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Web/Platform/Solution 개발 전문기업

(주)우리요

1688-2315 / wooriyo@wooriyo.com

SINCE_2013

우리+樂(즐거울 요), 우리가 즐거운 기업

즉, 우리 모두가 즐거운 일을 하는 기업
경영마인드

상즉인(商卽人)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 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

10m만 더 뛰면서 버티면 기필코 성공한다.

(주)우리요, 한 눈에 보는 기업 개요
IT SW 분야 축적된 노하우로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사업 진행

개발전문
기획 / 디자인 / 개발

App (iOS, Android)
Web (쇼핑몰, 솔루션)

법인설립일

2013년 01월 31일

대

표

최영

임 직 원 수

14명

업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콘텐츠 제작

종

홈 페 이 지

http://wooriyo.com

연

처

전 화) 1688-2315
이메일) wooriyo@wooriyo.com

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75
승우빌딩 6층

주

락

Platform

3

1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선정

4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지원(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선정

5월

㈜우리요 본사 확장이전

7월

‘알파요’ 전자근로계약서 런칭

11월

한 눈에 보는 ㈜우리요

특허등록 : 비대면 전자근로계약서 생성 방법
‘핀플’ 보안서약서 런칭

12월

‘핀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 확인서 발급

2월

비대면 인사/근태관리 플랫폼 ‘핀플’ 런칭

7월

비대면 전자근로계약서 런칭

7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제11476호)

12월

제증명서(재직, 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런칭

1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시 덕진구지부 업무협약체결

2월

특허등록 : 단기근로자의 경력증명이 가능한 단기근로자 출퇴근관리시스템

4월

특허등록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식자재 유통시스템

4월

특허출원 : 빅데이터를 활용한 식자재 유통시스템 ‘푸드폼’ 개발

10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3월

‘알파요‘ 상표권 등록

8월

아르바이트생 스케줄 관리 ‘알파타임’ 개발 및 런칭
- 저작권등록(제C-2017-019101호)

1월

실시간 자동시급계산 서비스 ‘알파요’ 런칭
-‘알파트너’, ‘알파돌’ 캐릭터 제작 및 저작권 등록

11월

저작권 등록 : 아르바이트 경력증명서

3월

ICT분야 WEB/APP전문 분할외주중개 서비스 플랫폼‘씨리얼’ 런칭

11월

IT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완성을 도와주는 ‘외주개발 가이드’ 런칭

5월

인턴십을 이용한 기업 맞춤형 인재개발시스템 개발

6월

아마추어 작가를 위한 앱북(러브센스, 이별터널) 출시

8월

㈜우리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1월

㈜우리요 법인 설립

6월

스마트 자체제작 전자메뉴판 ‘프리미엄 메뉴’ 런칭

11월

벤처기업 인증(1억원 자금확보)

12월

IxD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4

핀플 PinPl, 기술력이 검증된 SaaS
기술로 보여주고 서류로 증명하는 신뢰가는 서비스

특허등록 (제10-2331345호)

품질∙성능 확인서 (NIPA-CQ-21-031-R)

비대면 전자근로계약서 생성 방법

핀플 v1.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 검증

5

(주)우리요, 믿을 수 있는 인증된 기업
특화된 자사만의 특허 및 증명서 다수 보유

Inno-Biz 인증

특허등록 (제 10-1955226호)

특허등록 (제10-1975911호)

단기근로자의 경력증명이 가능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식자재 유통시스템

벤처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단기근로자 출퇴근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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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요, 보유 지식재산권
다양한 분야의 기술개발 내용을 지식재산권 등록
서비스표 등록 [ 1 ]

특허 등록 [ 3 ]
2021_11_22
10-2331345
비대면 전자근로계약서 생성 방법

상표 등록 [ 4 ]

2014_12_29
40-0308337
우리가 즐거운 기업 우리요락
WOORIYO COMPANY

2019_04_30
10-1975911
[푸드폼]빅데이터를 활용한
식자재 유통시스템

2019_02_28
10-1955226
단기근로자의 경력증명이 가능한
단기근로자 출퇴근 관리 시스템

저작권 등록 [ 5 ]

2018_12_14
40-1427578
푸드폼

2021_06_21
C-2021-024859 근로계약서 종류와 근로자 상황,
분할 정보 입력, 근로계약서 내용 사전 제공으로
스마트폰 최적화 전자 근로계약서 앱을 제공하는 핀플

2018_04_12
40-1350547
알파타임

2017_08_16
C-2017-019101 알파타임 : 스마트폰으로
아르바이트생 스케줄 관리 후 시급계산 연동

2014_12_29
40-1077932
핀플 PinPl

2016_11_30
C-2016-029961 아르바이트 출퇴근기록과
임금기록을 통해 행동규범을 증명하는
아르바이트 경력증명서

2013_03_14
40-1239547
알파요

2016_01_11
C-2016-000785 알파돌
2016_01_11
C-2016-000784 알파트너

프로그램 등록 [ 11 ]
2016_01_06
C-2016-000492
공유기 맥 어드레스(Macadres)로 WiFi를
지정하고, 지정된 와이파이 영역 안에서 출근과
퇴근 체크가 가능한 출퇴근체크 앱

2013_06_04
C-2013-011659
프리미엄 메뉴

2016_01_06
C-2016-000491
근무자가 퇴근을 체크하면 현재
까지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이
계산되어 보여지고 합산된 시급이
점주와 공유되는 앱

2014_04_14
C-2014-008536
인체 실루엣을 이용한 부위별 운동
정보제공과 스탑워치를 활용하여
운동/섭취 칼로리를 표현하는 새로운
화면 구성의 운동정보 앱

2016_01_06
C-2016-000490
하나 이상의 매장의 자동시급계산과
가불을 동시에 관리하고 근무자별로
자동 시급계산과 가불관리를 지원하는 앱

2014_05_22
C-2014-011701
인턴쉽을 활용한 기업맞춤형 인재
육성시스템-링크업(스마트폰 어플
리케이션)

2014_05_30
C-2014-012595
인턴쉽을 활용한 기업맞춤형인재
육성시스템-링크업(웹사이트)

2015_11_23
C-2015-027881
IT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완성을 도와주는 외주개발
가이드(안드로이드용)

2015_11_23
C-2015-027880
IT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완성을 도와주는 외주개발
가이드(아이폰용)

2015_08_12
C-2015-018847
3D문양소스 데이터 제공 앱
(iOS, 안드로이드)

2015_09_30
C-2015-022925
SIREAL(씨리얼)
분할외주개발중개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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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요가 하는 일은?
IT SW 분야 축적된 노하우로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사업 진행

애플리케이션(iOS, Android)/웹 기획·디자인·개발
Smart Contents & Data-Tech Platform 개발 전문

Planning

Design

Development

㈜우리요는 올해 주력 서비스인 ‘핀플’,‘알파요’뿐만 아니라 다수의 자사 개발 서비스와 더불어
외부 프로젝트 및 R&D사업수행으로 IT개발기획/디자인/개발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여
최고의 APP&WEB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는 Data-Tech 플랫폼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8

APP & WEB 플랫폼 개발 기술력을 갖춘 기업

자사 프로젝트 (총 18개 이상 개발)

연차/근태관리 앱 서비스

실시간 자동시급계산 앱 서비스

직원평가 시스템

App Book 시리즈

자체제작 스마트 메뉴판 + 마케팅 시스템 + 주문시스템

빅데이터 활용한 식자재 플랫폼

외주 개발 중개 플랫폼

외주 개발 (총 40개 이상 개발)

9

서버 개발부터 네이티브 앱까지 가능한 개발전문팀
스마트콘텐츠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UX/UI + CX 디자인 개발 전문 인력 POOL

“기획/디자인/개발, 비즈니스분야까지 한번에!”

경영/고객지원팀

개발팀

디자인팀

마케팅팀

기획팀

개발팀

디자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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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요_자사 프로젝트
(주)우리요 주력 서비스_핀플 무료 서비스

근태관리, 자동연차결재가 편한 인사담당자!
핀플 관리자

내 연차 눈치안보고 사용 하는 직원!
핀플 근로자

직원 출퇴근 기록 및 연차/근태관리

핀플

출퇴근현황관리
간편한 연차결재

간편한 연차신청
야근, 특근, 출장 신청

연차관리 (입사일 기준)

내 근로시간 관리

야근, 특근, 출장 결재
연차 촉진 직원 관리
주 52시간제 초과 관리
직원 근로시간 관리

핀플 관리자

적용기술
핀플 관리자

핀플 근로자

핀플 근로자

출퇴근 기록 : Wi-Fi, GPS, i비콘

실시간 근무시간 합계 및 수정

비콘 : 검색>설정>출퇴근 영역 사용
- 안드로이드 폰만 가능
- iOS는 OS 지원 안함

그룹웨어 급 전자결재
- 결재 라인 직접 설정
- 근로자 결재 신청
- 관리자 결재 승인 후 적용

구성 : OS별 관리자, 근로자 앱
Web, 관리자 Web(엑셀 지원)
서버 : JSP
네이티브 앱 : Android,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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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요_자사 프로젝트
(주)우리요 주력 서비스_핀플 유료 서비스

전자근로계약서로 정확하게!
계약 및 발급

보안서약서로 안전하게!

제증명서 발급은 빠르고 간편하게!
기타서비스

전자근로계약서 및 제증명서(재직/경력)발급 서비스

핀플

전자근로계약서
전자근로계약서 대행서비스

출퇴근영역 복수설정
재택출퇴근기록

보안서약서(입사)

GPS반경 영역지정

보안서약서(퇴사)

연차사용촉진 메시지

제증명서(재직증명서)

앱 내 배너 광고 제거

제증명서(경력증명서)

앱 내 배너 광고 게시
배너 디자인 대행
Data 보관기간 연장

보안서약서
전자근로계약서

적용기술
핀플 관리자

핀플 근로자

전자근로계약서
- 정규직, 계약직, 수습, 표준
- 월급(정규직,무기계약직,계약직)
- 시급(소정시간,근로일별,아르바이트)
- 일급(소정시간,근로일별)
- 직인관리 및 PDF출력

제증명서

보안서약서
- 입사, 퇴사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 발급 담당자 설정
- 직인관리

구성 : OS별 관리자, 근로자 앱
Web, 관리자 Web(엑셀 지원)
서버 : JSP
네이티브 앱 : Android,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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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요_자사 프로젝트
2016년 1월 출시, 실시간 자동시급계산 앱

적용 기술

실시간 자동시급계산 앱
출퇴근 기록 : Wi-Fi, GPS, iBeacon
실시간 자동시급계산
- 기본 시급 : 분 단위
- 휴게시간 제외
- 브레이크 타임 제외
-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기준

너무쉬운
알바관리
알파요는
우리 사장님들의
요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급계산은
알파요에게 맡기시고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 연장수당
- 야간수당
퇴근 체크와 동시에 시급 확인
전자근로계약서
- 기본 시급 : 분 단위
- 정규직, 계약직, 수습, 표준
- 월급(정규직,무기계약직,계약직)
- 시급(소정시간,근로일별,아르바이트)
- 일급(소정시간,근로일별)
- 직인관리 및 PDF출력
서버 : 스프링
네이티브 앱 : Android, iOS
구성 : OS별 관리자, 근로자 앱
Web, 관리자 Web(엑셀 지원)

점주 알파요

근로자 알파요

점주 알파요

근로자 알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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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요_자사 프로젝트
대한민국 최초 자체제작 스마트 메뉴판

적용 기술

애플 $200 심사 받은 고퀄리티 앱
모든 정보 관리자가 직접 설정
관리자가 직접 메뉴 정보 입력
-메뉴명, 가격, 사진, 동영상, 옵션가격
메뉴별 조합으로 세트메뉴 구성
고객 모드에서 주문
-주문 시 옵션에 따라 가격 적용
-주문 내역 합산 기록
고객 정보 확보 위한 고객 이벤트
-할인 쿠폰 등 뽑기 이벤트

애플도 인정한 2세대 자체제작 메뉴판 앱
프리미엄 메뉴

서버 : JSP
네이티브 앱 : iOS(iPad 전용)

(전자메뉴판 시장이 열리지 않아 2015년 말에 서비스 종료)

유튜브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MnnyCM56azE

-추가 : 주문 수신 앱(Android)
개발툴 : ObjectC

14

(주)우리요_자사 프로젝트
03

04

중개수수료 ‘0원’APP/WEB 전문 분할 외주 중개 서비스

http://www.sireal.co.kr

자신의 사업아이템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는 이야기를 담다

키워드 설정
앱에서 설정한 키워드
별 앱 푸시알림

외주지원
앱과 앱을 통해
편리한 외주지원

분할외주
기획/디자인/개발
분야별 외주의회

외주 컨설팅
프로젝트에 관련한
외주 컨설팅

디어북(Dear Book)

05

‘자신만의 앱을 만들어 드립니다.’

누구든 작가가 될 수 있는 앱북 플랫폼

그들의 속사정

러브센스

이별터널

우리처럼하면
성공한다

매력보보
다이어트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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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요_외주 프로젝트_플랫폼
01

사단법인 둘레

정읍이곳

정읍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사회서비스 제공

정읍 정보공유 안드로이드/iOS APP + 관리자 웹페이지

웹사이트 + 관리자 페이지

연동

정읍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이 정읍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

관리자 페이지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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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요_외주 프로젝트_플랫폼

서플라자

서플라자

미디어 커머스 + 관리자 페이지

안드로이드/iOS APP

02

미디어 커머스

인코딩 변환

서플라자 메인

연동
상품관리

iOS

관리자 페이지

PC

Android

각각의 OS에 따라 시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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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요_외주 프로젝트_웹사이트
전북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03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선물해주는 체험 웹사이트

04

비대면시대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용품 판매 웹사이트

생활의 편리함과 여유를 위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체험넷

SL케어

05

49ers

06

개인/기관 전문 투자클럽 웹 서비스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체험상품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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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요_외주 프로젝트_앱
07

실버포켓
시니어를 위한 '수입 내역' 관리 서비스

인트로

로그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

08

의미심장
실시간 심박수 측정과 운동 영상 코칭

비교 분석

리워드형 피트니스 앱

내역 보기

09

웨이짱

관리자 페이지

10

Thinkeye

실시간 위치인식 어플

ACQ 제공 CCTV를 통해 고객 유치 서비스
고객 관리

고객 타깃 마케팅

ACQ CCTV IP

로고 부터 앱디자인 까지
SOS긴급구조요청

길찾기

주차위치 서비스
포스 결제 데이터

인트로

메인 페이지

인트로

로그인 페이지

장비리스트

결제화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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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요_외주 프로젝트_앱
11
물류배송 스케줄 & 실시간 GPS정보 공유 앱

스톱워치 활용

섭취 칼로리 표시

램프

14

포인트가 쌓이는 광고 보고, 그 포인트로
최신 휴대폰을 살 수 있는 리워드 앱

‘제대로 된 내 몸 관리’헬스 앱
인체 실루엣 운동부위 선택

12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취업의 길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든 앱

13

바디스토리

전주대학교 취업앱

운동영상 다운

일일식단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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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요_외주 프로젝트
너와나의거리

15

S케줄
창업에 관련된 스케줄입력/공유 앱

장거리 연애를 하는 커플들을 위해
쉽게 맛집을 찾을 수 있는 앱
•전체적인 GUI디자인 제작

•원하는 사용자에게 스케줄 공유

•지역별 맛집/유명소 블로그 포스팅 연동

•일정 등록 시, 달력모드에서 카운팅

드림트리

17

뜻 깊은 인연을 맺는 재능기부 앱

365함께

18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의원 전반 경영관리 앱

•전체적인 GUI디자인 제작

VST

16

•전체적인 GUI디자인 제작

19

그 외 외주 프로젝트

운동기기와 연결되어 상대방과 대결 구조로
운동하는 헬스 앱 디자인
•IoT로서 단말기기와 연동되는 디자인 제작
•운동종목을 표현해주는 실루엣 디자인 활용
•남성적임을 추구하는 클라이언트 맞춤 커스텀
•전체적인 GUI디자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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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주)우리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75 승우빌딩 6층
(효자동3가 1539-3)

현대아이파크
방향

KBS 방향

1688-2315

전라북도청

wooriyo@wooriyo.com
전주대 방향

신한은행

마전숲공원

효자다리

마전숲공원
골든시티
코오롱
스카이타워
이디야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코아루
해피트리

CGV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신협

(주)우리요

신원아침
도시펜트

성우아르데코

우체국
방향

SK리더스뷰
방향

효자더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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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