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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디자인은창의적인디자인결과물을제공하는디자인 & 개발전문업체입니다. 

저희는전략적컨설팅, 기획, 디자인을제공하며, 홈페이지개발및모바일웹과모바일

그리고퍼블리싱개발의다양한경험이있습니다. 

차별화된브랜딩을통해고객에게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전략을제공하는

더블유디자인만의모든프로젝트를만나보세요.

2020.6~2020.10

2020.2~2020.5

2019.12~2020.2

2019.7~2019.11

2018.12~2019.6

2018.7~2018.12

2018.5~2018.7

2018.5

2018.2~2018.4

2017.11~2018.1

2017.10

2017.8 ~ 2017.9

2017.6 ~ 2017.8

2017.5 ~ 2017.6

2017.4 ~ 2017.5

LG U+ 쳇봇웹, 모바일, 하이브리드앱구축

콘텐츠웨이브 MNO 가입자 CRM Push 시스템구축

현대자동차차세대 SHE 모바일시스템 구축

공항철도 Safex 하이브리드앱 / CRM 서비스구축 - 1차

현대카드하이브리드앱 서비스구축

라이나생명전성기 사업부운영

윤선생운영

현대카드페이샷 반응형구축

코엑스메가쇼 통계시스템및 결제시스템구축

SKT everyair 반응형및 하이브리드앱구축

코엑스메가쇼 B2B 반응형구축및 CRM 개발

대한상공회의소자동화시스템 구축퍼블팀 PL

SKT 인프라시스템운영 디자인팀퍼블팀 PL

롯데운영정책본부안전관리시스템구축 디자인팀퍼블팀 총괄

SK텔링크 홈페이지및 앱구축 디자인팀관리부장

한국전력등부표 관리시스템 구축퍼블팀 PL



2016.12~2017.4

2016.9~2016.12

2016.7~2016.8

2016.5~2016.7

2016.4~2016.5

2016.3~2016.4

2016.1~2016.2

2015.12~2016.1

2015.8 ~11

2015.7

2015.3~6

2015.1

2014.11~12

2014.07~10

2014.01~04

2013.09~12

2013.07~08

2013.04~06

2005~

롯데 JTB 영업시스템모바일및 홈페이지구축 퍼블팀 PL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반응형웹통합 구축디자인팀퍼블팀 총괄

롯데 E&C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퍼블팀 PL

외계인닷컴 쇼핑몰구축 총괄

아산병원의학통꼐학과접근성 웹총괄

NH농협 고도화작업 퍼블리싱팀장

Oneclick Korea 운영 퍼블리싱, 프로그램총괄

공무원연금공단 구축퍼블팀 PL

Oneclick Korea 구축 퍼블리싱, 프로그램총괄

티브로드홈 CCTV 하이브리드앱 구축퍼블팀 PL

서울시공공자전거 따릉이반응형홈페이지 & 앱구축 디자인팀,퍼블팀총괄

한국가스안전공사비상대응안전시스템구축 퍼블팀 PL

행정자치부모바일 전자정부신청시스템 구축퍼블팀 PL

한국문화예절원언론사구축

제주항공차세대 모바일&웹사이트웹접근성구축 – 퍼블팀 PL

GS 홈쇼핑 EC 구축퍼븙팀 책임

NH농협 용도품신청 시스템웹접근성 구축 – 퍼블팀 PL

교보증권웹표준, 웹접근성개선사업, 장차법인증마크 획득 - 퍼블팀팀장

LG CNS, 환경부, 정철어학원등 각종중소기업홈페이지 및모바일 구축

2005년부터각종업태중소기업(약 100여개이상) 홈페이지,모바일, 쇼핑몰지속적으로구축

최근구축중소기업 : 강원도교육청노동조함, 스마트전시키타스, 장인가구등



2001

2002

2002

2003

2003

2003

2003

2003

2004

2004

한국 신미술대전 - 제품 Design Selection

현대 미술대전 - 그래픽 Design Special Selection

대한민국디자인 진흥협회 - C I P Design Selection

대한민국디자인 진흥협회 - Advertisement Design Selection

한국 패키지디자인협회 - 전국패키지 디자인연수

한국 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 입체 Iliustration Design Selection

한국 일러스트협회 - 입체 Iliustration Design Selection

대한민국디자인 진흥협회 - C I P Design Special Selection

한국 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 입체 Iliustration Design Selection

한국 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 Typographic Design Selection 

디자인 : 미대전공 (산업디자인), Main 디자이너

퍼블리셔 : 웹접근성(장애인차별법), 스크립트(Jquery),  html5(반응형/페럴럭스)

모바일웹, 모바일웹기반안드로이드앱 (하이브리드)

개발 : PHP – SHOP, CRM, ERM ETC



더블유디자인은모든산업분야에서다양한디바이스로디지털경험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에따라필요한고급인력을적시적소에배치하여프로젝트완성도를높이고있으며, 

실무경험이풍부한핵심인력은고객사의요구를충분히반영하여성공적인결과물을도출할것입니다







SKT everyair 반응형및하이브리드앱구축



롯데운영정책본부안전관리시스템구축



롯데 JTB 영업시스템모바일및홈페이지구축



SK텔링크홈페이지및앱구축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반응형웹통합구축



서울시공공자전거따릉이반응형홈페이지 & 앱구축



롯데E&C 안전관리시스템구축



INCOM 페럴럭스홈페이지구축



헬로브롤리페럴럭스홈페이지구축



부동산자산관리홈페이지구축



골프용품스윙메이커홈페이지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