석및디자인

• 화면설계

• 퍼블리싱

• 콘텐츠디자인

• 상품디자인

디자인

• 기본홈페이지시스템개발

• 목적에부합하는프론트개발일체
개발

주요 역할

• 데이터설계및기능설계

• 요구사항분석및설계

• Application 설계구성

• Back-End 개발일체

• Front-End 개발일체

• 플랫폼연계I/F 기능일체

개발

• 기존디자인역할수행

• UI/UX 컨설팅
UI/UX

주요 역할

• 인프라구성아키텍처일체
-A.A / T.A노하우습득및인력확충

• 개발컨설팅및구축일체

• -S,A,노하우습득및인력확충

• 다양한플랫폼개발일체
-Android/IOS/Web/Window등다양한플랫폼

개발기술확보

• 고도화된화면개발일체

시스템

• 기존디자인역할수행

• UI/UX 컨설팅
UI/UX



02 Business Service
IT Maker : HRM, ERP 전문기술

미플즈는 현대, 기아 자동차 채용 / 인사시스템 구축 이후 HRM기술 노하우 확보를 통해 SKT / NCSOFT 
/ KAKAO / LG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 인사 / 채용 시스템 구축 개발사로 성장하였습니다.

- HRM 구축 노하우를 확보하여 시장 경쟁성 우위 선정
- 연계 되는 다양한 교육/인사 등 ERP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개요

• 국내.외에 통용되는 HRM솔루션
• 클라우드 기반의 대형시스템 구축

단순 IT 아웃소싱

대형 시스템 경험을 통한
HRM 전문기술 확보

미플즈만의 특성을
도입하여 새로운 솔루션

구축 기반 마련

• 국내 유수의 대기업
채용 및 인사시스템
구축 노하우 확보

• 요건에 입각하는 디자
인 및 개발을 구축

• 다양한 채용 시스템
구축을 통해 HRM 시
스템 전문가 양성

• 단순 HRM 시스템이
아닌 미플즈의 장점이
녹아낸 새로운 브랜드
창출

S.I 사업 솔루션

아웃소싱 전문가 양성 경쟁력 확보 시장 안정화 컨설팅 SaaS HRM

• 기존 노하우 및 확보
된 전문가를 통해 최
적화된 HRM구축 컨
설팅 진행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HRM 자체 솔루션 구
축 진행



02 Business Service
IT Maker : HRM, ERP 전문기술

미플즈는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구축 노하우를 습득하고, 
다양한 사업 분야의 솔루션을 보유 하였습니다.

• 라이브 커머스를 위한 실시간 멀티미디어 통신기술

• 숏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를 위한 AR 기술 확보

• 다양한 음원 스트리밍 방송 기술 확보

• 크롬리스 기반의 WEB 3.0기반의 브라우저 엔진
기술 확보

• Windows/IOS/ANDROID 플랫폼 별 기준의
브라우저 솔루션

멀티미디어 기술 노하우 습득 Chromes 기반의 브라우저 엔진 솔루션 메신저& VPN솔루션

• 텔레그램 기반의 실시간 메신저 솔루션

• PP2P / TCP 방식의 VPN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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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Maker : Marketing을활용한UI/UX 컨설팅

미플즈는 단순 디자인이 아니라 마케팅 사업부와 협의하여 사용자 분석,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UI/UX
를 구축하였고, 해당 노하우를 통해 다양한 브랜드 구축 컨설팅 및 지표 분석을 통해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분석 강화 요건

검색 엔진 최적화(SEO) 지원 방안

SEO 최적화

• 사이트 전체 & 개별 URL 구성
• Logical한 사이트 맵 구성
• 사이트 이동 경로 등 검색 친화적인 사이트 구조

최적화

가이드 정립
및

페이지 제작

• 검색 엔진이 선호하는 형태로의 탬플릿 가이드
정립

• 템플릿 가이드에 따른 전체 컨텐츠 페이지 제작

웹사이트
최적화

• 모바일 퍼스트를 위한 웹사이트 최적화
• SEO 최적화를 위한 가이드는 외부 컨설팅에서

수립, 이를 신/다 개편에 적용

SEO 적용
방안에 대한
가이드 지원

• 키워드 : 검색 순위가 높은 키워드나 핵심 키워
드를 콘텐츠 내용에 포함

• 링크 : 인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만듬
• 콘텐츠 : 글의 논리 흐름, 간결한 메시지 등

방문자가 읽기 편안한 내용으로 콘텐츠 구성

소스코드
최적화

• 고객후기 파일첨부 기능, 견적메뉴 화면의
불필요한 소스코드 정리

사용자 분석에 따른 UI/UX 강화

트랜드
분석

• GA, 스냅샷 등 통계/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 트랜드를 분석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UI/UX 분석 기반 마련

채널 연계
강화

• SEO, Meta, Share 구축 노하우를 통한 다양한
외부 플랫폼의 데이터 공유 연계 시스템 구축

사용자
편의성
강화

• 에디팅/빌더 시스템을 이용한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사용성 확보

• 다양한 멀티플랫폼 환경에서의 서비스 품질 강화

사용성 분석(GA) 지원 방안

Google
Analytics

활용 방안에
대한 가이드

지원

• 기존보다 더욱 빠르고 스마트한 마케팅 관리
• 마케팅 비용에 대한 세부적으로 관리
• 심층적인 잠재고객 분석 관리
• 팀 내 분석 정보 공유 관리



02 Business Service
Metaverse 플랫폼

미플즈는 다양한 비즈니스 연동을 위해 메타버스 솔루션을 구축하였으며, 2023년 KB증권, SK증권 등
STO 및 HTS, MTS전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현실과같은공간제공 커뮤니티시스템구축 PlayGround



Thank You!
㈜미플즈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 302 SK리더스뷰 2층
www.mepl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