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베스 회사소개서 ]

야베스를 말하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웹에이전시 야베스 입니다.
야베스는 Homepage 제작 및 Web Program 각종 Promotion등 E-business전문업체 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E-business의 성공 파트너로서 끊임 없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야베스만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E-business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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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 회사소개

야베스를 말하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웹에이전시 야베스 입니다.
야베스는 Homepage제작 및 Web program 각종 Promotion 등 e-business전문업체 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E0business의 성공 파트너로써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야베스만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E-busineee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CREATIVE

SUCCESS

SERVICE

디자인 컨셉의 차별성과 합리성

고객의 성공이 곧 야베스의 성공

깨끗한 환경과 정직한 서비스

야베스는 디자인 컨셉의 차별성과 합리성을 조화롭
게 디자인하려 노력했습니다.
야베스는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부풀어 오른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고 도전적인
디자인으로 고객 한분 한분과 만나겠습니다.

야베스는 성공을 함께한다는 신념을 갖고 전직원이
충실한 E-business Consultant로써의 역할을 정직하
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성공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베스의 슬로건으로 고객 여러분들께 정직한 서비
스의 제공과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항상 야베스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대표번호 : 02-432-6012/3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05-1 3F 전관 야베스

대표 : 김완홍

사업자등록번호 : 204-12-45219

통신판매업신고 : 제2012-서울중랑-00284호

COMPANY

PRODUCTION

MOBILE WEB

PORTFOLIO

Company / 연혁
2005.04.05 야베스의 도전 시작
야베스가 걸어온 한 걸음은 여러분께 다가가는 한걸음 입니다.
이제, 새로운 걸음을 여러분께 딛고 싶습니다.

2016

2015

2014

2013

2012-2011

2010-2009

2007-2008

2005-2006

-

-

모바일기능 강화 개발
프랜차이즈 사이트 점부방 기능강화
다양한 기능의 자바스크립트 구현 및 개발
쇼핑몰 제품 관리 시스템 기능 강화
블로그형 사이트 개발

타파웨어 커뮤니티 홈페이지
에디터기능 프로그램 개발
쇼핑몰 솔루션기능 강화
스크린골프 홈페이지 / 프로그램 개발

- 카페 띠아모 홈페이지 / 프로그램개발
(현재 120개 프랜차이저 지점운영)
- 삼성RT 홈페이지개발
(삼성전자제품 공식렌탈사업업체)

대표번호 : 02-432-6012/3

-

한글라스 쇼핑몰 개발
관리자 기능 및 디자인 강화
웹표준에 맞춘 사이트 개발
반응형웹개발
네오플램 주문형 쇼핑몰개발

- 부동산포탈사이트 개발
- 낚시포탈사이트 개발
- 자체 쇼핑몰 개발 운영

-

-

-

학교 합격자 관리시스템 연계
의류사이트 주문관리 시스템 강화
인쇄 및 현수막 제작 관리 시스템
홈플러스 계얄 프로그램개발

현재 350개 홈페이지 업체개발/관리
알바포탈사이트 개발
창업포탈 창업큐 개발
오산고등학교외 다수 학교개발

디지애니(학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회원권 거래소 홈페이지 / 프로그램개발
한영외고 학교 홈페이지 / 프로그램개발
중앙보육정보센터 개발
펜션 예약 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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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 조직도
야베스의 중심에 고객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구성원이 모여 야베스의 도전과 함께합니다.
각 파트에서 전문 기술력을 최대로 발휘해 최고의 가치를 만듭니다.

CEO

Project Team

야베스의 사업방향과 미래지향방향을 제시하며 기능과 형태면에서 만족
할 수 있는 제작물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연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야베스의 핵심부서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을 이끌어내 프
로젝트에 반영합니다.
기존 사이트 트렌드를 파악하고 새로운 기획을 접목해서 기대이상의 결과
를 창출하는 첫 단추 역할을 합니다.

Program Team

Design Team

야베스의 기술파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객의 다양한 환경과 기호에 적
합한 기능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야베스의 시각적인 파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객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
는 웹공간을 구사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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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 홈페이지제작

It will make pretty and it will give.
이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잘 차려입은 이쁜 홈페이지를 제작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제작 어렵게만 생각하셨나요?
고객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홈페이지 제작으로 이쁜 홈페이지를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석
사이트맵 기획
사업성의 표출
사용자의 편의성

대표번호 : 02-432-6012/3

비쥬얼적인 디자인
사업성에 가장 적합한
독자적인 디자인
접근성이 용이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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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프로그램 제작
사용자의 편리성
주문형 프로그램
독자 개발

상업적/비쥬얼적
사이트제작

사업자등록번호 : 204-12-45219

키워드마케팅
최소비용의 최대효과를
위한 전문가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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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 쇼핑몰제작

In order to be sold well it will make.
잘 팔리도록 만들겠습니다.

야베스만의 성공하는 쇼핑몰 제작 노하우!
막막하게만 느껴지던 쇼핑몰운영, 이제 야베스와 함께하세요.
고객여러분의 입맛에 딱 맞는 주문형 쇼핑몰과 가격대비 큰 만족의 솔루션 쇼핑몰로 이제 쇼핑몰운영이 한 층 더 가까워 집니다.

업무분석
솔루션/주문형선택
쇼핑몰 타켓 결정
사이트맵 기획

대표번호 : 02-432-6012/3

비쥬얼적인 디자인
구매유도를 위한 디자인
접근성이 용이한 디자인
독자적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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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쇼핑몰
프로그램 제작
사용자 편리성몰
프로그램제작
주문형 프로그램
독자 개발

구매를 위한 쇼핑몰
상품의 독창성을 살린
쇼핑몰 제작

사업자등록번호 : 204-12-45219

통신판매업신고 지원
카드결제 시스템 지원
키워드 마케팅
최소비용의 최대효과를
위한 전문가 컨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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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 웹프로그램

First it will make conveniently and it will give.
제일 편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무한한 가능, 프로그램제작으로 가능해집니다.
홈페이지 제작 중 이것만은 꼭 넣고 싶은 기능이 있으셨나요?
고객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능을 가장 편하게 제작하여 드립니다.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업무분석
합리성/타당성 분석
구현을 위한 가능성 조사
프로그램 기획안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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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 위주 디자인
프로그램의
우수성 강조

대표 : 김완홍

최적화된
프로그램 제작
사용자의 편리성

사업자등록번호 : 204-12-45219

사용자/관리자 최적화
프로그램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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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 이비즈니스
Web Hosting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신 운영해 주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대형 통신업체나 전문회사가 자신의 인터넷 서버를 고객에게 할당해 주고, 고객이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하는 서
비스이다. 별도로 홈페이지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이나 개별 사업체가 많이 이용하는데, 'http://www.회사이름.co.kr(혹은 com)'과 같은 형식을
지닌 홈페이지의 90% 가량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안정적인
호스팅 운영

차별화된
서비스제공

웹메일
무상제공

24시간
고객지원

Web Promotion
홈페이지제작 후 검색자들에게 정확한 검색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며, 또한 사이트가 노출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등록하고 키
워드광고 및 특성에 맞는 가장 알맞은 광고수단을 통해 홍보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검색엔진마케팅, 이메일마케팅, 팝업마케팅, 지식인마케팅, 입소문마케팅, TV광고전략, 이벤트마케팅, 컨텐츠
마케팅, 네티즌심리마케팅, 로그분석, 구매율분석, 키워드광고, 배너프로모션 등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기법을 구사하여 회원을 늘리고 방문객
을 늘리고 온라인 매출이 극대화 되도록 하는 일련의 전략기획과 효율적인 실행으로 사이트 제작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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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Web / 모바일웹
새로운 세상과의 소통,
이제는 야베스 모바일웹 홈페이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홈페이지아 모바일웹에 대한 생각은 야베스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야베스는 전문 디자이너들의 특별한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 시키는 한편, 남과는 다른 특별함으로 다가가는 것이 모바일 홈페이지
의 진정한 의미와 상업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도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다양한 기획 및 디자인, 기술력을 통해 고객님의 생각을 웹으로 구현해드리겠습니다.

대광고등학교 모바일

대표번호 : 02-432-6012/3

www.dgh.h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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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김완홍

은아목장 모바일

사업자등록번호 : 204-12-45219

www.eunaf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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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Web / 모바일웹

마음안 모바일

띠아모커피 모바일

대표번호 : 02-432-6012/3

www.maumahn.co.kr

www.ti-amocoff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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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김완홍

아산상조 모바일

코코메이크업 모바일

사업자등록번호 : 204-12-45219

www.asandirect.com

www.coco-make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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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PRODUCTION

Portfolio

MOBILE WEB

/ 포트폴리오

네오플램쇼핑몰

카페띠아모

대표번호 : 02-432-6012/3

PORTFOLIO

www.neoflamshop.co.kr

www.ti-am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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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김완홍

은아목장

퍼시스 강남OC센터

사업자등록번호 : 204-12-45219

www.eunafarm.com

www.fursyscenter.com

통신판매업신고 : 제2012-서울중랑-00284호

COMPANY

PRODUCTION

Portfolio

띠아모커피

백호식품

대표번호 : 02-432-6012/3

MOBILE WEB

PORTFOLIO

/ 포트폴리오

www.ti-amocoffee.co.kr

www.bhfood.co.kr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05-1 3F 전관 야베스

대표 : 김완홍

SJA뮤직

우포늪단감공원

사업자등록번호 : 204-12-45219

www.west-bridge.co.kr

www.oopo.kr

통신판매업신고 : 제2012-서울중랑-00284호

COMPANY

PRODUCTION

Portfolio

MOBILE WEB

PORTFOLIO

/ 포트폴리오

고기마차

www.gogi-matcha.com

아산상조

www.asansangjo.com

대표번호 : 02-432-6012/3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05-1 3F 전관 야베스

대표 : 김완홍

여우별통신

유토피아퓨처

사업자등록번호 : 204-12-45219

www.foxstar.net

www.utopiafuture.co.kr

통신판매업신고 : 제2012-서울중랑-00284호

COMPANY

PRODUCTION

Portfolio

예성모드

MOBILE WEB

PORTFOLIO

/ 포트폴리오

www.yeisung.com

서울진학교육원

www.inseoulpass.com

포트폴리오를 출력물로 보실경우 야베스의 느낌을 이해하시기 어렵습니다.
야베스의 포트폴리오는 또 하나의 생명입니다.
야베스의 작은 숨소리까지 들으시려면 저희 야베스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이 원하는 하나하나까지 표현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야베스가 되겠습니다.

대표번호 : 02-432-6012/3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05-1 3F 전관 야베스

대표 : 김완홍

사업자등록번호 : 204-12-45219

통신판매업신고 : 제2012-서울중랑-0028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