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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e-Business에 날개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감성을 바탕으로

창조적으로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는 IT 전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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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Know-How
창업 초기부터 관공서, 중소기업, 협회 등 기술적인 난이도를 지닌 대규모의 e-Business

개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Professional
IT기업 출신의 전문 컨설턴트, 다년간의 온라인 프로모션 전략을 기획해 온 광고/마케팅 전문가,

시스템개발 경험이 풍부한 개발자, 웹 디자이너 등 관련 업계 최고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ll Service
e-Business의 성공은 단순히 디자인이 좋고 프로그램이 안정적인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키는데 있습니다.

저희는 e-Business 사업기획부터 제작 후 통합 유지보수까지

고객의 온라인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창조와 융합으로

글로벌 ICT를

선도하는 기업

생계
Livelihood

배움
Learning

상생
Win-Win

가치
Value

BRAND
MARKETING 
INNOVATION

ABOU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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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usiness의 업무영역을 사업영역으로 서비스 제공

PAUL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술력과 실행력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Application
Platform
Mobile

융합
CONVERGENCE

S /W 개발
IT Mega Trend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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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구축 / 사업관리 시스템 안정화

시스템 통합 개발이란, 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으로서

기업이 필요로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에서부터 개발과 구축, 운영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폴에서는 기업의 정보시스템이 점차 거대화, 복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정보와 정보기술을 결합하고 네트워크, 하드

웨어, 응용시스템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정보기술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BUSINESS

S/W 개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수립부터

업무분석, 설계, 구축, 이행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스템 통합개발 Process

솔루션

Funi-Q (퍼니큐)

솔루션 상세내용 활용분야

Uuni-Q (유니큐)

모바일 학사 일정관리

골프장/골프텔 운영관리

온라인 실시간 골프예약

GPS, RFID,
실시간 위치관제

POS 솔루션

DID 솔루션

중소기업 맞춤형 ERP (Web, Mobile) 수발주,

BOM, 생산, 임가공, 판매, 영업, 재고, 창고, 통계

생산, 전기, 자동차 등

조선, 기자재 제조 분야

성림 중소기업 맞춤형 생산공정관리 시스템

물폼관리, 생산진행 현황 실시간 체크, 통계

초ㆍ중ㆍ고ㆍ대학교, 기업, 관공서일정공지, 알람, 커뮤니케이션, 메모

골프, 호텔, 뷔페, 연회Back Office : 인사/회계(전자세금계산서), 그룹웨어

Front Office : 회원, 예약, 내장, 경기, 정산관리, 객실관리

골프, 호텔, 영화 티켓온라인 Web, Moblie 예약

주차정보 시스템

골프장 경기관제

GPS 및 RFID의 기술과 스마트기기, 리더기 등을 결합한

실시간 위치기반 관제 서비스 솔루션

대형유통마트, 슈퍼마켓, 뷔페,

프랜차이즈, 일반음식점

식음관련 주문/정산 관리 프로그램

다양한 무선기기 활용가능, 선ㆍ후불, 마일리지,

고객정보 활용 및 마케팅 및 경영정보 활용

온라인의 특징인 실시간 개념과 뉴스, 광고등

홍보안내 시스템(키오스크 활용가능) 

호텔, 레저 로비, 대형 마트 및 상가,

모델하우스, 홍보관

고객 컨설팅 및 설계

시스템 S / W 자동화기기 기반시설 네트워크 모바일

STEP
01

STEP
02

STEP
03

Sensitive IT Servic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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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SYSTEM

FUNI-Q ERP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된 솔루션으로, 같은 정보라도 그 정보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기업활동에 보다 적극적

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생산력과 경제력

을 강화시킵니다.

FUNI-Q ERP

주요기능
FUNI-Q ERP는 사업 및 서비스의 확장과 Global Network의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주요특징
FUNI-Q ERP는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메뉴를 생성할 수 있고, I D 생성에 제한이 없습니다.

맞춤형 기능제작으로 회사에서 꼭 필요로하는 기능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점 및 지사 대리점등에 ERP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효과
FUNI-Q ERP를 이용하시면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고객님의 업무 데이터를 바이러스와 PC포맷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직원간에 업무파일을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영업관리

거래처관리 / 수발주관리

매입관리 / 매출관리

BOM (원자재소요량) /

생산계획ㆍ작업지시 /

생산실적관리 / 외주임가공관리

창고별 입출고관리 /

분류별재고관리 /

공손처리관리

전표작성 / 보고서 /

결산 및 재무제표 /

고정자산관리 / 어음관리 /

부가세관리

인사관리 / 근퇴관리 /

급여관리 / 상여관리 /

퇴직정산 / 연말정산

e세로(국세청) 연동

이메일ㆍ문자ㆍ팩스 연계발행

생산관리 재고관리 경리 / 회계관리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연동
인사 / 급여관리

무한 업그레이드
기술 및 법령 변화에따른 경영환경 대응

다국어지원
해외 지사 및 현지인 들도 쉽게 사용가능 하도록 중국어, 영어 등의 다국어 지원

안정성
IDC 입주를 통한 안정적인 서버관리 / SSL 적용을 통한 강력한 보안시스템

클라우드
ㆍ

모빌리티

1

신속한 업무처리

2

맞춤형 기능

3

솔루션 연동

5
중요파일

안전하게 보관

4

모바일ERP
핸드폰 또는 타블렛을 이용한 모바일 환경에서 ERP의 주요기능 사용가능

웹기반
별도의 설치가 없는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통해 사용

커스터마이징
현재 업무에 사용중인 장부 및 거래 명세서 발주서, 견적서 등 양식을 그대로 옮겨 드림

Paul's Business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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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 APPRO

스마트기기

GPS

LBS

위치기반시스템

실시간
골프장

경기관제

핵심기술

제품기능 및 메뉴얼

관제 운영단 기능 리스트 스마트기기 기능 리스트관제 관리단 기능 리스트

기본정보  > 코드관리

회원정보

관제매핑정보 >
맵/테이블뷰매핑 정보

홀좌표 정보(테스트/필드)

경기정보 > 경기정보등록

경기정보 > 경기진행상황

메시지 관리

캐디 앱메뉴 > 캐디GPS송신

골프관제 맵뷰

골프관제 테이블뷰

골프관제 리스트뷰

메시지

Cart 정보

날씨정보

최초실행 > START

경기종료

메시지 전송

GPS 연결

GPS 전자코스맵

긴급호출

경기관제서비스

  #3. 관제 및 운영 어플리케이션

실시간 관제서버 모니터링 (운영/관리모드)

위치/정체현황, 양방향 메시징, D3 통계관리

전세계 모든 스마트기기 사용가능, Hybrid app

  #1. 이미지맵 제작도구 및 기술
누구나 손쉽게 사용

이미지 업로드 후 간단한 마우스 클릭으로 좌표 입력, 맵핑 가능

다양한 분야의 S/W 개발자, 디자이너가 쉽게 활용

  #2. GPS 위치추적 및 보정시스템

스마트기기의 GPS 오차범위 방지

재방사 안테나 활용 (유선 및 블루투스)

이미지맵 정보 및 구간 타임 체크 연산법 적용

1~2분, 1회 위치 체크시 밧데리소모 이상없음

실시간

골프장

경기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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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디위드 (Birdie With)

검색 획일화 개인데이터기존방식

Paul's Business

Mobile

세계 최초 이용자 정보 분석을 통한 개인 최적화

골프 매칭 추천 웹 & 모바일 솔루션 플랫폼

버디위드(Birdie With)

프로세스

특장점 컨텐츠
레저 스포츠 중 특히 골프의 경우는 이용자의 개별 정보에 따라 최적화된 서비스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버디위드 (Birdie With) 프로그램은 클럽추천, 골프장 추천, 프로라운드 경매 등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 지수 입력을 통한 개별 최적화 프로그램 적용,

온/오프라인을 통한 코칭

버디위드 서버
최적화

골프정보
고 객

Application

Website

고객: 개인정보 입력

공급자: 제품정보 입력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분석하여 추천되어진 다수의

   프로골퍼 중 한 명을 선택, 강습과 최적화된 골프 정보를 받음

·이용자는 최적화된 골프정보를 추천받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분석 정보
제공

골프정보 골프레슨 골프연습 골프실력향상

추천 최적화 비교데이터Birdie With

Data Matching Data Mining Big DataTool

개별 최적화된 멘토의 코칭 동영상을 통해

맞춤 레슨 진행

티칭 프로와 아마골퍼간의 동영상 비교를 위해

코칭의 차별화 레슨 가능

개인적 한계

한계 극복

Birdi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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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 & 앱

스마트폰에서 쉽고 간편하게 예약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기존 홈페이지의 

예약시스템과 100% 연동시킵니다. 고객(회원)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주소만으

로 접속이 가능하며, 최초 접속이후 스마트폰의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성되어 추후 쉽게 접속이 

이루어집니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애플 IOS, 윈도우 모바일 등 다양한 모바일 

시스템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또한 HTML5, iquery, 

모바일 프레임워크, CSS3 등 최신기술과 웹표준, 반응형 디자인, 웹접근성 향상 등 관련 이슈에 

대해 부합하는 형태로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Mobile Golf Reservation System

모바일 부킹

예약기능

01 02

대기예약 및

예약조회,

스코어조회

03

공지사항, 분실물

안내, 코스안내 등 

각종 안내페이지

04

날씨정보 제공

(기상청 데이터 연동)

05

PC웹사이트와

연동되는 회원로그인

기능

       01        3g/Wifi 통신환경에 관계없이 이동중에도 편리한 접근성

       02        웹기반으로 제작되어 모바일기기의 종류에 따른 제한이 없음                                    

       03        다양한 컨텐츠 제공의 용이함

       04        실시간 부킹 예약 등록, 조회 및 취소가능

장점

       05        라운딩 시 코스형태를 즉각적으로 확인가능

       06        전산 및 예약담당자의 업무 축소

       07        신속, 정확한 예약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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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s Business

Service

PAUL은 수많은 자체 개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노하우와 전문화된 기획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컨설팅 및 최적화된 UX컨설팅, UI설계, Creative 디자인 등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합니다.

Homepage MarketingMobileShopping
mall

040201 03

포트폴리오

< 청해선박 > < 디오테크 > < 부산대치과병원 > < 드비치골프클럽 >

SELLIAN

옥션, G마켓, 온켓, 인터파크 등의 대형 쇼핑몰 입점을 원하는 온라인 판매자, 웹서비스 운영 시 대용량 파일로 인해 자주 트래픽이 초과되어 원활한 웹호스팅 이용이 

어려웠던 회원님들을 위해 파일의 저장 및 링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가 없으신 분

들도 이용이 가능한, 이미지 및 파일에 대한 링크 전용 호스팅 서비스입니다.

셀리안 이미지 호스팅

모아서비스

셀리안 이미지대행 제작과정

① 모아서비스(판매자의 다른제품보기 링크)    ② 모아카운트(구매자 로그분석 시스템)    ③ 경매이동관리(자동납치 이동관리)    ④ 옥션팝업공지(옥션 팝업공지 관리)

웹사이트 제작

웹호스팅 / 이미지호스팅 / 모아서비스

상담 및 예약 입금확인 제작, 제품입고 문안 및 디자인작업 검수 및 수정, 인수 이미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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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상, 이미지, SWF, PPT, PDF, 웹페이지 다양한 컨텐츠 형태

02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한 컨텐츠의 레이아웃

03        단독PC 내장설치형, ASP서비스형 선택가능

04        타 DID 솔루션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과 운영비용

05        골프장과 관련된 광고프로그램 활용기능으로 수익창출

06        회원들께 고품질의 정보제공으로 다른 골프장과 차별화

장점

Digital Information Display Solution

컨텐츠 구성

주요뉴스, 날씨, 교통, 주가정보 편성                    골프소식, 레슨, 이용안내, 공지사항, 이벤트 안내

예약정보, 갤러리 사진, 메뉴소개, 분실물 안내       광고, RSS, 실시간뉴스 등 다양한 편성 및 컨텐츠 제공가능

DID란 Digital 영상기기를 이용한 모든 Media Display를 총칭하는 단어로써 친환경 Green Convention 시스템이다. Digital Signage System은 

설치된 Display 장치를 통해 고품질의 다양한 Digital content(동영상, 그래픽, 텍스트)를 자유롭게 편성, 배포하여 고객에게 Visual Message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Display Panel의 발전으로 고휘도의 영상, 세로형식 Display 구현 등 급성장하고 있는 DID시장은 공공장소, 쇼

핑몰, 호텔, 웨딩홀, 전시회장, 병원,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보급되며 점차 옥외간판 및 게시판을 대체하면서 시장규모가 커지는 

추세이다. 

대형 LCD패널을

통한 선명한 화질의 

컨텐츠 제공

01 02

동영상 및 스틸컷을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 구현

03

골프장 운영시간에 

맞춘 자동 실행과

종료

04

실시간 정보변경에 

따른 특정 캠페인

전개가 용이

05

IT 트렌드를

반영한 Signage

효과 극대화

06

골프장내 주기적인 

변동을 요하는

오프라인형

홍보물 대체

기능

DID 영상정보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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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s Business

R&D

PAUL 기업부설연구소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인류의 지속 가능한 

정보기술을 선도하며 고객이 꿈꾸는 가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PAUL 기술혁신 연구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연구활동

NO. 연 구 내 용 년 도

3 스마트기기 G-센서 감지 활용 기초 연구 (2003) 2013년

2 2013년스마트기기 GPS오차 보정에 관한 연구 (2003)

1 2013년HTML5의 산업전반 활용에 관한 기초 연구 (2003)

조직도

Global Leading
Innovation Hub

기술혁신
연구센터
(연구소장)

TREND
연구팀 기술개발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제 2013110673 호

PAUL IT분야 기술경쟁력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정보기반기술,

핵심상품기술과 미래가치기술에 대한 R&D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및 IT MEGA TREND 연구개발

국산 DBMS 및 OPEN SOURSE를 활용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수행

국가공모과제 및 연구용역 과제 수행

시험분석 및 표준화ㆍ규격화 등 품질인증 연구



Sensitive IT Service   01

15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은 PAUL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입니다.
PAUL은 IT전문업체로서 최고의 특허증과 권위있는 시상식에서 매해 수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동의과학대학 협동 협약 프로그램 등록증
골프 실시간 인터넷 예약 시스템

프로그램 등록증
웹기반 DID 영상정보 솔루션

SERA 인재 멘토 위촉

특허 등록
제 10-1232627 호

벤처기업확인서
제 20110108332 호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제 2013110673 호

우수창업기업인 표창장
규격: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최철안

청년창업모범표창장
규격: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동아대학교 산학협력 동의과학대학 산학협력

특허



16

수상 및 언론 PR

 부산 청년 창업가 조명  " 힘내라 스타팅 기업 " <2> 폴
 ERP에서 모바일 웹까지, 주문제작 프로그램 개발

국제신문  /  2012. 02. 03

바다TV  /   2011. 12. 28

바다TV _ 워킹 in 부산 (청년창업 폴) 

KNN  /  2012. 05. 14

KNN _ 2012 SW 비즈니스 파트너링

보도 인터뷰

< 부산광역시 시장상 수상 > < 부산울산중소기업청상 수상 >

2012 수상



PAUL STORY

Paul story #2. 다양한 SNS 활동

PAUL's BLOG
http://blog.naver.com/paul_it

PAUL's facebook
https://www.facebook.com/PaulITService

Paul story #1. 페스티벌 참관 / 대학교 강연

BUSAN CEO AWARD 2012
창업페스티벌 참관, 우수기업 수상

부산시에서 지원한 600개 업체 중 우수

한 업체들만 선별하여 진행된 청년창업

대전에서 PAUL은 부산청년창업 1기로

서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였

습니다.

YES Leader Lecture 2013
경성대학교 강연 _ 젊은이여 도전하라 !

2013년 5월, 경성대학교 학생들을 대상

으로 청년사업에 관련한 강의를 진행하

였습니다. 

Busan CEO Expo 2013
2013년 부산 청년창업대전 참가

부산광역시 주최 ' 부산경제진흥원, 부산

청년CEO협회, 부산은행 ' 주관으로 개최

된 2013년 부산 청년창업대전에 참가

하였습니다.

B

Sensitive IT Service   01

17



18

PAUL PROCESS

연구개발
Development Team

  시스템통합(SI) 개발
  서버 환경 구축 및 SI 컨설팅
  DB Architecture / 통합
  시스템 구축
  모바일앱 개발

시스템 운영
Management Team

  재무 / 회계
  계약 / 고객관리
  서버 및 보안관리
  DB Back-up / Monitoring
  웹사이트 유지보수 및 운영대행

멀티미디어
Multimedia Team

  웹디자인, 스크립트, 모션, 액션
  U.I / U.X / G.U.I 멀티미디어 디자인
  웹표준화 HTML 퍼블리싱
  모바일웹 디자인
  Javascript, JQuery 스크립팅

영상 / 편집
Shooting Team

  사진 / 영상촬영
  영상편집
  홍보영상 / 광고기획
  연출

부설연구소
Attached lab

  S / W 엔지니어링
  Solution
  I T 교육

대 표

기업부설연구소

개 발 팀 디 자 인 팀 R & D 팀 경 영 지 원 팀

2010
10. 회사 설립

06. 부산청년창업지원사업 1기 선정

2011
12. ISO 9001 인증

11. 벤처기업 인증

04.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신고

04. 프로그램저작권 등록 2건

04. 특허청 발명 특허 2건

03. 통신판매업 등록신고

2012
10.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 BANK 우수 기업 선정

08.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 체결

05. 나라장터 조달청 업체 등록

04. 상표출원 (PAUL)

03. 특허청 발명 특허 2건

2013
03. 중소기업 맞춤형 ERP Funique

       Funi-Q v1.0 개발

03. 오픈마켓 (옥션, G마켓, 11번가) 

      이미지호스팅·모아서비스 셀리안

      신규 사업 진출

03.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02. 공장등록(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02. 동아대학교ㆍ동서대학교 산학협력체결

02. 특허청 발명 특허증 상표 및

      프로그램 등록

연혁 및 인허가 사항

조직도



더 나은 꿈과 미래를 향한 동행,

열정의 가치를 최고로 실현하는 IT 서비스 전문기업 폴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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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경성대학교 사회관 B센터 BI센터 B111호

TEL  :   051-924-0404         FAX  :   051-627-8029

E-mail  :  help@paul-it.com          URL  :  www.paul-i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