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6



설립 일 : 2010년 6월 3일

주요사업 : CMS 구축 및 컨설팅 / 디지털 마케팅 분석 / 시스템 통합

춘천 : 24252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한림대학교 산학협력관 22504호

서울 :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40, 스파크플러스 23층 (다동, 센터플레이스(Center Place))

T . 070-4472-3985 F. 0505-303-0582 E-mail. contact@springworks.co.kr

mailto:contact@spring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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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WORKS is the leader of Korean IT 

innovation which develops software and 

mobile applications and 

provide web services

스프링웍스는소프트웨어개발, 모바일어플리케이션개발및웹서비스를제공하는

대한민국 IT 혁신의선두주자입니다.

스프링웍스는 2010년 설립된 이후부터 축적된 기술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CMS, 디지털마케팅,

웹 분석 컨설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솔루션과

인적자원을 통해 고객사의 ROI를 높이는데 더욱 정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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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SPRINGWORKS

영업팀

서비스 개발1팀

서비스 개발2팀

서비스 개3팀

플랫폼 개발 본부

▪ CMS 개발 및 운영

▪ 기획/퍼블리싱/디자인

▪ 인프라/구축 컨설팅

▪ 빅데이터/블록체인 개발

CEO

디지털 마케팅 팀

디지털 마케팅 본부

▪ 데이터 분석 및 최적화

▪ 테스트 및 개인화

▪ 캠페인 고도화/DMP 설계

▪ SEO, SEM 컨설팅 및 운영

공공사업 본부

▪ CMS 개발 및 운영

▪ 기획/디자인/퍼블리싱

▪ 공공 SI 개발

▪ 빅데이터/블록체인 개발

공공 사업팀

비즈니스 총괄

재무기획팀

인사총무팀

경영지원본부

수행능력등급비율

59명50명

0 10 20 30 40 50 60 70 80 90100

컨테이너(Docker, Kubernetes) 이해도

Micro Service Architecture 이해도

Open Source/API 활용 우수한 웹 최신…

Angular, Gulp, Vue 등 JS Framework

Java, Spring framework, JSP

Big Data, Blockchain이해도

핵심보유기술

다수의프로젝트수행을통해확보한핵심기술역량을토대로성공적으로프로젝트를수행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본부

▪ 글로벌(홍콩, 베트남)

디지털 마케팅

▪ CMS 개발

글로벌 비즈니스 팀



Digital Marketing CMS IT Total ServiceIT Consulting

Business (Enterprise)

자사가보유한핵심역량으로고객에게가장완벽하고통합적인솔루션을제공해드릴것을약속합니다!

핵심역량

Core Competence

국내최고CMS 통합구축/ 컨설팅역량보유

디지털마케팅수행/ 전략수립/ 컨설팅전문

글로벌통합 / 확산 전략 및수행 전문

Mobile First / 반응형 웹 / 웹전근성 전문

• Adobe Marketing Cloud

• Ooyala media solution

• Hybris Software

• Concentrix BPO

• 온라인

• 온라인 고객 세분화 및 타겟팅

• 브랜드 가치 확산

• 크로스채널 캠페인

• 소셜미디어 마케팅

• 디지털 캠페인 관리

• 데이터 기반 마케팅 계획 수립

• Adobe Experience Manager 
(CMS)

• Sitecore CMS solution

• Magnolia CMS solution

• AEM Training

• CMS 통합 IT hub

• Opensource CMS

• CMS 솔루션 통합 유지 관리

• IT Infra 측정관리

• 데이터 분석 및 설계

• 웹 퍼포먼스 측정 평가

• 고객의 소셜미디어 반응과
행동유형 분석

• Global System Integration

• IT Governance

• IT Service Localization

• Marketing Leader Training

• 시스템통합(SI)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반응형 웹 템플릿 구축

• 시스템 유지관리

• IT Training

• Blockchain

• Big Data

• AI

• Clou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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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이트 구축 및 개편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 개발, 공공기관

맞춤형 CMS,  트렌드에 맞는 홈페이지 구축

운영 · 유지보수

안정적 관리, 신속한 업무 처리, 지속적

관계 형성을 통한 컨설팅

CMS

RFC, AEM, 매그놀리아 등 사이트 성격에

맞는 맞춤형 CMS 구축

반응형 & 접근성 & 호환성

모든 사용자들의 환경을 고려한 반응형

웹 구 현으로 접속 환경에 구애 받지 않

는 원활한 서비스 활용 도모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이용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  모든

사용자 환경 에 맞춘 크로스 브라우징

다양한 솔루션 접목

통합 검색 엔진,  문서뷰어,  E-book, 

Analytics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접목한

홈페이지 구축

Big Data & Blockchain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을 결합하여 데이

터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수집된 빅데

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

운 수준의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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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Blockchain Smart ToyAI & Cloud

• 크롤링 엔진 & 로그 수집기

• 병렬 DBMS, NoSQL

• 실시간 & 분산 데이터 처리

• 데이터 마이닝

• 정보 시각화 기술

• 블록체인을 통한 데이터 암호화
• 이더리움 (Pubic Blockchain)
• 하이퍼레저 (Private Blockchain)
• Amazon Managed Blockchain

• Amazon AI

• 이미지, 비디오 세그먼테이션

• 음성인식

• Amazon AWS

• Oracle Cloud

• Microsoft Asure

• IBM Cloud

• Naver Cloud

•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접목
된 장난감

• Drone, RCCar 등에 VR, AR 
기술을 접목한 콘트롤형 스마트
토이

We  w i l l  c o n t i n u e  t o  s e e k  r e l e v a n t  i n v e s t m e n t s

t o  b e n e f i t  f r o m  4 t h  I n d u s t r i a l  R e v o l u t i o n

4차산업 시대를 도약 기회의 시대로 바꾸기 위해
스프링웍스는 혁신적인 IT 산업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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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m p a n i e s  a r e  w o r k i n g  a c t i v e l y  f o r  t h e  w e l l - b e i n g  a n d

p r o s p e r i t y  o f  o u r  c u s t o m e r s

혁신 적인 IT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고객의 행복을 위해 항상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행복한고객

스프링웍스는고객중심경영으로파트너

사의만족과ROI를극대화합니다.고객의니

즈를정확히파악함은물론성장을돕기위

한전사적인컨설팅을제공합니다.이를위

해최고의인력을보유하고있으며,고객의

요청을신속하게처리하기위한단일연락

망을구축하고있습니다.

놀라운기술

세계시장을선도할신기술연구개발에전

담 인력을배치하여자체 솔루션구축을

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으며,이와더불어

자체역량 강화를위한다양한내부교육

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즐거운기업

서로를존중하고배려하는문화를통해일

하기좋은기업환경을만들어가고있으며,

수평적인 기업구조로 개인의역량을극

대화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꾸준한사

회공헌활동으로나눔과 봉사의기쁨을

전직원이함께누리고있습니다.

꿈꾸는세계

글로벌기업과전략적인제휴를통해글로

벌시장에서적용가능한독보적이며표준

화된기술을보유개발하고있으며,지속적

인해외법인설립으로시장의영역을확장

해나가고있습니다.명실상부한글로벌기

업으로 도약함은 물론, 고객사의 글로벌

시장확장에도함께해나가고있습니다.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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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ader of the Korean IT innovation that provides development and Web

services software development and mobile application

춘천시청 및 유관기관 프로젝트 10건 수행

강원도청 및 유관기관 프로젝트 2건 수행

한림대학교 및 유관기관 프로젝트 5건 수행

평창군청 및 유관기관 프로젝트 4건 수행

강원도교육청 및 유관기관 프로젝트 3건 수행

양평군청 및 유관기관 프로젝트 5건 수행

연천군청 프로젝트 1건 수행

영월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구축

2018

엘지하우시스 디자인센터 RMD 시스템 구축

엘지생활건강 LAM시스템 기능개선

AIA생명 Adobe Forms 구축

삼성임직원몰 사이트 구축

Sanofi 제약 EMS 웹캐스트 구축

더파머스 (마켓 컬리) 컨설팅

BMS제약 AEM 유지보수

비씨카드 Analytics & Target 라이선스 컨설팅

시티은행 Adobe Analytics 컨설팅

프루덴셜 Adobe Analytics 태깅 프로젝트

한진관광 SMS Gateway

메트라이프생명 통합유지보수 Adobe Cloud AEM 기술지원

Sanofi Korea 웹사이트 구축

한국타이어 글로벌 및 모바일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아모레퍼시픽 AEM유지보수

CORPORATEBROCHURE09

소프트웨어 개발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IT혁신의 선두주자 !

History



롯데호텔 AEM 글로벌사이트 구축

삼성 글로벌닷컴, CS센터, B2B, 반도체 사이트 구축

펑타이 AEM 트레이닝

메트라이프 Analytics 컨설팅

화이자제약 Digital Agency

GS 홈쇼핑 Maxymiser 라이센스 도입

CJ 대한통운 Eloqua 트레이닝

왓츠피데 통합대시보드 구축

3M Eloqua 컨설팅

프루덴셜생명 Analytics 트레이닝

어도비닷컴 분석 최적화 컨설팅

아모레퍼시픽 캠페인 성과 분석 컨설팅

두산 Analytics 도입

비씨카드 Target 컨설팅

한국타이어 글로벌 및 모바일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아모레퍼시픽 AEM/DAM 유지보수

아모레퍼시픽 브랜드AP사이트 구축

엘지생활건강 AEM 구축

엘지하우시스 AEM 구축

AIA 어도비 forms 구축

메트라이프 Digital Transformations 구축

2017

춘천시립장난감어린이도서관 입장관리시스템 API 연동 개발

양평군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통합시스템 구축

강원도청 다면평가시스템 기능고도화

강원상품권 홈페이지 기능고도화

국립과천과학관 미래잡월드 구축사업 적성검사 프로그램 구축

강원진로교육원 홈페이지 개편사업

강원도통합교육문화관/도서관시스템 유지운영관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홈페이지 개발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구축 용역

맥 주소를 이용한 위치기반 특허 출원

제14회 웹어워드코리아 최우수상/우수상 수상(춘천시 대표 홈페이지, 한림

대학교홈페이지)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 홈페이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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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APAC 파트너상 수상

홈앤쇼핑 디지털전략 프로젝트 컨설팅

양평군청 웹사이트 리뉴얼

전국소년체전 웹사이트 리뉴얼

두산정보통신 Analytics & Target 솔루션 공급

제 13회 웹어워드코리아 대상/최우수상 수상

(아모레퍼시픽-라네즈/AIA group 아태지역 웹사이트)  

강원도청 인사관리시스템 개편

강원도청 강원상품권 홈페이지 구축

2016

춘천시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 리뉴얼

BC카드 Adobe Analytics

한국화이자제약 Adobe Analytics 구축 및 컨설팅

CJ One Adobe Analytics & Target 구축 및 컨설팅

MetLife Korea Digital Transformation 구축

Macy’s HK DAM 구축

한화 글로벌 사이트 AEM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프로젝트

2015

대한항공 여행정보사이트 리뉴얼 구축

기아 글로벌 통합 및 확산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글로벌사이트구축(아이오페, 마몽드, 

라네즈,려, 해피바스,VB)

아모레퍼시픽 DAM 프로젝트

한화그룹 글로벌사이트 유지보수 및 고도화

한국타이어 글로벌사이트 시스템 운영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도 통합 교육문화관

강원교육과학정보원 도서관 웹사이트 고도화

강원도청 인사다면평가시스템 구축

더파머스(마켓 컬리) 컨설팅

암웨이 DAM구축 및 컨설팅 프로젝트

AIA 아시아태평양지역 웹사이트 구축 및 컨설팅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웹사이트 구축

철원군청‘철원의 강’웹사이트 구축

화천군 천문대 웹사이트 구축

APAC Office(홍콩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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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글로벌사이트 개발

Hertz 렌트카 서비스사이트 개발

현대자동차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개발

대한항공 AEM 교육지원

한국타이어 글로벌 사이트 2차 개발

2014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사이트 개발(아이오패, 마몽드)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 앱 개발(SI)

더존 클라우드 팩스 개발(SI)

현대자동차그룹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개발(SI)

기아자동차 글로벌 통합 확산 전략 컨설팅

대한항공 AEM 교육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서울 종로구)

Adobe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 체결

OOYALA 공식 개발 파트너 체결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사이트 개발

기아자동차 WCMS 통합 전략 수립 컨설팅

2013
SKT 아띠로봇앱 4종 개발

한국타이어 글로벌 사이트 개발(Adobe CQ5 기반)

아침편지문화재단 링컨학교 커뮤니티 사이트 개발

대통령직속 녹생성장위원회 사이트 개발

터치엔 카드북 웹, 앱 플렛폼 개발

2012 대한민국 창업대전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강원도 통합 교육문화관 / 도서관

웹사이트 개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 위원회 사이트 개발

Adobe 공식 커뮤니티 파트너 체결

한국타이어 글로벌 사이트 개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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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블랙베리 앱 개발

RIM사 블랙베리 협력업체

굿앱스 서포터즈 회원사

고도원의 아침편지 재단 기술후원(안드로이드, 아이폰, 블랙베리) / 

안드로이드 및 iOS e-pub 뷰어 개발

강원도 춘천시청 교통과 기술공급

춘천 시장 표창장

원주 과학기술정보원 교육용 컨텐츠 및 기술 공급

춘천 시청 관광 기술 및 업무 제휴

더존 C&T 협력 업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기술공급

2010

춘천 시청 교통과 기술제휴

m-Learning 솔류션 개발

(주)더난에듀(더난출판사) 업무제휴

KPC(한국출판콘텐츠) 협력사

한국캐릭터협회 회원사 등록

한국출판물표준화포럼 회원사 등록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 벤처기업 인증

GIMC(강원정보문화진흥원) 선도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과제 선정

한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기술연구소 발대 벤처기업 인증

(주)스프링웍스 설립

2009

GIMC(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우수 창업 선정

SBEX 2009 초청(창업박람회 2009)

(주)에스디엔터넷과 스마트폰 게임 공동개발 계약

KOCCA(한국 컨텐츠 진흥원) 프로그램개발과제 선정

2011

CORPORATEBROCHURE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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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KWCMS글로벌확산프로젝트
2015글로벌사이트구축(AEM 프로젝트)

· 견적 및 견적 요청, 차량 비교, 각종 신청 기능
등 개발

· 전방향 차량 이미지 디스플레이 기능인 360 
VR 개발

· 글로벌 서비스 성능 개선을 위한CDN적용
· 다국어 기능 적용으로 글로벌 콘텐츠 관리기

능 개선

고객사 : 기아자동차

URL: http://www.kia.com/gt

프로젝트핵심 내용

· 템플릿(GT), 국문, 오만, 멕시코
· 기아자동차 글로벌 확산을 위한

템플릿 사이트 구축 (AEM 프로
젝트)

· AEM 서버 세팅
· 반응형 사이트 구축
· 통합검색 솔루션 적용 및 통합검

색 기능 개발
· Adobe Analytics 적용
· 웹접근성 및 SEO 준수
· 차량관리 시스템 개발

대한항공여행정보사이트
2014 대한항공여행정보사이트리뉴얼개발

· 고객의 콘텐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 UI개선 및 웹 접근성 준수 컴포넌트 개발

고객사 : 대한항공

URL: http://www.travel.koreanair.com

프로젝트핵심 내용

· 대한항공 여행정보사이트 재구축
(AEM 프로젝트)

· 모바일 웹 사이트 구축
·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고객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패널 개선
· 신규도입 예정인 New CMS에 최

적화 된 운영 사이트 및 관리 시스
템 개발

14

http://www.kia.com/gt
http://www.travel.korean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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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몽드국문사이트재구축
2014마몽드국문반응형사이트구축(AEM 프로젝트)

고객사 : 아모레퍼시픽
URL: http://www.mamonde.co.kr

프로젝트핵심 내용

· 마몽드 국문 사이트 재구축
(AEM 프로젝트)

· 반응형 사이트 구축
· 통합검색 솔루션 적용(와이즈넛)
· 퍼블리싱, 개발, AEM 서버세팅
· Adobe Analytics 적용
· 유형별 이벤트(이벤트 화원)컴

포넌트 개발로 운영관리 개선
· 웹접근성 준수 컴포넌트 개발 및

웹접근성 마크 취득

마몽드중문사이트재구축
2014 마몽드사이트중국확산(AEM 프로젝트)

프로젝트핵심 내용

· 템플릿(GT), 국문, 오만, 멕시코
· 마몽드 사이트의 중국 확산

(AEM 프로젝트)
· 반응형 사이트 구축
· 통합검색 솔루션 적용(와이즈넛)
· 퍼블리싱, 개발, AEM 서버세팅
· Adobe Analytics 적용
· 유형별 이벤트 컴포넌트 개발로

운영관리 개선

고객사 : 아모레퍼시픽
URL: http://www.mamonde.co.kr

http://www.mamonde.co.kr/
http://www.mamond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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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페글로벌/중문사이트구축
2015 아이오페영문, 중문글로벌사이트확산(AEM 프로젝트)

· 글로벌 서비스 성능 개선을 위한 CDN적용
· 다국어 기능 적용으로 글로벌 콘텐츠 관리기

능 개선
· 컴포넌트 재사용성을 고려한 컴포넌트 개발

프로젝트핵심 내용

· 아이오페 영문, 중문 글로벌 사
이트 확산 (AEM 프로젝트)

· 국내(IDC) 및 국외(AWS)AWM 
서버 세팅

· 반응형 사이트 구축
· 퍼블리싱, 개발, AEM 서버세팅
· Adobe Analytics 적용
· 아모레퍼시픽 제품관리시스템

(PIM) 연동 및 개능 개선

고객사 : 아모레퍼시픽
URL: http://www.iope.com

http://www.iope.com.cn

아이오페국문사이트재구축
2015AEM 을활용한아모레퍼시픽브랜드사이트(아이오페) 구축

프로젝트핵심 내용

· 아이오페 국문사이트 재국축
(AEM 프로젝트)

· 반응형 사이트 구축
· 제품 구매하러 가기 판매몰

AEM 연동
· 웹 접근성 준수 컴포넌트 개발

고객사 : 아모레퍼시픽
URL: http://www.iope.com

Portfolio

http://www.iope.com/
http://www.iope.com/
http://www.i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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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네즈글로벌사이트구축
2015 라네즈글로벌사이트구축(AEM 프로젝트)

VITAL BEAUTLE 브랜드사이트구축
2015 VB브랜드사이트구축(AEM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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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S(AEM) 기반 구축
· 통합검색 솔루션 적용

프로젝트핵심 내용

· 한국 사이트 커머스 연동
· 한국어 외 15개 국가/언어 사이트
· 반응형, 웹표준, 웹접근성 취득
· 글로벌 서비스 성능 개선을 위한

CDN적용
· Adobe Analytics 적용
· 상품관리 시스템(PIM) 연동

고객사 : 아모레퍼시픽
URL: http://www.laneige.com

프로젝트핵심 내용

· 반응형, 웹표준, 웹접근성 취득
· Adobe Analytics 적용
· 상품관리 시스템(PIM) 연동
· CMS 기반 구축
· 통합검색 솔루션 적용

고객사 : 아모레퍼시픽
URL: http://www.vitalbeautie.com

http://www.laneige.com/
http://www.vitalbeauti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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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바스사이트구축
2015 해피바스글로벌사이트확산(AEM 프로젝트)

려사이트구축
2015 려사이트구축(AEM 프로젝트)

18

프로젝트핵심 내용

· 반응형, 웹표준, 웹접근성 취득
· Adobe Analytics 적용
· 상품관리 시스템(PIM) 연동
· CMS(AEM) 기반 구축
· 통합검색 솔루션 적용

프로젝트핵심 내용

· 한국어, 중국어(간체, 번체)
· 반응형, 웹표준, 웹접근성 취득
· 글로벌 서비스 성능 개선을 위한

CDN적용
· Adobe Analytics 적용

고객사 : 아모레퍼시픽
URL: https://www.ryo.com

고객사 : 아모레퍼시픽
URL: http://www.happybath.com

Portfolio

http://www.ryo.com/
http://www.happyba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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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 Korea 사이트구축
2017 AIA Korea 사이트구축(AEM 프로젝트)

프로젝트핵심 내용

· 반응형, 웹표준, 웹접근성 취득
· Adobe Analytics 적용
· 상품관리 시스템(PIM) 연동
· CMS(AEM) 기반 구축
· 통합검색 솔루션 적용

고객사 : AIA생명
URL: http://www.aia.com

리리코스마린에너지사이트구축
2016 리리코스마린에너지사이트구축(AEM 프로젝트)

프로젝트핵심 내용

· 한국 사이트 커머스 연동
· 반응형, 웹표준, 웹접근성 준수
· Adobe Analytics 적용
· 상품관리 시스템(PIM) 연동
· CMS(AEM) 기반 구축
· 통합검색 솔루션 적용

고객사 : 아모레퍼시픽
URL: http://www.lirikosmarine.com

http://www.aia.com/
http://www.lirikosmar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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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글로벌사이트유지보수및고도화
2015한화그룹글로벌사이트유지보수및재구축(6개국, AEM 프로젝트)

프로젝트핵심 내용

· 한화그룹 6개국 글로벌 사이트 확
산 (AEM 프로젝트)

· AEM 컨설팅 및 서버 구축
· 반응형웹 구축
· Workflow 개발 및 적용
· Adobe Analytics 적용
· 글로벌 서비스 성능 개선을 위한

CDN적용

한국타이어글로벌웹사이트구축
2013 한국타이어글로벌웹사이트및CMS 구축

프로젝트핵심 내용

· 한국, 글로벌, 독일 웹 구축
· CMS 기반 구축
· 사이트 확산을 위한 국제화

(i18n) 적용
· RESTFul 웹서비스
· 상품 데이터 관리 및 검색
· DAM을 통한 Digital Assets 관

리

고객사 : 한국타이어
URL: www.hankooktire.com

· 글로벌 사용자를 위한 국가 및 언어별
Redirection 기능 개발

· 다국어 기능 적용으로 글로벌 콘텐츠 관리기
능 개선

· 컴포넌트 재사용성을 고려한 컴포넌트 개발

고객사 : 아모레퍼시픽
URL: http://www.hanwha.com

Portfolio

http://www.hankooktire.com/
http://www.hanw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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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대표사이트구축
2017 한림대학교사이트구축(Magnolia 프로젝트)

21

프로젝트핵심 내용

· 한국어, 영어, 중국어
· 반응형웹 및 웹표준 준수
· 웹접근성 마크 취득
· Google Analytics 적용
· CMS(Magnolia) 기반 구축
· Wisenut 검색엔진 연동

고객사 : 한국타이어
URL: http:// www.hallym.ac.kr

메트라이프 Project DEO
2017 메트라이프Project DEO (AEM 프로젝트)

프로젝트핵심 내용

· 반응형웹 및 웹표준 준수
· 웹접근성 마크 취득
· Adobe Analytics 적용
· CMS(AEM) 기반 구축
· Wisenut 검색엔진 연동

고객사 : 메트라이프
URL: http://www.metlife.co.kr

http://www.hallym.ac.kr/
http://www.met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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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핵심 내용

· 국제화(i18n, 다국어)를 적용한
글로벌 확산(Roll-out)

· AEM 서버 구성
· Adobe Analytics 적용
· Wisenut 검색엔진 솔루션 적용
· 웹접근성 마크 취득
·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 SEO 가이드 적용

Amway DAM구축
2015Amway Digital Assets 관리시스템구축(AEM  프로젝트)

프로젝트핵심 내용

· 고객 상황에 맞는 분류 체계 수립
· 최적의 검색 조건에 맞도록 메타

데이터 정의
· 고객 조직 구조에 맞는 자산 등록, 

사용 가이드 제공
· AEM DAM(Digital Assets 

Management)으로 자산 관리 시
스템 구축

· SOLOR를 활용한 검색 기능 고도
화

고객사 : Amway
URL : 내부망시스템

고객사 : 아모레퍼시픽
URL: https://www.amorepacific.com/

아모레퍼시픽사이트구축
2017아모레퍼시픽사이트구축(AEM 프로젝트)

Portfolio

https://www.amorepacif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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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DAM구축
2017LG 하우시스Digital Assets 관리시스템구축(AEM  프로젝트)

프로젝트핵심 내용

· 고객 상황에 맞는 분류 체계 수립
· 최적의 검색 조건에 맞도록 메타

데이터 정의
· 고객 조직 구조에 맞는 자산 등록, 

사용 가이드 제공
· AEM DAM(Digital Assets 

Management)으로 자산 관리 시
스템 구축

· SOLOR를 활용한 검색 기능 고도
화

고객사 : LG 하우시스
URL : 내부망시스템

LG 생활건강DAM구축
2017 LG 생활건강Digital Assets 관리시스템구축(AEM  프로젝트)

프로젝트핵심 내용

· 고객 상황에 맞는 분류 체계 수립
· 최적의 검색 조건에 맞도록 메타

데이터 정의
· 고객 조직 구조에 맞는 자산 등록, 

사용 가이드 제공
· AEM DAM(Digital Assets 

Management)으로 자산 관리 시
스템 구축

· SOLOR를 활용한 검색 기능 고도
화

고객사 : LG 생활건강
URL : 내부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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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평생학습센터수강관리시스템구축
2018 양평군평생학습센터수강관리시스템구축

프로젝트핵심 내용

· 반응형, 웹표준, 웹접근성 취득
· Google Analytics 적용
· 수강신청 및 수강관리 시스템
· 결제모듈 연동(실시간 계좌이체, 

모바일결제)
· CMS(RFC3.0) 기반 구축
· 서버 구축(CentOS, MySQL)

고객사 : 양평군
URL: http://lll.yp21.go.kr

한림대학교평생교육원수강관리시스템구축
2018 한림대학교평생교육원수강관리시스템구축(Magnolia 프로젝트)

프로젝트핵심 내용

· 반응형웹 및 웹표준 준수
· 웹접근성 마크 취득
· Google Analytics 적용
· 수강신청 및 수강관리 시스템
· 모바일 학생증 발급(CARD 

Reader)
· CMS(Magnolia) 기반 구축
· 통합검색 솔루션 적용

고객사 : 한림대학교
URL: http://lifelong.hallym.ac.kr

Portfolio

http://lll.yp21.go.kr/
http://lifelong.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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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D-Cloud Fax 구축사업
2014 더존D-Cloud의이용편의서비스를강화한웹Fax서비스구축

강원도통합교육문화관/도서관홈페이지고도화사업
2014강원도통합교육문화관/교육도서관23개홈페이지의이용편
의서비스를강화한홈페이지구축

25

프로젝트핵심 내용

· 컨설팅, 기획, 디자인, 코딩, 업
무 수행

· 23개 홈페이지 디자인 전면 개
편

· 도서관 별 추가기능 요구사항 적
용 및 KOLAS 연계시스템 구축

· 구글 분석도구 및 통계속도개선
으로 분석 및 이용편의 제공

·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고객사 : 강원교육과학정보원
URL: http://lib.gwe.go.kr

프로젝트핵심 내용

· 컨설팅 및 개발 업무 수행
· 더존의 D-Cloud에 웹 Fax기능을

추가 구축
· D-Cloud의 문서 동기화 및

Cloud Fax발송 기능 추가
· ·웹 팩스 발신, 수신 및 예약 발송

시스템 구축
· Fax Viewer 시스템 개발

고객사 : ㈜더존
URL:http://d-cloud.co.kr

http://lib.gwe.go.kr/
http://d-clou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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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국립과천과학관미래적성검사프로그램
(내부망서비스)

2018년강원도청인사관리시스템구축
(내부망서비스)

26

프로젝트핵심 내용

·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연동
시스템 구축

고객사 : 강원도청

프로젝트핵심 내용

· Server & Service Tablet 납품
· Tablet 전용 진단 UI/UX 적용

고객사 : 국립과천과학관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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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강원상품권홈페이지구축및기능고도화 강원도교육청강원진로교육원홈페이지구축및전면개편

27

프로젝트핵심 내용

· 체험 프로그램 신청기능
· 프로그램 배정 기능
· 다중지능검사 기능
· 설문조사 기능
· 연수신청 기능 개발
· 웹접근성 마크 취득
· 반응형웹 구축

프로젝트핵심 내용

· 반응형 홈페이지
· 사용점 신청/접수/승인 기능
· 사용점 관련 통계 기능
· 사용점/업종 검색 기능

고객사 : 강원도청
URL: http://gwgc.gwd.go.kr

고객사 : 강원진로교육원
URL: http://jinro.gwe.go.kr

http://gwgc.gwd.go.kr/
http://jinro.gw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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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경기도체육대회/제29회경기도생활체육
대축전홈페이지구축

강원도귀농귀촌홈페이지구축및기능개선

28

프로젝트핵심 내용

· 멘토링 신청 접수 기능
· 멘토/멘티 매칭시스템 개발
· 귀농귀촌 배움터 신청 기능
· 귀농귀촌 교육일정 등록 기능

프로젝트핵심 내용

· 반응형 웹 구축
·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 체육대회 일정 및 종목 관리 기능

고객사 : 경기도체육회
URL: http://www.2018ypsports.kr

고객사 : 강원도청
URL: http://returnfarm.gwd.go.kr

Portfolio

http://www.2018ypsports.kr/
http://returnfarm.gw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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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평생학습관홈페이지전면개편

프로젝트핵심 내용

· 반응형 웹 구축
· 웹접근성 & 웹표준 준수
· 교육프로그램 관리 기능 구축
· 프로그램 신청 및 추첨 시스템 구축
· 온라인 결제 시스템 연동
· 실시간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

고객사 : 춘천시평생학습관
URL: http://clc.chuncheon.go.kr

독거노인케어플랫폼

프로젝트핵심 내용

·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수집
· 블록체인을 활용해 수집된 빅데이

터 보안 강화
· 실시간 패턴 분석 인공지능(AI) 구

현을 통한 이상 징후 예측 및 조치
· 스마트폰 및 인형(효돌이) 전용

SW개발

고객사 :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http://clc.chu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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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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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works the world’s leading 

company with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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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도서관/교육기관 기업 디지털마케팅

Clients



설립일 : 2010년 6월 3일

주요사업 : CMS 구축 및 컨설팅 / 디지털 마케팅 분석 / 시스템 통합

춘천 : 24252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한림대학교 산학협력관 22504호

서울 : 04631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8, 세대빌딩 604호

T . 070-4472-3985 F. 0505-303-0582 E-mail. contact@springworks.co.kr

mailto:contact@springwork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