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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e-Business Group 

Success e-business partner 

Creative website provider 

Professional player of e-sea 

Designforyou Creative e-Business Group 

Here’s to your success 

Create customer-centered vision and continually renew and refresh its execution 

 

H-Square S 906, 231, Pangyoyeok-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Tel  +82 (0) 70 7835 0517 

Fax  +82 (0) 31 789 3902 

www.d4yo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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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디자인포유는 고객의 입장에서 사용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회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자인포유는 대기업과 대형IT기업, 국내외 중견기업의 프로젝트를 통한 풍부한 

웹사이트 구축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웹사이트 컨설팅/설계/디자인/개발/

운영을 위한 Process를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력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포유는 열린 귀와 열린 마음가짐으로 21세기 e-Business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젊고 성실한 기업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항시 풍부한 상상력과 열정을 가지고 기업의 재창조에 투자하는 디자인포유가 

있습니다.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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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FACTS 

– 회사명  : ㈜디자인포유 / Design For You Co,.Ltd 
 

– 대표이사  : 이범현 
 

– 사업분야  : E-Business,  
     E-Business Consulting,  
                                  eMarketing, Responsive Web, 

    WordPress Web 
                                  Website design & development, 
                                  Online promotion & advertising 
 
– 설립일 : 1999년 3월 
 
– 주소 :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S동 906호 

                           (삼평동, H스퀘어  13494) 
 

– URL : www.d4you.com , www.d4you.co.kr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연락처  : 전화번호 : 070-7835-0517   
                                  팩스번호 : 031-789-3902 
 

COMPANY INTRODUCTION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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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MISSION 

COMPANY INTRODUCTION 

Creative customer-centered vision 

 and continually renew 

  and refresh its execution 

“Creative e-Business service Provider” 
 
고객중심의 비전을 제시하고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탄탄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좀더 
편리한 방법을 표현하기 위해 늘 연구와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항상 고객의 e-Business를 
Renew, Refresh를 통해 새로운 비전제시를 
약속 드립니다.  

Designforyou 

Creative 

e-Busniess group 

Customer 

centered  

vision 

Creative 

Passion 

Renew 

Refresh 

People 

centered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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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SPHERE 

E-business Consulting & Web Clinic Center (주력사업) 

Responsive Website, mobile(주력사업) 

WordPress Website(주력사업) 

Online Advertising (Banner, Shockwave Animation) 

E-commerce Homepage 

Website Maintenance 

Character Design 

CI/BI Design 

COMPANY INTRODUCTION 

Online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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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COMPAN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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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CCJS 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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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유네스코 메인 동명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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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경기그린캠퍼스 2012 통일한마음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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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에코프론티어 메인 에코프론티어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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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시스템 메인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시스템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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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에코다움 메인 IT융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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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루체월드 메인 삼일아이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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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바이온텍 메인 바이온텍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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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코베아 메인 코베아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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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경기도 그린도우미 Iarc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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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녹십자 코람코 자산신탁 



17 

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까사인테리어 포털 정부과천청사 청초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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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동방노보펌 파라과이 대사관 및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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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오토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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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한국기술거래소 솔루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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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안국약품 요거프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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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로시콤 컬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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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토리아드 키즈카페 E삼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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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루시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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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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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프로스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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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이지외국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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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우체국장터 테크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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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패션피아(제일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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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샤니 성이시돌 목장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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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서울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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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푸드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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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현대홈쇼핑 Hmall 현대홈쇼핑 H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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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삼성카드 기업1 삼성카드 기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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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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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천재교육 튠1 천재교육 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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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디유넷(동아미디어그룹) LMS 사이트(말레이시아 e러닝 ) 김재인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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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EBS EUE9 Asia Network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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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이익훈어학원 이익훈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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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스카이라이프 스카이터치1 스카이라이프 스카이터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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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대한법률구조공단1 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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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파파스랜드 파파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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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뉴스코리아 정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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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컬리수 기업 컬리수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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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삼성물산 플리오맥스 삼성물산 플리오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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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리바트 네오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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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오마이뉴스(시안1) 오마이뉴스(시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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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HYUNDAI COMMUNICATION & NETWORK(H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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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HYUNDAI COMMUNICATION & NETWORK(HCN) 지역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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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현대드림투어(시안1) 현대드림투어(시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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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한국언론재단 MAX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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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ASIA NETWORK FORUM DK(Develop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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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인천시 어린이 영어마을 

신문유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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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Spirax sarco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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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프로스펙스 웹사이트 샘터 웹사이트 



56 

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1)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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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캐롯키즈 웹사이트 에어앤헤어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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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WECOM 웹사이트 

JOOBONG 웹사이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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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파나소닉 시안1 파나소닉 시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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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NOVOFERM 웹사이트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웹사이트 

해외규격인증정보센터 웹사이트 삼인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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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PCA생명 웹사이트 에어앤헤어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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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웹사이트 배움나라(정보문화진흥원)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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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Z-squad 웹사이트 벽산 연구소RISA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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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 웹사이트 I-BEAD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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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언론중재위원회 웹사이트 코업레지던스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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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문화센터 웹사이트 코트라 사이버 전자전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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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리바트 네오스 웹사이트 

주다코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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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코업 레지던스 웹사이트 

오리엔스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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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오리엔트AV 웹사이트 

베베앙슈 웹사이트 

푸른보육경영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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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외신기자클럽 웹사이트 

인스웨이브 웹사이트 

한국전지산업진흥회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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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한국국제전시장(KINTEX) 웹사이트 

박승철헤어스튜디오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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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한국언론재단 웹사이트 

LG생활건강 웹진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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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대한항공화물 웹사이트 KOTRA 40주년 기념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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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삼성전자 글로벌 웹사이트 대한생명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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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삼성전자 관련 사이트 삼성물산 Powermanager System 삼성에버랜드 쇼핑몰 enformall 

천리안 메신저 톡톡 디자인 대한항공화물 플래시 디자인 디지탈온넷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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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만도 웹사이트 삼성증권 웹사이트 

휴노테크놀로지 웹사이트 현대정보기술 웹사이트 안국약품 웹사이트 

퍼시스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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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WEBSITE 

주요고객사 및 실적 

만도 웹사이트 

현대정보기술 웹사이트 현대정보기술 웹사이트 동양화재 웹사이트 

삼성물산 Power Management 웹사이트 Cine plug 웹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