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WEB Introduction

Service
신뢰할 수 있는 웹 디자인 & 웹 솔루션 기업
소비자 경험 분석을 토대로 비즈니스 차별화를 위한 독창적이고 강력한 가치를 만듭니다.

KIPFA Web Awards Finalist
2013 웹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 수상
요거프레소-www.yogerpresso.co.kr
2012K-Awards 2개 부문 최우수상 수상
NSOK-www.nsok.co.kr
기후변화연구대응센터-www.crik.re.kr

반응형 웹 개발 전문기업
자체 개발 CMS 솔루션 보유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KIDP 인증 디자인 전문회사

워드프레스 전담팀 운영
최신 디자인 트렌드 연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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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CX Design
Leading
Company
2009년 법인설립 후 1,200여건의 프로젝트를 수행

회사명

㈜ 헬로웹

사업분야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인터넷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멀티미디어 개발, 제조 및 서비스, 인터넷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대표이사

김창기

설립

2007년 11월

법인전환

2009년 07월 10일

자본금

5천만원

해 왔습니다.

웹사이트

홈페이지 : www.helloweb.co.kr
워드프레스 : www.hellopress.co.kr
블로그 : blog.helloweb.co.kr
Helloweb Global : www.helloweb-hi.com

주소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6로 66 퀸즈파크텐 A동 1008호

전화/팩스번호

TEL. 1661-6394 / FAX. 070-4325-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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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Time Line of Helloweb
2015

2012

12

반응형 CMS 솔루션 개발완료

12

2012 K-Awards Finalist 서비스 부문 : NSOK

12

W3C HTML5 Conference 2015 in Seoul

01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07

2015 창립기념일 맞이 워크샵

03

Word Camp in London 참가

2014

2011
10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4건 취득

03

모바일 솔루션 개발 완료

11

2014 추계 워크샵

09

헬로웹 홈페이지 4차 리뉴얼, 반응형 쇼핑몰 솔루션 개발완료!

09

글로벌 모바일 비전(GMV) 전시회 참가

2010.09

소셜커머스 솔루션 제작 완료

03

Adobe Creative Cloud, Google Web Conference

2010.06

쇼핑몰 솔루션 제작 완료

2009.11

CMS 솔루션 제작 완료

2009.07

(주)헬로웹 법인전환

2007.11

헬로웹 설립

2013
12

2013 Web Award Korea Finalist 수상작 (주)현진푸드빌의 요거프레소

10

2013 추계 워크샵

01

벤처기업 인증

200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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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
웹 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 수상 경험
웹 어워드 코리아 수상, K-Awards 2회 수상

KIPFA Web Awards Finalist 2013
웹 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 수상

KIPFA Web Awards Finalist 2013
웹 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 수상

Yogerpresso Website Renewal-

NSOK-nsok.co.kr

www.yogerpresso.co.kr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crik.re.kr

웹 어워드 행사는?

K-Awards는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관하고 약 2,000여명

한국웹에이전시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웹사이트

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평가 시상식입니다.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2012년 진행된 시상식에서 2개 부문

국내 최고의 웹사이트 평가 시상식 입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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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320 여건의 반응형 웹 프로젝트 수행
최근 프로젝트의 95% 이상의 반응형 웹 프로젝트로, 반응형 웹 개발 전문 기업이라 자부합니다.

반응형 웹 디자인
워드프레스 개발
2012년 부터 워드프레스에 대한 연구를 시작,
2014년 워드프레스 팀을 신설 후
헬로프레스 ( hellopress.co.kr )를 런칭하였습니다.

모바일 웹 사이트를 별도로 제작하여 두개의 웹 사이트를 관리하는
형태가 아닌 하나의 웹 사이트로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개발 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웹 디자인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필수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테마(Theme) 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형태가 아닌,
직접 테마를 개발하는 형태로 프로젝트 진행 중 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 웹 호스팅
2009년 설립 후 약 1,200 여개의 프로젝트를 수행,
약 800 여개의 웹 사이트를 웹 호스팅 및 유지관리 서비스 중입니다.

HELLOWEB Introduction

Certification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프로그램 등록증 4건 및
디자인 전문회사 인증(KIDP)

인증일

2013.01.07

기관

벤처기업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인증일

2012.01.26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번호

제 2012110139호

프로그램 등록증 4건 보유
평가기관

한국 저작권 위원회

등록내용

ASP용 암호화(Hash) 컴포넌트
ASP용 Whois 정보(도메인 정보) 조회 컴포넌트
ASP용 IDN(PUNY CODE) 변환 컴포넌트
헬로웹 CMS 솔루션

자체개발 웹 솔루션
반응형 쇼핑몰 솔루션
헬로웹 반응형 CSM솔루션
웹 메일 솔루션
호스팅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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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voucher
2018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KOTRA,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을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장려, 돕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사업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 입니다.
사업 진행은 선정된 수행기관과 진행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제작 분야에 헬로웹이 선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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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usiness
헬로웹 하이 오픈 및 해외진출
헬로웹의 글로벌 사이트 www.helloweb-hi.com 을 2018년 7월 오픈하였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의 유수 웹 에이전시와 경쟁하고 Global brand 업체들과의 Partnership 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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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management system
헬로웹 CMS 솔루션
자체 개발한 헬로웹 CMS 솔루션은 반응형 관리자 모드 및 페이지 관리 기능을 지원합니다.

Drag & Drop 으로 페이지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관리를 직접 할 수 있으므로, 유지보수 비용 및 시간 절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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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merce
헬로웹 쇼핑몰 솔루션
자체 개발한 헬로웹 쇼핑몰 솔루션은 국내 최초로 반응형 쇼핑몰을 구현하였습니다.

주요 기능
반응형 웹 환경 구현
스마트폰 결재 기능
관리자 / 부관리자 관리
네이버 체크아웃 연동
디자인관리
상품관리
주문관리
회원관리
고객센터 관리 및 통계 등

Project
Experience
반응형 웹 사이트, 모바일 등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의 노하우로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ELLOWEB Project

ELENSILIA
Responsive Web / Mobile

www.elensilia.com

Overview
달팽이 크림, 인트라셀 마크스팩 등 다양한 뷰티 전문 제품을 공급하는
ELENSILIA 공식 웹 사이트입니다.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하고,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에서도 편리하게 이
용 가능 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UI 및 컨텐츠 구성 등을 컨텐츠 제품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제품 콘텐츠 관리에 중점을 두고 간결하고도 심플한 컨셉으로
제작 하였습니다.

HELLOWEB Project

PNIX

Responsive Web / Mobile

www.pnixgames.com

Overview
캐주얼 스포츠 게임 '아처리킹‘ 및 '볼링킹‘ 등의 게임 개발사로 잘알려진
글로벌 캐주얼 모바일 게임 회사 PNIX 공식 웹 사이트입니다.
국/영 다국어 서비스가 적용되어있고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하여,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 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사이트 디자인과 다른,
최신 트렌드 디자인 스타일로 PNIX만의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회사 사이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컨텐츠인 '게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각 컨텐츠의 제공 부분을 주력으로 하여
심플하면서도 PNIX만의 아이덴티티를 추구할수 있도록 디자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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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KOREA
Responsive Web / Mobile

www.gakorea.or.kr

Overview
GAKOREA는 재무설계서비스 전문 회사로
국내 GA업계 최대 규모의 금융판매전문회사의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국내 사용자 환경에 맞춘 개발을 목표로 제작되었으며
반응형 웹 디자인을 적용하여,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 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기업의 이미지와 제품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레이아웃을 깔끔하게 정렬하고, 메뉴구성을 상단에 고정으로 구성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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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Responsive Web / Mobile

www.pybook.co.kr

Overview
1952년 설립되어 법학, 경영, 경제, 창업, 통계, 검인정교과서 등
도서 전문 출판사인 박영사의 공식 웹사이트 입니다.
최대한 사용자에게 정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반응형 웹 디자인을
도입 하여,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 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전세계의 모든 관련 분야의 다양한 책을 부각하기 위해
구글 번역 시스템 연동을 통한 다국어 서비스가 적용되었으며,
다양한 도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각종 도서 관련 콘텐츠의
제공 부분을 주력하였습니다.

HELLOWEB Project

생협

Responsive Web / Mobile

www.happycoop.or.kr

Overview
조화와 협동,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친환경 유기농 전문 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식 웹사이트 입니다.
반응형 웹 디자인을 도입 하여,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 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생협 소비자를 고려한 컨텐츠 구성 및 디자인 등 정성으로 키워진 신선한
유기농 농산물을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전해 드린다는 목표로
신뢰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제작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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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X
Responsive Web / Mobile

www.sonaxkorea.com

Overview
오랜 전통을 지낸 독일 브랜드로 왁스, 광택제,
코팅제 등 자동차 내 외장 관리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 프랜차이즈
SONAX의 공식 웹사이트 입니다.
반응형 웹 디자인을 도입 하여,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 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선호하는 심플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디자인 했으며,
사용자가 사이트의 아이덴티티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임팩트 있는 컨텐츠 이미지 비쥬얼로 구성했습니다.

HELLOWEB Project

poled

Responsive Web / Mobile

www.poled.co.kr
mall.poled.co.kr

Overview
현대자동차의 카시트 브랜드 Poled 웹 사이트 입니다.
반응형 웹 디자인을 도입 하여,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 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직관적인 디자인, 또한 적절한 동영상 및 모션효과로 이용
자에게 표현하고자 했던 실제 차량 충돌 테스트 과정을 거친 제품임을 전
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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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월드제약
Responsive Web / Mobile

www.bcwp.co.kr

Overview
의약품, 마취통증, 바이오 벤처 등 완제 의약품 제조 전문 글로벌 기업
비씨 월드 제약 공식 웹 사이트 입니다.
반응형 웹을 도입 및 적용하였으며, 국/영 다국어 서비스가 적용되었고,
관리자가 페이지를 손쉽게 별도로 관리와 운영이 가능합니다.
보험코드가 함께 제공되는 제품 정보 프로그램과 검색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와 관리자 모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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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JAVA
Responsive Web / Mobile

www.tsjava.com

Overview
종합욕실 전문기업 TS JAVA 공식 웹 사이트 입니다.
전세계 대상으로 국/영 다국어 서비스가 적용되었으며 반응형 웹으로 구
성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및 SNS 사용 증가로 동영상은 누구나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영상과 Motion 효과를 적절히 활용하여
보는 재미를 주면서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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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C
Responsive Web / Mobile

www.spacec.co.kr

Overview
라비다, 자인, 텐세컨즈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는 있는 기업인
코리아나 화장품에서 운영하는 전시관인 스페이스씨 홈페이지의
리뉴얼 웹 사이트 입니다.
반응형 웹 디자인을 도입 하여, 국/영 다국어 서비스가 적용되었습니다.
손 쉽게 작품 갤러리들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관리자 모드를 커스터마이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HELLOWEB Project

ToPresso
Responsive Web / Mobile

www.topresso.com

Overview
에스프레소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TOPRESSO 공식 웹 사이트 입니다.
최신 디자인 트랜드 반영, 반응형 웹 디자인 구현과 매장 찾기 및 쇼핑몰
기능 구현이 주요 핵심을 중점에 두어 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매장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지도 API 서비스와 매장 정보 DB 를 융합하여 손쉽게 가까운 매장을
찾아 갈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www.topresso.com/site/store/search

HELLOWEB Project

YogerPresso
Responsive Web / Mobile

www.yogerpresso.co.kr

Overview
[ 2013년 웹 어워드 코리아 프랜차이즈 분야 최우수상 수상 ]
트렌디한 시즌별 디저트, 커피 등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
YOGERPRESSO 브랜드 공식 웹 사이트 입니다.
국내 사용자 환경에 맞춘 홈페이지로써 YOGERPRESSO 만의
시그니처 제품 과 컨셉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디자인 속에
제품 사진을 사이드로 배치하였습니다. 제품 정보 또한 필요한 정보만
최소화 하였고, 제품 전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HELLOWEB Project

아세아시멘트
Responsive Web / Mobile

www.asiacement.kr

Overview
국내 최고의 시멘트 생산 제조 업체 아세아시멘트 설립 50주년 기념
리뉴얼 공식 웹 사이트 입니다.
50년사 홈페이지, 웹진(E-book), 사이버 제조공정 등
반응형 웹 디자인을 도입 하여,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 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국/영 다국어 서비스 적용, 실시간 주가정보를 연동할 수 있는
IR 서비스를 다국어로 적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HELLOWEB Project

동양대학교
Wordpress

blog.helloweb.co.kr/583/

Overview
동양 대학교의 각 학과 23개의 웹 사이트를 통합 구축 하였습니다.
워드프레스를 기반으로 학과 테마를 개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멀티 사이트 기능을 통해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가지 다른 UI 의 테마를 개발, 각 학과별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모든 페이지 및 구성요소는 관리자가
직접 손쉽게 관리 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위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ELLOWEB Project

(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Responsive Web / Mobile

www.esco.or.kr

Overview
환경 변화와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상호협력을 주력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사업의 선두주자인 (사)ESCO협회의 공식 웹 사이트 입니다.
공공기관 특성에 맞게 화려함을 배제한 심플하고 미려한 디자인을
목표로 반응형 웹으로 제작하였으며,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할수 있습니다.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을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관리의 효율
성을 높이고, 좌측 메뉴를 사용하지 않아, 컨텐츠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상단 이미지 영역 아래에 하위 메뉴를 탭 메뉴 형태로 배열하므로써,
사용자가 찾기 쉽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화살표 클릭을 통해 페이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Fun & Easy 효과를 주어 웹 사이트 체류 율을 증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