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홈페이지 주요기능
모든 콘텐츠 (예, 사진) 하나 하나가 전부 홍보최적화 되도록 자동으로 처리된다. 홈페이지 및 각
1
페이지 주소 (URL ) 도 모바일과 데스크톱이 동일하다. 한번의 데이터 입력으로 모바일과 데스크
톱 및 홍보최적화등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제공되는 모바일 홈페이지는 무늬만 모바일인
2
응답형홈페이지 가 아니다. XHTML, JS, CSS, Image 크기등 모든면에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스마트모바일홈페이지' 가 제공된다. 즉, 완전한 모바일 홈페이지가 제공된다.

스마트홈페이지 = 홍보최적화 홈페이지

웹접근성은 기본, 홍보최적화 자동지원
데스크톱 및 모바일,스마트워치 자동 동시지원

1 데스크톱과 모바일은 동일한 내용을 하나의 URL로 제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URL이 다르면 홍보. 마케팅측면에서 사용자만
족도 저하 및 고도화된 마케팅 등 여러면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2 기존 방식의 응답형 모바일은 데스크톱과 동일한 프로그램, 소스코딩. 이미지크기, 페이지 무게를 모바일에 그대로 사용하는
100% 개념의 코딩 기법이다. 즉, 시각적으로만 모바일이며, 실제 xhtml, js, image등의 구조는 데스크톱이라는것 이다. 모
바일 환경에 최적화 되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의 모바일 홈페이지이다.
스마트홈페이지서비스 계약서 V11.11 문서 총 4 중 1 페이지

펭귄소프트(주) http://smartHOMEPAGE.co.kr

관리자화면 샘플 (컨텐츠. 편집 관리화면)
스마트홈페이지 관리자는 막강한 기능을 단순화하여 제공합니다. 아래는 화면의 일부 입니다. 아
래처럼만 입력하면, 홍보최적화 (SEO포함), 웹표준, 모바일홈페이지, 웹접근성, 코딩최적화등
자동처리됩니다. 차세대 홈페이지구축 시스템 스마트홈페이지, 바로 직접 경험해 보세요.

페이지이력관리
카타고리선택

저장 후 끝 ~
내용입력 ( 번역 )

해당언어선택
공개 / 비공개
헤드라인 옵션

아래한글이나 워드만 하실수 있으면 언제든지 모든 컨텐츠를 내마음데로 추가,수정 가능

워드처럼 사용하는
편집기

다국어관리 탭
해당언어 바로 번역함

그리고 ' 저장 '
하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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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소프트(주) 소개
자체개발한 핵심 '스마트홈페이지' CMS 솔루션과 다양한 솔루션 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구분

항목
대표이사

회
사
일
반

서
비
스

회사명/주소
연락처

내용/ 비고
강 문복,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전문 위원 역임 등.
펭귄소프트(주) 2004.7 설립
http://smartHOMEPAGE.co.kr contact@smartHOMEPAGE.co.kr

주요제품

스마트홈페이지CMS (해외홍보마케팅전용 홈페이지 구축CMS)
Supertux (Linux OS), 서버전용 리눅스 운영체제제

주요기술

웹표준, 웹접근성, 검색최적화, 모바일최적화등 자동화 SW 기술

한방산업진흥원(해외 온라인 마케팅),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병원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국제 마케팅 실무 교육), 한국생산기술연구원(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빅데이타 활용 방안),서울산업진흥원(SBA), 한국경제신문사 공동 온라
인 해외 의료 관광 마케팅 등

스마트홈페이지
제작 및 서비스

① 글로벌 웹 표준 지원, ② 글로벌 웹 접근성 지원, ③ 모바일 환경최적
화 홈페이지 자동지원, ④ 홍보최적화 (검색엔진최적화 포함) 지원,
⑤ 바이어 환경 최적화홈페이지 지원, ⑥ '스마트홈페이지CMS' 사용권
제공, ⑦ 온라인홍보마케팅 교육제공

온라인홍보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마케팅 및 타겟마케팅 서비스
차
별
화
장
점

기
타
사
항

현문제점

국내 다국어 홈페이지 대부분이 무늬만 해외용 홈페이지로 해외마케팅
을 하고 있다. 즉, 국제웹표준, 웹접근성, 검색엔진최적화, 모바일홈페이
지, 글로벌바이어 환경반영등의 지원이 미흡하다.

해결안

스마트홈페이지CMS 시스템과 해외온라인마케팅 교육제공 (인바운드
마케팅 위주) 으로 원스톱 해결안을 제공한다.

주요파트너

소셜전략연구소( SNS 마케팅), Locstar (전문번역), 미국 QI (기술사업
화), 미국 Marcy (콘텐츠 마케팅 온.오프라인 홍보.전문 번역검수) + 글
로벌 자문위원단.

주요고객

서울산업진흥원 (SBA)-서울시 하이서울 브랜드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경기도투자진흥과, 서울관광마케팅,
강남관광정보센터,화성시, 화성상공회의소-화성시 수출 기업 온라인
디렉토리,화성수출기업협의회등 공공 및 협회등과 수출기업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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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소개
2015. 4 :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15.4 중소 승강기업체 수출지원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 구축 수주).
2015. 1 : 배재대학교 지역특화산업육성단.
(지식융합형 역량강화 기업 해외 온라인 마케팅 및 홈페이지 구축 수주).
2013. 8 : 화성상공회의소 온라인 홍보 플랫폼 구축 수주 및 완료.
2013. 10 : 강남관광정보센터 웹/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
2013. 12 : 아리랑TV Exploring Korea 유튜브 동영상 해외 온라인 홍보 플랫폼 수주.
2012. 12 : 서울시 하이서울브랜드 영문 홍보 디렉토리 홈페이지 고도화 수주.
2012. 10 : 미국 IMS 사와 공동사업 MOU (김창준 전 미하원의원 여사회사)
2012. 7 : 국회의원 박영선 위원 홈페이지 수주 및 완료.
2012. 2 :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사업 MOU 체결
2011. 4 : KISTI 메인 영문홈페이지 수주 및 구축 완료.
2011. 1. : 스마트홈페이지 CMS Enterprise 1.2 출시.
2011. 1 : 전자신문사 전시회& 세미나 관련 전체 포탈 사이트 구축 수주.
2011. 1. : 스마트홈페이지 버전 3.1 출시.
2010. 9 : 스마트홈페이지 버전 3.01,2 출시
2010. 8 : Spireresearch.com 등 다국적 기업 5개국어 스마트홈페이지 구축
2009. 12 : “독도홈페이지” 웹접근성및 웹표준 컨설팅 실시 , 경상북도
2009. 8 : 스마트홈페이지 버전 3.0 출시
2007. 3 : CentOS 5.0 기반의 리눅스 OS “슈퍼툭스” 개발완료
2006. 9 ~ 2008. 2 :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선도 기반 기술 개발사업(3년간)
“공개 S/W 핵심기술 개발” 참여, 공동연구 개발완료
2007. 6 : 웹기반 CMS "dezignerCMS" 출시
2004. 9 : 웹호스팅 자동화 솔루션 "cmpanel"출시
2004. 7 : 펭귄소프트(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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