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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어프로세스는?

전문회사 지원

TOTAL 컨설팅

 JIRA, Redmine, TMS+ 등 전문도구 활용

 Junit(단위테스트)

Postman, SPOCK, Swagger(API 테스트)

 Jmeter(성능테스트)

Selenium,Appium(Web UI 테스트자동화)

• 당사의 풍부한 컨설팅
역량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표준프로세스를 수립

• 자동차분야, 공공분야, 
금융권, AI 시스템등
풍부한 경험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해드립니다.

SW개발 전체 라이프사이클개선

요구사항관리, 분석, 설계, 개발,테
스트 중심의 프로세스 개선 서비
스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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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기본정보

품질/테스트 전문회사입니다.

회사명칭 ㈜코어프로세스

설립일 2009년 4월 30일

대표이사 김 종 선

사업자번호 101-86-46676

사업분야 소프트웨어품질/테스트 전문기업
(SW 테스트자동화/테스트 아웃소싱, SI PMO, 품질보증)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역삼현대벤처텔 1606

Tel 02-561-0415

Fax 02-6305-7150

홈페이지 www.coreproc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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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실적

⚫ 2022.10 : NH농협 유통/경제 분리 차세대 프로젝트 테스트 아웃소싱(테스트기획,3자테스트)

⚫ 2022.08 : LGU+ 아이들나라 성능테스트, 예외테스트 아웃소싱

⚫ 2022.07 : KT Cloud IDC 플랫폼구축 프로젝트 테스트 아웃소싱(테스트기획, 3자테스트)

⚫ 2021.05 : LGU+ IPTV MSA 전환 프로젝트 테스트(Junit, API테스트, 성능테스트, 셋탑매뉴얼테스트, 

컨텐츠배포테스트, Selenium 기반 Web UI 테스트자동화)

⚫ 2020.09 : KT AI 보이스봇 시스템 구축 테스트 아웃소싱(기능테스트, 성능테스트, 이행)

⚫ 2019.10 : 행안부 세외수입차세대 프로젝트 총괄테스트계획 수립

⚫ 2018.01 : KDB 산업은행 차세대 프로젝트 테스트관리 PMO

⚫ 2017.10 : NH농협 테스트 프로세스 컨설팅/TMS+ 시스템 구축

⚫ 2016.12 : KT BSS 2단계 차세대 프로젝트 테스트관리

⚫ 2015.01 : 병무청 차세대 프로젝트 테스트관리(단위,통합,사용자테스트,이행)

⚫ 2013.05 : 관세청 차세대 프로젝트 품질관리, 테스트관리

⚫ 2010. 04 : 동부증권 차세대 프로젝트 테스트관리(단위, 통합, 병행테스트, 이행)

⚫ 2009. 09 : 현대해상 CIS 프로젝트 QA,테스트관리,이행

⚫ 2009. 04 : 하나은행 차세대 프로젝트 PMO,EPG,CMMI L2,L3 컨설팅

⚫ 2007. 10 : 대구은행 e-HR 프로젝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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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도

CEO 품질/테스트부문

솔류션사업부

경영지원부 경리/회계/세무

테스트자동화적용컨설팅

패키지솔루션개발

테스트아웃소싱(QA)

프로세스개선서비스 ( SP인증, CMMI )

프로세스구축서비스(개발방법론구축)

프로젝트관리 서비스 (P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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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테스트 아웃소싱 사례

프로젝트 사례 비고

NH농협 유통/경제 분리
차세대 프로젝트

• 테스트 총괄 1명
• 테스트 관리 1명
• 3자테스트 6명

• 테스트 총괄: 12개월
• 테스트 관리: 12개월
• 제3자테스트 3개월

LGU+ IPTV MSA 전환
프로젝트

• 테스트 총괄 1명
• API테스트 2명
• 성능테스트 2명
• Web UI 테스트자동화 1명
• 매뉴얼테스트 4명

• 24개월 수행

코난테크놀로지
AI시스템 테스트아웃소싱

• AI 제품 테스트 : 1명
• AI 제품 테스트/매뉴얼 작성 : 1명

• 12개월 수행

KT AI 보이스봇 시스템 구축
테스트 아웃소싱

• 테스트 총괄 1명
• 테스트 관리 1명
• 성능테스트 1명
• 이행계획수립 1명

• 4개월 수행

KT Cloud IDC 플랫폼구축
프로젝트 테스트 아웃소싱

• 테스트 관리 1명
• 3자테스트 2명

• 2개월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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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를 위해서는…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역삼현대벤처텔 1606호

Tel : 02-561-0415  Fax : 02-6305-7150

홈페이지: http://www.coreprocess.co.kr

이메일 : jongsun.kim@coreprocess.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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