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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CNS
CREATIVE & SMART

We are convinced that “good is the enemy of great” and 

always focus on injecting an endless stream of talent and 

intelligence into the veins of the customer company for being 

great business enabler.

Also we are dedicated to not only supporting current business 

process and strategy but also backing up our customers.

Therefore, we are going to be an intelligent enterprise

which is adaptive to ever-changing environment.

T  02. 6947. 5900   /  www.radc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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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주식회사 라드씨엔에스는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통해 축적된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모듈화 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웹에이전시입니다.
웹과 모바일, 그리고 기업용 솔루션을 총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역량을 
갖춘 IT전문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기반에서 신뢰도 높은 온라인 
비즈니스 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ADCNS is creative and smart group

based on proven technology



BUSINESS AREA

01 e-Commerce Total Solution
쇼핑몰 솔루션 전용 프레임워크를 자체 개발하여 고객의 이커머스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하여, 단일 브랜드 자사몰에서 종합몰/오픈마켓까지 확장 가능한 
저비용 고효율의 개발 생산성을 지향합니다.

02 Mobile Web/App
Smart Phone Application 전문 개발팀이 안정적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모바일환경에 최적화된 UI/UX를 기반으로 다양한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개발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03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고객 시스템에 대한 개발/운영의 생산성과 안정성 및 확장성 극대화를 위해, IT 전문가 그룹에 
의해 자체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탁월한 기업용 솔루션 구축 및 어플리케이션 통합을 제공합니다.

04 e-Business Consulting & Incubating
다수의 브랜드 사이트 및 쇼핑몰, 그리고 여러 업무용 시스템을 구축/유지보수를 전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웹/모바일에 대한 기술력과 디자인을 인정받아 다양한 외부 온라인 전략 컨설팅 및 
웹/모바일 구축 업무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05 Commerce Platform Business
B2B, B2C 등 서로 다른 집단을 연결시켜주는 커머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공급/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채널 확장을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여 매출과 브랜드 가치 성장을 지원합니다.



ORGANIZATION

본부장

대표이사

서비스기획사업부
기획팀

UI/UX사업부

디자인팀

이커머스 지원 사업부 운영서비스 사업부

QA팀
운영서비스팀

SF팀
SM팀

AOS팀
퍼블리싱팀

SD팀
SI팀

IOS팀

솔루션 사업부

CLMS팀
올포도팀
인프라팀

연구개발팀

기업부설연구소 EF 사업부

전략영업팀
제휴지원팀

경영지원팀경영지원실



HISTORY

2002 ~ 2010

㈜라드씨엔에스는 10년 이상 주 활동 분야에서의 깊고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통해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모듈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1~2019

물류창고 관리 시스템(WMS) 개발
뉴발란스 모바일 쇼핑몰 솔루션 구축
해외 쇼핑몰 구축(글로버롤, 만다리나덕 등)
쇼핑몰 리뉴얼 및 모바일웹/앱 
(뉴발란스, 폴더, SPAO, 2001몰 등)
웹접근성 홈페이지 구축 및 인증(복지재단)
이랜드그룹 및 채용 홈페이지 리뉴얼
켄싱턴리조트 분양회원 전용 모바일 APP 개발
이랜드몰 외부몰 연동 솔루션 개발
쥬얼리 브랜드 쇼핑몰 웹사이트 및 모바일웹 구축 
(로이드, 클루, OST, 라템)
2017 웹어워즈 3개 부문 최우수상/우수상
인큐베이팅 : 공공서비스부문 우수상, 사회공헌부분 최우수상 
이랜드채용 : 기업인재채용부문 우수상
뉴발란스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리뉴얼 구축
뉴발란스 MYNB 모바일 APP
이랜드 외식 통합 멤버십 E:LAND E:AT APP
켄싱턴호텔 통합 모바일 APP
통합 쇼핑몰 "이랜드몰" 개발 참여
뉴발란스/폴더 쇼핑몰 외부 오픈마켓 연동 개발
투썸플레이스 모바일오더 APP 개발
WCG 2019 XIAN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
이랜드그룹 통합멤버십(EPOINT) 모바일 APP 개발
이랜드몰 쥬얼리 상품/주문 통합 관리시스템 개발
스마일게이트 그룹웨어/대외 운영유지보수

2020~현재
2020대한민국브랜드평가1위
(IT브랜드(홈페이지 제작) 부분)2020년 ㈜라드씨엔에스 법인 변경
2020 I-AWARDS  4개 부문 대상/최우수상 수상
대상 : 이랜드 리테일 아동캔디(WEB/APP), 이랜드리테일
최우수상 : 스마일게이트
한솥 도시락 홈페이지 구축
스마일게이트 바르셀로나 홈페이지 구축
육아커뮤니티 커머스 키디캔디 사이트 구축
반려동물 통합 플랫폼 서비스 ‘펫팟’ 오픈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사이트 구축
주얼리 쇼핑몰 로이드 홈페이지 구축
아키핀 헬로루디 홈페이지 구축
KIS정보통신 POS포탈 구축
CJ푸드빌 셰프고 고도화 프로젝트
지오그린 21 PC/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2021대한민국브랜드평가 1위 (홈페이지제작부문 수상)
2021대한민국산업대상 서비스혁신대상수상 
(반려동물 용품 플랫폼 부문-펫팟)
UI/UX 고도화 프로젝트
국방전자도서관체계 고도화 사업 
KB 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시스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UI/UX
2021 I-AWARDS 4개 부문 대상/최우수상 수상 
대상 : 펫팟, 로이드 공식몰 (이노베이션 대상) 
최우수상 : 헬로 루디

패션전문 쇼핑몰 ‒ 패션스토리 운영
법인명 ㈜리드온으로 변경,
이랜드그룹 웹에이전시로 사업부 통합 출범
이랜드리테일 온라인 쇼핑몰/통합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및 총괄 운영 대행
이러닝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구축
온라인 쇼핑몰 솔루션 PENTAPLUS 2차  개발완료
브랜드 사이트 솔루션 TRIPLUS 개발 완료
패션 브랜드 쇼핑몰 구축(SPAO, 티니위니, MIXXO 등)
이랜드그룹 웹사이트 리뉴얼 WEB AWARD 수상
물류/입점 관리시스템(CLMS) 개발
이랜드그룹 업무 시스템 개발(법률정보시스템, MRO)



E-COMMERCE SOLUTION
이커머스 솔루션 구성
마켓 플레이스로부터 물류거점, TMS까지 NON-STOP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상품관리, 재고관리, 물류 및 배송과 CS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CJ 대한통운롯데택배ETC

상품등록 주문수집 물류센터/고객관리 재고관리

물류센터 본사 사무실

쿠팡지마켓스토어팜11번가옥션ETC

> > >

NON - STOP Management System

CLMS + WMS Package

WMS

CLMS



E-COMMERCE SOLUTION
CLMS(Contents Link Management System, 외부몰 연동 관리 시스템)
CLMS는 각 몰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문 과정을 전용 AGENT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에 맞게 WMS로 전송합니다.
 

CLMS
(Contents Link Management System)

전시 / 주문 / CS / 재고 / 입고 / 정산 상품 / 주문 / 승인 / 취소
재고 / 반품 / 품절 / 교환

CLMS AGENT

Warehouse Management SystemWMS통합 주문 DATA

Operation

주문

송장/재고/출고/결품



E-COMMERCE SOLUTION
WMS(물류기지 관리 시스템)
CLMS로부터 전달받은 각종 주문에 대해 주요 택배사와의 연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며, 
발송된 상품에 대해서는 CLMS로 내역을 전송하여 쇼핑몰에 송장 등록까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 TMS AGENT

(Contents Link Management System)CLMS
통합 주문 DATA

Operation

주문

송장/재고/출고/결품



2020대한민국브랜드평가1위
(IT브랜드(홈페이지 제작) 부분)2020년 ㈜라드씨엔에스 법인 변경
2020 I-AWARDS  4개 부문 대상/최우수상 수상
대상 : 이랜드 리테일 아동캔디(WEB/APP), 이랜드리테일
최우수상 : 스마일게이트
한솥 도시락 홈페이지 구축
스마일게이트 바르셀로나 홈페이지 구축
육아커뮤니티 커머스 키디캔디 사이트 구축
반려동물 통합 플랫폼 서비스 ‘펫팟’ 오픈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사이트 구축
주얼리 쇼핑몰 로이드 홈페이지 구축
아키핀 헬로루디 홈페이지 구축
KIS정보통신 POS포탈 구축
CJ푸드빌 셰프고 고도화 프로젝트
지오그린 21 PC/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2021대한민국브랜드평가 1위 (홈페이지제작부문 수상)
2021대한민국산업대상 서비스혁신대상수상 
(반려동물 용품 플랫폼 부문-펫팟)
UI/UX 고도화 프로젝트
국방전자도서관체계 고도화 사업 
KB 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시스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UI/UX
2021 I-AWARDS 4개 부문 대상/최우수상 수상 
대상 : 펫팟, 로이드 공식몰 (이노베이션 대상) 
최우수상 : 헬로 루디

E-COMMERCE SOLUTION
솔루션의 특장점
CLMS와 WMS는 실 재고 연동을 통해 실물과 재고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LMS실재고13개
판매가능재고 10개

안전재고 3개

종합
쇼핑몰113개의 재고 등록

10개째의 주문 수집

전 쇼핑몰 품절 자동 등록

종합
쇼핑몰1

종합
쇼핑몰n

1. CLMS의 재고는 모든 몰에 동일하게 등록
2. 각 몰에서 발생된 주문이 수집되어 재고 감소
3. 안전재고를 고려한 수량으로 재고 감소
4. 전체 쇼핑몰에 동시에 품절 자동 전송
     (쇼핑몰 각각의 재고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관리비용 절감!품절 RISK 감소!CLMS
재고 관리 Process



올포도
서비스 구성
CLMS와 WMS는 실 재고 연동을 통해 실물과 재고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시
품절

주문 상품
재고 재고

전시
품절
주문

상품 승인
취소
반품
교환
CS

다양한 판매자 다수의 외부몰

www.all-podo.com/



올포도
경쟁사 비교

클레임�처리

모바일�지원�여부

솔루션�주�타겟층

재고관리

전송�방법

처리�방법

SH 솔루션
불가해당�외부몰에서�개별�수동�처리

불가

소규모�업체

CLMS
가능솔루션�내�취소, 교환, 반품�클레임�처리 

불가

대규모�업체�특화

S 솔루션
불가해당�외부몰에서�개별�수동�처리

분산�재고�관리쇼핑몰�각각의�재고를�별도�관리 통합�재고�관리각각�쇼핑몰의�재고를�통합�관리분산�재고�관리쇼핑몰�각각의�재고를�별도�관리

가능단, 일부�서비스�이용�제한

소규모�업체

몰�단위�순차�전송 몰�전체�동시�전송몰�단위�순차�전송

주문/재고/상품
수동�처리�방식

주문/재고/상품
자동�처리�방식

가능모든�서비스�지원

대규모�및�소규모�업체

통합�재고�관리각각�쇼핑몰의�재고를�통합�관리

몰�전체�동시�전송

주문/재고/상품�자동�및 
수동�처리�방식�모두�지원

주문/재고/상품
수동�처리�방식

※ 월�상품�카운트 120,000건�기준※ 상품�카운트 1건�기준
올포도

가능솔루션�내�취소, 교환, 반품�클레임�처리 

www.all-podo.com 



펫팟
반려인을 위한 중개형 커뮤니티 쇼핑 플랫폼
"착한 플랫폼"을 표방하는 펫팟은 반려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메이저 플랫폼이 부족하여 고민하는 반려인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품을 비용부담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창구를 찾지 못하여 고민하는 판매자를 이어주는 
반려용품 전문 중개 플랫폼입니다.
펫팟은 반려동물의 300여가지 특성을 분석 후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반려인들의 커뮤니티 "펫플"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창구를 제공합니다.

소비자검색 소비자정보수집 소비자정보정리 소비자구매후보 선정 구매

as-is

쇼핑을 위한 정보수집단계 펫팟의 소비자 맞춤형 상품 추천

구매펫팟 플랫폼

to-be
펫팟알고리즘

내 반려펫 맞춤pick!

소비자반려펫 등록

5조 8000억
구매

www.petpot.co.kr



펫팟 www.petpot.co.kr



TECHNOLOGY

개발언어

데이터베이스

서버/인프라

모바일

기타



PARTNERS & CLIENTS



PORTFOLIO

대구은행

WEB

2021.10~2022.06



PORTFOLIO

대림미술관

WEB

2021.09~2022.03



PORTFOLIO

로이드 공식몰

WEB

2020.10~2021.05

2021웹어워드 패션쇼핑분야 대상



PORTFOLIO

KBS WORLD 라디오유지보수
MOBILE APP., ANDROID/IOS

2022.01~



PORTFOLIO

로이드 공식몰

MOBILE APP., ANDROID/IOS

2020.10~2021.05

2021스마트앱어워드 쇼핑몰분야 대상



PORTFOLIO

펫팟

MOBILE APP., ANDROID/IOS

2020.07~2021.02

2021스마트앱어워드 생활쇼핑분야 대상



PORTFOLIO

헬로 루디
WEB

2021.5

2021웹어워드 유아교육분야 최우수상



PORTFOLIO

류수영의 동물TV

MOBILE APP., ANDROID/IOS

2021.



PORTFOLIO

CJ푸드빌 셰프고
MOBILE APP., ANDROID/IOS

2021.09~2021.12



PORTFOLIO

이랜드 아동 커뮤니티 커머스키디캔디
MOBILE APP., ANDROID/IOS

2020.05~2020.09

2020스마트앱어워드 쇼핑몰분야 대상



PORTFOLIO

이랜드 아동 커뮤니티 커머스키디캔디
WEB

2020.05~2020.09

2020웹어워드 패션쇼핑몰분야 대상



PORTFOLIO

한솥 APP 구축
MOBILE APP., ANDROID/IOS

2020.3~2020.7



PORTFOLIO

WCG 모바일 APP 구축
MOBILE APP., ANDROID/IOS

2020.3~2020.7



PORTFOLIO

WCG 2019 공식홈페이지 및 대회운영지원
http://www.wcg.com



PORTFOLIO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퓨처랩/오렌지플래닛
WEB 유지보수
2020.04~2022.03



PORTFOLIO

스마일게이트 그룹웨어/홈페이지 유지보수
WEB 유지보수
2019.09~2022.03



PORTFOLIO

뉴발란스 코리아 공식홈페이지
WEB

2018.1~2018.8



PORTFOLIO

뉴발란스 코리아 모바일 APP
MOBILE APP., ANDROID/IOS

2018.1~2018.8



PORTFOLIO

투썸플레이스 스마트오더 시스템 
MOBILE WEB. APP., ANDROID/IOS

2018.7~2018.12



PORTFOLIO

이랜드리테일 공식홈페이지 
MOBILE APP., ANDROID/IOS

2016.2~2016.5



PORTFOLIO

이랜드 CSR  공식 홈페이지
WEB
2016.9~2017.4



PORTFOLIO

FOLDER STYLE MOBILE APP
MOBILE APP., ANDROID/IOS

2016.2~2016.3



PORTFOLIO

E:LAND E:AT 맴버쉽 APP
MOBILE 

2016.10~2016.11



PORTFOLIO

OST 쇼핑몰
WEB, MOBILE WEB, APP

2015.12~2016.2



CONTACT US

주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BYC하이시티 A동 904호  (주)라드씨엔에스TEL    02-6947-5900FAX   02-6947-5914
견적문의   SALES@RADCNS.COM

JMS

한국전자협동

3

우림라이온스밸리 삼성리더스타워

롯데팩토리아울렛

마리오아울렛3관

월드메리디앙벤처센터1차

금성출판사

S&T 중공업

STVX타워

가산디지털우체국
농협은행 에이스하이앤드타워 3차

국민은행

IT 캐슬2차

BYC하이시티

가산디지털단지역(마리오아울렛)
6

5

2

1



Thank you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A동 904호  (주)라드씨엔에스  TEL 02-6947-5900    FAX 02-6947-5914
http://www.radcn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