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perience      www.bvs.co.kr 

SmartLife,  

Value.  
b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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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변화에 발맞춰 더 나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경험은 
믿음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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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S는 New Business, Planner, Designer, Solution Developer 등  

다양핚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시너지 창출을 통핚 보다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합니다.  

New business 
Team 

Creative design 
Team 

Planning 
Team 

Development 
Team 

R&D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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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경험과 디지털 플랫폼에 대핚 

Next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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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경험과 디지털 플랫폼에 대핚 전문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짂,  

어제의 성공 방식에 머무르지 않는 오늘의 시대와 브랜드에 가장 적합핚 Next Solution을 제안합니다.  

이력ᆞ상담 ᆞ 짂단 ᆞ 취업 
현장실습ᆞ통계 관리 

NCS기반 
학생이력 관리시스템 

온라인 플랫폼 통합관리 
시스템 (특허출원) 

비콘, 블루투스, 인증키 등 을 통핚  
출석 관리 (특허출원) 

전자출결 
시스템 

CMS 
(콘텐츠 통합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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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er의 시각과 역핛  

Brand 
Br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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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Consulting 

Intergrated 
Marketing Goal 

내. 외부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운영ᆞ관리 할 수 있는 브랜드 컨설팅과 Next Solution을 통해 

커뮤니케이터의 시각이 아닌 브랜더의 시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Brand 
Management 

CMS 
(콘텐츠 통합 
관리 시스템) 

전자출결 
시스템 

NCS기반 
학생이력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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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통합 플랫폼으로의 전환 

Paradigm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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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S의 Next Solution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부의 모든 부서와 협업 짂행하여, 체계적 유지/관리가 가능핚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전반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UI / UX  
Strategy & Planning 

BRAND 
Management 

(Rotalty) 

. Research 

. Service, Marketing Plan 

. UI/GUI Concept 

. Interaction Plan 

. GUI Design 

. UI/UX Design 

. Publishing  

. Scripting 

 

. 콘텐츠 관리 

. 사이트 운영관리 

. 프로모션 

. 운영개발 

통합젂산센터 
이관 및 

성능 테스트 

내ᆞ외부 
(행정망, 인터넷망) 

연계 서비스 

공공기관 
PROJECT 

BRAND 
Consulting 

Integrated 
Marketing 
Goal 

CMS 
(Contents 

Management 
System) 

전자출결 
관리시스템 

학생이력 
관리시스템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 JAVA & 시큐어코딩 &SSL ) 

. 웹표준, 웹접근성, 웹취약점 지침 적용 

. 콘텐츠, 관리자, 통계 통합관리 

. 마일리지 

. 현장실습 

. 비교과 프로그램 

. 상담 시스템 

. 진단 시스템 

. 설문조사 시스템 

. 취업통계 시스템 

. 비콘, 블루투스, 인증키  

. 방식 등 을 통핚 출석관리 

. 휴ᆞ보강 기능 

. 공결관리 

. 학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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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다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브랜드가 직면핚 짂짜 문제를 함께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 담당자와 안정적인 사업관리 기반으로 고품질의 IT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ur Members 

젂문 등급별 

구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 기술자 

합계 

인원 

- 

8 

7 

5 

5 

25 

% 

- 

29 

25 

21 

25 

100% 

기술 인력 현황 (정규직 25명) 

구분 

전략기획 

디자인 

퍼블리셔 

개발 

경영지원 

임원 

합계 

인원 

6 

5 

3 

8 

1 

2 

25 

% 

21 

26 

13 

24 

8 

8 

100% 

초급기술자 

29% 

중급기술자 

21% 

특급기술자 

26% 

고급기술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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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17% 

Public & 
Corporation 

27% 

University 

55% 

BVS는 e-Business의 컨설팅 및 구축, 운영까지 통합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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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Smartlife를 가능케 하는  

문제 해결사가 되보고 싶었습니다.  

사용자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핚걸음 더 나아

가고, 함께 호흡하며 고객만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들의 Solution,  

바로 Smart Design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BVS가 추구하는 전략이자  

핵심가치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핛 디자인의 도리를 공유하고, 

그 사명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뛰어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Company 

Establishment 

Business Area 

Number of Staff 

Capital Stock 

Office Address 

Website 

Contact info 

비브이에스㈜ 

2005.07.01 (15년 8개월) 

Brand strategy . Web Development & Maintenance    

25명 (2021년 1월 기준) 

1억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40길 32   2,3층(논현동) 

www.bvs.co.kr 

Tel. 02 2039 1240  Fax. 02 2039 1244 

Beyond  Smartlife , We Pursuit  Value 

일반현황 

http://www.bv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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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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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증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젂문회사 중소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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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및 인증 

ISO 9001 : 201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인증 젂자출결시스템 특허증 홈페이지 콘텐츠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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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1등급 및 젂자정부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 

CMS GS 1등급 인증서 젂자정부프레임워크 3.9 호환성 2레벨 인증서 



 17 

특허출원 및 인증 

홈페이지 구축 기술역량 우수기업 인증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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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대학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CMS 블루투스를 이용한 젂자 출결 방법 및 그 시스템 학생 경력 및 이력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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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증 

SMART INSTALL BVS : 상표등록 PUSH TRANS : 상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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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증 

비브이에스 : 상표 등록 BVS (Bayview Strategics) : 상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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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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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 구축 (20년 12월 기준) 

(VAT포함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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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 구축 (20년 12월 기준) 

(VAT포함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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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 운영, SM, 유지보수 사업 (20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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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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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웹어워드 수상  

사이버대학분야 대상 
“국제사이버대학교” 

공공기관분야 최우수상 
“원자력안젂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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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WEB 2019 Awards 수상 

GRAND PRIZE (GW202002210001) 
“서울디지털대학교” 

WINNER PRIZE (GW201801290003) 
“세종사이버대학교” 

WINNER PRIZE (GW201903280002) 
“신구대학교” 

WINNER PRIZE (GW202004060028) 
“원자력안젂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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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웹어워드 수상  

교육기관부문 통합대상  
“신구대학교” 

사이버대학부문 대상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대학부문 최우수상 
“세종사이버대학교” 



 29 

2018 웹어워드 수상  

교육기관부문 통합대상  
“여주대학교” 

KIPFA 특별대상  
“일자리위원회” 

사이버대학분야 최우수상 
“세종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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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Program 

Development 

Development Team 

UI/UX Consulting 

Service Planning 

Management 

Planning Team 

GUI Design 

UI / UX Design 

Publishing Scripting 

Design Team 

Organization 

Management Support 
Team 

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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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 
Research 

Analysis 

Trend Research 

Customer Research 

UI/GUI 컨셉 수립 

네비게이션/인터랙션 전략 수립 

서비스/마케팅 전략 수립 

UX 
Strategy 

UI Development 

GUI 

GUI Design 

GUI Guideline 

UI/UX Design 

UI기획/설계 

서비스기획 

Publishing 

Scripting 

Program Development 

UX컨설팅 구축 운영 

What we do 

Service 
Management 

기획 

디자인 

기능개선 

개발 

Maintenance 

주요사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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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주요사업내역 

2020 
 

. 국제사이버대학교 LMS 시스템 구축 

. 부산대학교병원 메인 및 서브 UI&UX 구축 

. 대림대학교 전체 통합 홈페이지 구축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전체 통합 홈페이지 구축 

 

2019 

. 세종사이버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고도화 개발 

. 경인여자대학교 통합 홈페이지 구축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구축 

. 고려대학교 서울,세종 입학 홈페이지 구축 

. 서일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서울디지털대학교 통합 홈페이지 구축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학생이력관리 4차 고도화 구축 

. 인하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구축 

2018 

. 세종사이버대학교 전체 홈페이지 구축 

. 중앙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구축  

.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통합 관리 스템  구축 

. 인덕대학교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 연성대학교 전체 웹사이트 통합 시스템 구축 

. 싞구대학교 전체 웹사이트 통합 시스템 구축 

. 여주대학교 전체 웹사이트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 숭실사이버대학교 모바일 LMS 구축 

. 대학교 전자출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17 

. 세종사이버대학교 LMS 시스템 고도화  

. 중앙대학교 중앙인 커뮤니티 리뉴얼 구축 / 운영 

. 서일대학교 전체 홈페이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성덕대학교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핚국영상대학교 짂단&상담테스트 구축 

. 대학교 전자출결관리시스템 구축 

 

2016 

. 핚양여자대학교 웹사이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서일대학교 전자출결시스템 구축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NCS기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인덕대학교 웹사이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동서울대학교 웹사이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대학교 전자출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국민대학교 입학안내 사이트 구축 

2015 

. 싞핚대학교 전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핚서대학교 입학안내 사이트 구축 및 운영 

. 건국대학교 입학안내 사이트 구축 

. 국제대학교 전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세명대학교 전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중원대학교 전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서일대학교 전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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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OfficeᆞCorporationᆞBrand 

주요사업내역 

2019 ~ 2018 
 

. 원자력안전위원회 통합 홈페이지 구축 

. 핚국교육개발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 LG 인화원 Digital Learning Platform 시스템 구축  

. 에어필립 반응형웹 사이트 구축 

. 3.1운동 및 대핚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 홈페이지 구축 

. 강릉아산병원 전체 및 척추센터 사이트 구축 

. ㈜COMMAX 홈페이지 반응형 및 다국어 구축 

2016~2015 

.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 정책포털 구축 및 운영 

. 평창 7hills 사이트 구축 

. DIMA 종합촬영소 STUDIO  COMPLEX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 정책포털 위탁 운영 

. 대체숙박업(서울관광마케팅)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T&D SOFT 대표 사이트 구축  

2017 
 
. 문화체육관광부 ‘위클리공감‘ 사이트 구축 

. 경제지식박물관 사이트 디자인 구축 

. 일자리위원회 및 일자리싞문고 시스템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고싞문 검색 서비스 구축 

.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사회공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포털 위탁 운영 

2014 

. 특허청 IP-BIZ 및 LOD 홈페이지 구축 

. EASTAR JET 모바일웹 구축 

. EASTAR JET 전체 홈페이지 운영 

. KAMA Studio 웹사이트 구축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 사업 짂행 

2020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디자인 운영 

. 핚국커피협회 고도화 개발 및 홈페이지 운영 

. 핚국공항공사 전체 홈페이지(사이버포탈) 구축 

. 2020년 산재예방 정보시스템 통합사업  

  (시큐리티 어플리케이션 개발) 

. 금융거래데이터 연구소 홈페이지 디자인 UI&UX 구축 

. 핚국언론짂흥재단 빅카인즈 분석포탈 시스템 구축 

2013 

.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 사업 짂행 

. 아이나환경 코리아  사이트 구축 

. ENTER 6 Fashion Sauare 사이트 구축 

. 청와대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짂행 



 34 

대학교, 브랜드, 공공기관 등 다양한 브랜드 연간 운영 대행 

주요사업내역 

연간운영 

세종사이버대학교 
2019.04.26 ~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 및 LMS 개발 

유지보수 

서울디지털대학교 
2019.07.09 ~ 현재 

서울디지털대학교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 

중앙대학교 
2010.06.01~ 현재 

 

중앙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서일대학교 
2016.01.01 ~ 현재 

홈페이지 운영 및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원자력안젂위원회 
2019.07.25 ~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표 홈페이지 

개편 및 다크사이트 싞규 구축 사업 

연성대학교 
2017.09.29 ~ 현재 

대학 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 용역 

동아방송예술대학 
2014.11.13 ~ 현재 

학생이력관리시스템 및 전자출결시스템, 

진단&상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주대학교 
2017.06.14 ~ 현재 

여주대학교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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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내역 

연간운영 

대학교, 브랜드, 공공기관 등 다양한 브랜드 연간 운영 대행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학생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 지방재정교육알리미 디자인 운영 

• 한국커피협회 홈페이지 고도화 및 운영 

• 세종사이버대학교 LMS 개발 운영 

• 연성대학교 전체 홈페이지 운영 

•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 여주대학교 전체 홈페이지 운영 

• 중앙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운영 

• 서일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서일대학교 전체 홈페이지 운영 

• 2016 한양여자대학교 홈페이지 재구축 및 운영  

• 한식교육시스템 콘텐츠 개편 및 보강 용역  

• 이스타항공(주)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 강릉아산병원 전체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 KT 사회공헌 포털 구축 및 운영계약   

• 정책포털시스템 위탁운영   

• 2014 대체숙박업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  

• 2013년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2020.03.01 ~ 현재 

2020.01.01 ~ 현재 

2020.01.01 ~ 현재 

2019.04.26 ~ 현재 

2019.03.01 ~ 현재 

2020.01.01 ~ 현재 

2018.03.01 ~ 현재 

2010.06.01 ~ 현재 

2017.01.01 ~ 현재 

2016.06.15 ~ 현재 

2016.01.18 ~ 현재 

2015.12.29 ~ 2016.02.29 

2015.04.08 ~ 2016.12.07 

2012.07.16 ~ 2019.12.31 

2014.07.21 ~ 2016.12.31  

2014.05.01 ~ 2017.12.31 

2014.04.30 ~ 2015.02.28 

2013.05.06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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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내역 

2020년 09월 ~ 2020년 12월 

핚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분석포탈 시스템 UI&UX 구축 사업 



 37 

주요사업내역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 통합 개편 

사업실적 



 38 

주요사업내역 

2020년 09월 ~ 2020년 11월 

금융보안원  
금융데이터거래소 홈페이지 UI&UX 기획 및 디자인 홈페이지 구축 



 39 

주요사업내역 

사업실적 

대림대학교 홈페이지 통합 개편 



 40 

주요사업내역 

2020년 06월 ~ 2020년 11월 

산업안젂보건공단  
위험상황신고앱 UI&UX 및 하이브리드앱 개발 



 41 

주요사업내역 

사업실적 

한국공항공사 전체 홈페이지(사이버포탈) 구축 



 42 

주요사업내역 

2020년 03월 ~ 2020년 6월 : 부산대학교병원 메인 및 서브 UI&UX 구축 

사업실적 



 43 

주요사업내역 

2019년 12월 ~ 2020년 06월  

국제사이버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LMS)  
고도화 사업 구축 



 44 

주요사업내역 

원자력안젂위원회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 및 다크 사이트 구축  
2019년 7월  



 45 

주요사업내역 

서울디지털대학교 젂체 홈페이지 및 
CMS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19 웹어워드  
사이버대학부문 대상  

2019년 7월  



 46 

주요사업내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및 
CMS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19년 6월  



 47 

주요사업내역 

경인여자대학교 통합 홈페이지 및 
CMS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19년 4월  



 48 

주요사업내역 

인하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및 
CMS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19년 3월  



 49 

주요사업내역 

LG Leadership Academy LMS 
(PC, Mobile, Hybrid Application) 구축 
: 디자인&퍼블리싱 사업 

2018년 11월  



 50 

주요사업내역 

싞구대학교 대표(국·영문), 학과 32개,  
CMS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19 웹어워드  
교육기관부문 통합대상  

2018년 9월  



 51 

주요사업내역 

숭실사이버대학교 모바일캠퍼스 LMS 홈페이지 및 
Hybrid Application 구축 
2018년 6월  



 52 

주요사업내역 

3·1운동 및 대핚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티저 사이트 구축 
2018년 4월  



 53 

주요사업내역 

중앙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및 외국어 홈페이지 
CMS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18년 6월  



 54 

주요사업내역 

세종사이버대학교 젂체 홈페이지 구축 및 
CMS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19 웹어워드  
사이버대학부문 최우수상  

2018년 4월  



 55 

주요사업내역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종합정보시스템 연계 
(수강신청, 결제, 면접 예약, 성적관리),  
CMS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18년 5월  



 56 

주요사업내역 

(재)아산사회복지재단 – 강릉아산병원 젂체 홈페이지   
JAVA, 홈페이지, 모바일, 예약시스템, 채용접수 시스템, CMS 구축 및 년간 운영 대행  

2012년 7월 ~ 2019년   



 57 

주요사업내역 

㈜에어필립 LCC 항공사 홈페이지 구축 

2018년 4월  



 58 

주요사업내역 

여주대학교 젂체 홈페이지 반응형 웹 구축 및  
운영 중(Java, CMS, 젂자정부프레임워크) 

2018 웹어워드  
교육분야 통합대상  

2018년 1월  



 59 

주요사업내역 

연성대학교 젂체 홈페이지 반응형 웹 구축 및  
운영 중(Java, CMS, 젂자정부프레임워크) 
2018년 2월 ~ 2020년 현재   



 60 

주요사업내역 

세종사이버대학교 LMS 시스템 고도화 구축 및  
운영 중(Java, CMS, LCMS, CDMS) 

2018 웹어워드  
사이버대학분야 최우수상  

2017년  



 61 

주요사업내역 

2017년   

인덕대학교 모바일 그룹웨어 구축 
반응형웹, Java, CMS, Application(Android & iOS) 



 62 

주요사업내역 

2018 웹어워드  
Kipfa 특별대상  

일자리위원회 반응형 웹사이트 및 일자리싞문고 구축 
(전자정부프레임워크, Java, CMS, ESB 연계) 
2017년 



 63 

주요사업내역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탈 홈페이지 구축 및 위탁 운영  

2013년 ~2017년 12월  



 64 

주요사업내역 

문화체육관광부 위클리공감 웹사이트 구축  

2017년  



 65 

주요사업내역 

핚양여자대학교 젂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중 
반응형 웹, Java & CMS 
2016년 ~ 2020년 현재   



 66 

주요사업내역 

서일대학교 젂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중 
반응형 웹, PHP & CMS 
2016년 ~ 2020년 현재   



 67 

주요사업내역 

T&D Soft 홈페이지 구축  
반응형 웹, PHP & CMS  
2016년 



 68 

주요사업내역 

국립중앙도서관 고싞문 LOD 시스템 구축 
반응형 웹, Java & 통합검색 엔진  
2016년  



 69 

주요사업내역 

인덕대학교 국문, 영문, 입학 홈페이지 구축 
반응형 웹, PHP & CMS 
2016년  



 70 

주요사업내역 

국민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및 합격자 조회 시스템 구축 
반응형 웹, PHP & CMS 
2015년  



 71 

주요사업내역 

숚천향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및 체험싞청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반응형 웹, PHP & CMS 
2015년  



 72 

주요사업내역 

청성애원 홈페이지 및 예약 & 결제 시스템 구축 
반응형 웹, PHP & CMS 

2016년  



 73 

주요사업내역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학생이력관리시스템 및 
진단상담 시스템 구축, 고도화 1,2,3차 
 2014년 11월 ~ 2020년 현재  



 74 

주요사업내역 

Kt그룹 사회공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시큐어 코딩, 홈페이지, 모바일, CMS 구축  
2014년 7월 ~ 2017년 5월  



 75 

주요사업내역 

이스타 항공㈜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젂체 홈페이지 운영 대행 
Java, 온라인 결제 시스템 & CMS 구축  
2014년 10월 ~ 2016년   



 76 

주요사업내역 

특허청 IP-BIZ 및 LOD 홈페이지 구축 
Java, 전자정부프레임워크, 통합검색, CMS 구축  
2014년 7월 ~ 12월   



 77 

주요사업내역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포털 위탁 운영 

2013년 ~ 2017년   



 78 

주요사업내역 

대체 숙박업 홈페이지 및 예약 시스템 구축  

2014년 ~ 2015년   



 79 

주요사업내역 

2014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홈페이지 적응형 웹 구축  



 80 

주요사업내역 

코맥스 홈페이지 다국어 시스템 구축 및 연간 운영 대행 

2014년 ~ 2018년 2월   



 81 

주요사업내역 

싞핚대학교 젂체 홈페이지 구축 및 연간 운영 대행  

2013년 ~ 2018년  



 82 

주요사업내역 

중원대학교 젂체 홈페이지 구축 및 연간 운영 대행  

2013년 ~ 2020년 현재   



 83 

주요사업내역 

국제대학교 젂체 홈페이지 구축 및 연간 운영 대행  

2013년 ~ 2017년 2월  



 84 

주요사업내역 

동국대학교 입학 및 온라인 모의 시험 시스템 구축  

2013년 ~ 2014년   



 85 

주요사업내역 

엔터식스 홈페이지 반응형웹 구축  

2013년  



 86 

주요사업내역 

E-mart Boons Shopping Mall 디자인 제작  

2012년  



 87 

주요사업내역 

크라제버거 영문 홈페이지 구축  

2011년  



 88 

주요사업내역 

2010년 6월~ 2020년 현재   

중앙대학교 및 중앙인 커뮤니티 구축 연간 운영 대행  



f i r s t t o l a s t 

t h a n k y o 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