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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About Us

업종별 특성에 맞는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고객의 요청과 업무에 알맞은 디자인과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맞춤 개발합니다

웹사이트·웹솔루션 및 모바일앱 전문 개발 기업입니다

피코소프트는 LAPM, JSP, Spring, ASP, Flutter, React Native
기반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웹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 애플리케이션 및 웹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Branding Services

고객사의 정보를 인터넷과
이어주는 브랜딩 서비스
고객의 정보, 기술과 서비스가 서로 연결되어 매력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Web & App
디자인과 솔루션으로
고객사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의미론적 마크업(Semantic)
검색엔진 최적화(SEO)
크로스 브라우징(Cross Browsing)
반응형 디자인(Responsive Design)
웹접근성 준수(Web Accessibility)
하이브리드 앱(React Native)

Marketing
최고의 효과를 위해
정확한 키워드를 분석합니다.

네이버·구글·다음 검색등록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카카오 맵
구글 마이 비즈니스
검색광고 교육

Graphic Design
직관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덴티티를 디자인합니다.

아이덴티티 브랜딩(Identity Design)
편집 출판 인쇄(Editorial Design)
사인 디스플레이(Signage Design)
상세페이지 디자인(Detail Page Design)

IT Service
홈페이지, 쇼핑몰, SNS
운영에 도움을 드립니다.

SNS 운영 대행
쇼핑몰 주문 관리
쇼핑몰 배송정보 관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컨텐츠 제작



Work Processes

Consultation Set Up InspectionPlanning

기획

계약

상담 및 견적 구축 검수 및 보완

Project Complete

쇼핑몰

카탈로그

로고

홈페이지

Development & Design 

디자인

개발 도메인 세팅

업종·케이스별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맞춤 컨설팅을 통해 최적화된 프로세스
팀 작업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층 더 높은 퀄리티의 작업 결과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연한 프로세스로 시간이 지체되지 않게끔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Services

모든 웹사이트를
웹표준코딩·반응형으로 제작합니다
Web, iOS, Android 기반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웹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갤러리 등 게시판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페이지형은 일반 게시판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게시판

인터넷 익스플로러(IE) 11·EDGE, 크롬(Chrome),
사파리(Safari), 파이어폭스(Firefox) 브라우저에서
크로스 브라우징 호환됩니다.

크로스 브라우징

Semantic Markup(의미론적 마크업) HTML 태그의 
용도에 맞는 코딩으로 인간과 컴퓨터(bot) 모두 잘 이해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발합니다.

의미론적 마크업

데스크탑·노트북·태블릿·모바일 사용자에게 알맞은
반응형으로 제작합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지 않아 제작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디자인

검색엔진 최적화(SEO)로 홈페이지의 콘텐츠들이 검색
엔진 상위에 노출되도록 개발합니다.

검색엔진 최적화

인터넷 서비스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관리자 페이지 제공



Our Skills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여 각종 스킬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버관리
linux, centos7

앱 개발
flutter, react native

데이터베이스
mysql, mssql, oracle

편집디자인
InDesign

웹/앱디자인
XD

백엔드 개발
php, java, jsp, asp

프론트 엔드 개발
html, css, javascript

시각디자인
Illustrator, Photoshop

95% 95% 95%95%

90% 90%

100% 100%



관리자 페이지



사용자 환경

웹사이트 관리자(소유자, 운영진 그룹)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사이트를 설정하고, 회원관리, 주문/
배송 관리, 도메인 연결, 전자결제(PG) 설정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알아보기

대시보드에서 주문정보, 매출현황,
고객문의, 상품/서비스, 회원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기본정보에서 로고 이미지 등록 및 수정,
회사명, 연락처, 팩스, 주소, 지도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02

통계에서 하루 조회수, 방문자수,
접속방식, 기기, 브라우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상품 서비스 정보에서 제품번호,
제품명, 사진, 키워드, 설명, 판매가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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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알아보기

개인 사용자부터 비즈니스 사용자까지 온라인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제작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에 맞춰 필요한
기능만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관리자 메뉴
알아보기

1. 대시보드: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2. 기본정보: 회사에 대한 기본정보, 지점정보, 회사소개 및 인사말,
              이메일, 이용약관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예약정보: 예약 설정 및 공휴일 설정이 가능합니다. 

4. 고객문의/FAQ: 고객문의, AS, FAQ, 설문조사 등을 설정 가능합니다.

5. 게시판: 게시판 설정이 가능합니다.

6. 상품/서비스 정보: 상품/서비스에 관한 정보, 카테고리, 부가세 설정,
                                 옵션, 배송정보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7. 주문정보: 상품에 관한 정보, 통계, 결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8. 회원관리: 회원가입 설정, 포인트/적립금 설정, 내역, 등록이 가능합니다.

9. 페이지/메인슬라이드/팝업: 페이지명, 사진, 키워드, 사진 등록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10. 연혁/인물: 회사에 관한 연혁 및 인물정보 설정이 가능합니다.

11. 메뉴관리: 홈페이지 메뉴 설정이 가능합니다.

12. SMS/알림톡/E-MAIL: 문자, 알림톡, 메일 발송이 가능합니다.

13. api관리: 인스타그램,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등 ID, 서버 설정이 가능합니다.

14. 통계: 사이트 방문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사이트명: 사이트 이름이 표시되며, 클릭 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6. 내 정보: 내 정보 수정, 예치금, 상담내역, 게시물 및 배송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17. 주문정보: 한달 간격으로 주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매출현황: 오늘과 이번달의 매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고객문의: 고객문의 확인 및 답변이 가능합니다.

20. 상품/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를 등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21. 회원정보: 사이트별로 분류돼 회원 관리가 용이하게 됩니다.



서비스 정보



Homepage

전문 컨설턴트의 디테일한 컨설과
방문상담 및 제안, 유연한 제작기술로
퀄리티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

고객의 요청과 업무에
알맞은 디자인과 웹 프로그램으로
홈페이지를 맞춤 제작합니다.

01
홈페이지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아름답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내용을 작성하고 화면을 디자인합니다.

02

서비스형 홈페이지로 계속해서
기능들이 업데이트 됩니다.

04
홈페이지 전문가들이
favicon까지 꼼꼼하게 작업합니다.

03



Shopping Mall

고객의 요청과 업무에
알맞은 디자인과 웹 프로그램으로
쇼핑몰을 맞춤 제작합니다.

01
쇼핑몰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아름답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내용을 작성하고 화면을 디자인합니다.

02

서비스형 쇼핑몰로 계속해서
기능들이 업데이트 됩니다.

04
쇼핑몰 전문가들이
favicon까지 꼼꼼하게 작업합니다.

03

업종에 따른 유저의 성향을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구매 전환구조를 구성해 효율적으로
제작합니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쇼핑몰을 제작합니다



Catalog

제품의 기능과 특징, 가격 등을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 브랜드 어필 가능한 내용 구성 및 기획력,
간결하게 잘 읽히는 가독성으로 깔끔하게 작업합니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카탈로그를 제작합니다

고객의 요청과 업무에
알맞은 디자인으로
카탈로그를 맞춤 제작합니다.

01
메시지를 아름답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내용을 작성하고
화면을 디자인합니다.

02

카탈로그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작업합니다.

03
기업이 담고자 하는 이야기에 맞춰
카탈로그로 재탄생 시킵니다.

04



Logo

의뢰인의 브랜드 및 상품/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구매를 촉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작업합니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로고를 제작합니다

고객의 요청과 업무에
알맞은 디자인으로
로고를 맞춤 제작합니다.

01
단순하지만 기억에 남는
영원한 로고를 제작합니다.

02

로고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작업합니다.

03
기업이 담고자 하는 이야기에 맞춰
로고로 재탄생 시킵니다.

04



Detail Page

상품 소개에 중요한 문구 및 흐름과 이미지 구성으로 
제품별 특성에 맞추고,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는데 
맞춰 기획하고 구성합니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상세페이지를 제작합니다

고객의 요청과 업무에
알맞은 디자인으로
상세페이지를 맞춤 제작합니다.

01
메시지를 아름답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내용을 작성하고
화면을 디자인합니다.

02

상세페이지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작업합니다.

03
제품별 특성에 맞춰
상세페이지로 재탄생 시킵니다.

04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기업홍보
인프라 구축은 피코소프트와 함께!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전문 수행기관 피코소프트와 함께 외국어 홈페이지를 제작하세요.

수출바우처 다국어 홈페이지 제작

수출바우처 (수출지원 기반활용) 사업이란?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

언어별 현지화 디자인
국가 및 언어별 현지화된
디자인으로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전문 번역
언어 및 분야에 맞게 정확한

번역으로 경쟁력을 한 층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컨설팅 서비스
통합 광고 전략 수립을 통한

타 매체와의 연계성을
확보합니다.



수출바우처 다국어 홈페이지 제작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제작 과정을 꼼꼼하게 안내드립니다.

수출바우처 로그인 피코소프트 검색
외국어 반응형 홈페이지 신청하기

신청/계약
02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
https://www.exportvoucher.com

참여기업 선정
01

홈페이지 기획 및 컨텐츠 전달
컨텐츠 번역 수출바우처 지원

기획/번역
03

개발용 도메인에서 고객님과
디자인 피드백 진행

개발 도메인 세팅 및 디자인
04

검수 요청 수정 및 보완
최종 승인 및 완료

검수 및 보완
06

DB 설계 및 기능 구현

홈페이지 구축
05

도메인 세팅, 검색엔진 검색등록

홈페이지 오픈
07

운영기관·수행기관 사업 비용 정산

바우처 정산
08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을 기반으로
부산·경남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우리 지역의 깊이 있고 정확한 정보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을 더욱더 활기차고
편리해지도록 노력하고, 각종 SNS 정보들을 수집해 좀 더 가치 있는
정보들로 가공해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linktoplace

지역의 업체 정보를 기반

홈페이지 기능, 배달 앱 기능, 부동산 앱 기능, 채용정보사이트,
웹마케팅 기능, 오픈마켓,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넘어 소셜 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객사 소개



Partners
피코소프트와 함께 하는 고객사입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겠습니다.

피코소프트가 만든 서비스가 고객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시는 길
피코소프트로 오시는 길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77 라피에스타 4층 제4-086호
1층 스트릿츄로스 옆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4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 2층 C05 구역 주변에 주차하시고 바로 앞 문으로 들어오세요.
EV2(엘리베이터 4, 5호기)를 이용하세요.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77
라피에스타 4층 제4-086호

T E L  :  070-8706-6331
F A X  :  055-367-3371

E - M A I L  :  bsh@picosoft.kr
WEBSITE  :  https://yangsan.picosoft.kr

T H A N K  Y O 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