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것을연구하고도전하는정신으로정진하는기업





Technology

Expertise

Responsibility

Make It Together!
주식회사조아소프트는 2019년설립일부터모바일, SI서비스개발로시작하여

현재는 IoT, 빅데이터등신기술을바탕으로 한 SW 전문개발업체입니다.

2019년부터학사정보시스템 , 모바일앱서비스를기반으로

꾸준히성장하고있으며, 고객과함께도약할수있는회사로

거듭날것을약속 드리며, 계속새로운것을연구하고, 

도전하는정신으로전세계로 뻗어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Passion
High Quality

Our Know 
Experience

01

02

03

Gr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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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식회사조아소프트 대표이사 양기만

회사설립일 2019년 3월 사업자등록번호 895-86-01395

사업분야 소프트웨어자문, 개발및공급, 웹디자인외

주 소 전북전주시완산구천잠로 303 벤처창업관 211호

홈페이지 http://www.zoasoft.kr 전화번호 063-714-2565

주요사업영역

1. 웹, 모바일 SW개발

2. 솔루션개발 : IT자산관리, 입주관리, PMS

3. 신기술 R&D : 표준프레임워크, Mobile App Framework

4. 컨설팅 : 빅데이터시각화및 API서비스, IoT 스마트팜등

New Technology System
새로운 연구개발로 앞서가는 기술을 보유한 일이 즐거운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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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가치를함께만들어가는기업

조직원간신뢰를바탕으로소통하는사람친화적기업

고객에게가장적절하고가치를높이는맞춤형솔루션제공

Mission

Vision

사람
People

혁신
Innovation

기술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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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경영지원

품질관리부문솔루션부문학사정보시스템부분공공사업부문

㈜조아소프트는 IT 서비스에특화된지식과축적된경험을바탕으로고객을이롭게할수있는시스템및솔루션을제공합니다.

특히대학정보화사업 ( 학사시스템, LMS, 학생역량개발 ) 에집중하여운영하고있으며신기술소프트웨어영역에진출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 SI사업팀

• 솔루션사업팀

• 서비스개발팀

• 컨설팅팀

• 온라인솔루션팀

• 모바일솔루션팀

• UI/UX 디자인팀

• 유지보수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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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사업명

2015.04 전주대학교학생서비스포털(INSTAR)  구축

2015.10 전주대학교학생생활관관리시스템구축

2016.01 전주대학교모바일서비스고도화사업구축

2016.10 전주대학교학생역량개발시스템(ONSTAR) 구축

2017.05 전주대학교교직원포털(JUIS) 고도화구축

2019.07 전주대학교강사채용시스템구축

2019.10 전주대학교적시형자율질개선체제구축

2019.12 원광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관리시스템구축

2020.05 진로및취업지도를위한학생웹서비스고도화구축

2020.11 전주대학교산학분석지원서비스구축

2021.05 군산대학교모바일서비스고도화구축

2021.08 전주대학교국제교류원관리시스템구축

2021.12 전주대학교채용관리시스템구축

2022.02 전주대학교모바일 App 고도화구축

2022.06 군산대학교모바일통학버스고도화구축

양기만대표이사

- 기술등급 : 고급

- 개발경력 : 18년

- 주요경력분야

ERP, 학사정보

진영섭이사

- 기술등급 : 특급

- 개발경력 : 20년

- 주요경력분야

학사정보, ERP, 의료정보,

강만진이사

- 기술등급 : 고급

- 개발경력 : 17년

- 주요경력분야

ERP, e-commerce,  

학사정보, 모바일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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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System Intergration

고객맞춤형의시스템설계및구현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분석하여

고객에게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또한, 시스템의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하여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 합니다.

SM System Management

안정적이고효과적인시스템운영
시큐어코딩 가이드 및 웹표준/웹 접근성 준수
를통해 사용자의 이용편의성을 향상하고, 운
영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신속
한장애 대응 및보안 이슈체계를 마련하여 최
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I/UX Design
사용자편의성을고려한 UI/UX 설계

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Creative한감각을 갖
춘전문가가 끊임없는 조사와 연구, 분석을 통해 최
적의 사용자 경험을 도출하여 귀사만의 아이덴티

티(Identity)를 반영하고, 그에 맞는 콘셉트와 디자
인으로 가치를 높여 드립니다.

Solution
다양한솔루션및플랫폼서비스
다년간의 공공기관, 대학 등 풍부한 구축 경험을 바
탕으로 최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시스템 환
경분석부터 기획, 설계, 구축까지 체계적이고 최적
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별화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TC Information Technology Consulting

효과적인정보기술연계방안을위한전략및실행계획수립
고객의 업무 및 정보화(IT) 요구사항에 대하여 특정/전체 업무 분야에 관한

전문가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컨설팅 수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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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웹 표준 HTML 5 적용 : 다양한 업무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처 가능

넥사크로는 투비소프트에서 개발한 Front-End 기술 개발 도구이다. 넥사크로 플랫폼은 기능, 성능, 디자인 요소들이 기업의 요구 수준

에 맞게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UI/UX 환경 개발에 최적화 되어있다.

단일 코드/모든플랫폼 모든 디스플레이

반응형 웹/멀티 레이아웃 관리자

NEXACRO STUDIO WYSIWYG 기능

데이터 통합

Nexacro Platform 환경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경험과

투비소프트의 UI/UX 플랫폼의 특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Needs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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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개발및운영(SI/SM)
철저한분석과설계로완성도높은소프트웨어를제공하여 PC, 스마트폰,

태블릿등다양한디바이스의제약을밪지않는시스템을구현하고, 고객사와

긴밀한커뮤니케이션을통해만족감을극대화합니다.

사용자요구사항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기능정

의, 법령/제도 분석

• 사용자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

도출 및 기록

• 프로젝트 수행 과정 중 또는

완료 후 발생하는 분규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운영및유지보수

• 운영체제 구축

• 투자계획 및기대효과 분석

• 정기 점검활동을 통해 장애 발

생최소화

• 체계적인 장애 복구 지원으로

서비스 중단시간 최소화

개발및구축

• 콘텐츠 수집/가공/입력

• 콘텐츠 제작

• 디자인 제작

• 퍼블리싱

• 프로그래밍.

설계

• 시스템 설계

• 메뉴설계

• 요구기능 사항을 파악하여 상

세화면설계

• 디자인 콘셉트에 따른 기본 디

자인 설계

계획및분석

• 도출된 요구사항의 명확성,

안정성, 모호성 검증

• 요구사항을 분류하여 통합 또

는분리

• 정의된 요구사항을 형식에 맞

춰문서화

01 02 0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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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컨설팅(CONSULTING)
업무에기반한통합.개별정보시스템개발방향성등의컨설팅결과를

제공하고, 효과적인정보기술연계방안을위한전략및실행계획을

수립하여최적의정보화를추진할중장기전략계획을수립합니다.

환경분석

• 경영 및 정보기술(IT) 

환경 분석

• 법령.제도 분석

• 기술동향분석

및요소기술분석

통합이행계획

• 통합 이행계획 수립

• 투자계획 및기대효과 분석

목표모델설계

• IT역량강화 방안

• 정보화 추진방향 설정

• 목표개선과제 상세화

• 목표 업무 프로세스 설계.

전략수립

• 기술표준수립

• 정보시스템 구성전략

• 정보시스템 운영전략

현황분석

• 전산업무프로세스 현황

및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 사례

및차이(Gap) 분석

• 이슈 통합 및 개선사항 도출

•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01 02 03 04 05



-16-

솔루션(SOLUTION)
다년간의공공기관, 대학등풍부한구축경험을바탕으로최고의전문인력을

구성하여모바일앱프레임워크, 프로젝트관리시스템, 규정관리시스템

입주관리시스템, 자산관리시스템등솔루션및플랫폼서비스를제공합니다

교육분야

• 대학 학사정보 시스템

• LMS( 원격강좌관리 )

• 학생역량개발

• 평생교육원

• 국제교류원

• 학생생활관

• 수강신청관리

비즈니스분야

• 채용관리시스템

• 전자문서관리시스템

• 기업입주관리시스템

• 규정관리시스템

모바일분야

• 모바일플랫폼 서비스

• IoT 스마트팜 모바일서비스

ERP분야

• MES ( 스마트팩토리 )

• 물류관리시스템

• 웹/모바일 발주관리시스템

• 영업관리시스템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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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겸초빙/강사 채용관리 시스템

사업기간 : 2019. 04 ~ 2020. 06 

적시형 자율 질 개선 체제를 위한 수업 제반 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 2019. 09 ~ 2020. 02 

SW중심대학 사업관리시스템

사업기간 : 2019. 12 ~ 2020. 02 

모바일 학사정보 고도화

사업기간 : 2020. 03 ~ 2020. 05 

진로 및 취업지도를 위한 학생 웹 서비스 고도화

사업기간 : 2020. 08 ~ 2020. 12 

국제교류원 관리시스템

사업기간 : 2021. 03 ~ 2021. 08 

마이데이터 API 서비스 개발

사업기간 : 2021. 11 ~ 2021. 12 

모바일 앱 고도화 사업

사업기간 : 2021. 10 ~ 202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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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애플리케이션마켓의규모가지속적으로고속성장하고있고

• 모바일어플리케이션플랫폼에컨텐츠를연결하여쉽게모바일 App을개발할수있는 구축

• 모바일컨텐츠포털서비스및 App 빌드서비스를제공하여 하고선도적인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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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국내스마트팜시장이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 은더욱가파르게상승할것임. 

▪ 농·림·축·수산물의생산·가공·유통단계에서정보통신기술(ICT)을접목해

▪ 사물인터넷(IoT) 등기술을이용해환경을유지·관리하고, 스마트기기등으로자동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