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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고객사

사업기간

CS

통학로 학교폭력예방디자인사업 설문조사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7. 12 ~ 2018. 02

CS

대학로 꿈잼학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의예술인력센터

2017. 12 ~ 2017. 12

CS

2017 한민족정보마당 이용자 만족도 조사

온넷소프트

2017. 11 ~ 2017. 12

CS

2017년 고객만족도 조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17. 11 ~ 2017. 12

CS

201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

2017. 11 ~ 2017. 12

CS

2017 국립극장 홈페이지 고객 만족도 조사

국립극장

2017. 11 ~ 2017. 12

CS

데일리 헬스케어 실증 서비스 성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

대구테크노파크

2017. 10 ~ 2017. 12

CS

인사관련 직원 의견조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7. 10 ~ 2017. 11

CS

2017년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10 ~ 2017. 11

CS

2017년도 교육정보통계시스템 만족도 조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10 ~ 2017. 11

CS

2017 고객만족도 조사

센트랄

2017. 09 ~ 2017. 11

CS

상상학교 교육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 및 분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7. 08 ~ 2017. 12

CS

2017 교육만족도 분석 용역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 08 ~ 2017. 12

CS

생고뱅 제품 및 서비스 순추천진수(NPS) 설문조사

한국하니소주식회사

2017. 07 ~ 2017. 10

CS

한국공학연구소 고객만족도 온라인 조사

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소

2017. 07 ~ 2017. 08

CS

2017 영업, 서비스, 교정부문 고객만족도 조사

로데슈바르즈코리아

2017. 07 ~ 2017. 08

CS

2017년 병원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2017. 05 ~ 2017. 06

CS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2017. 04 ~ 2017. 12

CS

2017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사용자 만족도조사

㈜싸이버시스템

2017. 04 ~ 2017. 11

CS

2017년 KYWA 고객만족도 및 인지도 통합 관리 용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7. 03 ~ 2017. 12

CS

문체부 위탁교육 만족도 조사 및 분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의예술인력센터

2017. 02 ~ 2017. 02

CS

교육훈련 만족도 및 수요조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17. 01 ~ 2017. 02

CS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운영담당자 교육 만족도 조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 12 ~ 2016. 12

CS

행정부서 고객평가 및 부서간 만족도 조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16. 12 ~ 2016. 12

CS

2016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경기복지재단

2016. 12 ~ 2016. 12

ONSOL COMPANY 주요 사업 실적
5

리서치 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고객사

사업기간

CS

2016년 임업인 교육사업 성과조사

한국임업진흥원

2016. 11 ~ 2016. 12

CS

2016년 주간 건강과 질병(PHWR) 독자 만족도 조사

질병관리본부

2016. 11 ~ 2016. 12

CS

삼성빌딩 입주자 만족도 조사

지알아이

2016. 11 ~ 2016. 12

CS

2016 한민족정보마당 이용자 만족도 조사

온넷소프트

2016. 11 ~ 2016. 12

CS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16. 11 ~ 2016. 12

CS

2016년 위탁 보수교육 만족도 조사

대한간호사조무협회

2016. 11 ~ 2016. 12

CS

2016년 경기도문화의전당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및 다면평가

경기도문화의전당

2016. 11 ~ 2016. 12

CS

5대강 환경지킴이 활동 만족도 조사

환경부

2016. 10 ~ 2016. 12

CS

2016년도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2016. 10 ~ 2016. 12

CS

LINC 사업단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10 ~ 2016. 11

CS

원산지 검증체계 개편 의견 조사 및 FTA 포탈 만족도 조사

국제원산지정보원

2016. 10 ~ 2016. 10

CS

2016년 국립극장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국립극장

2016. 08 ~ 2016. 12

CS

2016년 고객 만족도 조사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2016. 08 ~ 2016. 09

CS

CTR 고객 만족도 조사

센트랄

2016. 08 ~ 2016. 09

CS

2016년 경기도문화의전당 고객만족도 외부용역 계약

경기도문화의전당

2016. 07 ~ 2016. 12

CS

고객 만족도 조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2016. 07 ~ 2016. 07

CS

직원 만족도 조사

로데슈바르즈코리아

2016. 07 ~ 2016. 07

CS

2016 교육만족도 조사 분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6. 06 ~ 2016. 12

CS

예술자료원 이용 만족도 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 06 ~ 2016. 08

CS

청소년 참여기구 담당자 직무연수 만족도 조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 06 ~ 2016. 07

CS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소 고객만족도 조사

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소

2016. 06 ~ 2016. 07

CS

광주지역 출자출연기관 만족도 및 청렴도 조사

홍연컨설팅

2016. 05 ~ 2016. 07

CS

인천지역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인천발전연구원외 9개 기관

2016. 05 ~ 2016. 07

CS

2016년 KYWA 설문 통합관리 용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 03 ~ 2016. 12

CS

2016 재산신고 시스템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싸이버시스템

2016. 03 ~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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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고객사

사업기간

CS

2016 지방자치단체(부천시외 10개 지역) 고객만족도 조사

한국능률협회

2016. 03 ~ 2016. 08

CS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한국지역난방공사

2016. 03 ~ 2016. 04

CS

전시관람 만족도 조사 및 분석

낙동강생물자원관

2016. 02 ~ 2016. 12

CS

2016 무대예술전문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만족도 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의인력지원센터

2016. 01 ~ 2016. 12

CS

영업부문 고객만족도 조사

로데슈바르즈코리아

2016. 01 ~ 2016. 02

CS

2015년 임업인 역량강화사업 성과조사 및 분석

한국임업진흥원

2015. 11 ~ 2015. 12

CS

성인권 교육 및 성범죄자 대상 교육에 대한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5. 11 ~ 2015. 12

CS

2015년 전화친절도 조사

하나로티엔에스

2015. 11 ~ 2015. 12

CS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

인덕대학교

2015. 11 ~ 2015. 12

CS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인식 및 만족도 조사

유브레인커뮤니케이션즈

2015. 11 ~ 2015. 12

CS

2015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고객만족도 조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15. 11 ~ 2015. 12

CS

2015년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

국립부산국악원

2015. 11 ~ 2015. 12

CS

2015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이용 고객 만족도 조사

서울곰두리체육센터

2015. 10 ~ 2015. 12

CS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한국기후변화연구센터

2015. 10 ~ 2015. 11

CS

2015년 주간 건강과 질병(PHWR) 독자 만족도 조사

질병관리본부

2015. 10 ~ 2015. 11

CS

호텔 콜센타 전화 상담 및 친절도 조사

인피니티컨설팅

2015. 10 ~ 2015. 11

CS

제주 및 경상남도 지역 출자·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

한국능률협회

2015. 08 ~ 2015. 09

CS

택시회사 운전기사 평가 모니터링 조사

지알아이리서치

2015. 07 ~ 2015. 12

CS

식품 중 방사능 안전관리 교육 효과성 조사 및 분석

네오시스코리아

2015. 07 ~ 2015. 11

CS

2015년 홈페이지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조사

국립극장

2015. 06 ~ 2015. 12

CS

낙동강 자원관 고객만족도 조사

환경보전협회

2015. 05 ~ 2015. 12

CS

2015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분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5. 05 ~ 2015. 12

CS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 국민인지도 조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 04 ~ 2015. 1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 04 ~ 2015. 12

탁틴내일

2015. 04 ~ 2015. 12

CS
CS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설문통계 분석용역
(고객만족도 조사, 청소년활동 효과성 조사분석)

스마트 숲 프로그램 교육 효과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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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고객사

사업기간

CS

법사랑학교 교육 효과성 검증 설문조사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5. 04 ~ 2015. 12

CS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인천정보산업진흥원외 11개 기관

2015. 04 ~ 2015. 06

CS

고객 만족도 조사

한국지역난방공사

2015. 04 ~ 2015. 05

CS

2015년 무대예술전문교육 만족도 조사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2015. 03 ~ 2015. 12

CS

2015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사용자 만족도 조사

싸이버시스템

2015. 03 ~ 2015. 12

CS

교육만족도 및 성인지력척도 조사 분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5. 02 ~ 2015. 12

CS

고객 만족도 조사

로데 슈바르즈 코리아 주식회사

2015. 02 ~ 2015. 08

CS

전남테크노파크 외부고객 이용만족도 조사

전남테크노파크

2015. 02 ~ 2015. 03

CS

상명대학교 산업체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상명대학교

2015. 01 ~ 2015. 02

CS

전국 노인 자원봉사 실태조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2014. 12 ~ 2015. 01

CS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육훈련 만족도 조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14. 12 ~ 2014. 12

CS

주간 건강과 질병 독자 만족도 조사

질병관리본부

2014. 11 ~ 2014. 12

CS

실종/유괴 예방교육 만족도/효과성 조사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2014. 11 ~ 2014. 12

CS

2014 협력업체 만족도 조사

삼성전자

2014. 11 ~ 2014. 12

CS

2014년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관제대상기관 만족도조사

SK인포섹

2014. 11 ~ 2014. 12

CS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관람 및 교육 만족도 조사 분석

환경보전협회

2014. 10 ~ 2015. 05

CS

2014년 성폭력 및 성매매 이용자 교육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 분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4. 10 ~ 2014. 12

CS

2014 신용보증재단 고객만족도 조사

신용보증재단

2014. 10 ~ 2014. 12

CS

2014년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서울곰두리체육센터

2014. 10 ~ 2014. 12

CS

2014 과학창의 연례컨퍼런스 만족도 조사

메가커뮤니케이션

2014. 10 ~ 2014. 12

CS

2014년 전화친절도 조사

하나로티엔에스

2014. 09 ~ 2014. 11

CS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설문통계 분석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2014. 08 ~ 2015. 01

CS

아트광주14 만족도 조사

한국미술협회

2014. 08 ~ 2014. 10

CS

Sysmax Korea 2014년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맥스코리아

2014. 08 ~ 2014. 10

CS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2014. 07 ~ 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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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고객사

사업기간

CS

2014 국립극장 홈페이지 고객 만족도 조사

국립극장

2014. 07 ~ 2014. 12

CS

2014년 대전광역시 청소년 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대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4. 07 ~ 2014. 08

CS

2014 고객만족도 조사

로데 슈바르즈 코리아 주식회사

2014. 07 ~ 2014. 07

CS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만족도 조사

휴앤시스

2014. 05 ~ 2014. 06

CS

2014년 생태교육 만족도 설문지 개발 및 통계분석

국립생태원

2014. 04. ~ 2014. 12

CS

2014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코딩 및 분석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2014. 04 ~ 2015. 01

CS

2014 환경교육 만족도 조사 및 분석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

2014. 04 ~ 2014. 12

CS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인천경평

2014. 04 ~ 2014. 08

CS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고객만족도조사 분석 용역

국립영던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2014. 03 ~ 2014. 12

CS

2014년 고객만족도 및 교육효과성 조사 분석

국립김체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2014. 03 ~ 2014. 12

CS

2014년 교육만족도 및 성인지력척도 조사 분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4. 02 ~ 2014. 12

CS

2014년 무대예술전문교육만족도 조사 분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02 ~ 2014. 12

CS

2014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사용자 만족도 조사

㈜싸이버시스템

2014. 02 ~ 2014. 12

CS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국내교육 만족도 조사 분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2014. 02 ~ 2014. 03

CS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하반기 위탁교육 만족도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12 ~ 2013. 12

CS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연천군건강가정지원센터

2013. 12 ~ 2013. 12

CS

오산대학교 졸업생 만족도조사

글로벌오픈파트너스

2013. 12 ~ 2013. 12

CS

영업환경 개선 및 직무만족도 조사

크라운제과

2013. 11 ~ 2014. 01

CS

고객 만족도 조사

신용보증재단

2013. 11 ~ 2013. 30

CS

보건교육 강사 만족도 조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3. 11 ~ 2013. 12

CS

2013 통합건강증신사업 교육만족도 조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3. 11 ~ 2013. 12

CS

팀메이트 만족도 조사

피자헛

2013. 11 ~ 2013. 12

CS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연천군다문화가족센터

2013. 11 ~ 2013. 12

CS

실종/유괴 예방교육 만족도/효과성 조사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2013. 11 ~ 2013. 12

CS

내부 고객 만족도 조사

김포도시공사

2013. 11 ~ 2013. 12

ONSOL COMPANY 주요 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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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고객사

사업기간

CS

청소년 해양체험활동 만족도 조사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2013. 11 ~ 2013. 12

CS

국립극장 홈페이지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국립극장

2013. 11 ~ 2013. 12

CS

연수원 프로그램 만족도 및 효과성 분석 설문개발

국립공원관리공단

2013. 11 ~ 2013. 12

CS

2013 내부 및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

경기복지재단

2013. 11 ~ 2013. 12

CS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만족도 조사

SK인포섹

2013. 11 ~ 2013. 12

CS

서울 곰두리 체육관 이용 고객 만족도 조사

서울곰두리체육관

2013. 10 ~ 2013. 12

CS

비임상시험전문 인력양성 교육 평가

안전성평가연구소

2013. 10 ~ 2013. 11

CS

협력업체 만족도 조사

삼성전자

2013. 10 ~ 2013. 11

CS

관세청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국제원산지정보원

2013. 08 ~ 2013. 11

CS

안전성평가연구소 CS(고객만족)경영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안전성평가연구소

2013. 06 ~ 2013. 07

CS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인천경평

2013. 05 ~ 2013. 08

CS

지점장 리더십 만족도 조사

피자헛

2013. 05 ~ 2013. 07

CS

직무환경 실태 및 만족도 조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3. 04 ~ 2013. 05

CS

김포대학교 졸업생, 산업체 만족도조사

글로벌오픈파트너스

2013. 04 ~ 2013. 05

CS

청소년 수련활동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2013. 03 ~ 2013. 06

CS

청소년 수련활동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2013. 03 ~ 2013. 05

CS

청소년 수련활동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2013. 03 ~ 2013. 04

CS

통계분석 및 보고서 작성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2013. 02 ~ 2013. 12

CS

교육 평가 설문조사 분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02 ~ 2013. 02

CS

비임상시험 전문 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안정성평가연구소

2013. 02 ~ 2013. 02

Market Response

해외농업정보 수집/전파 활성화 사업 평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7. 12 ~ 2018. 01

Market Response

2017 문화지수 조사 및 통계분석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17. 12 ~ 2017. 12

Market Response

제4차 산업혁명에 진전에 따른대학 식품관련전공교과 개선을 위한 델파이조사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2017. 11 ~ 2017. 12

Market Response

화학비료 및 자연비료 사용에 대한 인식 조사

축산환경관리원 품질평가사업단

2017. 11 ~ 2017. 12

Market Response

일반국민의 경륜경정 경주상품 인식 및 베팅사업으로서의 매력도 조사·분석

씨제이헬로

2017. 11 ~ 2017. 12

ONSOL COMPANY 주요 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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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고객사

사업기간

Market Response

렉서스 자동차 시승 만족도 조사

덴츠코리아

2017. 11 ~ 2017. 12

Market Response

기체결 FTA 애로 및 성공사례 수집을 위한 조사

국제원산지정보원

2017. 11 ~ 2017. 12

Market Response

유엔 해비타트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국내 이행을 위한 설문조사

국토연구원

2017. 11 ~ 2017. 11

Market Response

2017년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사업 의견조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 10 ~ 2017. 12

Market Response

관광열차 이용에 대한 의견 조사

대한교통학회

2017. 08 ~ 2017. 09

Market Response

청소년 태블릿 보급사업 평가

경기복지재단

2017. 08 ~ 2017. 09

Market Response

경기복지거버넌스 성과평가 설문조사

경기복지재단

2017. 07 ~ 2017. 08

Market Response

2017 축산물 소비실태 조사 및 통계분석

한국축산경제연구원

2017. 02 ~ 2017. 12

Market Response

20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 R&D 효과조사

유브레인커뮤니케이션즈

2017. 02 ~ 2017. 03

Market Response

대학생 봉사활동 효과 및 만족도 조사

경기복지재단

2017. 01 ~ 2017. 12

Market Response

해외농업정보 수집전파 활성화 사업 평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6. 11 ~ 2016. 12

Market Response

의류 상품 이용실태 및 만족도, 사이트 이용조사

더블유컨셉

2016. 06 ~ 2016. 08

Market Response

스마트 스위치 디자인 선호도 조사

감성품질디자인지원센터

2016. 04 ~ 2016. 05

Market Response

2016 축산물 소비 실태 조사 및 분석

한국축산경제연구원

2016. 03 ~ 2016. 12

Market Response

CPB 염색시스템 사용성 인터뷰 조사

감성품질디자인지원센터

2016. 03 ~ 2016. 05

Market Response

한방화장품에 대한 브랜드, 포장, 매장에 대한 소비자 호감도 조사

비쥬얼인텔리전스

2015. 11 ~ 2015. 12

Market Response

손장애인 주방용품 사용 행태 조사

감성품질디자인지원센터

2015. 06 ~ 2015. 08

Market Response

디자인 프로세스 적합도 평가

감성품질디자인지원센터

2015. 06 ~ 2015. 08

Market Response

국내 고기능 특화장비 TFT 사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현대위아

2015. 05 ~ 2015. 11

Market Response

해외여행 이용실태 및 서비스 수요 조사

어시스트카드

2015. 05 ~ 2015. 06

Market Response

전자칠판 사용 요구 조사

감성품질디자인지원센터

2015. 04 ~ 2015. 07

Market Response

위치기반 정보관련 단말기 사용 요구 조사

감성품질디자인지원센터

2015. 04 ~ 2015. 07

Market Response

에너지 관리시스템 GUI 사용성 평가

감성품질디자인지원센터

2015. 04 ~ 2015. 07

Market Response

한의약 R&D 정책효과 및 정책수요분석과 개선방안 조사

대한한의사협회

2015. 02 ~ 2015. 03

Market Response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조사

광산문화원

2015. 02 ~ 2015. 03

ONSOL COMPANY 주요 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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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고객사

사업기간

Market Response

2015년 축산물 육류에 대한 소비자 실태조사

한국축산경제연구원

2015. 01 ~ 2015. 05

Market Response

다문화가정 대상국가 교육글로벌화 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

교육부

2014. 11 ~ 2015. 01

Market Response

회전근개 파열에 관한 전문의 인식 설문조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4. 11 ~ 2014. 12

Market Response

월드프렌즈 NGO봉사단 현지활동실태 조사 분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2014. 11 ~ 2014. 12

Market Response

학교사회복지 서비스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용인시 학교사회복지사업단

2014. 10 ~ 2014. 12

Market Response

신입사원 직무능력에 대한 산업체 수요조사

순천향대학교

2014. 10 ~ 2014. 12

Market Response

국내 비임상시험 기술 해외 의존 현황 파악을 설문조사

안전성평가연구소

2014. 08 ~ 2014. 11

Market Response

2014년 전국 유치원 운영실태 조사

교육부

2014. 08 ~ 2014. 11

Market Response

디자인 프로세스, 만족도, 작업환경 이용 실태에 대한 FGI 의견조사

감성품질디자인지원센터

2014. 07 ~ 2014. 09

Market Response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 Key words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07 ~ 2014. 08

Market Response

자립정착금 사용 실태조사 설문 개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4. 06 ~ 2014. 09

Market Response

FTA 사후검증 대비 보관서류에 관한 설문조사

국제원산지정보원

2014. 06 ~ 2014. 07

Market Response

건강기능식품 인식 및 이용에 대한 산업체 및 일반인 설문조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4. 05 ~ 2014. 07

Market Response

2014년 국내 육류 유통 및 육류이용 소비자 실태조사

한국축산경제연구원

2014. 03 ~ 2014. 12

Market Response

서울사이버대학교 2014 전기 입시조사

서울사이버대학교

2014. 03 ~ 2014. 04

Market Response

월세인 주거실태 조사

유퍼스트컨설팅

2014. 02 ~ 2014. 02

Market Response

의왕ICD 차량소통 개선사업 추진관련 설문조사

의왕ICD

2013. 09 ~ 2013. 11

Market Response

의료기기 소비자 사용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09 ~ 2013. 10

Market Response

태안소금(천일염, 송화염) 관련 소비자 사용실태 조사

신태양

2013. 09 ~ 2013. 10

Market Response

국내 육류 유통 및 육류이용 소비자 실태조사

한국축산경제연구원

2013. 02 ~ 2013. 12

Market Response

서울모터쇼 Best Car 현장 조사

머니투데이

2013. 02 ~ 2013. 04

Market Response

교육성과/평가 온라인 설문조사

연구개발인력교육원

2013. 02 ~ 2013. 03

Entry Strategy

미래 학교교육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조사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7. 12 ~ 2017. 12

Entry Strategy

중앙교육연수원 역할 설문 조사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7. 12 ~ 2017. 12

Entry Strategy

학교폭력예방정책 평가 설문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7. 07 ~ 201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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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고객사

사업기간

Entry Strategy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7. 05 ~ 2017. 06

Entry Strategy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지원시설 사전수요조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17. 02 ~ 2017. 12

Entry Strategy

2017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욕구조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2017. 02 ~ 2017. 03

Entry Strategy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소비자 이해도 조사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6. 07 ~ 2016. 08

Entry Strategy

건강기능 식품 추천 설문조사

비타미인

2016. 06 ~ 2016. 07

Entry Strategy

연구과제 및 교육과정, 복지사업 수요조사

경기복지재단

2016. 05 ~ 2016. 07

Entry Strategy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의견조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6. 02 ~ 2016. 03

Entry Strategy

고령자 친화식품에 대한 인식조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5. 10 ~ 2015. 11

Entry Strategy

홍삼제품 이용실태 및 요구조사

초락당

2015. 09 ~ 2015. 10

Entry Strategy

국가비임상시험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설문조사

안정성평가연구소

2015. 08 ~ 2015. 09

Entry Strategy

국내 직물 염색기 시장 현황 및 사용실태 조사

감성품질디자인지원센터

2015. 01 ~ 2015. 03

Entry Strategy

지역 산업체 대상 학위취득 수요 조사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원

2015. 01 ~ 2015. 02

Entry Strategy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오픈랩 운영관련 설문조사

서율디자인재단

2015. 01 ~ 2015. 02

Entry Strategy

2015년 교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기초의견조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4. 12 ~ 2015. 01

Entry Strategy

국내 프레스 시장 실태 조사

현대로템

2014. 11 ~ 2015. 01

Entry Strategy

2015년 전문강사 양성과정 및 교육사업 관련 의견조사 분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4. 11 ~ 2015. 01

Entry Strategy

충청지역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원

2014. 10 ~ 2014. 12

Entry Strategy

디지털 조문사업 시장조사 설문

인프라비즈㈜

2014. 07 ~ 2014. 08

Entry Strategy

2014 국내 육류 식습관 조사

비프앤램

2014. 07 ~ 2014. 08

Entry Strategy

유망의료기술 탐색 현황 및 선호도 조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3. 10 ~ 2013. 11

Entry Strategy

농업ᐧ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업 인식도 조사

한국기후변화연구센터

2013. 08 ~ 2013. 11

Entry Strategy

RENEWAL 제품개발을 위한 시장상세조사

청주대학교

2013. 08 ~ 2013. 11

Entry Strategy
Commercialization &
Product Dev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산업체 수요조사

글로벌오픈파트너스

2013. 02 ~ 2013. 03

Driving Survey for All-new Camry (자동차 시승 만족도조사)

글로벌모터서비스

2017. 09 ~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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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사업실적
Commercialization & Pr
oduct Dev
Commercialization &
Product Dev
Commercialization &
Product Dev
Commercialization &
Product Dev
Commercialization &
Product Dev
Commercialization &
Product Dev
Commercialization &
Product Dev
Commercialization &
Product Dev
Commercialization &
Product Dev
Commercialization &
Product Dev
Commercialization &
Product Dev
Commercialization &
Product Dev
Commercialization &
Product Dev
Commercialization &
Product Dev

제네시스 G70 프라이빗 쇼룸 박람회 참여자 만족도 조사

지엘컴

2017. 08 ~ 2017. 09

LED 옷걸이 살균기 디자인 및 사용성 평가

테드웍스

2017. 07 ~ 2017. 08

짐웨어, 서포트웨어 디자인 및 패턴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

사람사랑

2017. 06 ~ 2017. 07

자동차 칵핏 이용 요구 조사

자동차부품연구원

2016. 11 ~ 2016. 12

모바일 라우터기에 대한 사용실태 및 요구조사

에스모바일

2016. 10 ~ 2016. 10

스마트 디자인 인식조사

아이엠전시문화

2016. 05 ~ 2016. 06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개발
(자율주행 안내 단말기 UX/UI 기능과 디자인에 대한 이용자 요구사항 보고서)

자동차부품연구원

2015. 07 ~ 2015. 12

스마트카톡 서비스 모델 사용성 평가

자동차부품연구원

2015. 06 ~ 2015. 12

충청북도 화장품 산업체 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03 ~ 2014. 04

절화류 유통 실태 소비자 설문조사

세종대학교

2013. 10 ~ 2013. 11

농가 수익모델제고를 위한 소비자 설문조사

호현에프앤씨

2013. 08 ~ 2013. 09

EBS유아어린이서비스전략설문조사

비손파트너스

2013. 07 ~ 2013. 12

유망의료기술 탐색 현황 및 선호도 조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3. 07 ~ 2013. 09

야간수유-분유이용실태조사

브랜든메들리

2013. 05 ~ 2013. 05

Branding

소상공인·전통시장 홍보 인식도 조사‧분석

무버먼한국

2017. 11 ~ 2017. 12

Branding

소주 인식 조사

보해양조

2017. 10 ~ 2017. 11

Branding

강원비전 2040 수립 전국단위 설문조사 진행

강원발전연구원

2017. 01 ~ 2017. 01

Branding

음료 브랜드 네이밍 조사

인터브랜드

2015. 02 ~ 2015. 02

Branding

남성 건강 보조제 네밍 조사

인터브랜드

2015. 02 ~ 2015. 02

Branding

중견기업 브랜드 인지도 조사

인터브랜드

2014. 08 ~ 2014. 08

ONSOL COMPANY 주요 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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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고객사

사업기간

Branding

패션 브랜드 슬로건 조사

인터브랜드

2014. 07 ~ 2014. 07

Branding

스마트 미디어 어플 사용자들의 패션,뷰티 컨텐츠 이용조사

두산매거진

2013. 06 ~ 2013. 06

Branding

캣푸드 구매고객 이용실태 조사 브랜드 이용조사

건강한고양이

2013. 06 ~ 2013. 06

Branding

도시농업전문용품 신규개발 관련 고객선호도 조사

가상다반

2013. 05 ~ 2013. 06

Ad Effectiveness

K-MOVE 인지도 및 광고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메타커뮤니케이션

2015. 06 ~ 2015. 12

Ad Effectiveness

2015년 영화 인지도 및 관람의향 온라인 패널 조사

메조미디어

2015. 01 ~ 2015. 12

Ad Effectiveness

한우, 한돈, 우유 자조금 사업에 대한 광고 및 홍보활동에 대한 평가조사

한국축산경제연구원

2015. 01 ~ 2015. 05

Ad Effectiveness

개봉 영화 사전 인지도 조사

데이브컴퍼니

2014. 10 ~ 2013. 10

Ad Effectiveness

건강기능식품 광고 소비자 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09 ~ 2013. 10

Ad Effectiveness

국내 개봉영화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DMCmedia

2013. 03 ~ 2014. 02

Social Survey

환경호르몬 대체물질 필요성 인식 조사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2018. 01 ~ 2018. 02

Social Survey

성별영향평가 조사 및 분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 11 ~ 2017. 12

Social Survey

2017년도 지식재산 보호 대국민 인지도 조사

씨제이헬로

2017. 11 ~ 2017. 12

Social Survey

2017 이상적 배우자상(온라인조사)

듀오

2017. 10 ~ 2017. 12

Social Survey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지도 온라인 조사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2017. 10 ~ 2017. 11

Social Survey

식품안전 소비자 니즈 인식도 조사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2017. 09 ~ 2017. 10

Social Survey

2017 한국인 피부특성은행 구축 설문 통계 분석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017. 06 ~ 2017. 07

Social Survey

발명(영재) 교육현황 및 연수목적 조사

한국발명진흥회

2016. 12 ~ 2017. 02

Social Survey

강원비전 2040 전국단위 인지도 조사

강원발전연구원

2016. 12 ~ 2017. 01

Social Survey

2016년 4개국(한일중미) 청소년 의식 조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 11 ~ 2016. 12

Social Survey

청소년 자원봉사단 설문조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 11 ~ 2016. 12

Social Survey

2016년 지식재산 보호 대국민 인식조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16. 11 ~ 2016. 12

Social Survey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주사제 안전사용 관리방안 연구 설문조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6. 11 ~ 2016. 12

Social Survey

2016 6차산업 대국민 인지도 조사

씨제이헬로비젼

2016. 11 ~ 2016. 12

Social Survey

콜센터의 인적자원관리 현황에 대한 조사

한국노동연구원

2016. 10 ~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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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고객사

사업기간

Social Survey

2016 LID 시범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예스오알지

2016. 10 ~ 2016. 12

Social Survey

LID 사업으로 인한 지불의사 금액 조사

예스오알지

2016. 10 ~ 2016. 12

Social Survey

2016 이상적 배우자상 조사

듀오

2016. 10 ~ 2016. 12

Social Survey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2016. 10 ~ 2016. 10

Social Survey

헌법 119조 연구관련 설문조사

파이터치연구원

2016. 10 ~ 2016. 10

Social Survey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6. 08 ~ 2016. 09

Social Survey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연구소

2016. 06 ~ 2016. 07

Social Survey

2016년 시민 인식 조사

파이낸셜신문사

2016. 05 ~ 2017. 04

Social Survey

법정 감염병 신고 관련 조사

위너케이

2016. 05 ~ 2016. 11

Social Survey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연구소

2016. 05 ~ 2016. 07

Social Survey

교실에서 찾은 희망 사업 효과성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연구소

2016. 03 ~ 2016. 11

Social Survey

통학로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 효과성 평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연구소

2016. 03 ~ 2016. 10

Social Survey

한국지반공학회 사무실 이전 찬반 조사

한국지반공학회

2016. 02 ~ 2016. 03

Social Survey

교통 안전 시설물의 가치에 관한 설문조사

충남대학교

2015. 11 ~ 2015. 12

Social Survey

교육대 및 사범대 예비교원 교육실습 교과영역 개선방안 조사

중앙대학교

2015. 11 ~ 2015. 12

Social Survey

교육산업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과제 설문조사

중앙대학교

2015. 11 ~ 2015. 12

Social Survey

학생 성폭력의 실태 및 인식조사

이화여자대학교

2015. 11 ~ 2015. 12

Social Survey

2015 결혼비용에 관한 신혼부부 조사

듀오

2015. 11 ~ 2015. 12

Social Survey

2015 이상적 배우자상 조사

듀오

2015. 11 ~ 2015. 12

Social Survey

2015 서울시 청소년정책지표 조사연구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5. 10 ~ 2015. 12

Social Survey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인증제 현황 관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 10 ~ 2015. 11

Social Survey

2015년 야생동식물 정책 인지도 조사

에코맘코리아

2015. 10 ~ 2015. 11

Social Survey

자살에 관한 시민 인식 조사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2015. 07 ~ 2015. 09

Social Survey

원전 일반국민 여론조사

한국정책학회

2015. 07 ~ 2015. 08

Social Survey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가중치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07 ~ 201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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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고객사

사업기간

Social Survey

2015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평가지표 품질진단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07 ~ 2015. 08

Social Survey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개선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2015. 07 ~ 2015. 08

Social Survey

여성장애인 모성권 실태조사 및 분석

전남여성장애인연대

2015. 07 ~ 2015. 08

Social Survey

경기복지재단 정책 및 전략에 대한 고객 선호도 조사

경기복지재단

2015. 07 ~ 2015. 08

Social Survey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5. 06 ~ 2015. 07

Social Survey

한국, 러시아, 터키, 필리핀 4개국 피부특성 조사 및 분석

더마프로

2015. 05 ~ 2015. 12

Social Survey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15. 05 ~ 2015. 07

Social Survey

2015년 원산지표시 효율화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국제원산지정보원

2015. 05 ~ 2015. 07

Social Survey

인터넷 사용에 관한 현황조사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015. 05 ~ 2015. 06

Social Survey

교원정책 변화 인식조사

중앙대학교

2015. 04 ~ 2015. 05

Social Survey

전자담배 이용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 의견 조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5. 01 ~ 2015. 02

Social Survey

야생동물 보호관리 정책 인지에 대한 대국민 의견 조사

환경보전협회

2014. 12 ~ 2014. 12

Social Survey

치매 진단 검사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4. 11 ~ 2014. 12

Social Survey

공익희생의 가치와 정신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시대정신

2014. 11 ~ 2014. 12

Social Survey

2014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법제처

2014. 11 ~ 2014. 12

Social Survey

2014 이상적 배우자상 조사

듀오

2014. 11 ~ 2014. 12

Social Survey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역량 강화 방안 탐색을 위한 설문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2014. 07 ~ 2014. 08

Social Survey

신임교사의 필요 역량 분석을 위한 의견 조사

교육부

2014. 07 ~ 2014. 08

Social Survey

2014년 비점오염원에 대한 일반국민인식조사

환경보전협횝

2014. 06 ~ 2014. 09

Social Survey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 정책에 관한 교원, 학부모, 학생 설문 조사

교육부

2014. 06 ~ 2014. 07

Social Survey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 과제 교원, 학부모 조사

교육부

2014. 05 ~ 2014. 06

Social Survey

의료기관 이용 소비자 의견조사

성형외과의사회

2014. 04 ~ 2014. 05

Social Survey

공학인의 대학졸업 후 경로관리 문제에 대한 조사

서울대학교

2014. 03 ~ 2014. 03

Social Survey

교육부 사무관 승진제도 개선 타당성 조사

교육부

2014. 01 ~ 2014. 02

Social Survey

2013 이상적 배우자상 조사

듀오

2013. 12 ~ 2014. 01

ONSOL COMPANY 주요 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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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고객사

사업기간

Social Survey

건강검진센터에서의 암건진 현황 및 실태조사

국립암센터

2013. 11 ~ 2013. 12

Social Survey

국내 비임상 CRO 기업 현장 애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안전성평가연구소

2013. 11 ~ 2013. 11

Social Survey

교통신호등 체계에 대한 의견조사

미래산업

2013. 11 ~ 2013. 11

Social Survey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2013. 10 ~ 2013. 12

Social Survey

국제중학교 입학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2013. 10 ~ 2013. 12

Social Survey

수석교사제도 인식 및 실태조사

상명대학교

2013. 10 ~ 2013. 12

Social Survey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 실태조사

아동자립지원사업단

2013. 10 ~ 2013. 11

Social Survey

응급센터에서의 정신질환자 대응실태 조사

CHA 의과학대학교

2013. 10 ~ 2013. 11

Social Survey

보호아동 자립준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3. 09 ~ 2013. 10

Social Survey

교육인력운용실태를 기반 표준수업시수제도 실태조사

국민대학교

2013. 08 ~ 2013. 10

Social Survey

청소년 약 복용실태 조사

엔자임

2013. 08 ~ 2013. 09

Social Survey

대안교육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

협성대학교산학협력단

2013. 07 ~ 2013. 09

Social Survey

전자소송 인식 및 이용현황 조사

대한변호사협회

2013. 07 ~ 2013. 09

Social Survey

변호사의 일가정양립 현실과 정책 제한을 위한 조사

대한변호사협회

2013. 07 ~ 2013. 09

Social Survey

리더쉽 및 직무몰입 조사

베스텍

2013. 07 ~ 2013. 08

Social Survey

청소년 삶의 질 조사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3. 06 ~ 2013. 09

Social Survey

국민들의 동해에 대한 정서적 인식 조사

동해연구원

2013. 06 ~ 2013. 08

Social Survey

비점오염원 인식 및 관리실태 조사

한국환경공단

2013. 05 ~ 2013. 07

Social Survey

교육기업대상 시상부문 조사

조선에듀케이션

2013. 04 ~ 2013. 05

Social Survey

청소년 활동센터 이용실태 조사

대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3. 02 ~ 2013. 85

Social Survey

간염 일반인 인식 설문조사

엔자임

2013. 01 ~ 2013. 02

www.onsolutio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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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솔 사업실적
구분
다국어 매뉴얼 개발
다국어 매뉴얼 개발

다국어 매뉴얼 개발
다국어 매뉴얼 개발
다국어 매뉴얼 개발
다국어 매뉴얼 개발
다국어 매뉴얼 개발
다국어 매뉴얼 개발
다국어 매뉴얼 개발
다국어 매뉴얼 개발

사업명
고급형 AVN 매뉴얼 개발
(내수, 중동, 중남미, 북미, 중국)
표준 3.0 /3.5/UVO2 AVN 매뉴얼 개발
(내수, 북미, 캐나다, 유럽, 중동, 중국)
표준 3.0 /3.5/UVO2 AVN 매뉴얼 개발
(내수, 북미, 캐나다, 유럽, 중동, 중국)
고급 1.0 AVN 매뉴얼 개발
(내수, 북미, 캐나다, 유럽, 중동, 중국)
고급 1.0 AVN 매뉴얼 개발
(내수, 북미, 캐나다, 유럽, 중동, 중국)
표준 4.0 /4.5 AVN 매뉴얼 개발
(내수, 북미, 캐나다, 유럽, 중동, 중국)
표준 4.0/4.5 AVN 매뉴얼 개발
(내수, 북미, 캐나다, 유럽, 중동, 중국)
AVN 매뉴얼 개발
(인도, 중남미, 중동, 유럽)
AVN 매뉴얼 개발
(호주, 중남미, 중동, 유럽, 인도, 동남아)
매뉴얼 개발
(호주, 중남미, 중동, 유럽, 인도, 동남아)

고객사

비 고 (차종, 모델)

H2사

EQ 900/GENESIS 90

H사

K사

DM, BK, LM, LMFC, MD, NC, CF, YF, VF, VIFL, VF RC,
GC, HG, AN, UD FL, C9, UD 외
RP, SL, VG, XMa, YD, TF, TF FL TFE, TF HEV, TFC,
XM, UB, IH, PS, YP, VG FL 외

H사

BH, VI

K사

KH

H사

PF, HG, LF, C5, DH

K사

UM, YP

M 1사

AD, IB, GS, MD, QBPE, QL, RB, TLe, UB PE, YD, YD
PE 외
DH, DM PE, FS, GD, JD, JF, LM, LM FL, RP, SL, SL FL,
TF, TF FL, TL, UM, VT, XM FL, IB CROSS 외

M 2사
M 2사

NNG, ATLAN, NAVITEL

다국어 매뉴얼 개발

AVN 매뉴얼 개발
(호주, 중동, 중국, 중남미, 유럽)

T사

C50, C70, HM, XD, YD, DM, HB, HM, JM, MD, PS,
C20, D2 KG, D2 LF, D2 LM, D2 MD, LFc, LFc HEV,
MD, VG, YF, KH, VI FL 외

다국어 매뉴얼 개발

고급형 AVN 매뉴얼 개발 (내수)

H2사

체어맨

다국어 매뉴얼 개발

일반형 AVN 매뉴얼 개발 (유럽, 중국)

H2사

티볼리

다국어 매뉴얼 개발

내비게이션 매뉴얼 개발 (내수, 북미, 유럽, 중동, 중국)

M 3사

3D매뉴얼, 혼다향 3D 매뉴얼, ATLAN 외

다국어 매뉴얼 개발

AUDIO 매뉴얼 개발 (영어)

H4사

HB용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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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솔 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고객사

비 고 (차종, 모델)

다국어 매뉴얼 개발

전기 전자 매뉴얼 개발

R사

전동카

다국어 매뉴얼 개발

전기 전자 매뉴얼 개발

L사

IT 모듈

다국어 매뉴얼 개발

전기 전자 매뉴얼 및 브로슈어 개발 (내수, 영어, 중국어)

N사

온습도 컨트롤러 (PLANT 용)

다국어 매뉴얼 개발

전자/가전 제품 매뉴얼 개발 (내수)

S사

믹서, 전기오븐, 냉장고, 블랜더, 멀티오븐, 세탁기, 토스터,
식기세척기 외

다국어 매뉴얼 개발

의료 기기 매뉴얼 개발 (내수, 영어)

H사

PURE WATER 제조기 시리즈 (15개)

다국어 매뉴얼 개발

ERP 시스템 매뉴얼 개발 (내수, 영어)

HM사

부품 관리 업무 매뉴얼

다국어 매뉴얼 개발

블랙박스 매뉴얼 개발 (내수, 영어, 중국어)

C사

FINE VIEW 시리즈

다국어 매뉴얼 개발

블랙박스 매뉴얼 개발 (내수, 영어)

U사

U사 블랙박스 전 모델

다국어 매뉴얼 개발

전자/가전 매뉴얼 개발 (영어)

R사

블루투스 스피커

다국어 매뉴얼 개발

국가 편찬 도감 개발 (동남아)

G사

동식물 도감

다국어 매뉴얼 개발

국가 편찬 매뉴얼 개발 (동남아)

HA사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다국어 매뉴얼 개발

국가 편찬 브로슈어 개발 (중동)

I사

행정자치부 행정한류 브로슈어

다국어 매뉴얼 개발

교육 매뉴얼 개발 (중남미)

S사

성서교육 책자

다국어 매뉴얼 개발

사내 교육 매뉴얼 개발 (내수)

Z사

영업 지침, CS 매뉴얼

다국어 매뉴얼 개발

군수용 매뉴얼 개발 (영어)

T사

군수용 선박 시스템

다국어 매뉴얼 개발

가전 매뉴얼 개발 (내수, 영어)

I사

드레스룸용 습도/공기 조절기

다국어 매뉴얼 개발

그 외 300건 이상

다수 업체

각 분야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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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솔 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고객사

비고

소트프웨어 현지화

클러스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현지화 (24개 국어)

H사

다국어 번역, QA, 검증

소트프웨어 현지화

글로벌 AV/Navigation 소프트웨어 현지화 (20개 국어 이상)

H사

다국어 번역, QA, 검증

소트프웨어 현지화

글로벌 AV/Navigation 소프트웨어 현지화 (20개 국어 이상)

K사

다국어 번역, QA, 검증

소트프웨어 현지화

이니페이 결제시스템 다국어 번역 (3개 국어)

I사

다국어 번역, QA, 검증

소트프웨어 현지화

SET TOP BOX 소프트웨어/매뉴얼 현지화

H사

다국어 번역, QA, 검증

소트프웨어 현지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현지화 (10개 국어 이상)

D사 외

다국어 번역, QA, 검증

소트프웨어 현지화

일본 스마트폰 게임 현지화 (10개 국어 이상)

D사 외

다국어 번역, QA, 검증

소트프웨어 현지화

쌍용/미쯔비시 AVN 소프트웨어 현지화 (15개국)

D사

다국어 번역, QA, 검증

소트프웨어 현지화

AVN / AUDIO 개발 (10개 국어 이상)

M사

다국어 번역, QA, 검증

소트프웨어 현지화

S차 AVN / AUDIO (10개 국어 이상)

H사

다국어 번역, QA, 검증

소트프웨어 현지화

ERP 시스템 현지화 (10개 국어 이상)

H사 외

다국어 번역, QA, 검증

소트프웨어 현지화

홈페이지/맵 업데이트 사이트 (10개 국어 이상)

M사 외

다국어 번역, QA, 검증

소프트웨어 현지화

그 외 100건 이상

다수 업체

각 분야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스마트폰 개임 번역텍스트 변환 모듈 개발

D사

php, ajax, phpExcel, jquery, c, shellscript

시스템 개발

AV 시스템/맵 시스템 업데이트 다국어 사이트 개발

M사

jsp,struts,jquery,xhtml,css

시스템 개발

AVN 시스템 다국어 현지화 / DB관리
Contents Management System 개발

HM사

php, ajax, jqgrid, phpExcel, jquery, xhtml, css

시스템 개발

자동차 클러스터 문구 다국어 번역 툴 개발

H사

jsp,struts,jquery,xhtml,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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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솔 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고객사

비고

다국어 번역

자동차/기술 관련

다수 업체

사양서, 개발서, 보고서, 인증, 특허 등 자동차 관련 문서

다국어 번역

관공서/ 공공기관/대학 /기업 홈페이지

다수 업체

대전시, 인천대, 서울문화재단, WFE, H사 외

다국어 번역

의약, 의료

J사 외 제약/병원 등

MSDS, 매뉴얼, 브로슈어, 학술지 외

다국어 번역

원자력, 자원, 과학

공기업/연구원/협회 등

원자력, 수자원 등 학술지, 논문, 보고서 외

다국어 번역

문화, 인문, 사회, 교육

공기업/연구원/협회 등

학술지, 논문, 보고서 외

다국어 번역

패션, 문화, 미디어

국내외 패션업체 등

대외 보도 자료

다국어 번역

자동차

국내외 완성차 업체 등

대외 홍보 자료, 기술 자료

다국어 번역

금융

공기업/연구원/협회 등

보고서, 논문 , 대외 보도 자료

다국어 번역

연 3000건 이상

다수 업체

기타 전문 분야

기술 지원

독일 현지 기술 교육 통역 지원

HK사

인젝터, 캘리브레이션, 커먼레일, 펌프 등

기술 지원

클러스터 개발 지원

HO사

CAN 신호를 이용한 테스트 트리

인쇄

내수용/해외 수출용 매뉴얼 편집/인쇄

다수 업체

1000만부 +

인쇄

국내외 홍보용 다국어 브로슈어 편집/인쇄

다수 업체

100만부 +

인쇄

전자매뉴얼

다수 업체

인쇄

학술지

다수 업체

10만부 +

인쇄

제품 카탈로그

다수 업체

50만부 +

인쇄

다국어 홈페이지

다수 업체

인쇄

제안서/보고서

다수 업체

50만부 +

인쇄

교육교재

다수 업체

20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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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솔루션 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고객사

비고

모듈 개발

DeNA 번역파일 변환 모듈 개발

DeNA

php, ajax, phpExcel, jquery, c,shellscript

모바일 개발

온패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온솔

php, ajax, jquery, PhonGap, mobile jquery,

모바일 개발

부름부름 어플리케이션 개발

온솔

php, ajax, jquery, PhonGap, mobile jquery,

모바일 개발

빌리지 어플리케이션 개발

온솔

php, ajax, jquery, PhonGap, mobile jquery,

웹 개발

EBS 설문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EBS

php, ajax, jquery, xhtml, css

웹 개발

충남대 녹색 에너지 홈페이지, CMS모듈 개발

충남대학교

php, ajax, jquery, xhtml, css

웹 개발

모트렉스 맵다운 사이트 개발

모트렉스

jsp,struts,jquery,xhtml,css

웹 개발

듀오 설문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

php, ajax, jquery, xhtml, css

웹 개발

웹 어플리케이션동서식품 설문개발

동서식품

php, ajax, jquery, xhtml, css

웹 개발

디자인 시안관리-디자인웍스 CMS 개발

글로벌 코퍼레이션

php, ajax, jquery, xhtml, css

웹 개발

수원과학대 학사, 입시관리

수원과학대

Asp, ajax, jquery, css

웹 개발

현대 모비스 LDS시스템

현대모비스

JSP/JSTL, SpringMVC, ajax, Jquery, Oracle, Ibatis

웹 개발

ONMETRICS 설문 에디터

온솔

php, ajax, jquery, CodeIgniter

웹 개발

ONMETRICS 자동보고서

온솔

JSP/JSTL, ajax, jquery, Weblogic

웹 개발

차량 클러스터 현지화 다국어 번역 툴 개발

현대자동차

php, ajax, jquery, xhtml, css

웹 개발

넥스트에듀케이션 웹 개발

넥스트에듀케이션

jsp,struts,jquery,xhtml,css

웹 개발

온패널 온라인 시스템 개발

온솔

jsp,struts,jquery,xhtml,css

웹/모듈개발

다국어 소프트웨어 현지화/DB관리 CMS 개발

현대모비스

php, ajax, jqgrid, phpExcel, jquery, xhtml, css

웹/모듈개발

ezServer tailer 로그분석 모듈 개발

이한캐스트

jsp, struts, jquery, xhtml, css

웹/모바일 개발

TISOLUTION 설문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TI 솔루션

php, ajax, jquery, xhtml, css

웹/모바일 개발

실적관리시스템 개발

온솔/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jsp,struts,jquery,xhtml,css

웹/모바일 개발

설문조사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온솔/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jsp,struts,jquery,xhtml,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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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솔루션 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고객사

비고

웹 설문 개발

자동차 칵핏 이용 요구 조사

자동차부품연구원

php, ajax, jquery, PhonGap, mobile jquery, mysql

웹 설문 개발

2016년 지식재산보호 대국민 인식조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php, ajax, jquery, PhonGap, mobile jquery, mysql

웹 설문 개발

5대강 환경지킴이 활동 만족도조사

환경부

php, ajax, jquery, PhonGap, mobile jquery, mysql

웹 설문 개발

2016 이상적 배우자상조사

듀오

php, ajax, jquery, PhonGap, mobile jquery, mysql

웹 설문 개발

교육훈련 만족도 조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php, ajax, jquery, PhonGap, mobile jquery, mysql

웹 설문 개발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개발

자동차부품연구원

php, ajax, jquery, PhonGap, mobile jquery, mysql

웹 설문 개발

식품 중 방사능 안전관리 교육 효과성 조사 및 분석

네오시스코리아

php, ajax, jquery, PhonGap, mobile jquery, mysql

웹 설문 개발

자살에 관한 시민 인식 조사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php, ajax, jquery, PhonGap, mobile jquery, mysql

웹 설문 개발

경기복지재단 정책 및 전략에 대한 고객 선호도 조사

경기복지재단

php, ajax, jquery, PhonGap, mobile jquery, mysql

웹 설문 개발

여성장애인 모성권 실태조사 및 분석

전남여성장애인연대

php, ajax, jquery, PhonGap, mobile jquery, mysql

웹 설문 개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문화 개선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php, ajax, jquery, PhonGap, mobile jquery, mysql

웹 설문 개발

국내고기능특화장비TFT사용실태 및 만족도조사

현대위아

php, ajax, jquery, PhonGap, mobile jquery, mysql

웹 설문 개발

국내 프레스 시장 실태 조사

현대로템

php, ajax, jquery, PhonGap, mobile jquery, mysql

웹 설문 개발

중견기업 브랜드 인지도 조사

인터브랜드

php, ajax, jquery, PhonGap, mobile jquery, mysql

웹 설문 개발

영업환경 개선 및 직무만족도 조사

크라운제과

php, ajax, jquery, PhonGap, mobile jquery, mysql

웹 설문 개발

그 외 300건 이상

다수 업체

각 분야 웹설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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