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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DECO9

회사소개

데코나인은 e-Business 구현을 위한

회사로 단순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는 창의적 사고능력, 다양한 구축 경험으로

WEB Total Service 전문

검증 받은 프로젝트 수행 능력, 튼튼한 파트너쉽, 신뢰받는

웹 에이전시가 아닌, 전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도록

을 토대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e-Business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년 경력

환경에 맞게 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우리 고객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설계와 기술력, 분야별 전문가 구성으로 최상의 결과물을 보여드릴

우리 고객의 이익을 먼저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가장 적합한 방법론을 제시

것을 약속합니다.

하고 실천함으로써 고객이 다시 찾는 기업이 되도록 평생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회사명

(주)베스트이비아이

대표

이선주

사업분야

웹사이트 구축,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통합사업,

기업신용등급

B등급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 511호(삼성IT밸리)

직원수

15명

설립일

1999년 06월 01일 (2004년 01월 법인전환)

홈페이지

www.deco9.co.kr

연락처

02 786 0920 FAX 02 786 0921

이메일

lee@deco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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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DECO9

회사연혁

1999

데코나인 설립

2009

현대정보기술 협력업체 선정
전자신용인증서 기업신용등급 B등급 발급
(DCC200709000746)

2004

데코나인 법인전환 - (주)베스트이비아이
우리문화원형 디지털복원 문화콘텐츠닷컴 등재

201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제2020-0433-01067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0010-2022-291282)

(수영,궁궐,형구,목조건축,앙코르왓)

소프트웨어사업자 확인서 발급(B22-239871-001)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제0111-2020-13352호)
대한적십자사 정기후원 가입

DECO9 2

About DECO9

주요실적

2022

2020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리뉴얼(법무부 산하기관)

2016

서초아르누보호텔 다국어(웹접근성)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리뉴얼(전국 58개 센터)

JTBC2 색다른 드라마(반응형)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한국생활안전연합(웹접근성)

외국인력상담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기관)

서울시민 건강포털(웹접근성)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새활용플라자 쇼핑몰 구축

원주기업도시 원주U-시티 포털 (웹접근성)

한미약품 HMP몰 홈페이지 운영관리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지도정보시스템

인천시 연구구청 홈페이지 운영관리

청구성심병원(웹접근성)

가현문화재단

MBC "M톡“ 25부작 인포그래픽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2014

롯데카드 인트라넷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IOT협업센터

제2회서울도시농업박람회(웹접근성)

대한심폐소생협회(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대한적십자사 RCY역사관(웹접근성)

Iot융합지원센터, Iot이노베이션챌린지

서울시민 건강포털(웹접근성)

SK하이닉스 운영관리 디자인 개발

원주기업도시 원주U-시티 포털 (웹접근성)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지도정보시스템

2018

SK하이닉스 통합관제 디자인 개발

청구성심병원(웹접근성)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법무부 산하기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58개 센터)

2012

대한적십자사 통합 (웹접근성)

스마일공익신탁

대한적십자사 본부 (웹접근성)

파이디지털헬스케어

대한적십자사 후원 (웹접근성)

키친박스(웹접근성)

대한적십자사 봉사 (웹접근성)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벤트(웹접근성)
2012여수세계박람회 운영인력선발 (웹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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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실적

2010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 통합관리 포털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검진

2007

방위사업청 조함정보 포털
교통안전공단 내부업무포털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YBM유학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본부

SK 커머스플래닛
현대 다이모스

2009

국가보훈처 본부
국가보훈처 꾸러기보훈광장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광장

2008

2003

기독교방송국 CBS
성문출판사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제너시스 프랜차이즈 10개 사이트 구축(BBQ 외)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태창가족 프랜차이즈 5개 사이트 구축(쪼끼조끼 외)

국가보훈처 커뮤니티

천주교서울대교구 사목국

경남기업

2000

신동방

현대그룹인재개발원

남영전구

지스타2008 국제게임전시회

2003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

외교통상부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정보시스템

1998

고양꽃전시관
2000 고양세계꽃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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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데코나인은 고객에게 최적의 가치를 제공하는 e-Business 파트너로 수많은

관공서와 기업들이 데코나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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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DECO9

특장점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고급,

1.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의 검증된

중급 경력 프로젝트 팀 구성

고급 경력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컨설팅, 작업 일정 등의 업무를 조율

2.

하게 되며 중급 경력의 메인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가 성공적인 프

3.

5.

틀에 박힌 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가
보훈처, 방위사업청, 기독교방송국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이 요
구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로젝트 완료를 보장 합니다.

최상의 디자인 퀄리티와 최신

노하우

종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체계적인

기술 구현 능력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관공서, 기업 등 다양한

4.

분야에서 많은 고객 분들이 인정해 주셨으며 정부의 의무사항인 웹

프로젝트 관리

간단한 진행 상황을 체크하기 위하여 번거로운 메일이나 전화
연락의 불편함은 이제 없습니다.

접근성, 반응형, HTML5, 크로스브라우징 과 같은 최신 기술구현

고객은 언제든지 저희 EXTRANET 에 방문하여 현재 진행중인

능력을 보장합니다.

작업의 일정과 산출물 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유지보수로 인한 고객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신속한

현재 50여 고객사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중이며 이중 상당수 업체

고객이 최우선 입니다. 간단한 텍스트 수정에 몇 시간씩 걸리는

6.

는 수년째 저희 데코나인과 관계를 지속해 오고 계십니다. 사후 유

고객응대

그런 불편함은 저희 데코나인 에서는 없습니다. 고객사의 작업
또는 기타 요청 시 최단시간 내에 일정 및 처리 결과를 피드백

지 보수는 조금의 소홀함도 없음을 약속 드립니다.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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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데코나인은 WEB Total Service 전문 회사로 웹접근성, 반응형, HTML5, 크로스브라우징 과 같은 최신

1. 웹사이트 개발

2. 웹프로그램 개발

기술 구현을 전문으로 합니다.

3. 온라인 마케팅

웹접근성

시스템 개발

바이럴 마케팅

반응형

솔루션 개발

키워드광고

HTML5

인트라넷 개발

블로그 마케팅

모바일

DB마이그레이션

•

웹접근성 운영 표준 지침

•

시스템, 솔루션 개발

•

네이버 키워드, 지역 광고

•

인증마크 획득

•

인트라넷 개발

•

다음, 네이트 키워드 광고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

•

웹보안(정부표준 암호화) 준수

•

구글 애드워즈 키워드 광고

•

W3C 웹표준 개발 규정

•

시스템 유지관리

•

블로그 마케팅

•

반응형, HTML5 구현

•

DB 마이그레이션

•

모든 브라우저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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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웹사이트 구축 방법론은 전략수립,

구축단계, 운영 및 검증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세분화된 항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합니다.

분석, 전략수립

컨텐츠 기획

운영

구축단계

전략단계
설계

검증단계
개발

검수, 시스템운영

• 자사 사이트 분석

• 컨셉 확정

• 정보구조설계

• 주요화면시안

• 기능테스트

• 경쟁 사이트 분석

• 기획

• 기본 디자인설계

• GUI가이드 작업

• 검수

• 분석/평가 리포트

• 운영기획

• 기본 시스템설계

• 상세화면 작업

• 최종 수정 검수

• 시스템 전략

• DB설계

• 실행체계수립

• 화면UI설계
• 운영설계

• 퍼블리싱 가이드작업
• HTML마크업
• 스크립트 언어 코딩
• 프로그래밍

• 스토리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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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 실서버 셋팅

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22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법무부 산하기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59개센터)

개발형태 : 웹접근성, 반응형

개발형태 : 웹접근성, 반응형

개발기간 : 2022.03~2022.06

개발기간 : 2022.03~2022.06
발주처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법무부 산하기관)

발주처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법무부 산하기관)

메인 비주얼 영역을 크게 노출시켜 기관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일러스트, 실사,

연합회 및 전국 59개 센터와 상호 컨텐츠 공유하기 기능, CMS 기능, 메뉴노출관리

컬러 등의 다양한 표현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작은 움직임

기능, 지원현황통계 기능(그래프), 심리테스트 등 관리자 편의성 증대를 우선적으로

효과로 재미요소를 표현

고려. 작은 움직임 효과로 재미요소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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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2021년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서울새활용플라자 쇼핑몰(서울디자인재단)

개발형태 :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반응형

개발형태 : 웹접근성, 반응형

개발기간 : 2021.12~2022.03

개발기간 : 2021.05~2021.12
발주처 : 서울디자인재단

발주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메인 카피 문구에 중점을 두어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의 비주얼과 컬러를 표현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국내 최초 업

하였고 빠르게 찾고자 하는 메뉴들을 비주얼 영역에 함께 노출시켜 클릭율을

사이클링 라이프스타일 편집샵)으로 쇼핑몰 구축부터 운영관리, 온라인 마케팅

최소화 하고 컨텐츠가 부각되는 디자인 구성

(정기 프로모션, 키워드광고), 입점사 정산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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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20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운영관리

한미약품 HMP몰 운영관리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형태 : 웹접근성, 반응형

개발기간 : 2020.03~2021.02
발주처 : 인천시 연수구청

개발기간 : 2020.02~2022.01
발주처 : 한미약품

연수구청 홈페이지 메인비주얼, 배너, 팝업 디자인, 평생교육센터 배너 디자인,

국내 의/약사 대상 의료 전문 포털 플랫폼으로 제품 정보, 이벤트, 신상품,

게시물 디자인 등 운영관리

기획전 등 다양한 컨텐츠 디자인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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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19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IOT협업센터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형태 : 웹접근성, 반응형

개발기간 : 2019.11~2020.2
발주처 : 국립중앙의료원

개발기간 : 2019.08~2019.10
발주처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시설 간의 연계 및

IOT관련 기업대상으로 교육신청, 기업간 협업신청을 통한 기업간 연결시스템을

업무조정,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사례 분석, 통계작성 및 관리 등의 업무

개발하고 반응형 구현으로 모든 디바이스에서 최적화 되었으며 플랫한 디자인

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

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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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18년
대한심폐소생협회(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대한심폐소생협회(교육관리)

개발형태 : 웹접근성, 반응형

개발형태 : 웹접근성, 반응형

개발기간 : 2018.01~2018.12
발주처 : 대한심폐소생협회(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개발기간 : 2018.01~2018.12
발주처 : 대한심폐소생협회(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의료인 및 일반인 심폐소생 교육기관으로 교육정보 제공 및 교육신청, 자료 및 일정검

심폐소생 교육과정 관리, 강사등록 관리, 교육현황, 강사 커뮤니티, 온라인 수료증

색, 교육기관검색, 용어사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으며 내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

발급 등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자, 강사, 운영자의 편의성 증대를 우선적

한 업무 편의성 증진 및 웹접근성 준수로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진화

으로 고려하여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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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17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법무부 산하기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58개센터)

개발형태 : 웹접근성, 반응형

개발형태 : 웹접근성, 반응형

개발기간 : 2017.01~04
발주처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법무부 산하기관)

개발기간 : 2017.01~04
발주처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법무부 산하기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원페이지 디자인으로 주요 컨텐츠를 노출하고

연합회 및 전국 58개 센터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전국 센터와의 유기적인 구

따뜻하고 감성적인 느낌의 비주얼과 컬러를 사용하여 기관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홍보

조를 통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 증

사이트로 한층 진화하였으며 웹접근성 준수와 반응형으로 구현

대를 우선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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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16년
한국생활안전연합

JTBC2 색다른 드라마

개발형태 : 웹접근성, 반응형

개발형태 : 웹접근성, 반응형

개발기간 : 2016.03~06
발주처 : 한국생활안전연합

개발기간 : 2016.02~03
발주처 : JTBC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 교육 기관으로 상세한 정보 제공 및 교육신청, 정

JTBC2 대표 컬러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여 밝고 경쾌한 컬러 느낌을 살렸으며 드라

기후원, 일시후원 신청으로 사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내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

마 주인공을 전체 비주얼로 사용하여 룩앤필을 강조하였습니다. 원스크롤 디자인 방

무 편의성 증진 및 웹접근성 준수로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진화

식으로 티져 영상 및 주요 컨텐츠만을 노출시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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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16년
키친박스(프렌차이즈)

서초아르누보호텔(다국어)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형태 : 웹접근성, 반응형

개발기간 : 2016.06~08
발주처 : 더제이케이키친박스

개발기간 : 2016.10~12
발주처 : 서초아르누보호텔

브라우저 전체화면을 사용하여 시원한 느낌과 직관적인 사용성을 고려하였으며 BI패

4개국어 사이트로 예약정보와 날씨정보 객실VR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으며 CI컬러

턴 활용으로 주요 컨텐츠를 세련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하였으며 SNS 인스

를 포인트 컬러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반응형 구현으로 모든 디바이스에서 최적화

타그램 API연동으로 실시간 정보를 노출하고 관리가 용이하여 기업 이미지를 부각하

되었으며 플랫한 디자인으로 표현

는 홍보 사이트로 한층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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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15년
원주기업도시 U-시티 포털

서울시민건강포털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기간 : 2015.05~08
발주처 : 비트컴퓨터

개발기간 : 2015.01~05
발주처 : 서울의료원

첨단의료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원주기업도시 원주 U-시티 포탈 사이트. 신체 측정 결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이 서울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 건강

과로 건강나이,피부나이, 혈관나이, 체력나이, 생활습관, 내면심리 등의 상태를 나타

관련정보를 전문가의 검증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상

내 주며 나의 데이터를 토대로 나에게 맞는 운동코스와 장소를 추천

담 및 질병의학정보, 의약사용정보, 병원 진료기관정보 등 다양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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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15년
리치앤타임

모아소프트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기간 : 2015.01~03
발주처 : 리치앤타임

개발기간 : 2015.04~06
발주처 : 모아소프트

Global System Vender와 제휴를 통한 시스템 공급 및 다년간 축적된 IT 인프라 구

종합군수지원 솔루션, 소프트웨어 솔루션, 임베디드 솔루션, RF/EMC솔루션 등의 딱

축 기술, 공공기관의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최상의 IT서비스를 제공하며 6개 사업

딱한 사업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메인 표현. 컬러는 조금 무거운 컬러를 사용하되 비

분야에 맞는 비주얼 표현과 주요 컨텐츠 배치로 사용자 편의성 고려

주얼은 무거운 실사 이미지 보다는 가벼운 픽토그램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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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15년
의료장비CRM

스마트의료지도정보시스템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기간 : 2015.06~08
발주처 : 비트컴퓨터

개발기간 : 2015.07~09
발주처 : 비트컴퓨터

의료장비 내외부 자료를 분석, 통합하는 CRM 시스템으로 기록관리, 접속현황, 장비

119대원과 의료진과의 신속한 응대 처리를 위한 온라인 의료지도정보시스템으로

현황, 장애, 보안 등의 통계를 수치가 아닌 다양한 그래프와 컬러로 표현. 수치값이 자

주요정보 및 통계, 상황판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한 내부 시스템으로

동적으로 그래프에 반영되어 노출되는 편의성이 특징

주요항목 및 현황을 픽토그램과 그래프로 표현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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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15년
유비키

청구성심병원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기간 : 2015.01~02
발주처 : 인포바인

개발기간 : 2015.03~05
발주처 : 청구성심병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APP에

메인에 많은 컨텐츠를 노출시키지 않고 심플한 디자인과 대표 컬러를 주 컬러로 주요

저장 및 이용, USIM에 저장 및 이용 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한 화면에서 단계별로 표

컨텐츠만을 표현. 메뉴는 사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진료서비스,

현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건강검진센터, 진료협력센터로 그룹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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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14년
현대홈쇼핑

롯데카드 인트라넷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기간 : 2014.01~11
발주처 : 현대오토에버

개발기간 : 2014.05~2015.01
발주처 : 롯데정보통신

대형 쇼핑몰로는 처음으로 웹접근성을 고려한 개발로 소외된 사용자를 유입할 수 있

롯데카드 내부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관리자 업무 편의성 증진 및 효율적 인

는 채널의 역할을 다하며 다양하게 진행되는 행사와 소식을 쉽게 인식하고 접근할 수

터페이스 구성을 통한 업무 효율성, 편의성 강화로 설계

있는 UI 구성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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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14년
인포그래픽_무도족의 진화
개발형태 : 인포그래픽 25부작

개발기간 : 2014.03~12

발주처

: MBC

무도족의 진화 라는 주제로 진화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표현해야 하는

누가 누가 잘났나 라는 주제로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멤버들의 표정과

컨셉으로 인류의 진화과정을 멤버들의 특징에 맞게 구성

어울리는 케리커쳐로 조금은 과장되고 우스꽝스럽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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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5개 사이트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기간 : 2013.01~12
발주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다국어

주니어건강인

건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인, 주니어건강인, 다국어, 어린이,

어린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5개 사이트 웹접근성 개발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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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13년
대한적십자사 7개 사이트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기간 : 2013.03~2014.02
발주처 : 대한적십자사

RCY역사관

혈액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 통합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본부, 후원, 봉사,교육, 혈액관리본부, RCY

후원의힘

역사관 7개 사이트 웹접근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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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12년
기업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기간 : 2012.01~12
발주처 : 해당 기업

거산PNF

오라픽스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고려한 다수의 홍보 사이트 개발

센트럴

한국저작권위원회, 거산PNF, 오라픽스, 센트럴, 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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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민

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12년
기업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기간 : 2012.01~12
발주처 : 해당 기업

2012인천K-POP콘서트

데브구루

제2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고려한 다수의 홍보 사이트 개발
서울도시농업박람회, K-POP콘서트, 데브구루, LGU+, 한마음복지관

한마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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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PGR

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4개 사이트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기간 : 2012.01~12
발주처 : 해와밀컴퍼니

마이크로사이트

운영인력통합
여수세계박람회 운영인력 통합사이트로 마이크로사이트, 운영인력통합,

함께해요

함께해요 등 4개 사이트 웹접근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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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인력

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11년
기업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기간 : 2011.01~12
발주처 : 해당 기업

현대다이모스

지스타

경남기업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고려한 다수의 홍보 사이트 개발

오토데스크

경남기업, 현대다이모스, 지스타, 오토데스크, 한국박물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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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박물관협회

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11년
기업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기간 : 2011.01~12
발주처 : 해당 기업

비즈리즈

YBM유학센터

삼성가족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고려한 다수의 홍보 사이트 개발

오토데스크

삼성가족, 비즈리즈, YBM유학센터, 오토데스크, 힐튼남해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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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튼남해리조트

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11년
관공서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기간 : 2011.01~12
발주처 : 해당 관공서

외교통상부

해외원조단체

질병관리본부 만성병관리 통합외 8개 사이트
각 관공서의 아이덴티티를 고려한 다수의 사이트 개발.

한국건강관리협회

질병관리본부 8개 사이트, 외교통상부, 해외원조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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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10년
국가보훈처 5개 사이트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기간 : 2010.01~12
발주처 : 국가보훈처

꾸러기보훈광장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이벤트

국립대전현충원

나라사랑광장
국가보훈처의 아이덴티티를 고려한 다수의 사이트 개발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광장, 꾸러기보훈광장, 국립대전현충원, 제대군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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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DECO9

포트폴리오
2010년
기업
개발형태 : 웹접근성
개발기간 : 2010.01~12
발주처 : 해당 기업

SK커머스플래닛

쇼콜라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고려한 다수의 홍보 사이트 개발

와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SK커머스플래닛, 쇼콜라디, 와바, 코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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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