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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1. 제안의 개요

아직도 홈페이지 때문에 고민하시나요??

홈페이지 기획,제작,구축,운영,프로모션 등 홈페이지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서비스 해드립니다.
제작비용이 걱정되시나요?
우리회사웹팀장은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 드립니다.
유지보수 때문에 고민하시나요?
우리회사웹팀장은 고객맞춤형 유지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프로모션 어떻게 하시나요?
국내 최대의 프로모션 그룹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제안서

“ Value  Multifying IT  Company  - Neoffice “

네오피스는 신개념의 솔루션과 가치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고객의 가치를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바탕으로 훌륭한 기업보다는
위대한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진해

나아가고 있는 진취적인 기업입니다.

I. 개요 2. About Ne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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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웹사이트 업그레이드 하기 힘드셨죠?
네오피스에서는 업그레이드 시에도 항상 배치된
전문 웹디자이너와 시스템 엔지니어의 프로그램 및
디자인 전반적인 유지보수를 담당하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며 모든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관리가 가능하므로 시스템관리의 부담 없이
웹사이트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지정 우수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를 이용한
완벽한 고객 중심의 관리자모드 설계로 보다 편리하고
간편한 웹사이트 관리로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고객의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I. 개요 3. 네오피스의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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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우수벤처 지정매일경제 우수벤처 지정

인증 및 수상경력인증 및 수상경력

전략펀드 1호 투자 기업 (2대 주주)전략펀드 1호 투자 기업 (2대 주주)

1. 벤처기업 지정 (2000, 2002, 2004)
2. INNO-Biz 기업 지정 (2001, 2004)
3.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2003)
4.   기술혁신개발사업자 선정 (2002, 2004)

1. 벤처기업 지정 (2000, 2002, 2004)
2. INNO-Biz 기업 지정 (2001, 2004)
3.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2003)
4.   기술혁신개발사업자 선정 (2002, 2004)

1. 한국전자상거래 솔루션부문대상 (2001)      
2. ASP보급확산사업자선정 (2002, 2003)
3.   우수신기술 지정 (2003)           
4.   유망 중소정보통신기업 지정 (2004)

1. 한국전자상거래 솔루션부문대상 (2001)      
2. ASP보급확산사업자선정 (2002, 2003)
3.   우수신기술 지정 (2003)           
4.   유망 중소정보통신기업 지정 (2004)

우량기술기업지정 (2004)우량기술기업지정 (2004)

I. 개요 3. 네오피스의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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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999

2001

2002

대진정보통신 설립 (대표 김헌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원격강의 시스템 개발

법인설립 ㈜네오피스 (대표이사 김헌재)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인증(등록번호 : 2000172671-462)
비즈니스모델 특허출원 : 1-2000-017833-5
전자상거래기반 웹 커뮤니티 ASP 솔루션 개발

한국통신진흥, "e-Biz ASP솔루션 공급계약" 체결
한국통신돔닷컴, "전자상거래 ASP 솔루션 공급계약" 체결
드림인테크, "전자상거래 ASP 솔루션 공급계약" 체결
한국통신, "SI사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정" 체결
이니시스, "전략적 업무제휴협정" 체결

한국통신, "전략펀드 제1호 투자유치“
중소기업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정보통신부, 한국전자상거래대상 솔루션부문 우수상 수상

한국통신하이텔(KTH),e-Biz ASP 솔루션공급 계약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자 선정(연구개발비 출연)
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 소상공인 정보화지원 전담사업자 선정
한국전자상거래협동조합, 전자상거래협동조합 전담사업자선정
평화방송, SI(방송ERP)구축사업 수주계약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정보통신부, 업종별 ASP보급확산사업자 선정
정보통신부, 우수신기술지정 지원사업자 선정(연구개발비 출연)
정보통신부,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선정 지원사업자 선정
교육인적자원부, 머큐리 전자상거래 교육용 S/W 품질인증

정보통신부, 제 3차 업종별 ASP 보급/확산사업자 선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ASP 및 여성 e-Biz 지원사업 협약
한국 MS사,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파트너 선정
매일경제, 중소기업 e-Biz 지원사업 협약
현재 문교산업,(주) 다산등 300여개 기업에 ASP 솔루션 공급
INNO-BIZ 기업선정

2003

2004

2005

I. 개요 4. 네오피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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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전자상거래 e-Biz 플랫폼 – 한국통신돔닷컴㈜
정보경영화 IT 지원사업 - ㈜이니시스
ISP - ㈜삼일아이에스
국세청 DW 시스템 구축 – 한국통신
전자상거래 e-Biz 플랫폼 - 한국통신하이텔㈜
전자상거래 e-Biz 플랫폼 – 한국전자상거래협동조합

통합정보시스템개발 - (재)평화방송
LG투자증권 - 씨투에스텍㈜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대흥기업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시흥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성우로텍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한국에스아이씨㈜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일산썬텍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우리산업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KDMS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화이버텍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대건기업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다산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세인메덱스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이프컴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노스피플모드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디알텍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우진산업사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협운해운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진흥금속㈜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대광스테버
기업 전자상거래시스템개발 – 케이투산업
쇼핑몰제작 – 디카클릭
기업 포털구축 - ㈜신성계전

2004

2005

통합정보시스템개발 – 보스윈
통합정보시스템개발 - 트루게이트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바이텍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원코리아씨오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주)동우씨텍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현풍산업사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문교산업/문교화학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에이티엠인테리어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아현산업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파워시스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주식회사 영국전자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케이투 산업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동성이앤지 주식회사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화성프린터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가스트론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에스컴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남양만두레마을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썬테크인터내셔날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굿코리아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동건공업㈜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지씨엔티㈜
기업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 ㈜서울옌황국의관
영업정보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 - KT링커스 주식회사
실업계고 전문교과 컨텐츠 제작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평화신문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평화방송
CMS(온라인자동이체시스템) - ㈜인성전자

외 300여개 기업

I. 개요 5. 네오피스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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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전자
(http://www.insungelectronics.com)

I. 개요 6. 네오피스 Portfolio

㈜일산썬텍
(http://www.ilsantek.co.kr)



제안서제안서

ABCBOOM
(http://www.abcboom.com/)

I. 개요 6. 네오피스 Portfolio

대한덕산
(http://www.rokr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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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산업
(http://www.mungyo.co.kr/)

I. 개요 6. 네오피스 Portfolio

문교화학
(http://www.mgplas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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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건공업
(http://www.dongkun.com)

I. 개요 6. 네오피스 Portfolio

선우물류
(http://www.e-sunw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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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기업
(http://www.softmill.co.kr)

I. 개요 6. 네오피스 Portfolio

우리산업
(http://www.wo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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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씨마스
(http://www.cmass21.co.kr)

I. 개요 6. 네오피스 Portfolio

유니스코
(http://www.unis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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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젓갈마을
(http://www.ggtown.com/)

I. 개요 6. 네오피스 Portfolio

이소퀼트
(http://www.isoquil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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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홈페이지 임대서비스

1.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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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격구조 및 유지보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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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제작

II. 홈페이지 임대서비스 1. 서비스 개요

유지보수

프로모션

고객만족
홈페이지

기존 고객 유지

잠재 고객 확대

기업 이미지 제고

기업 매출 증대

우리회사웹팀장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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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홈페이지 임대서비스 2. 서비스 특징

우리회사 웹팀장 서비스 특징

무료제작

유지보수

프로모션

회사홍보 극대화

홈페이지 프로모션

우리회사 웹팀장은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를 늘려주는 프
로모션 서비스 입니다.
제작 후 프로모션 서비스를 통해 홈페이지를 회사홍보
수단으로 만들어 주는 서비스 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우리회사 웹팀장은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지
원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제작 후 업그레이드 없이 예전 그대로인 기업의 홈페이
지를 항상 새롭게 유지하는 서비스 입니다.

홈페이지 무료제작

우리회사 웹팀장은 기업홍보용, 제품홍보용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홈페이지 제작비용에 부담이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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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홈페이지 임대서비스 2. 서비스 특징

우리회사 웹팀장 서비스 비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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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WEB DB

File TX Mail

Backup

각 ISP

각 ISP

관리 Farm

서버 Farm

사용자

Internet

FW

우리회사웹팀장 시스템 구성

II. 홈페이지 임대서비스 3. 시스템 구성

SMS INICIS

서비스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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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홈페이지 초기비용

II. 홈페이지 임대서비스 4. 가격구성 및 유지보수범위

기본33만원일시불 선납

- 사이트 제작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초기 보증금
-사이트의 규모 및 고객요구 사항에 따라 비용
변동가능

별도협의임대보증금

일시불 선납

- 보유도메인 DNS연결 및 세팅 제공

11만원서버세팅비

무상

-회사의 홍보 및 상품에 대한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해주는 서비스

- 별도 상담에 의해 제작의 범위와 수량 결정무료초기제작비

비고납입방식내용비용항목

* 쇼핑몰용 전자결제 모듈은 ㈜이니시스와 별도의 계약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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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홈페이지 운영비용 1

II. 홈페이지 임대서비스 4. 가격구성 및 유지보수범위

자동이체, 
월납,연납

신규제작 1000만원
유지보수 500만원,
비용효과 기대

-텍스트+이미지 신규 및 수정 : 1회/월,
5페이지/월

- 메인메뉴, DM메일 디자인 : 2회/년
- 신규 페이지 : 1회/월, 3페이지/월
- 1년 계약시 2회 메인 플래시 변경
- 프로그램 수정 및 디자인 페이지 추가 제작 별도
- 별도 도메인 이메일 계정 기본 3계정 제공
- 홈페이지용량 100MB

33만
원/월

DPlus

자동이체,
연납

신규제작 500만원
유지보수250만원,
비용효과 기대

-텍스트+이미지 신규 및 수정 : 1회/월, 3페이지/월
- 메인메뉴, DM메일 디자인 : 연 2회
- 1년 계약시 1회 메인 플래시 변경
- 프로그램 수정 및 디자인 페이지 추가 제작 별도
- 별도 도메인 이메일 계정 기본 1계정 제공
- 홈페이지용량 50MB

22만
원/월

Plus 연납
시

7%할
인

자동이체,
연납

신규제작 300만원
유지보수150만원,
비용효과 기대

-텍스트+이미지 신규 및 수정 : 1회/월, 2페이지/월
- 메인메뉴, DM메일 디자인 : 연 1회
- 프로그램 수정 및 디자인 페이지 추가 제작 별도
- 홈페이지용량 30MB

11만
원/월

Basic

비고납입방식비용 효과지원내용비용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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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홈페이지 운영비용 2

II. 홈페이지 임대서비스 4. 가격구성 및 유지보수범위

자동이
체,

연납

신규제작 4000만원
유지보수 2000만원,
비용효과 기대

- 텍스트+이미지 수정 : 4회/월, 30페이지/월
- 메인메뉴, DM메일 디자인 및 발송 : 1회/월
- 신규페이지 : 1회/월, 20페이지/월
- 단순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플래시 가능
- 분기별 메인 플래시 변경
- 주기적인 회의를 통한 관리
- 별도 도메인 이메일 계정 기본 10계정 제공
- 홈페이지용량 500MB 

110만
원/월

VIP

연납
시

7%할
인

자동이
체,

연납

신규제작1500만원
유지보수 900만원,
비용효과 기대

- 텍스트+이미지 수정 : 2회/월, 10페이지/월
- 메인메뉴, DM메일 디자인 : 3회/년
- 신규페이지 : 1회/월, 10페이지/월
- 게시판 등 간단한 프로그램 수정 무료 서비스
- 1년 계약시 3회 메인 플래시 변경
- 프로그램 수정 및 디자인 페이지 추가 제작 별도
- 별도 도메인 이메일 계정 기본 5계정 제공
- 홈페이지용량 200MB

55만
원/월

Expert

비고
납입방

식
비용 효과지원내용비용상품명

* 업데이트 페이지 수량 : 1회/월, 5페이지/월

월 1회 업데이트 요청 가능, 월 최대 5페이지 신규및 수정가능
* 비용효과 부분은 기존 홈페이지 유지비용으로, 별도견적요청 작업으로 예상되는 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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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홈페이지 운영비용 3

II. 홈페이지 임대서비스 4. 가격구성 및 유지보수범위

* 쇼핑몰 전자결제시스템(이니시스 결제시스템) 계약 관련 구비서류 및 담당자
1. 서비스 신청서 1부
2. 통합계약서 2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부
4. 정산 대금 입금통장 사본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6.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본 1부)
7. 담당자 : 
(주)이니시스 영업팀 김미례
E-mail : skdmltk@inicis.com
Tel : 3430-5975 
Fax: 3430-5999
Add: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59-5 자티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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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관리자 모드

1.기본화면

2. 회사정보

3. Biz오피스

4. 홈페이지빌더

5. 전자상거래관리

6. 문자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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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관리자 모드 1. 기본화면

관리기본화면
:임대서비스 현황 및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홈페이지제작팁
관련메뉴얼다운로드
각종서비스설명 등의 기능
을 제공한다



제안서제안서

III. 관리자 모드 2. 회사정보

회사정보관리
:회사기초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회사정보 관리
담당자정보 관리
회사약도 관리
비밀번호변경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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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관리자 모드 3. Biz 오피스

Biz 오피스
:일정관리 등의 오피스 기
능을 제공한다

일정관리
주소록
웹폴더
북마크
청구서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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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관리자 모드 4. 홈페이지빌더

홈페이지빌더
>기본디자인 옵션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
등을 플래그로 수정,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다

사이트구축팁
홈페이지플래그
쇼필몰운영플래그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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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관리자 모드 4. 홈페이지빌더

홈페이지빌더
>기본컨텐츠관리
:홈페이지 각종게시판 등에
대한 기능설정을 할 수 있
도록 제공한다

공지사항
이벤트&ᆫ뉴스
자유게시판
FAQ
회사소개
제품사용소감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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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관리자 모드 4. 홈페이지빌더

홈페이지빌더
>이미지관리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한다.

인트로 이미지
상단 이미지
메뉴 이미지
메인인트로 이미지
타이틀이미지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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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관리자 모드 4. 홈페이지빌더

홈페이지빌더
>컨텐츠관리
:홈페이지에 실제 보여줄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료실 환경설정
게시판환경설정
온라인상담신청
배너관리
팝업윈도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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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관리자 모드 5. 전자상거래 관리

전자상거래 관리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 기
능 도입시 이용되는 기능으
로 회원,상품관리 등 방대
한 기능을 제공한다.

상품관리
거래업체관리
주문배송관리
판매업체관리
결제관리
회원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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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관리자 모드 6. 문자메세지

문자메세지
:홈페이지내에서 문자메세
지 보내기 및 고객관리용으
로 SMS기능을 제공한다.

메세지보내기
보낸메세지함
문자메세지통계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