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a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유엑스스토리는�사용자�경험을�기반으로�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들을�연구하여,�우리�실생활을�유익하게�만드는�IT�전문�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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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UXstory?

유엑스스토리는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4차산업 혁명 기반의 기술을  

고객의 요구에 맞도록 기획부터 디자인, 개발 까지 

모든 과정을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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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Xstory 기본정보

회사명 주식회사 유엑스스토리 (‘2018 벤처기업인증)

대표자 정 윤 재 (現, 충남대학교 디자인 창의학과 겸임 교수)

설립연도 2016년 01월 01일

직원 수 21명

주요사업분야

Mobile/Web/TV 사업부문 

VR/AR 사업부문 

e-Commerce 사업부문 

하드웨어 사업부문

주소 (본점)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130, 1504호(남성프라자)

전화번호 02 2026 1764

웹사이트 www.uxstory.co.kr

▪︎ Vision : 4차산업 혁명의 주요 기술기반 사용자 경험(UX/UI) Total solution provider
 ※ 5G / IoT / AI / Cloud computing / 자율주행 / Robotics 

http://www.ux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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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 Founder 
(Yoonjae. Jung)

AR/VR 
Platform

Digital communication 
Platform

e-Commerce

Exhibition module

App(mobile,web,TV)

Hardware 
Platform

Home automation module

Partners 

•- Channel Bakers 

•- Wonderful Platform 

•- ANAPASS 

•- RF core

▪︎ 4개 Biz division, 4팀제

2. UXstory 조직도

Sales marketing 
(Biz enabling team)

S/W

Cosmetic module

IoT / Camera / Sensor / 
Display  Interface

Autonomous Driving UX/UI

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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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Xstory 연혁

2019년 02월 ▫남성프라자로  회사 이전

2019년 01월 ▫ (주)남성 투자 유치

2018년 10월 ▫NVIDIA와 MOU체결

2018년 07월 ▫벤처기업인증

2018년 01월 ▫라스베가스 CES쇼 참여 (스마트 Secretary 솔루션)

2017년 10월 ▫독일 IFA쇼 참여(스마트 Secretary 솔루션)

2016년 12월 ▫법인전환

2015년 11월 ▫유엑스스토리 개인사업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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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디자인, 개발 전문인력 구성

4. UXstory 핵심역량

기획부터 참여

고객의 의향과 필요를 반영하여 

기능정의서 부터 화면설계서까지 

머리속 서비스를 

화면으로 표현.

UX/UI 디자인

사용자를 고려한 UX/UI 디자인을 

진행하며 스케치, XD, 제플린 등 

최신 디자인 툴을 이용한 업무 진행

으로 비용 및 기간 단축.

클라이언트 부터 백엔드까지

안드로이드 및 ios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과 웹사이트, VR, AR 등 클

라이언트 개발은 물론 백엔드 개발

까지 한번에!

유지보수

디자인 변경, 기능 추가 등 

개발 완료 후에도 전문 인력을 통한 유지보수 진행, 

또한 주기적인 개선 활동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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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Xstory 고객

▪︎ 국 내/외 대기업 및 계열사와 파트너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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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대교 디앤에스 마이다스 골프클럽 PC및 

모바일 웹사이트 리뉴얼 

기술 

- HTML 5, Java script 

기간 

    - 2019.01 ~ 2019.03

주식회사 대교의 레저 사업부문과 식음 사업부문을 다루고 있는 

계열사

6. UXstory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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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에필허브 “개인 건강기록 관리 솔루션” 

기술 

- Android 

기간 

    - 2018.10 ~ 2019.01

라이프시맨틱스는 건강기록에 대한 이해가 깊은 헬스IT 전문기

업으로, 개인이 자신의 건강기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6. UXstory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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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SK브로드밴드 마케팅 플랫폼 구축 

기술 

- HTML 5, Java script 

기간 

    - 2018. 06 ~ 2018.10

SK브로드밴드는 제2시내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SK브

로드밴드의 전신인 하나로 통신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내전

화를 서비스하기 시작하였고, 최초로 ADSL 상용화 및 HFC(광

동축 혼합망) 방식인 초고속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전화, 초고속 인터넷, 기가 인터넷, IPTV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6. UXstory Reference

https://ko.wikipedia.org/wiki/4%EC%9B%94_1%EC%9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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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평창올림픽 관광객 편의 솔루션 

기술 

   - GPS/Beacon based IoT solution 

   - Android 및 iOS 

기간 

    - 2016.08 ~ 2016.12

KT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IPTV등 통신서비스 

사업과 미디어/콘텐츠 사업을 진행하며, 유 · 무선 통신부문에서 

국내 1위의 기업.

영상 확인하러 가기

6. UXstory Reference



"Smart Service Guide" provides convenient IoT service for spectators of ISU Four 
Continents Figure Skating Championships 2017 and PyeongChang test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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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tCJSMjJH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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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스마트빌딩 IoT 솔루션 

기술 

   - GPS/Beacon based IoT solution 

   - Android 및 iOS 플랫폼 기반 

기간 

    - 2017.04 ~ 2017.07

현대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의 승

강기와 주차설비의 설계, 생산 및 유지보수 업체  

6. UXstory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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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IPS(Indoor Positioning System) for IoT - based on smart build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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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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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d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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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or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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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AI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비서(CES) 

기술 

- Bluetooth, Wi-Fi, NFC based IoT  

  solution 

   - Android 플랫폼 기반 

기간 

    - 2017. 09 ~ 2018. 01

삼성디스플레이(Samsung Display)는 대한민국의 전자 기업으

로,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삼성그룹의 전자 계열사입니다.

영상 확인하러 가기

6. UXstory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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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Mall and Mall 중개 플랫폼 ‘강남스타일’ 

기술 

- HTML, Java, Javascript 

기간 

    - 2018. 02 ~ 2018. 07

유엑스스토리 자체 쇼핑몰 플랫폼 제작

6. UXstory Reference

UX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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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삼성전자 영상관리 플랫폼 

기술 

 - Android 

 - HTML, Java, Java script, NoSQL 

 - Vimeo 

기간 

    - 2018.01 ~ 2018.5

1969년 설립된 글로벌 기업으로, 주요사업은 CE부문(TV, 냉장

고 등)과 IM부문(컴퓨터, HHP 등), DS부문(DRAM, 모바일AP, 

LCD, OLED 등), Harman(인포테인먼트 등)으로 구성됨

6. UXstory Reference



Establishment of mobile only platform for video ad of Samsung 
Electronics, Implementation of CMS only to handle worldwide usage, 
statistics and management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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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CJ헬로 TV기반 홈 IoT 플랫폼 구축 

기술 

- Wifi, Z-Wave, Zigbee, Bluetooth 

    - Web 기반 

기간 

    - 2017. 09 ~ 2018. 01

CJ헬로는 대한민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로 CJ그룹 내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부문을 담당하는 업체.

6. UXstory Reference



Development of every IoT product such as ‘CJ Hello’ which is Korea top 
cable TV company and ‘Commax’ which is making home security 
products makes Home TV as a hub identifies and control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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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ing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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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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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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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ity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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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AI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비서(IFA) 

기술 

- Bluetooth, Wi-Fi, NFC based IoT     

   solution 

   - Android 플랫폼 기반 

   - Kinect를 활용한 제스처 인터랙션 

기간 

    - 2017. 05 ~ 2017. 10

삼성디스플레이(Samsung Display)는 대한민국의 전자 기업으

로,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삼성그룹의 전자 계열사입니다.

영상 확인하러 가기

6. UXstory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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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AT&T 안드로이드 기반 핫스팟  

   디바이스 및 Alexa 앱 개발 

기술 

 - Android, Alexa 

기간 

    - 2016.12 ~ 2017.2

반도체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주요 

제품으로는 LCD타이밍콘트롤러가 있음

6. UXstory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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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아이마스터즈, 반응형 웹사이트 개발 

기술 

 - HTML, JAVA Script 

기간 

 - 2016.11 ~ 2017.1

골프 의류,용품 도소매 등 셔츠 및 외의 도매업체

6. UXstory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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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색채선별기 안드로이드 테블릿 앱 개발 

기술 

 - Android 

기간 

    - 2016.4 ~ 2016.8

곡물 가공 기계 제조 및 미곡 종합처리장 설비 기업으로 도정기, 

연속식 건조기, 색채 선별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으

로는 중국, 대만, 인도, 일본, 러시아 등이 있다.

6. UXstory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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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리브프로 혈당관리 앱 

기술 

 - iOS 

기간 

 - 2016.5 ~ 2016.7

1997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내비게이션 및 Map S/W, 차량용 

블랙박스, 태블릿 PC, LBS(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영위

6. UXstory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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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SALT Mobile 플랫폼 앱 개발 

기술 

 - Android 

기간 

    - 2016.2 ~ 2016.4

부가통신/소프트웨어 개발(스마트카드),자문,공급정보처리,전

시,행사대행,통신과금/컴퓨터,주변기기 제조 등 전기 통신업체

6. UXstory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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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팅크웨어, 아이나비 모바일 홈페이지 

기술 

 - Android, HTML, JAVA Script 

기간 

 - 2016.4 ~ 2016.8

1997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내비게이션 및 Map S/W, 차량용 

블랙박스, 태블릿 PC, LBS(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영위

6. UXstory Refer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