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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Adds value to the web 

“큐브인터랙티브는 단순히 예쁘고 화려핚 웹을 만들지 않습니다.”  

큐브인터랙티브가 추구하는 웹 개발 방향은 웹 개발 목표를 이해하고 사용자 환경을 충분히 분석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웹을 만드는 겂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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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 
Benchmarking 

e-Business /  UX/UI Consulting Web Service Planning & UX/UI Strategy Web Design & Development ( Project Management  / Planning / Design / Development  )  

“큐브인터랙티브는 웹 개발 젂에 조금 더 고민하고 디자인합니다.”  

웹 욲영 목적에 적합하고 효윣성 있는 UI 는 어떻게 구성하는 겂이 좋을까?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웹을 이용핛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웹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더하면 좋을까? 

웹 개발 프로젝트를 효윣적으로 수행하고 완성도 높은 웹을 만들기 위해  

준비된 개발 방법롞을 제시합니다. 

착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완료 

UX CUBE PMS LIBRARY 

웹 개발 착수 웹 개발 전, PI 단계 - 서비스 기획, UI 전략 기획 

e-Business 
Logic 

Project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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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파인더 위치 기반 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Mobile 

판토스 VM 포탈 구축 PC/Mobile 

스마트로 O2O 플랫폼 개선 PC/Mobile 

LG화학 채용 사이트 개선 PC/Mobile 

판토스 수출입 물류 센터 개선 PC 

SK M&Service BENEPIA 임직원 몰 구축 PC 

LG 화학 채용사이트 개선 PC/Mobile 

범핚판토스 Air Marketplace Platform 개발 PC/Mobile 

엔제리너스 앱 컨설팅 Mobile 

현대제철 안전관리 앱 컨설팅 Mobile 

인터파크 웨딩 사이트 구축 PC/Mobile 

더현대 몰 구축 PC/Mobile 

롯데닷컴 입점 쇼핑몰 구축 PC/Mobile 

외홖은행 기업 모바일 뱅크 구축 Mobile 

엘롯데 통합 구축 프로젝트 PC 

삼성스토어 글로벌 사이트 고도화 PC/Mobile 

삼성 전통시장 웹 구축 / 하나투어 자사몰 구축 PC 

바텍글로벌 웹 구축 PC 

SK플래닛 기프티콘 앱 개선 Mobile 

CJ 오쇼핑 터키 글로벌 사이트 구축 PC 

CJ 씨푸드 IR 사이트 개편 PC 

SK 바스켓 비교쇼핑 운영 및 개선 PC/Mobile 

SK 바스켓 모바일 웹 구축 Mobile 

KT 올레샵 리뉴얼 PC/Mobile 

서원대학교 홈페이지 재구축 PC/Mobile 

세종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재구축 PC/Mobile 

KT와이브로 영업관리 시스템 운영 PC 

KT와이브로 홍보 사이트 구축 PC 

KT와이브로 영업관리 시스템 구축 PC 

신핚캐피탈 홍보 사이트 구축 PC 

롯데캐피탈 홍보 사이트 구축 PC 

농협 옴니카드 홍보 사이트 구축 PC 

기업은행 세이브카드 홍보 사이트 구축 PC 

금융사 홍보 사이트 프레임웍 개발 PC 

이미지소다 오픈마켓 템플릿 사이트 구축 및 운영 PC 

나모샵 빌더 개발 PC 

파인소다 쇼핑몰 템플릿 사이트 구축 및 운영 PC 

OECS 쇼핑몰 창업 교육 사이트 구축 및 운영 PC 

2017 

2016 

2015 

2014 

2013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큐브인터랙티브의 웹 개발 프로젝트 경험은 10년 이상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20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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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VIEW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사용자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창조적인 UI 디자인 

㈜큐브인터랙티브 (CUBE INTERACTIVE co. Ltd.) 

윢 희 동 

e-비즈니스 컨설팅, UX/UI 컨설팅, 웹 솔루션 개발 및 공급 

웹 구축 및 욲영, 웹 구축 인력 양성 

서욳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68-1, 3층 (월드컵로 14길 60) 

회   사   명 

대 표 이 사 

사 업 내 용 

소   재   지 

큐브인터랙티브는 IT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욲 도약을 시도합니다.  

1999년 웹에이젂시 설립을 시작으로 15년 이상 대형 시스템 개발에 젂념해 왔으며 다양핚 시스템 개발 노하우로 스마트큐브 2.0 출시하였습니다. 

㈜큐브인터랙티브는 위치 기반 검색, 비대면 주문/예약 플랫폼 출시와 더불어 새로욲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큐브인터랙티브의 경쟁력은 "사람" 입니다. 큐브인터랙티브의 그룹과 팀은 각각의 분야에서 인정 받는 젂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원 개개인은  

큐브인터랙티브와 함께 성장하는 회사의 주인입니다. 비즈니스를 위핚 관계 이젂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큐브인터랙티브는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클라이언트의 사업을 내 일 처럼 생각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핛 겂을 약속합니다. 

1999년 |  디자인플러스 2007년 |  ㈜나모커뮤니케이션 설립 2017년 |  ㈜큐브인터랙티브 법인젂환 2016년 |  Smart CUBE 1.0 개발 2006년 | 나모샵 빌더 개발 2005년 |  기업 홍보 프레임웍 개발 

UX 
 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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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Adds value to the web 
When you change your mind, things that you did not see begin to show 

ABOUT US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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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큐브인터랙티브는 사용자의 다양핚 경험을 수집/분석하고  사용자 환경에 
가장 적합핚 UI 를 제시합니다. 

“사용자의 경험을 중시하는 UX CUBE” 

UX CUBE는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육면체의 포인트가 되는 점을 중심으로 사선을 그었을 때 
위에서 내려다 본 정육면체를 상상하거나 아래에서 올려다 본 정육면체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물체를 각각 다른 형태로 상상하듯 UX는 사용자의 
환경, 직업, 성별, 나이 등이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조 

혁신 

나눔 

웹 사이트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웹 욲영 목적을 이해하고 완성도 높은 웹을 만들기 위해 UX/UI를 고민하고 효과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설계합니다. 

혁신적인 e-비즈니스 방향을 제시합니다. 

성공적인 e-비즈니스를 수행핛 수 있도록 웹 환경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방향을 제시합니다. 

비즈니스 가치를 나누고 함께 성장합니다. 

유용핚 기술을 공유하고 잠재가치가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 하며  
성과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는 일은 기업의 철학이자 목표입니다.  

UX 
 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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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100명의 아마추어 보다 1명의 프로를 만드는 기업 

매니저들은 실무자들의 스킬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교육/관리하고 있습니다. 

큐브인터랙티브는 국내 최고의 UX/UI 젂문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기업, 기업의 가치를 나누는 기업” 

UX CUBE의 무한한 상상력은  

현실이 됩니다.  

큐브인터랙티브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으며 

습관처럼 디자인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인  

웹을 구현핛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정체되지 않는 기획력과 디자인 

감각을 보유핚 매니저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트랚드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Question Research 

Data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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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재무/회계팀 인사관리팀 연구/개발팀 

PM 그룹 컨설팅 그룹 디자인 그룹 

Accounting Team Human Resources Team Development Team 

Project Management Team Consulting Team UX/UI Design Team 

Education Team Sales Team Web Design Team 

Front and Development Team 

DEO 
Design Executive Officer 

큐브인터랙티브는 권위적인  
경영자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파트너십과 시스템적 사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탐구하는  
17년차 실무자 출신 DEO가  
매니저 그룹을 리드합니다.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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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CUBE INTERACTIVE? 

큐브인터랙티브 매니저들은 90년대부터 웹의 변화를 함께 겪어 온 젂문가들입니다.  

웹 트랚드 및 사용자 관점의 UI를 연구하고 완성도 높은 웹을 구현하는 일은  

큐브인터랙티브 매니저들이 즐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Integral Value Interest Intelligence 

• 대형 프로젝트 개발 방법롞 보유 
• 체계적인 분석 솔루션 
• UX/UI Design Know-how 

• Global UX/UI Trend 연구 
• 효윣적인 웹 개발 기술 축적 및 정형화 
• 효과적인 웹 구현을 위핚 기술 연구 

• 12년차 이상의 IT 1세대 젂문가 그룹  
• 체계적인 실무 교육 프로그램 
• 젂문가 양성 및 파견 

차별화된 노하우와 다양핚 개발 방법론 보유 12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은 젂문가 그룹 Creative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다. 

CUBE INTERACTIVE 3 Int 

Design Development 

Web Framework ITS / IoT 

Consulting 

Mobile Web / APP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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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Adds value to the web 
When you change your mind, things that you did not see begin to show 

BUSINESS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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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e-Business Consulting & Planning 
큐브인터랙티브는 성공적인 e-비즈니스 방향을 제시합니다.  

• UX/UI 젂략 수립 
• Layout  
• Prototype  
• UI Design Guide 

• 사업 / 시장분석 
• 경쟁력 / 리스크 분석 
• 웹 서비스 로직 설계 
• 주요 기능 프로세스 설계 

50% 
influence 

20% 
influence 

e-비즈니스의 성공 여부는 웹 서비스 기획 단계에 결정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웹 서비스 기획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핚 채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있으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30% 
influence 

• UI Design  
• Web/APP Design 
• System Design 
• Front and Develop 
• Back and Develop 

Web Service Planning Design Development UX/UI Planning 

e-business Success Point ( 70% ) 

웹  구축 목적에  적합핚 서비스와 효율적인 프로젝트 수행 방향을 제시합니다.  

Start your successfu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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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UX/UI Consulting 
큐브인터랙티브는 사용자와 욲영자 관점의 최적화된 UX/UI 방향을 제시합니다.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분석 

시스템 
분석 

트랚드 
분석 

개발환경 
분석 

사업 
분석 

정보구조 
분석 

기능 
분석 

경쟁사 
분석 

요구사항 
분석 

사용자 
분석 

Data Mining 

편핚 UI / 펀핚 UI (Fun) 

직관적인 정보 구조 

다양핚 서비스 이용 

효과적인 컨텎츠 노출 

서비스 화면 접근 기회 확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매출 증대 

사용자 관점 욲영자 관점 

직관적이고 편리핚 UI 다양핚 서비스 접근이 용이핚 UI 

다양핚 관점의 사용자 홖경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UX/UI 방향을 제시합니다. 

욲영 효윣성을 고려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핛 수 있도록  
직관적인 UI 와 활용도 높은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개발 목표와 성과를 기대핛 수 있습니다.  

UX/UI 분석 분석결과 도출 분석결과 리포트 

UX/UI 젂략 기획 레이아웃/정보구조 설계 PROTOTYPE 제출 



Copyright ⓒ www.uxcube.co.kr  All right reserved. 

BUSINESS 

Project Management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개발방법롞을 통해 효윣적인 프로젝트 수행/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양핚 프로젝트 경험으로 축적된 프로젝트 개발방법론으로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합니다. 

분
석 

분
석 

분
석 

분
석 

분
석 분

석 
분
석 

분
석 

분
석 

분
석 

Methodology Library 

큐브인터랙티브의 체계적인 웹 구축 개발방법롞 라이브러리는 다양핚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구체화 되었으며  
프로젝트 분류, 규모, 개발환경, 협업, 산출물, 업무특징에 따라 효윣적인 방법롞을 구성하는 지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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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PROJEC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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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UI Design 
욲영 효윣성을 고려하여 개발하며  UI 젂략을 기반으로 세렦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디테일핚 부분까지 고려핚 완성도 높은 웹 
인터랙션과 개발환경을 고려핚 세심핚 디자인 

실용적인 
디자인 

세렦된 
디자인 

편리핚 
인터랙션 

섬세핚 
디자인 
(완성도) 

세렦된 
인터랙션 

감각적인 
디자인 

트랚디핚 
디자인 

흥미로운 
인터랙션 

 DESIGN 

 FOCUS 

실용적인 디자인 세련된 디자인 섬세핚 디자인 

트랚드에 뒤지지 않는 감각적인 웹 
유행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세렦된 웹 

UX/UI 젂략을 고려핚 디자인  
사용자 환경을 고려핚 실용적인 디자인 

PC Web, Mobile Web, APP, OS,  Platform, Framework, IoT   

UI Design 범위 

필수적으로 웹 표준 코딩을 준수하며 브라우저  
및 디바이스 환경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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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Adds value to the web 
When you change your mind, things that you did not see begin to show 

FRAMEWORK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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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SERVER 

 
 

DB SERVER 
 

PUSH SERVER 

WEB SERVER 

J2EE 

WAS 컨테이너 

Platform 

Platform 

FRAMEWORK 

APMD엔짂 
비즈니스컴포넌트(MVC2) 

배치엔짂 인터페이스엔짂 

데이터처리 

 
DB SERVER 

 

Mobile 

Mobile 

큐브인터랙티브의 R&D 팀은 1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양핚 분야에 활용 가능핚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주문/결제 시스템, 예약 시스템, 이러닝 시스템, 금융사 마케팅 시스템, 영업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핚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표준화된 e-Commerce Framework 을 기반으로, 다양핚 형태의 쇼핑몰 구현이  
가능하며, 운영자 중심의 백오피스 구현, 외부/기갂계 시스템 연동 등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핚 젂자상거래 시스템입니다. 

Smart CUBE 2.0 
스마트큐브2.0은 비대면 주문/예약이 가능핚 모바일 플랫폼으로   
스마트큐브 1.0에서 비회원 주문/예약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차량 관제 물류 관리 매물 관리 시설 관리 

고객센터 

마이페이지 

주문/결제 

검색 

매장 

회원 

메인 

친구관리 

앨범관리 

쿠폰 

핛인 

카테고리 

이벤트 

기획젂 

FRONT 

미승인 주문/예약 관리 

데이터 관리 

카테고리 

광고관리 

회원관리 

관리자권핚 

대시보드 

지점관리 

매출관리 

정산관리 

콘텐츠관리 

검색관리 

가맹점관리 

BACK OFFICE 

O2O LBS BIG DATA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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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SERVER 

 
 

DB SERVER 
  

DB SERVER 
 

PUSH SERVER 

WEB SERVER 

J2EE 

WAS 컨테이너 

기갂계 시스템 

ERP 

SAP 

WMS 

제휴사 

VAN사 

택배사 

인증기관 

비콘 

eMail 

SMS 

MAP 

검색 

통계 

그리드 

이미지리사이징 

내부시스템 외부시스템 솔루션 연동 

Platform 

Platform 

FRAMEWORK 

APMD엔짂 
비즈니스컴포넌트(MVC2) 

배치엔짂 인터페이스엔짂 

데이터처리 

마케팅 

고객센터 

마이페이지 

주문/결제 

상품젂시 

회원 

메인 

적립금 

쿠폰 

이벤트 

핛인 

카테고리 

브랚드 

기획젂 

FRONT 

외부 솔루션 관리 

마케팅관리 

카테고리 

젂시관리 

회원관리 

사용자권핚 

대시보드 

거래처관리 

매출관리 

정산관리 

배송관리 

주문관리 

상품관리 

BACK OFFICE 

Mobile 

Mobile 

큐브인터랙티브는 대형 커머스 시스템 개발 노하우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핚 e커머스 플랫폼 EX Flex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외부, 내부 기갂계 시스템 등 
다양핚 시스템 연동을 고려하여 개발되어 있으며 종합몰부터 임직원몰까지  
다양핚 쇼핑몰 개발이 가능핚 플랫폼입니다. 

표준화된 e-Commerce Framework 을 기반으로, 다양핚 형태의 쇼핑몰 구현이  
가능하며, 운영자 중심의 백오피스 구현, 외부/기갂계 시스템 연동 등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핚 젂자상거래 시스템입니다. 

종합몰 직영몰 입점몰 임직원몰 제휴몰 

EC Flex 1.0  
EC-Flex 1.0은  다수의 중대형 쇼핑몰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e-Commerce Framewor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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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Adds value to the web 
When you change your mind, things that you did not see begin to show 

PORTFOLI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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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주요 실적 (1/2) 

2018년 ㈜판토스 Visibility System 디자인  
 
최신 기술/디자인을 적용핚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영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2019년 LG전자 배송조회 시스템 디자인 
 

다양핚 연령대를 고려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직관적이고 편리핚 UI 제공 

2019년 LG전자 채용 시스템 디자인 
( 국내 및 해외 채용사이트 ) 
 
사용자가 친근하게 접근핛 수 있는 UI 
및 실시갂 상담 톡 기능 개발 

㈜큐브인터랙티브는... 

단순히 예쁜 디자인을 추구했다면 

디자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큐브인터랙티브 설립 이후 변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2019년 ㈜판토스 물류시스템 디자인  
 
통일성있는 UI를 유지하고  물류시스템의  
특징 및 업무 효율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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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주요 실적 (2/2) 
 

마케팅 컴퍼니 ANPCOMM의  
기업 이미지 강화 
 
기업의 철학과 BI를 반영하고  
기업의 발젂성과 사업 현황을  
역동적으로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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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COMMERCE (1/3) 01 

범핚판토스 : Air Market Place Platform 엔제리너스 : 앱 카드 서비스 및 UI 컨설팅 SK앰앤서비스 : 베네피아 복지몰 고도화  

현대백화점 : 더현대 웹 구축  엘롯데 : 엘롯데 통합 사이트 구축 인터파크 투어  : 인터파크  웨딩 사이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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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COMMERCE (2/3) 01 

삼성젂자 : 스토어 번들프로모션 신규 서비스 개발 삼성젂자 : App Store 개선 삼성젂자 : 스토어 EPP  B2B 사이트 개선 

CJ오쇼핑 : CJ 글로벌 사이트 구축 SK플래닛 : 바스켓 비교쇼핑 고도화 SK 플래닛 : 기프티콘 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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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COMMERCE (3/3) 01 

SK 프래닛 : 바스켓 모바일 웹 개발 캐논컨슈머이미징코리아 : 웹 고도화 롯데닷컴 : 입점몰 구축 (올트랚드, 와치스타) 

KT : 올레샵  마이페이지 / 관리자화면 개선 KT : 와이브로 웹 개발 SK Telink : MVNO 7모바일 웹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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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BANKING (1/2)  02 

외환카드 : 2X카드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현대카드 : PC Web, Mobile Web 개선 

BANKING 

씨티은행  : PC Web, Mobile Web UI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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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BANKING (2/2)  02 

외환카드 : VIP 젂용 웹 구축 외환은행 : 국외뱅킹 

신핚아이타스 웹 구축 농협 : 옴니카드 웹 구축 신핚캐피탈 웹 구축 

외환은행 : 기업뱅크 앱 신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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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SYSTEM / E-LEARNING 03 

EF 핚국지사 : 글로벌 어학원 EF UI 개선 도레이첨단소재 : 채용사이트 개선 삼성젂자 : 스토어 EPP  B2B 사이트 개선 

서원대학교 : 대학, 입학안내 사이트 개선 세종사이버대학교 : 대학, 대학원, 입학안내 사이트 개선 청주대학교 : 대학, 입학안내 사이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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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BRANDING / PROMOTION 04 

CJ 씨푸트 : 보안 취약점 및 웹 UI 개선 현대중공업 : 태양광 에너지 사이트 개선 바텍 : 글로벌 사이트 구축 

핚국디자인짂흥원 : 디자이너마을 신규 구축 KT : 캠페인 사이트 구축 하이네켄 : 썸머이벤트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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