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ust Imagin,

We’ll Make Beyond!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STX-V타워 1302호

H www.reonsoft.com E contract@reonsoft.com    T 02.6954.0609    F 02.6919.1266



PRODUCTS

WiseTR

WiseCF

WORKS

Projects

ABOUT

Overview

History

Identity

Vision

Team

Service

Skill



· 회사명 리온소프트㈜

· 설립일 2017년 6월 8일

· 대표자 최 준

· 사업영역 Web/Mobile 환경의 소프트웨어 개발

· 서비스영역 SW개발, SI사업, IT컨설팅, Web/Mobile/App제작

· 주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STX-V타워 1302호

· 연락처

Tell 02. 6954. 0609

Fax 02. 6919. 1266

E-mail contract@reonsoft.com

· SNS
Facebook www.facebook.com/reonsoft

Instagram www.instagram.com/reonsoft_insta

· 홈페이지 www.reonsoft.com

Overview



2017 ~
2017

06

리온소프트㈜ 창업

History

12

본사 이전(서울 여의도) 

2018

05

대표이사 최준 취임

12

본사 확장 이전(서울 여의도) 

2019

01

WiseTR, WiseCF 소프트웨어 등록

02

LG CNS 협력업체 등록

03

KB데이타시스템 협력업체 등록

06

벤처기업 선정

12

본사 확장 이전(서울 가산) 
[WiseTR 저작권 등록증] [WiseCF 저작권 등록증]

05

KB국민은행 스마트금융 개발대응반 선정



~ 2022
2020

01

KB국민은행 기업여신 프로세스 혁신 구축 수주

History

2021

01

KB가계여신 All in one 구축 사업자 선정

To be continued..

12

New KB스타뱅킹 구축 프로젝트 수주

05

KB국민은행 스마트금융개발 대응반 선정



리온은 ‘다시, again’을 뜻하는 전치사 Re와, ‘Turn On’의 On을 따서 만든 합성어로, 

고객의 비즈니스에 다시금 불을 환하게 켜겠다는 리온소프트의 창업정신 입니다.

저희의 핵심역량과 가치를 기반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Logo Type

Color Option

국문/영문조합

Identity

심볼 국문 영문

Reon Gray  #5e5d5e, C 70  M 62  Y 58  K 10, R 94  G 93  B 94

Reon Green  #c4d700 / C 30  Y 100 / R 196  G 215

Sub Gray  #6d6d6d / C 65  M 57  Y 54  K / R 109  G 109  B 109



핵심가치 최적화된 비즈니스 방향을 제안

고객의비즈니스에불을켜다.

리온소프트는 Web/Mobile 환경의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잘하는 것에 집중, 

그에 따른 최적화된 비즈니스 방향을 제안합니다. 

항상 고객의 생각보다 한발 앞선 대안을 제시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핵심역량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잘하는 것에 집중

정체성 Web/Mobile 환경의 소프트웨어 개발

Vision



경영
지원부

솔루션
사업부

SI
사업부

고객
만족부

감사

UI/UX
유닛

개발
유닛

CEO

Team

필요한것을생각합니다.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까지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구성원들이 One Team 베이스로 최고의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SW Developement

- 반응형 Web |  App  |  데이터베이스 설계/튜닝

- 설계,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까지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시장의 변화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웹 표준을 준수하고 크로스 브라우징 체크를 통해

불편함 없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IT consulting

- 시스템통합자문 | 브랜딩 |  마케팅

- 오랜 사업 경험을 통한 전문성을 가지고 브랜드의

가치 상승을 목표로 파트너와 함께 고민합니다. 

비즈니스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거친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 제공을 통해 사용자의

지속적인 서비스 방문을 유도합니다.

SI business

- 시스템통합구축 |  시스템유지/보수 |  금융SI

- 다년간의 금융, 민간기업 SI 프로젝트 경험으로

쌓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SI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자체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구축부터

유지보수까지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합니다.

Web/Mobile/App

- UI/UX 컨설팅 |  Web/Mobile 디자인

- 이동 경로와 버튼 위치 등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화면 상에 사용자가 필요한 것을 담고, 보다

편리할 수 있는 것을 담아 설계/디자인합니다.

Service



Domain Knowledge

High Grade Java Programing

Project Management

System 
Integration

Skill

Project 사업관리/품질관리

Risk 관리 및 Hedge

일정 및 인력관리

Oracle Database

Database 구조 분석 및 설계

SQL Performance Tuning Big Data 분석

레거시 연계 개발

인터넷/모바일 뱅킹 비대면 채널 구조 설계

전자복권/부동산 플랫폼(GIS)/구인구직

Server/Network Programing

Development Framework

Java Trouble sho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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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란? 

규격화된 상품을 미래의 일정 시점에 현 시점에 정한 금액의

화폐와 서로 교환하는 것

초보도쉬운간편거래

- A.I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종목 추천

- 선형회귀 그래프를 통해 진입, 손절, 익절

타이밍을 한눈에 파악

신뢰도높은정보

- 기초변수, 과거 데이터 등의 정보를 통한 A.I 기반 알고리즘

연산으로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

- 실시간 정보를 통해 즉각적인 거래 대응

리스크관리

- A.I 기반 매수/매도 처리로 감정 배제를 통한 충동적 거래 방지

-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맞춘 거래로 손실 최소화

주요기능

A.I 기반
종목추천

A.I 기반
매수/매도
처리

사용자
변수처리

WiseTR v1.0

손실최소화를위한실시간선형회귀
해외선물트레이딩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해외선물 트레이딩 시스템입니다. 

여러가지 기초변수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트레이딩을 제공합니다.



업무공통기능제공 컴포넌트기반화면제어

데이터엑세스제어 프로그램업무제어 배치관리

[KB국민은행 굿잡사이트 적용]

WiseCF v1.0

효과적인프로젝트관리에필요한프레임워크

클라우드 기반 웹 개발 프레임워크 입니다.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된 프레임워크에 컴포넌트 기반 화면제어

및 모바일 UI 등 실무에 필요한 기능이 추가된 버전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보다 쉽게 웹 시스템 개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화면처리
(Web, Mobile)

업무처리
데이터처리/
통합연계/
배치처리

공통기반

업무기능

Data
Base

Web

iOS

Android

프로젝트효율극대화

- 컴포넌트 기반의 화면 제어 및 Web, Mobile UI 적용

- 실무에 최적화된 기능 적용으로 개발 효율성 극대화

클라우드기반자원관리

- 대용량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시스템에 적용 가능

대규모프로젝트에최적화

- 개발 효율성 극대화로 인한 프로젝트

기간 단축

- 표준화된 코드 제공으로 유지보수의

편의성 증가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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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사업명 기간 고객사

KB스타알림 영업점 채널화 및 고도화 ‘17. 06 ~ ‘17. 07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고도화(스마트금융개발 대응반) ‘17. 06 ~ ‘17. 10 KB국민은행

KB리브온 시즌2(스마트금융개발 대응반) ‘17. 07 ~ ‘17. 08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부동산플랫폼 구축 ‘17. 08 ~ ‘17. 10 우리은행

e구매사이트 및 KB가족커뮤니티 재구축 ‘17. 09 ~ ‘17. 10 KB국민은행

KB굿잡 사이트 재구축 개발용역 ‘17. 09 ~ ‘18. 03 KB국민은행

KB S-Project 시스템 구매용역 ‘17. 11 ~ ‘17. 12 KB국민은행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점검 및 관리시스템 구매 ‘17. 11 ~ ‘17. 12 KB국민은행

KB리브온 시즌3(스마트금융개발 대응반) ‘17. 11 ~ ‘18. 02 KB국민은행

KB 리브똑똑 고도화 ‘17. 12 ~ ‘18. 01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Star-CMS 구축 ‘18. 01 ~ ‘18. 06 KB국민은행

KB부동산 리브온 스마트금융개발 대응반 ‘18. 02 ~ ‘18. 12 KB국민은행

미래에셋캐피탈 Push Admin 개발 ‘18. 03 ~ ‘18. 10 미래에셋캐피탈

KB국민은행 부동산 Liiv ON 활성화를 위한 IT자원 개발용역 ‘18. 07 ~ ‘19. 01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기업디지털금융 비대면 채널 고도화 ‘19. 03 ~ ‘19. 09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기업금융 디지털프로젝트 비금융 플랫폼 개발 ‘19. 04 ~ ‘19. 08 KB국민은행



Projects

사업명 기간 고객사

KB국민은행 스마트금융개발 Star 대응반 도급계약 ‘19. 05 ~ ‘20. 05 KB국민은행

국민은행 IT도급업무 구매 계약 (매직카대출 비대면) ‘19. 08 ~ ‘19. 12 KB국민은행

국민은행 기업여신 프로세스 혁신 구축 ‘19. 12 ~ ‘20. 11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KB펀드스타 시스템 확대 구축 ‘19. 12 ~ ‘20. 12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스마트금융 개발대응반 도급계약 ‘20. 05 ~ ‘21. 05 KB국민은행

기업고객 비금융서비스 플랫폼 (KB bridge) 2단계 구축 ‘20. 07 ~ ‘20. 12 KB국민은행

국민은행 시니어플랫폼(골든라이프X) 구축 ’20. 08 ~ ‘21. 02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New KB스타뱅킹 구축 ’20. 12 ~ ‘21. 12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가계여신 All-in-one 구축 ’21. 02 ~ ‘21. 11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New KB스타뱅킹 구축 ‘20. 12 ~ ‘201. 12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기업 디지털 금융 서비스 고도화 ’21. 05 ~ ‘21. 11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기업금융 비대면 플랫폼 구축 구매계약 ’21. 11 ~ ‘22.03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스타뱅킹 고도화 도급계약 ’21. 12 ~ ‘22. 07 KB국민은행

No1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 ’22. 04 ~ ‘22. 12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금융상품몰 개편 구축 ’22. 05 ~ ‘22. 11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부동산플랫폼구축

좋은 집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모토로 부동산 종합 정보 플랫폼을

제작하였습니다.

DEVELOPMENT

• 부동산데이터 분석/설계



KB굿잡사이트
재구축개발

KB굿잡 사이트의 노후화 및 콘텐츠 부족에

따른 시스템 개편 필요에 의해 Cloud 환경

기반으로 시스템을 재구축하였습니다.

DEVELOPMENT

• 사업관리(Q/A)

• 개발총괄, DB설계, 업무개발

• PC 및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UI, IA 등 설계

• Public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모바일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업무 기능요건 구현



KB S-Project
시스템구매용역

비대면/저비용 채널 관련 서비스 구축을 통해

이미지 기반의 고객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S-Project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DEVELOPMENT

• 서버부문 개발



KB리브온시즌3

DEVELOPMENT

• 리브온 모바일/서버 개발



KB리브똑똑
고도화

계좌조회, 송금 등을 음성으로 간편하게, 

메신저 기능까지 제공하는

대화형서비스(Talk) 리브똑똑의 알림을 쉽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PUSH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DEVELOPMENT

• PUSH서버 EAI 연계개발



KB국민은행
star-CMS 구축

CMS상품 내재화를 통한 KB중심의 기업

비대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KB의

Transaction Banking 기반 조성을 위해

Star-CMS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DEVELOPMENT

• 기업뱅킹 기반의 CMS 플랫폼 구축

• 소상공인 특화서비스 개발

• 글로벌 자금관리 기본 인프라 구축

• 기업 고객 진성정보 수집 채널 구축



KB부동산
Liiv ON 서비스개선

사용자 SNS계정으로 간편한

로그인/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파트 ∙ 오피스텔 시세뿐 아니라

빌라로 통용되는 연립 ∙ 다세대 시세를 추가로

개발하였습니다.

DEVELOPMENT

• 회원가입(중개업소, SNS) 프로세스 및 UI/UX 개선

• 플랫폼 방문현황 분석

• 매물등록시 AVM 적용 개발



KB국민은행부동산 Liiv ON 
활성화를위한 IT자원개발

사용자 편의성 확대를 목표로 검색 기능

강화를 중점으로 하여, 원하는 아파트의 이름

등을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도록 전면 개편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DEVELOPMENT

• 사업관리(Q/A)

• 개발총괄, DB설계/마이그레이션, 개발 전체 영역

담당



KB국민은행비금융플랫폼
KB브릿지구축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정부의 정책자금을

머신러닝 및 AI 매칭을 통해 해당 기업에 꼭

필요한 정책자금을 핀셋처럼 뽑아

추천해주는 클라우드 기반 비금융 앱

DEVELOPMENT

• 클라우드 개발 플랫폼 제공

• TA, Q/A

• 개발총괄 및 개발 전체 진행



KB국민은행기업디지털금융
비대면채널고도화

기업용 인터넷뱅킹 / 모바일 앱 고도화 사업

기업용 디지털 인터넷뱅킹/모바일 앱 전면

고도화, 기업대상비대면여신프로세스신규개발

UI/UX 개선 및 신규 업무 적용

DEVELOPMENT

• 사업관리(Q/A)

• 개발총괄 및 개발 영역 전체 담당



KB국민은행스마트금융
개발 Star 대응반도급계약

KB국민은행 비대면 채널의 다양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1년간 상시 유지보수를

진행하였으며, 소규모 프로젝트 진행 시

현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즉시성을 가지고

대응 및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DEVELOPMENT

• 사업관리(Q/A)

• 개발총괄 및 업무개발



KB국민은행스마트금융
개발 Star 대응반도급계약

KB국민은행 비대면 채널의 다양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1년간 상시 유지보수를

진행하였으며, 소규모 프로젝트 진행 시

현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즉시성을 가지고

대응 및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DEVELOPMENT

• 사업관리(Q/A)

• 개발총괄 및 업무개발



국민은행기업여신프로세스
혁신구축

'KB 스마트 기업대출'이라는 가치 아래 국내

금융권 최초로 기업여신 분야에 대한 비대면

신청, 한도 및 금리 조회, 서류 제출 및

실행까지 기업여신의 모든 과정이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채널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신 시스템 전면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DEVELOPMENT

• 사업관리(Q/A)

• 개발총괄 및 개발 영역 전체 담당



기업고객비금융서비스플랫폼
(KB bridge) 2단계구축

KB Bridge 1단계 개발에 이어서 2단계

개발에서는 UI/UX 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화 서비스

제공, 정책자금 매칭 솔루션 고도화, 전국

주요 상권에 대한 창업 시뮬레이션, 신규 메뉴

기획 및 전체 디자인 등 전체 서비스 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DEVELOPMENT

• 개발총괄 및 개발 전체 진행

• UI/UX 설계 및 디자인 진행



국민은행시니어플랫폼
(골든라이프X) 구축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헬스케어, 라이프 정보, 은퇴 후 자산관리 등의

뱅킹과 콘텐츠를 연결하는 서비스로

금융 정보의 다양한 중장년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니어 전용 플랫폼을 자사의 개발 프레임웍을

적용하여 구축하였습니다.

DEVELOPMENT

• 사업관리(Q/A)

• 개발총괄 및 개발 영역 전체 담당



가계여신All in one 시스템
구축

언택트 문화의 급속한 확산 및 비대면

경쟁심화에 따라 비대면 대출 상품 및

프로세스 대폭 개선(UI/UX 개선, 대출

프로세스, 채널간 연계)

DEVELOPMENT

• 개발총괄 및 업무개발

• UI/UX 설계



KB국민은행New 
KB스타뱅킹구축

KB국민은행의 새로운 모바일 프레임워크의

적용 및 인프라에서 애플리케이션까지 전면

개편 프로젝트로 뉴스타 뱅킹의 핵심 업무인

스타뱅킹 공통 업무, 뱅킹 업무 두 가지 영역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DEVELOPMENT

• 개발총괄 및 업무개발



KB국민은행기업디지털금융
서비스고도화

'고객 여정 관점의 통합 디지털 뱅킹' 

서비스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국민은행

기업 인터넷뱅킹 웹사이트 내 당사가 1단계

구축 및 2단계 개발을 진행한 비즈니스

인사이트(KB Bridge) 영역을 기존 모바일

APP과 연계하여 기업 금융업무에 최적화된

맞춤형 뱅킹 서비스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DEVELOPMENT

• 사업관리(Q/A)

• 개발총괄 및 업무개발



KB국민은행기업금융비대면
플랫폼구축구매계약

대외로 제공하는 기업금융 서비스를

OpenAPI로 적용하기 위하여 OpenAPI 기본

인프라 마련 및 Oauth 인증, 사설 인증

적용(네이버, 카카오, KB 모바일 인증서) 및

스마트 기업 대출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다.

DEVELOPMENT

• 사업관리(Q/A)

• 개발총괄 및 개발 영역 전체 담당

• UI/UX 설계 및 디자인 진행



KB국민은행스타뱅킹고도화
도급계약

DEVELOPMENT

• 개발총괄 및 개발 영역 전체 담당

• UI/UX 설계 및 디자인 진행

New KB스타뱅킹 구축 프로젝트 이후 성능

업그레이드, SR 및 새로운 기능들을 적용하여

스타뱅킹 앱의 비즈니스 영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No1 기업금융플랫폼구축

KB국민은행의 새로운 모바일 프레임워크

적용 및 기업 모바일뱅킹 전면 개편 사업으로

개인 스타뱅킹에 이어 기업 스타뱅킹 개발

프로젝트로 당사는 개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공통부분을 담당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DEVELOPMENT

• 품질관리(Q/A) 

• 업무공통 부문 개발



KB스타뱅킹금융상품몰개편
구축

DEVELOPMENT

• PMO

• 개발총괄 및 업무개발

• UI/UX 설계 및 디자인(협력업체) 진행

KB국민은행의 대표 앱인 KB스타뱅킹 내

금융상품몰 개편 프로젝트로 당사가 프로젝트

주관사로 상품 가입 프로세스의 전면 개편 및

금융상품 판매의 라이브 방송 도입과 사용자의

앱 여정을 트래킹 하여 상품가입 이탈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Thank you!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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