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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2 

룸비니 꽃배달 서비스 
템몰[TemjMall] 

오토키퍼 서비스  

버스다나와  서비스  

절로  서비스  

복지몰  서비스  

구인구직  서비스  

O2O  기반 서비스  



   Prologue Proposition 3 

만 
        남 

세상의 수많은 만남 중 가장 설레는 만남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만나는 뜻 깊은 인연입니다. 

 

( 주 ) 다나는 당신에게 

'선물'같은 인연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여러분이 걷는 여행길의 가장 따뜻하고 힘이 되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내 
        일 

( 주 ) 다나와 함께하는 내일은 

그저 다가오는 내일이 아닌, 

 

함께 준비하고 상상하고 기대하며 맞이하는 내일입니다. 

내일의 희망은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때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일의 희망을 함께합니다. 

함께 손잡고 나아갈 내일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Vision & Business 4 

(주) 다나 는   
풍부한 경험과 고객중심의 마인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와 접근을 통해 적극적인  

크리에이티브와 디지털 환경의 차별화된 가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틀을 벗어난 

창의적인 사고로 미래 환경에 대한 UX혁신방향을 제시합니다. 
UX 

UI 

Develop 

Danah의 감각적인 UI디자이너들은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트랜드가 반영된 세련된 UI를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모바일, TV,PC웹 등 다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개발연구원들에 의해 

최신의 디지털 기술과 수준 높은 개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rganization 5 



   History 6 

2000.8.15 
사업 개시 
경남 사천소재 

11.30 
불교언론문화상 수상 
 
 
 
 
12. 10 
웹어워드코리아 최우수상 수상 
 
12 
자회사 다나커뮤니케이션 창립  

2006.9 
본사 서울 이전 

2010.5 
Soft-ware 
단속 프로그램 런칭 

2003.11 
대구불교방송 MOU 

2015.8 
에스원 MOU 

2015.11 
현대불교신문 MOU 

2008.4 
미디어붓다 불교인터넷 언론 
홈페이지 개설 

2001.5 
해인사에서 공로패 수상  

2010.12 
서울 종로 사무실 이전  

2005.8 
대한불청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상 수상  

2011.11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개발 

2014.11 
템플스테이 예약 
시스템 개발 

해인사  
화재의 www 
등록  



   다나의 사업분야  1 7 

16 
16년 동안 오직 WEB관련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양한 웹-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521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 개수입니다. 

500 
유지보수하고 있는 업체 수 입니다. 

제12회 웹어워드코리아 

비영리단체 부문 최우수상 수상 
타이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http://www.koreatemplefo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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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는 O2O 서비스 및 IOT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 채널을 만들어 갑니다. 

오토키퍼 절로 버스 다나와 

차량 운전시 경제운전 상태와 
난폭운전 상태를 음성으로 안
내해 줌으로서 연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안전운전을 지원하며, 차량의 
고장을 미리 진단할 수 있습니
다. 
www.auto-keeper.com 

불교계 사찰의 소식을 홈페이
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스마트 
폰으로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
록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이벤
트도 함께 고려하여 개발된 플
렛폼입니다. 
 
www.jeolro.net 

버스 기사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 전세 , 관광버스가 필요할 
경우 견적 정보를 볼 수 있게 
구성된 어플리케이션으로 버
스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웹-사
이트와 연동하여 기사간 거래
가 가능토록 구성된 서비스. 
www.bincha.co.kr 

이외에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 애니카 스마트 드라이버 
• 블랙박스 
• 간이상수도 시스템 
• SeaSLink 
• 법화경 
• 온통 서비스 
• ONRoad(차선이탈방지) 

제23회 불교언론문화상 

제 23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에
서 다나는 [절로] 서비스로 뉴미디어
부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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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서버 System 구축 
및 유지보수 

 
 
 

불교문화사업단 
서버 System 

구축 및 유지보
수 

 
 

T-Map 서비스 구축 
지원 및 

시스템 설계 지원 

Partner & License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및 전산장비 운영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시설 및 장비를 안정적,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은물론 보안, 백업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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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가 구축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동시 접속자, 인코딩, 스트리밍 서버 및 방송 운영자(관리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적 손실을  

최소화한 효율적인 사내방송시스템을 구축 

• 실시간 방송 서비스 
• VOD 방송 서비스  



Contact us 

서울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4(가든타워) 1701호 
 

Tel. 
156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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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지사 |  

경남 진주시 돗골로 154-1 
 
Tel. 
055-758-9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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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DANAH 
www.danah.co.kr | win@danah.co.kr | 156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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