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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설계부터 각 요소별로 가이드 라인을  

제작해 체계적인 결과물을 창출해 낸다.  

클라이언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됨과  

동시에 유니크한 결과물을 창출해낸다.

템플릿을 이용한 정형화된 디자인 스킨을 사용

함으로써 빠른 시간에 결과물을 대량으로 찍어

냄으로써 디자인 차별화를 꾀하기 힘들다. 

(유사한 디자인의 홈페이지가 많다)



사이트 분석 후 
견적서 작성

제작접수 및 견적을 위한 
고객요구사항 검토

계약서 작성 및 
프로젝트 착수

작업환경 세팅 및 디자인 기획, 
 자료수집

메인디자인  
시안 제작 및 컨펌

디자인 제작 진행디자인 코딩 및 프로그램 진행 
( 테스트 서버에 진행 )

프로그램 등 디버깅 테스트도메인 및 호스팅 연결 
( 정식 서버로 이전 후 세팅)

관리자등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실시 



반응형, 모바일웹, 쇼핑몰 등 트렌드에  
최적화된 웹 제작

PHP 언어 사용 유지보수 및 리뉴얼 등 
확장성에도 효율적입니다. 
( PHP, Javascript, Jquery, html5, css3, 
Bootstrap )

장기유지보수, 단기유지보수 등이 있으며 
디자인, 디자인 + 개발 유지보수로 나뉘어 집니다. 
옵션에 따라 건별, 기간별로도 나눠집니다.

동영상편집 진행 
( Final Cut Pro X, Motion5 )



1년간 웹호스팅 무료제공 
( 단 일반 홍보용 웹사이트에 한정 
쇼핑몰, 커뮤니티, 방대한  
분량의 컨텐츠 제외 )

제작완료 후 네이버 검색엔진에  
무료로 등록 

( 단 네이버 정책상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소스 제공 및  
오픈소스 환경 

제공으로 작업자라면  
누구나 수정 가능

템플릿 사용을 배제  
맞춤형으로 진행함으로써  
독립적인 디자인 창출 

* 매월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제로페이 전국 지역별 담당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배송조회 시스템 

배송관련 번호를 입력하면 담당자들 한정 조회가 가능하다. 

관리자 페이지를 개발해서 적용했다. 

엑셀파일과 연계해서 다운 받을 수도 있고 배송관련 단계별 조회가  

가능하다.



 

시설설비, 시공업체 웹사이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려 색상, 구성, 서체, 레이아웃 등  

기업에서 발행한 각종 산출물들과 디자인 연계를 고려해 제작. 

내용이 방대하고 분류가 많아 페이지내 UI를 설계에 집중했다.



 

법무법인 사이트의 느낌을 살려 약간 보수적이면서도 지적이고 

전문적인 느낌을 살렸다. 

전반적인 색감은 로고에 맞춰졌고 메인배너에 구성원들의 이미지를 

배치해 놓음으로써 신뢰감을 주려고 의도했다.

2019. 6월 론칭   

디자인 + 개발 ( PHP + HTML5 + CSS3 )



 

클라이언트의 요청으로 해외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설계했다. 

디자인 자체는 반응형 구성에 맞는 형식이지만 PC형으로만  

제작되어졌다. ( 현재는 영문 버전만 론칭됨 ) 

특히 선택옵션 등은 스크립트를 적용해서 보다 직관적이고 

국내 동종업계 사이트와 차별화시켰다.

2019. 8월 론칭   

디자인 + 코딩 ( HTML5 + CSS3 + javascript )



 

컨설팅 & 아카데미 그룹 기업 홍보용 웹사이트 

헤이즈에서 늘 추구하듯이 심플하면서 가독성 위주로 디자인을 기획. 

구성 & 형식을 통일함으로써 페이지마다 정보 습득에 익숙하도록 

설계했다. 

2018. 8월 론칭   

디자인 + 개발 ( PHP + HTML5 + CSS3 )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금 & 파우더 판매 쇼핑몰 

클라이언트의 요청으로 본사 해외공식사이트 디자인을 90% 적용했다. 

따라서 디자인은 국내 스타일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부 인터페이스나 

사용성은 국내 스타일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되어졌다. 

보이는 것과 달리 개발 기간이 오래 걸렸다.

2020. 6월 론칭   

디자인 커스터마이징 + 개발 ( PHP + CSS3 + javascript )



 

영상 및 음향장비 기업으로 디자인적 요소를 배제하고 

최대한 심플한 느낌으로 설계했다.  

컨텐츠 분량이 많은 경우는 디자인 적인 요소가 오히려 가독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2019. 8월 론칭   

디자인 + 개발 ( PHP + Boostrap + CSS3 )



 키즈 브랜드로 일반적인 샤방샤방 강력한 느낌의 디자인과 달리 

편하게 보이고 읽힐 수 있는 컬러를 선택했다. 

여러 요소들은 배경 색상과 조화로우면서 튀지 않는 컬러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했고 강조할 부분만 눈에 띄게 포인트를 넣어 중요한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의도했다. 



 국내 케잌 브랜드로 탑을 달리고 있는 빌리엔젤의 프로모션 페이지 

보다 젋고 활기찬 이미지를 통해 컨텐츠에 가장 많이 참여할 연령층을 

염두해 두고 설계했다. 



 아동 패션 전문 브랜드 프로모션 페이지로 모델의 의상 컬러에 맞춰  

전반적인 컬러와 톤을 선택. 

프로모션 디자인의 특성상 내용적인 부분에서 포인트 색상만 강조색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색상은 배경색과 유사색으로 지정했다.



 현대 자동차에서 주관하는 재즈 콘서트 프로모션 디자인 

심플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살려 고급스러우면서 약간은 무거운 

느낌으로 의도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주최한 온라인 프로모션 페이지 디자인 
모던하면서 화려하지 않게 가독성 위주의 디자인으로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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