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이 필요로 하기 전에,
먼저 제시하는 기업, 매스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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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FO

2004

5

5K+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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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매스티지는 2004년도부터
고객에게 먼저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11.23 (법인전환. 2011.11.01)

Affiliate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다섯개의 계열사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Project
5천여개의 프로젝트 수행 노하우로
정확한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taff
오랜 시간 함께한 임직원이
고객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Award Winner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18건의 수상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OVERVIEW

Get together in one place and start
Stay together and grow up,
We work together to succeed.
한 곳에 모여서 시작 하고, 함께 머물며 성장 하고, 함께 일하여 성공 하는 기업입니다.

OVERVIEW

Focus on the process and produce results.
과정에 집중하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PROFESSIONAL STAFF

함께 걷는 것,
함께 보는 것,
함께 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Walking together,
Seeing together,
Flying together.

ORGANIZATION

Directors
대표. 강천용

Marketing & Planning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UI/UX

디지털 전략수립,
디지털 마케팅,

구현 그리고 성과

UI 기획/디자인/퍼블리싱
UX 기획/디자인/트렌드 분석

Development
development team

JSP, NET, ASP, PHP, 플랫폼 분석, 언어셋
운영지원/POC - SM개발 진행, POC 응대

Laboratory
웹접근성 연구소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Affiliate
一回訪問處理制 (일회 방문 처리제)
홈페이지제작 컨설팅+기획+제작까지 풀 서비스 제공

OUR BUSINESS

전략 컨설팅

10여년의 전문 경력자가
공감하여 방향을 찾아냅니다

PERFORMANCE MARKETING
매스티지의 통합 마케팅 전략이 뒷받침 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E-마케팅

최고의 디자인

구축에서 끝나지 않고
발전 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매력적인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one-stop service
일회 방문 처리제
一回訪問處理制

첫 방문에서 답을 찾도록 돕겠습니다.

영상/이미지

저작권에 문제없는 영상/
이미지를 사용하여
퀄리티를 높힙니다.

Creative.
Web. Mobile Web, UI/UX
Customer Business

매스티지는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필증을획득한디자인전문회사입니다.
사내전디자이너가디자인전공자로구성되어우수한전문역량을확보하고있으며프로젝트전과정에걸쳐
아트디렉터가디자인품질에대한전문QC관리를수행함으로써고객이감동할때까지품질의완성도를높여드립니다.

CREATIVE

삼성노블카운티
https://samsungnc.com/kor/noble-county/main/main.html
삼성의 신뢰와 20년 운영 노하우로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노블카운티는 주거는 물론, 체계적인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요양센터,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등을 갖추어
시니어분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일상 생활의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문 반응형 웹 # 텍스트 확대/축소 기능 # 다양한 퍼블리싱 효과
# 시니어타운/요양센터 소개 # 뉴스&공지 게시판 # 테마별 갤러리 게시판
# 채용 안내 # 타입별 검색 프로그램 제공
# 문화센터/스포츠센터/유아체능단프로그램 소개 # E-전단지

CREATIVE

이삭버거
http://www.isaacburger.co.kr/main/intro.html
브랜드 이미지, 캐릭터를 활용한 간결한 디자인, 메인 wheel 스크롤에 따른
맞춤 단락별 디자인을 활용하여 반응형에 최적화 되었습니다.

# 반응형 웹 #게이트페이지(이삭토스트, 이삭버거)
#웹어워드대상 #와이드화면 #포인트컬러활용

CREATIVE

셀리턴
https://www.cellreturn.com/KR/main/main.php
글로벌 No.1을 향해 세계로 도약하는 셀리턴의 독창적이고 세련된 브랜드 사이트입니다. 셀리턴의 철
학과 이야기 그리고 압도적인 제품의 기술력에 대한 깊이 있고 흥미로운 컨텐츠를 담았습니다. 지금의
셀리턴을 있게 한 K뷰티의 시그니처 '셀리턴 LED마스크'는 물론, 세계가 주목하는 셀리턴의 다양한
LED 디바이스를 감상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반응형 웹 # 브랜드소개 홈페이지 # 국, 영, 중, 일 다국어 홈페이지 # 상단 고정 메뉴
# 유튜브 연동 # 쇼핑몰 # 제품 렌탈 문의
# 네이버페이 # 회원가입 기능 구축 #제품관리프로그램 #설문조사

CREATIVE

탐앤탐스
https://www.tomntoms.com/main/main.html
심플한 구조에 브랜드 이미지와, 모델, 제품의 컬러감을 포인트로 디자인하여
섹션 별로 와이드하게 구성하여 각 주요 콘텐츠들의 가독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응형 홈페이지로 모바일 화면에도 최적화하여 모바일 유저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반응형 웹 # 식음료 프랜차이즈 # 제품등록관리프로그램 # 상단 고정 메뉴
# 국문, 영문, 중문 다국어 홈페이지 # 브랜드소개 # 매장찾기

CREATIVE

한국 불교문화사업단 한국 사찰음식
https://koreatemplefood.com/

기존 사찰음식 홈페이지의 미흡한점을 수정 및 보완, 강화하기 위하여 사찰음식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한국사찰음식 문화체험관, 사찰음식 교육관 항적세계,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사
찰음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국문/영문 반응형 웹 # 대한불교 조계종 # 한국 불교문화사업단 소개
# 온라인통합관리시스템 # 사찰음식 강좌프로그램 # 사찰음식 조리법
# 체험 기관안내 # 마이페이지 관리 및 수료증

CREATIVE

유로자전거나라
반응형 프로젝트
https://eurobike.kr
PC와 모바일웹에서 모든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반응형웹으로 구축된 유로자전거나
라 웹사이트는 유럽여행을 위한 여행상품, 상품관리 프로그램과 사용자 편의성이 강
조된 예약시스템을 중심으로 여행을 위한 모든 것을 담은 웹사이트입니다.

# PC + 모바일 웹 # 유럽여행 # 현지통신원 정보 공유 게시판
# 최근 본 콘텐츠 노출 # 2 main 화면 구성

CREATIVE

차앤박피부과
반응형+다국어 프로젝트
https://www.cnpskin.com/
90년대 메디컬 스킨케어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차앤박피부과는 PC,모바일에서 모
두 서비스를 제공되고자 반응형 웹페이지로 구성 되어있으며, 피부과네트워크 병원/
지점관리 프로그램/ 의료진관리 프로그램/ 메인비주얼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고
객서비스 프로그램이 내재화 되어있습니다.

# E-비즈니스 [은상] 수상! # PC + 모바일 웹
# 피부과네트워크병원 # 지점관리 프로그램 # 의료진관리 프로그램
# 메인비주얼관리 프로그램 # 예약시스템 # 진료과목별 소개 # 카카오알림톡 연동

CREATIVE

걸작떡볶이 반응형 프로젝트
http://www.eguljak.com/
정말 맜있는 걸작떡볶이, 웹사이트 내에서 브랜드 메뉴, 가맹점주를 위한 메뉴를 전
환해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있으며, 지속 개발되는 메뉴를 관리자가
직접 등록/관리하여 고객에게 정보전달이 빠르고 정확하게 구성 되어있습니다.

# GNB전환 기능(프랜차이즈. 브랜드) # 메뉴등록관리 # 매장 검색
# 매장 등록관리 # 상세화면 팝업제공 (메뉴) # 직원소개 # 연혁 슬라이딩
# 지점 점주별 인터뷰 영상 # SNS 게시글 업로드 # 단락별 메인디자인

CREATIVE

나이스에프앤아이
반응형 프로젝트
http://www.nicefni.co.kr/
당사와 함께 진행하는 두 번째 프로젝트인 NICE에프앤아이는 여신 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 금융전문 회사로서 투자 주요주주현황과 월간 웹진 PDF, 공시정보등을
어느 환경에서나 볼 수 있도록 반응형웹으로 구현되었습니다.

# 매스티지와 함께하는 두번째 프로젝트 # 반응형 웹 # NICE 그룹
# 투자 주요주주현황 # 월간 웹진 PDF # 신뢰감 있는 디자인 # 경영공시

CREATIVE

더벤티
반응형 프로젝트
https://www.theventi.co.kr
정말 높은 퀄리티의 커피를 공급하는 더벤티는 접근하는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위해
반응형 홈페이지로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맹안내/ 가맹문의/ 점주관리 등 점
주들을 위한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담았습니다.

# 반응형 홈페이지 # 커피 프렌차이즈 # 가맹안내 # 가맹문의 DB
# 점주관리 # SNS링크연동

CREATIVE

코지마
Brand & Shop 반응형 웹 구축
http://www.cozyma.com/

http://cozymashop.com/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꾸준한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여러 환경의 고객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PC+모바일의 반응형 홈페이지, 반응형 쇼핑
몰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반응형 # 코지마 안마의자 # 건강종합기업 # 장윤정 모델
# 제품등록관리 # 쇼핑몰 링크 # 전국 매장 찾기 # 매뉴얼 다운로드 # 팝업

CREATIVE

힘펠
반응형 프로젝트
http://www.himpel.co.kr/
가정의 공기를 책임지는 힘펠,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사이트부터 실시간 날씨정보를
제공하고, 쇼핑몰 기능을 내장하여 힘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반응형 웹 # 다국어 # 실시간 날씨 정보 # 제품 검색 프로그램
# 쇼핑몰 프로세스 구축 # 카탈로그 다운로드 기능 # 지역별 대리점 찾기
# 간편 견적문의 폼 # 현재 리뉴얼 중

CREATIVE

검단 탑 종합병원
반응형 프로젝트
http://tophospital.freewebclub.com/
3주기 의료기관 인증획득한 검단 탑 종합병원은 반응형웹으로 PC+모바일에서 동일
한 콘텐츠를 볼 수 있으며 전문 의료진과 진료과별 시간표를 연동하여 환자분들의 예
약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반응형 웹 # 병원소개 홈페이지 # 의료진 관리 기능 # 상단 메뉴 따라다님 기능
# 이미지 메뉴 구성 # 아이콘 진료과 메뉴 # 진료과별 시간표 / 의료진 연동
# 예약문의하기 기능 # 회원가입 기능 구축

CREATIVE

크라프츠
반응형 프로젝트
http://kraftsmagazine.com
아름다운 현재공계를 다양한
고객님들에게 소개하고자 어
느 환경에서나 같은 콘텐츠
를 제공할 수 있는 반응형웹
사이트로 구성되었으며, 매
거진과 e-book 기능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드릴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반응형 웹 # 현대공예 계간지 # 매거진 # 주제별 메인노출
# e-book 기능 # 맞춤 제작 웹 에디터 # 카달로그

CREATIVE

걸작떡볶이
반응형 프로젝트
http://www.eguljak.com/
정말 맜있는 걸작떡볶이, 웹사이트 내에서 브랜드 메뉴, 가맹점주를 위한 메뉴를 전
환해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있으며, 지속 개발되는 메뉴를 관리자가
직접 등록/관리하여 고객에게 정보전달이 빠르고 정확하게 구성 되어있습니다.

# GNB전환 기능(프랜차이즈. 브랜드) # 메뉴등록관리 # 매장 검색
# 매장 등록관리 # 상세화면 팝업제공 (메뉴) # 직원소개 # 연혁 슬라이딩
# 지점 점주별 인터뷰 영상 # SNS 게시글 업로드 # 단락별 메인디자인

CREATIVE

아일랜드캐슬
반응형 프로젝트
http://island-castle.co.kr/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호텔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아일랜드 캐슬,
어떤 환경에서나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반응형 홈페이지로 워터파크/호텔
홈페이지를 구성하였습니다.

# 반응형 웹 제공 # 워터 파크 # 코딩작업 고도화 # 마야문명 캐릭터
# 가족,어린이 # 인트로 페이지 # 레이어팝업 고도화 # 호텔홈페이지 # 사진촬영

CREATIVE

매스티지의 노하우를 적용하여, 최상의 퀄리티를 실현합니다.
이편한세상치과
반응형 프로젝트

유카
PC+모바일웹

메이슨인텔리젼스
반응형 프로젝트

조아제약
PC+모바일웹

메디팜
PC형 웹

http://www.honestdent.co.kr

https://www.youcar.co.kr/

https://www.masonintelligence.com/

http://www.choa.co.kr/

http://www.medipharm.co.kr

CREATIVE

매스티지의 노하우를 적용하여, 최상의 퀄리티를 실현합니다.
일본유랑기
PC+모바일웹

국순당여주명주
반응형 프로젝트

동양북스
PC+모바일웹

삼천리이앤지
반응형 프로젝트

레이캅오토모티브
반응형 프로젝트

https://www.japanuranggi.com

http://www.ksdyeoju.co.kr/

http://www.dongyangbooks.com/

https://www.slnc.co.kr/

http://raycop-automotive.co.kr/

CREATIVE

매스티지의 노하우를 적용하여, 최상의 퀄리티를 실현합니다.
서용건설
반응형 프로젝트

한국외식산업협회
반응형 프로젝트

아프리카프릭스
반응형 프로젝트

강원종합박물관
반응형 프로젝트

원인터시스템
반응형 프로젝트

http://www.seoyong.com/

http://www.kfoodedu.or.kr/

http://freecs.gg/

http://gwmuseum.freewebclub.com/

http://www.woninter.co.kr/

CREATIVE

매스티지의 노하우를 적용하여, 최상의 퀄리티를 실현합니다.
알파홀딩스
반응형 프로젝트

세이브존
PC+모바일웹

오토옐루
반응형 프로젝트

에스코넥
반응형 프로젝트

우딘
반응형 프로젝트

http://alpha-holdings.co.kr

http://saveculture.savezone.co.kr/

https://www.autoelu.com/

http://www.s-connect.co.kr/

http://www.woodin.kr/

CLIENT’S PLUS ALPHA

매스티지 촬영 전문가 업무 지원
웹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스튜디오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요청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촬영팀이 사진촬영, 영상촬영, 편집 등의 특별한 혜택 제공합니다.

CLIENT BENEFIT

홈페이지 제작에 꼭필요한?
14가지 무상제공 서비스
제작 이후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모든 컨텐츠
합법적 제공

모든 프로젝트
사내개발

제작원본 소스
무상 제공

E-mail 연동

크로스브라우징 적용

파비콘 및 알림톡
무상 제공(연동)

도메인 1년
무상 제공

웹호스팅 1년
무상 제공

네이버/구글/다음 지도
무상 API 연동

이미지 및 텍스트 교체
연 10회 제공
(당사 웹호스팅 사용시)

하자보수 1년
무상제공

팝업 및 배너
디자인 작업 연 3회
(당사 웹호스팅 사용시)

웹마스터도구
무료 등록

통계,팝업관리
무상제공

문의주세요.
숨어있는 서비스를 드립니다

HISTORY

2021

이삭버거
- i-awards 프랜차이즈분야 대상 수상

2020

삼성노블카운티
- i-awards 프랜차이즈분야 대상 수상
2021 ICT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표창

셀리턴 브랜드사이트 및 이커머스몰 구축
스쿨푸드 프랜차이즈 반응형 웹 구축
탐앤탐스 프랜차이즈 반응형 웹 구축
부천시박물관 반응형웹 구축
신한벽지 다국어 반응형 웹 구축
수협중앙회 무역지원센터 온라인 상담전시관 구축
ID헤어 반응형 웹 구축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후원 웹사이트 개편
프리드라이프 전자청약시스템 및 그룹웨어 개편
한국전지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에스트레픽 웹사이트 구축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디자인개발 및 홍보동영상 분야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들 웹사이트 구축
삼성노블카운티 웹사이트 개편
포스코 금속재 반응형 플랫폼 구축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
코코도르㈜ 방응형 웹사이트 구축

㈜한샘디지텍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2019

KS벽지, 제일벽지 반응형 웹 구축
네오바이오텍 플랫폼 구축
회복마취간호사회 반응형 웹 구축
위본그룹㈜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애경유화㈜ 통합 웹사이트 구축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 구축
㈜성지라미텍 반응형 웹 구축
이삭토스트, 이삭버거 반응형 웹 구축
㈜오로라월드 반응형 웹 구축
고양시청 연간 유지보수

2018

유로자전거나라
- ICT K어워드코리아 UI/UX디자인 부문 금상
굿레이트
- ICT K어워드코리아 디지털컨텐츠솔루션 은상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ISO9001 인증획득
2017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사 선정
P2P솔루션 개발 프로그램등록,저작권등록
차앤박네트워크 웹사이트 구축
병원전문 메디컬플러스 브랜드 설립
유안타증권 파견프로젝트
국순당 여주명주 프로젝트
세이브존문화센터 프로젝트

2016

중기청 1인창조기업 수행사 선정
UI/UX 정보과학진흥원장상 수상
ICT K어워드코리아 대상수상
동양북스 리뉴얼 프로젝트
코지마 리뉴얼프로젝트
레이캅리뉴얼 프로젝트
p2p전문 이레소프트 브랜드 설립
한국창업경제 MOU계약체결
전자신문 신기술공모분야 은상수상
K-AWARD 각종수상
국립청소년디딤센터 프로젝트
원인터시스템구축
SBI 모바일기획/솔루션구축
키움예스저축은행프로젝트
신도리코중앙센터 프로젝트

한국 자전거나라
- ICT K어워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전자상거래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걸작떡볶이
- ICT K어워드 온라인마케팅 부문 금상 수상
크라프츠 ICT K어워드 UI/UX 디자인 부문 금상 수상
일본유랑기 ICT K어워드 e-비지니스 부문 금상 수상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한국우편진흥원_ 2021 대한민국우표전시회 구축
㈜예림임업 반응형 웹 구축

2017

셀리턴
- 웹어워드코리아 뷰티분야 대상 수상
탐앤탐스
- 웹어워드코리아 식음료프랜차이즈분야 최우수상 수상
디자인개발 및 홍보동영상 분야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

이노비즈 인증획득
유로자전거나라
- ICT K어워드 코리아 크리에이티브부문 대상 수상
삼천리이앤지
- ICT K어워드 코리아 UI/UX부문 은상 수상
차앤박피부과
- ICT K어워드 코리아 e-비지니스 은상 수상
2018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
사진&영상촬영 전문 프리웹스튜디오 브랜드 설립
한국자전거나라 반응형웹 구축
걸작떡볶이 프랜차이즈 반응형웹 구축

2015

SBI저축은행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제일모직 갤럭시 웹접근성마크 획득
(주)나이스신용정보 웹사이트 구축
한진중공업 분양사이트 구축
문학사상 리뉴얼프로젝트
산림조합 중앙회 푸른장터 프로젝트수행
SBI모바일 한도조회 구축
경기도청소년 수련원 프로젝트
교보정보통신 –SBI 오토론 수행
(주)힘펠 프로젝트 구축
(주)삼양데이타 시스템 프로젝트 구축
농협 NH 무역 프로젝트

2014

중기청 1인창조기업 수행사 선정
정보기술융합정보과학진흥원장상
(주)에스코넥 웹접근성 프로젝트 수행
YBM수플러스 수학프로젝트
대우증권 파견 프로젝트
SBI주식담보대출 프로젝트 파견
프리드라이프 상조 모바일 구축
TS 삼성상호저축은행 프로젝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프로젝트
한국ATC 센터 프로젝트
YBM시사닷컴 (잉글루)
포스코 ITC유지보수 수행
한진중공업 유지보수 수행
조아제약리뉴얼 프로젝트
메디팜리뉴얼프로젝트

2013

커널스팝콘 프로젝트 수행
파주복지관애프터스쿨 자원봉사
MBC 자살예방 정신건강프로젝트 수행
신개념 소셜플랫폼 데일리쉐어 런칭
어린이환경센터 프로젝트
평택시청웹접근성 개선 프로젝트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웹접근성프로젝트
유니세프상담시스템 개발
웹접근성 품질기업 ‘웹와치’mou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증

2012

1인창조기업 수행업체 선정
1인창조기어업 약 20개 사이트 구축
나이스크레딧 웹접근성 개선 프로젝트
한국삼공웹사이트 구축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웹사이트 구축
YBM 시스템수학 프로젝트 구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구축
(주)한영넉스 웹사이트 구축

2011

로하스파크 ,가든 웹사이트 제작
교원나라여행사 웹사이트 제작
글로벌교육선교회 웹사이트 구축
신개념 소셜테이블
한국 웹에이전시 협회 인증기업 선정

AWARD

2021 ICT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표창

2021 I-awards
프랜차이즈분야 대상(이삭버거)

2021 I-awards
사회공헌분야 최우수상 수상(삼성노블카운티)

AWAR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전자상거래서비스분야 대상(2019)

온라인마케팅분야 금상
걸작떡볶이치킨(2019)

UIUX디자인부문 금상
크라프츠 (2019)

e-비지니스부문 금상
일본유랑기 (2019)

크리에이티브부문 대상
유로자전거나라 (2018)

전문의료분야 최우수상
차앤박피부과 (2018)

웹/광고에이전시분야 최우수상
매스티지 (2018)

UIUX부문 우수상
살롱스토리 (2018)

UIUX부문 우수상
국순당여주명주 (2018)

UI/UX 은상
삼천리이앤지 (2018)

e-비즈니스 은상
차앤박피부과 (2018)

디지털컨텐츠솔루션부문 은상
굿레이트 (2017)

UIUX디자인부문 금상
유로자전거나라 (2017)

e-커머스부문 대상
(2016)

CERTIFICATION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벤처기업확인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서

저작권등록증
빅핸디

저작권등록증
러브핸디

저작권등록증
론게이트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프로그램등록증
굿레이트

프로그램등록증
소중한식탁

KISE 회원증

PARTNERS

아홉곳의 협력사,
고객님의 성공을 위해 우리와 함께하는 기업입니다.

nine; 9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 그러나 채우지는 못하는 숫자.
매스티지와 함께하여,
고객만족 할 수 있는 완전한 숫자를 완성했습니다.

CLIENT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는 함께하고 싶습니다.

고객님의 자리를
비워 놓았습니다

Appendix.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그건 기본입니다. 매스티지는 고민하시지 않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가장 기본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메인 운영

웹호스팅 운영

•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컴퓨터, 스마트폰, 타
블릿, 서버 등등)들은 각각의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ip라고 합니다.
예) 115.68.24.88, 192.168.0.1

• 만든 홈페이지를 PC에만 저장해놓으면 인터넷상에
서 누구나 볼수는 없습니다. PC사용자는 만든 홈페
이지를 볼 수 있어도 그외는 해당 홈페이지를 볼수가
없습니다.

• Ip는 사람이 이해하고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각 ip에 이름을 부여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것
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 이때 필요한 서비스가 웹호스팅 서비스이며, 웹서버
의 일부공간을 할당받아, 그곳에 홈페이지 자료를 올
려놓으면 누구나 인터넷상으로 해당 페이지를 볼수
있도록 합니다.

하자보수
• 모든 서비스를 운영하고 홈페이지가 완성된 뒤에도
운영상의 이슈로 매스티지가 개발하여 구현 되어있
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완료 후 시스템의 원복
• 기존 구축된 시스템에 타 시스템을 합치며 발생될 수
있는 산출물의 오류사항 등

• naver.com -> 220.95.233.172
• daum.net -> 114.108.157.19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도메인
1년 무상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홈페이지/모바일 등
누구나 접속하여 볼 수 있도록
1년 무상 지원합니다.

매스티지는
1년동안 하자에 대한 보수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관리? 웹마스터 도구로 쉽게 하세요.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접속자 통계, 회원통계 등
홈페이지 관리에 필요한 필수 통계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귀사에 찾아오는 방법?
전문 Map 연동으로 해결하세요
NAVER 지도 연동(유료)

Google Map 연동

카카오 Map 연동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매스티지는, 기본을 우선시합니다.
기본을 중시하며, 제작 완료 후에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환경을 제공합니다.
image

• 이미지, 아이콘, 일러스트 등 저작권이 필요한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자(업체)와 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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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텐츠 합법적 제공

크로스브라우징 적용
(인스플로러 제외)

• 라이선스에 문제 없는 상업용 웹폰트를 사용합니다.
• 웹사이트 컨셉, 기획의도에 따라 폰트 필요시 협의를 통해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사용합니다.

source

• 제작사, 호스팅사 부재 등의 부정적 이슈에 대비하고 추후 홈페이지 리뉴얼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원본소스를 제공합니다.

제작 원본소스 무상제공
컨텐츠 합법적 제공

향후 라이선스에 문제 없도록,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크로스브라우징 적용

어떤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익스플로러 제외)

제작 원본소스 무상 제공

콘텐츠 수정 시 용이할 수 있도록 모든 원본소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프로젝트 사내 개발

외주제작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없도록, 자체 개발인력이 개발합니다.

모든 프로젝트 사내 개발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작은 부분까지, 매스티지는 신경쓰고있습니다.
E-mail 연동 무상제공

카카오톡 알림톡 연동 무상 제공

파비콘 무상 제작

홈페이지 도메인을 그대로 활용하는 이메일
매스티지가 무상으로 연동해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실 수 있도록
카카오톡의 알림톡을 연동해드립니다.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간결하게 보여주는 파비콘
홈페이지에 엣지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매스티지의 오늘은, 어제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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