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그리고 변화에 발맞춰 더 나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경 험 은
믿 음 을
만 든 다



7

BVS는 New Business, Planner, Designer, Solution Developer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시너지 창출을 통한 보다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합니다. 

New business
Team

Creative design
Team

Planning
Team

Development
Team

R&D
Team

- New Business
- Brand Consulting

- Gui design
- Ui/ux design
- Publishing scripting

- UI/UX Consulting
- Service Planning
- Management

- Program 
development

- CMS development

- New business system 
- development
- 전자출결시스템
- 학생이력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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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경험과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Next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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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경험과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어제의 성공 방식에 머무르지 않는 오늘의 시대와 브랜드에 가장 적합한 Next Solution을 제안합니다. 

이력, 상담, 진단, 취업,
현장실습, 통계 관리

NCS기반
학생이력관리시스템

온라인 플랫폼 통합관리
시스템 (특허 보유)

비콘, 블루투스, 인증키 등을 통한
출석 관리 (특허 보유)

전자출결시스템
CMS

(콘텐츠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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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er의 시각과 역할

Brand 
Br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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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Consulting

내. 외부고객의 다양한요구를효과적으로 운영·관리 할수있는브랜드컨설팅과 Next Solution을 통해
커뮤니케이터의 시각이 아닌브랜더의 시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Brand
Management

Intergrated
Marketing Goal

CMS
(콘텐츠통합
관리시스템)

NCS기반
학생이력
관리시스템

전자출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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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통합 플랫폼으로의 전환

Paradigm 
Shift



13

BVS의 Next Solution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부의 모든 부서와 협업 진행하여, 체계적 유지/관리가 가능한 통합관리 시스템구축전반의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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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PROJECT

Brand
Consulting

Integrated
Marketing
Goal

CMS
(Contents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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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한출석관리

. 휴ᆞ보강 기능

. 공결관리

. 학기마감

전자출결
관리시스템

통합전산센터
이관 및

성능 테스트

내·외부
(행정망, 인터넷망)

연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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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다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브랜드가 직면한 진짜 문제를 함께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 담당자와 안정적인 사업관리 기반으로 고품질의 IT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등급별

구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 기술자

합계

인원

-

11

8

5

5

29

%

-

38

28

17

17

100

기술인력현황 (정규직 29명)

구분

전략기획

디자인

퍼블리셔

개발

경영지원

임원

합계

인원

8

5

3

9

1

3

29

%

28

17

10

31

4

10

100

Our Members

초급

17%
특급

38%

고급

28%

중급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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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17%

BVS는 e-Business의 컨설팅 및 구축, 운영까지 통합디지털마케팅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lient

University

55%

Public &
Corporation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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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고객과 함께 성장한지 어느덧 16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고객이 만들어주신 기회의 링에서

많이 도전하고 성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BVS가 추구하는 전략이자

핵심가치입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디자인의 도리를 공유하고,

그 사명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뛰어

지속적 성장을 위한 가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Company

Establishment

Business Area

Number of Staff

Capital Stock

Office Address

Website

Contact info

비브이에스㈜

2005.07.01 (17년 7개월)

Brand strategy . Web Development & Maintenance   

29명 (2023년 1월 기준)

2억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6길 10 4층

www.bvs.co.kr

Tel. 02 2039 1240  Fax. 02 2039 1244

Sustainable Growth with Best Value 

일반현황

http://www.bv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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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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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증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소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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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및인증

ISO 9001 : 2015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인증[특허증] 전자출결시스템 특허증 [특허증] 홈페이지콘텐츠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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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1등급및전자정부프레임워크호환성인증

CMS GS 1등급인증서 전자정부프레임워크 4.1호환성 2레벨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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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및인증

홈페이지구축기술역량우수기업인증 벤처기업인증이노비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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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대학및공공기관홈페이지 CMS 블루투스를이용한전자출결방법및그시스템 학생경력및이력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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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증

SMART INSTALL BVS : 상표등록 PUSH TRANS : 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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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증

비브이에스 : 상표등록 BVS (Bayview Strategics) : 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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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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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 구축 (23년 02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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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 구축 (23년 02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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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 운영, SM, 유지보수사업 (23년 02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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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인증마크획득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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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웹어워드수상

정부기관분야 대상

해외경제정보Dream
금융일반분야 대상

한국기업평가
사이버대학분야 대상

고려사이버대학교입학지원센터
비영리기관분야 최우수상

한국커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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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웹어워드수상

공공부문통합대상

KAC한국공항공사
의료부분통합대상

부산대학교병원
사이버대학분야 대상

고려사이버대학교
공공기관분야 최우수상

빅카인즈(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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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2020년도웹어워드수상

대학분야최우수상

대림대학교
사이버대학분야 대상

국제사이버대학교
공공기관분야 최우수상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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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WEB 2019 Awards 수상

GRAND PRIZE (GW202002210001)

서울디지털대학교
WINNER PRIZE (GW201801290003)

세종사이버대학교
WINNER PRIZE (GW201903280002)

신구대학교
WINNER PRIZE (GW202004060028)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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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웹어워드수상

교육기관부문 통합대상

신구대학교
사이버대학부문 대상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대학부문 최우수상

세종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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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웹어워드수상

교육기관부문 통합대상

여주대학교
KIPFA 특별대상

일자리위원회
사이버대학분야 최우수상

세종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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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Development

Development Team

UI/UX Consulting

Service Planning

Management

Planning Team

GUI Design

UI / UX Design

Publishing Scripting

Design Team

Management Support 
Team

조직구성 Organization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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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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
Management

기획
디자인
기능개선
개발

Maintenance

주요사업내역 What we do

운영구축UX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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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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통합 시스템 구축

- 신구대학교 전체 홈페이지 통합 시스템 구축

- 여주대학교 전체 홈페이지 통합 시스템 구축

- 숭실사이버대학교 모바일 LMS 구축

2017

- 세종사이버대학교 LMS 시스템 고도화

- 중앙대학교 중앙인 커뮤니티 리뉴얼 구축 / 운영

- 서일대학교 전체 홈페이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성덕대학교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한국영상대학교 진단&상담테스트 구축

- 대학교 전자출결관리시스템 구축

2021

- 고려사이버대학교 전체 홈페이지 구축

- 중앙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UI&UX 개편 사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포탈 및 LMS UI&UX 개편사업

- 신구대학교 신구학사, 우촌학사 홈페이지 구축

- 대림대학교 마이스터대 홈페이지 구축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메인 및 서브 UI&UX 구축

2022

- 신구대학교 학과 인트로 개편 사업

- 한양여자대학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 삼육보건대학교 홈페이지 CMS 구축사업

-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CMS 구축사업

- 인덕대학교 ESG 조직성과 공유 창구 오픈 플랫폼 구축

- 서울사이버대학교 포탈 고도화 및 하이브리드 앱

구축 사업

- 대림대학교 부속기관 홈페이지 고도화 건

(취업포털 및 평생교육원)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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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내역

2020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디자인 운영

- 한국커피협회 고도화 개발 및 홈페이지 운영

- 한국공항공사 전체 홈페이지(사이버포탈) 구축

- 2020년 산재예방 정보시스템 통합사업

(시큐리티 어플리케이션 개발)

- 금융거래데이터 연구소 홈페이지 디자인 UI&UX 구축

-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분석포탈 시스템 구축

2019 ~ 2018

- 원자력안전위원회 통합 홈페이지 구축

- KEDI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 LG 인화원 DigitalLearningPlatform 시스템 구축

- 에어필립 반응형웹 사이트 구축

- 강릉아산병원 전체 및 척추센터 사이트 구축

- ㈜COMMAX 홈페이지 반응형 및 다국어 구축

2017

- 문화체육관광부 ‘위클리공감‘ 사이트 구축

- 경제지식박물관 사이트 디자인 구축

- 일자리위원회 및 일자리신문고 시스템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고신문 검색 서비스 구축

-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사회공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포털 위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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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응용SW개발1단계)-업무포탈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응용SW개발1단계)-UI&UX

- 대외경제정보 통합플랫폼 구축(1단계)-업무포탈

- 대외경제정보 통합플랫폼 구축(1단계)-관리자

- 아즈라 반응형웹(워드프레스) 홈페이지 구축

- 산재예방 시큐리티 앱 어플리케이션 고도화 사업

- 한국커피협회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사업

2022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응용SW개발1단계)-업무포탈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응용SW개발1단계)-UI&UX

- 서진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반응형웹 구축

- 한국기업평가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 삼일그룹 통합 홈페이지 신규 구축

- 대외경제정보 통합플랫폼 구축(2단계)

Public Office · Corporation ·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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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내역

공공기관, 대학교, 브랜드 등 다양한 브랜드 연간 운영 대행

대통령실
2023.01.01 ~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운영

여주대학교
2017.06.14 ~ 현재

여주대학교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동아방송예술대학
2014.11.13 ~ 현재

학생이력관리시스템 및 전자출결시스템, 
진단&상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한양여자대학교
2017.03.01 ~ 현재

전체 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 용역

연간운영

서일대학교
2017.06.19 ~ 현재

홈페이지 운영 및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05.01 ~ 현재

빅카인즈 분석포탈 UI&UX 
운영

대림대학교
2022.03.01 ~ 현재

대림대학교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한국커피협회
2020.01.01 ~ 현재

홈페이지 운영



41

주요프로젝트

대통령실홈페이지
운영및고도화
사업

2023.01 ~ 2023.12

https://www.president.go.kr

운영 및 고도화를 안정적으로 수행을 목적으로

대통령실 홈페이지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중단 운영을 위한 방안을 이슈별로 수립하여 진행하며, 

전체 운영 업무를 매뉴얼화를 통해 운영 업무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구성하고 있으며, 국문/영문 메인 디자인 변경을 통한 홍보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사업을 동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kca-coffee.org/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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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젝트

삼일그룹
반응형홈페이지
구축

2022.04 ~ 2022.09

http://www.esamil.com

삼일 그룹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고객도 홈페이지를 통해

삼일 그룹의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 형식의

구성하였습니다. 공장, 설비 이미지를 적극 활용한 높은 퀄리티의

디자인으로 기업의 규모를 극대화 하여 브랜드 인지도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UI/UX 설계를 통해 원하는 콘텐츠로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구성하였으며, 반응형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운영과

더불어 모바일, 타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사용성이

유연한 UI/UX를 제공하였습니다.

http://www.kca-coffee.org/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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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젝트

인덕대학교
홈페이지
CMS 구축사업

2022.09 ~ 2023.02

https://www.induk.ac.kr

‘산학일체형 직업교육혁신 선도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Creative Platform’ 대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스마트 고숙련·창의·협력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대학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최신 트랜드 및 기술 도입과 인덕대학교만의 의미 전달을 통한

브랜딩 채널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https/dream.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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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젝트

삼육보건대학교
홈페이지
CMS 구축사업

2022.07 ~ 2022.12

www.shu.ac.kr

영상 비주얼과 다양한 홍보 컨텐츠를 활용하여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보건의료리더를 양성하는

삼육보건대학교의 브랜드를 재정립하였습니다.

https/dream.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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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젝트

KOTRA
대외경제정보
통합플랫폼구축
(2단계)

2022.04 ~ 2022.12

dream.kotra.or.kr

사용자 중심의 정보체계와 콘텐츠 전달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통합 온라인 플래폼 구축하였습니다.

해외 진출 관련 정보가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 등에 산재되어

수출기업 및 해외투자 기업에 필요정보 확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기업 특성에 적합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2 웹어워드
정부기관분야 대상

https/dream.kotra.or.kr


48

주요프로젝트

한양여자대학교
홈페이지재구축
사업

2022.05 ~ 2022.12

www.hywoman.ac.kr

한양여자대학교의 가치와 철학을 기반으로 최신 트랜드의

디자인 적용으로 대학의 Branding의 Storytelling하여,

학생들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미래를 이끌어 가는 젊은 대학교의

브랜드로 리디자인하였습니다.

https/dream.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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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젝트

한국기업평가
반응형홈페이지
구축

2022.01 ~ 2022.09

http://www.rating.co.kr

차세대 KRIS 시스템을 고려한 새로운 고객 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한국기업평가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였습니다.

모든 디바이스에서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구성하여

사용자 접근성을 높였으며, 워크플로우 형식의 업무화면 구성으로

실행에서 완료까지의 단계별 화면들을 수행 가능하도록

효율성 있는 UI디자인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특성별/종류별 업무화면 등을 통합하거나 재배치하여

효율성 있는 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도록 화면 패턴을

제공하였습니다.

2022 웹어워드
금융일반분야 대상

http://www.kca-coffee.org/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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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젝트

아즈라반응형웹
홈페이지구축

2021.12 ~ 2022.03

www.azla.co.kr

http://www.kca-coffee.org/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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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젝트

한국커피협회
반응형홈페이지
구축

2021.04 ~ 2022.01

www.kca-coffee.org

한국커피협회는 커피관련 교육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내 커피 산업의 발전에 앞장서고 글로벌 커피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커피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웹사이트 리뉴얼을 통해 한국커피협회에 특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와 운영자에게 안정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022 웹어워드
비영리기관분야 최우수상

http://www.kca-coffee.org/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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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젝트

KOTRA
대외경제정보
통합플랫폼구축

2021.02 ~ 2021.12

dream.kotra.or.kr

해외수출의 전문성과 경험을 제공하고 탐색하기 위한

코트라의 온라인 플랫폼 신규 서비스입니다. 

간결하고 직관적인 UI로 콘텐츠 탐색에 편리함을 제공하여

콘텐츠 집중도를 높여주었습니다. 해외수출 및 투자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서비스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https/dream.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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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학교
포탈및 LMS 
UI&UX 고도화

주요프로젝트

2021.07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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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분석포탈
시스템반응형웹구축

주요프로젝트

2020.09 ~ 2020.12

www.bigkinds.or.kr

이번 사업은 빅 카인즈의 독보적인 뉴스 빅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춘 사용자 환경 및 경험을

강화하고, 사용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시스템· 관리도구를

개선하여 뉴스 시장 확대를 위한 빅 카인즈-뉴스 마켓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을 목표도 제작하였습니다.

2021 웹어워드
공공기관분야 최우수상

http://www.big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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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젝트

금융데이터거래소
홈페이지 UI&UX 
기획및디자인
홈페이지구축

2020.09 ~ 2020.11

www.findatamall.or.kr

금융데이터거래소는 금융권 데이터를 유통 전 단계인

상품등록·검색, 거래계약·결제, 데이터분석·송수신에 걸쳐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유통 전 단계 지원, 데이터 원격 분석환경 제공, 

안전한 거래 시스템 구축, 정보 집합물 결합입니다.

http://www.findatamal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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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젝트

2020년산재예방
정보시스템통합사업
(시큐리티어플리케이션개발)

2020.06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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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젝트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통합개편

2020.05 ~ 2020.12

www.airport.co.kr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와 함께 4대 핵심서비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항공-관광 융합 플랫폼 구축,  최신 기술 및 트렌드 적용을

통하여 안정적인 구축 및 운영환경을 구성하고 IT 환경 변화에

따른 사용자 맞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항공-관광 융합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목표로 제작하였습니다.

2021 웹어워드
공공부문 통합대상

http://www.air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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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젝트

부산대학교병원
메인및서브
UI&UX 개편

2020.03 ~ 2020.07

www.pnuh.or.kr

부산대학교병원의 대내외 이미지 강화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 된 UX/UI 설계를 통해 의료 통합 브랜딩 웹사이트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양한 정보의 연계와 사용성(UX)에 기반을 두어 정보 전달력을

강화하고, IT환경 변화에 따른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통한 의료

통합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2021 웹어워드
의료부문 통합대상

http://www.pnu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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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젝트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개편및
다크사이트구축

2019.07 ~ 2019.11

www.nssc.go.kr

브랜딩 전략에 맞는 차별화된 이미지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원안위의 특장점을 공유할 수 있는 특화 콘텐츠를 구성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공감과 소통의 네트워크로 사용자와 정보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정보습득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2020 웹어워드
공공기관분야 최우수상

http://www.ns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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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젝트

LG Leadership 
Academy LMS
구축
2018.11 ~ 2019.07

www.lgacademy.com

http://www.lgacade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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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젝트

2021.03~2021.08

연성대학교학과개편
2022.04~2022.10

신구대학교학과인트로개편사업
2021.10 ~ 2022.01

신구대학교우촌학사
2021.05~2021.12

고려사이버대학교홈페이지구축사업

대림대학교홈페이지통합개편구축사업

2020.01~2020.06

국제사이버대학교학습관리시스템(LMS) 
고도화사업 2019.07~2020.01

서울디지털대학교홈페이지개편사업

2021.06

경기과학기술대학교전체통합홈페이지구축

2019 웹어워드 사이버대학분야 대상

2020.07~2021.02

2020 웹어워드 사이버대학분야 대상

2021 웹어워드 대학분야 최우수상

2021, 2022 웹어워드 사이버대학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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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젝트

2020.01~2020.03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학
2019.04~2019.10

경인여자대학교대학홈페이지구축
2019.03 ~ 2019.06

인하대학교입학홈페이지리뉴얼
2018.09~2019.02

신구대학교전산, 대학및학과홈페이지개편

2018.05~2019.02

세종사이버대학교홈페이지구축사업
2017.06~2017.11

여주대학교홈페이지개편사업
2017.06~2017.12

세종사이버대학교 LMS시스템고도화

2018.07 ~ 2018.11

숭실사이버대학교모바일캠퍼스리뉴얼및
어플리케이션개발

2018 웹어워드 사이버대학분야 최우수상

2019 웹어워드 교육기관부문 통합대상

2019 웹어워드 사이버대학분야 최우수상 2018 웹어워드 교육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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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프로젝트

2018.04

3·1운동 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티저사이트구축 2018.06 ~ 2018.11

중앙대학교대표홈페이지개편
2018.06 ~ 2018.11

중앙대학교평생교육원홈페이지구축
2012.07 ~ 2019.12

강릉아산병원홈페이지통합개편

2017.09 ~ 2018.03

연성대학교홈페이지통합개편
2017.11 ~ 2018.02

인덕대학교그룹웨어구축
2017.08 ~ 2011.11

일자리위원회홈페이지구축

2018.01 ~ 2018.04

에어필립 LCC 항공사홈페이지구축

2018 웹어워드 Kipfa 특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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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정책포탈홈페이지
구축및위탁운영

주요프로젝트

2013.07 ~ 2017.12 

2017

문화체육관광부위클리공감홈페이지구축
2017.03

한양여자대학교홈페이지통합개편
2017.01 ~ 2021.04

서일대학교홈페이지통합개편

2016

국립중앙도서관고신문 LOD 시스템구축
2016

인덕대학교홈페이지통합개편
2015

국민대학교입학홈페이지개편

2016

T&D Soft 홈페이지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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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방송예술대학교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주요프로젝트

2015

순천향대학교입학홈페이지개편
2016

청성애원홈페이지구축

2014.11

2016.01 ~ 2016.12

Kt그룹사회공헌홈페이지구축및운영

2014.07 ~ 2014.12

특허청 IP-BIZ 및 LOD 홈페이지구축
2014.04 ~ 2015.02

대체숙박업홈페이지및예약시스템구축
2015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홈페이지구축

2014.10 ~ 2016

이스타항공모바일홈페이지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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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및중앙인커뮤니티
구축연간운영대행

중원대학교전체홈페이지구축및운영

주요프로젝트

2014 ~ 2018.02

코맥스홈페이지개편및운영
2013 ~ 2018

신한대학교전체홈페이지구축및운영
2013 ~ 2021 2013 ~ 2017.02

국제대학교전체홈페이지구축및운영

2013

엔터식스홈페이지구축

2012
2011

크라제버거영문홈페이지구축

2013 ~ 2014

동국대학교입학홈페이지구축 E-mart Boons Shopping Mall 
디자인제작

2016.06 ~ 2021



F i r s t t o l a s t

THANK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