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대상

생활서비스 부문 통합 대상
브랜드/쇼핑 부문 전자책 분야 대상
모바일웹 서비스 부문 통합 대상
모바일브랜드 이노베이션대상
기업일반 KIPFA 특별 대상

GS리테일
YES24
신세계조선호텔
폭스바겐코리아
상상인그룹

2021

대상

웹어워드 PC웹 최고 대상
모바일 UI/UX 이노베이션 대상
기업일반 서비스분야 대상
기업일반 중견기업분야 대상
모바일웹 마케팅부문 기업브랜드분야 대상
APP어워드 쇼핑부문 통합 대상
APP어워드 생활서비스부문 통합 대상

신세계면세점
삼성전자
삼성카드고객서비스
교원그룹
첼로 스퀘어
신세계면세점
GS리테일

2022
대상

BC카드 마이데이터 ‘페이북’ 앱 리뉴얼

금융부문 UI/UX 이노베이션 대상

신세계까사 브랜드 & 공식 쇼핑몰 리뉴얼

제품브랜드 부문 마케팅 이노베이션 대상

제주여행의 모든것, 제주패스 플랫폼 구축

생활서비스 부문 통합 대상

자율주행 HL Klemove 웹사이트 구축

제품브랜드 부문 자동차 분야 대상

신세계프라퍼티 웹사이트 리뉴얼

모바일웹 마케팅 부문 기업일반 분야 대상

유진투자증권 MTS, UTOO 앱 구축

금융부문 증권 분야 대상



2016
대상

최우수상

PC웹 UI/UX 이노베이션 대상
모바일웹 정보 서비스 대상
금융 부문 통합 대상
기업일반 부문 통합 대상
브랜드 프로모션분야 대상

SK Tworld
SK Tworld
신한금융투자
신세계프라퍼티
월드키친코리아

생명보험 분야 최우수상 DGB 생명보험

2017
대상

최우수상

브랜드 이노베이션 대상
종합 쇼핑몰 분야 대상
제품 브랜드 분야 대상
증권 분야 대상

KB국민카드
롯데면세점
한국타이어
신한금융투자

프랜차이즈분야 최우수상
회원서비스분야 최우수상
브랜드 프로모션분야 최우수상
마케팅분야 최우수상

BGF 포스트
BMW Plus
월드키친코리아
한성자동차

2019
대상

모바일웹 마케팅 금융분야 대상
모바일웹 마케팅 제품브랜드분야 대상

KTB투자증권
SmartThings

2018
대상

최우수상

스마트앱어워드 최고 대상
모바일마케팅 부문 통합 대상
KIPFA Creative 특별 대상
신용카드분야 대상
정보서비스분야 대상

롯데카드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롯데카드
폭스바겐 MINI

정보관리분야 최우수상 마이폭스바겐



2014

대상

최우수상

모바일 웹 최고 대상
디자인 이노베이션 대상
모바일웹 회원 서비스 부문 대상
모바일웹 브랜드 부문 대상
모바일웹 기업일반 부문 대상
앱 보험 부문 대상

삼상커드 모바일
삼성카드 M포켓
빕스
투썸 플레이스
CJ
농협손해보험

데스크톱 증권부문 최우수상
데스크톱 은행부문 최우수상
데스크톱 생활/스포츠 최우수상
데스크톱 금융일반 최우수상
데스크톱 공공기관 최우수상
모바일웹 고객지원부문 최우수상
데스크톱 회원서비스 우수상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퇴직연금
와이드앵글
아주캐피탈
한국가스공사
농협손해보험
라이나생명 헤이데이

2015

대상

최우수상

UI/UX 이노베이션 대상
PC웹 최고대상
브랜드/쇼핑부문 통합 대상
데스크톱 대기업종합분야 대상
데스크톱 회원서비스분야 대상
모바일웹 마케팅분야 대상
모바일웹 정보서비스분야 대상

KB국민카드
기아자동차
SKT 스마트청구서
삼성물산 리조트건설
보람상조
GS홈쇼핑
월드키친코리아

데스크톱 서비스분야 최우수상
데스크톱 유통분야 최우수상
여행/관광분야 최우수상
데스크톱 기업분야 최우수상
모바일웹 마케팅 부문 최우수상
모바일웹 마케팅 분야 최우수상
모바일웹 고객지원분야 우수상

삼천리그룹
GS홈쇼핑
여행11번가
월드키친코리아
기아자동차
삼성물산
여행11번가



2012~11

대상

최우수상/우수상

은행분야 대상
금융일반분야 대상
어린이교육분야 대상
게임분야 대상
모바일분야 대상
특별대상(마케팅부문)

신한은행
신한은행
시공미디어
CJ E&M
한국타이어
신한은행S20

증권분야 최우수상
교육 부문 우수상

신한금융투자
에듀윌

2013

대상

최우수상/우수상

모바일웹 최고 대상
웹접근성 이노베이션 대상
생활브랜드 부문 대상
모바일웹 금융분야 대상
생명보험분야 대상
증권분야 대상
기업 프로모션분야 대상
고객지원분야 대상

라이나생명
삼성카드
할리스커피
삼성생명
삼성생명
KB투자증권
IM투자증권
삼성카드

제조분야 최우수상
서비스 프로모션 최우수상
마케팅 부문 우수상
사회공헌분야 우수상

현대케피코
신한금융투자
AJ셀카
시그나사회공헌재단





















































































사업명 사업기간

BC카드 마이데이터 사업 10개월

한국투자증권 ODS 온라인서비스 구축 8개월

NH투자증권 고객상담용 APP 구축 9개월

롯데카드 라이프플랫폼 PC/MO/APP 통합 구축 12개월

신한금융투자 신한 i알파 모바일APP 구축 9개월

KB국민카드 통합 모바일 APP/Web 구축 7개월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리뉴얼 8개월

삼성카드 TapTap 모바일APP 구축 6개월

하나은행 1Q Bank 모바일APP 구축 5개월

KB국민카드 PC Web 전면 리뉴얼 7개월

KB투자증권 MTS 리뉴얼 5개월

외환은행 캐나다 뱅킹 웹사이트 구축 9개월

한국증권금융 웹사이트 리뉴얼 5개월



사업명 사업기간

삼성카드 M포켓 모바일APP 리뉴얼 6개월

농협손해보험 모바일APP/Web 구축 5개월

외환은행 스마트폰 전용 금융상품몰 구축 4개월

신한은행 스마트 퇴직연금센터 리뉴얼 6개월

아주캐피탈 웹사이트 구축 8개월

KB투자증권 웹접근성 리뉴얼 및 프리미엄 사이트 구축 7개월

삼성카드 모바일Web 개편 6개월

라이나생명 모바일Web 구축 4개월

삼성카드 웹접근성 개선 및 보안강화 구축 11개월

신한금융투자 오픈웹뱅킹 구축 5개월

신한금융투자 S-Catch Plus 모바일 APP 구축 5개월

삼성생명 홈페이지 개편 11개월



사업명 사업기간

한화생명 온라인 신상품 시스템 탑재 및 고도화 4개월

IM투자증권 홈페이지 개편 4개월

신한금융투자 S-Catch 신규 구축 7개월

한국시티은행 인터넷뱅킹 속도개선 프로젝트 5개월

신한금융투자 S-lite 사이트 신규 구축 2개월

우체국 스마트금융 시스템 구축 6개월

신한은행 스마트금융 홈페이지 신규 구축 7개월

신한은행 차세대 NexB 모바일 구축 7개월

삼성카드 SC Smart 모바일 구축 3개월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개편 5개월











사업명 사업기간

폭스바겐코리아 모바일APP 리뉴얼 6개월

효성중공업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 13개월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웹사이트 구축 2개월

삼성바이오팜 온라인 학술 플랫폼 구축 5개월

삼성카드고객서비스 웹사이트 리뉴얼 5개월

YES24 e-Book 모바일APP UI/UX 리뉴얼 5개월

신세계조선호텔 PC/MO웹사이트 및 모바일APP 구축 7개월

GS리테일 THE-POP 멤버십 통합APP 구축 10개월

폭스바겐코리아 웹사이트 리뉴얼 6개월

신라호텔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및 다낭 웹사이트 구축 8개월

국립한국박물관 폰트분류 및 검색 웹 서비스 5개월

BCA Korea 신규 브랜드 murmur 웹사이트 런칭 5개월



사업명 사업기간

월드키친 대표 홈페이지 리뉴얼 구축 3개월

SK텔레콤 스마트청구서 모바일앱 UI/UX 리뉴얼 5개월

바이킹스 국문/다국어 웹사이트 리뉴얼 6개월

기아자동차 글로벌 웹사이트 표준화(파일럿) 구축 10개월

삼성생명 컨설턴트모집 웹사이트 개편 4개월

CJ푸드빌 12개 브랜드 모바일웹 리뉴얼 5개월

대교아이레벨 글로벌 학습관 구축 5개월

와이드앵글 브랜드 홈페이지 구축 3개월

헨켈홈케어코리아 웹사이트 구축 4개월

라이나생명 헤이데이 멤버십 사이트 구축 4개월

통영국제음악재단 홈페이지 구축 5개월

옥션 광고센터 구축 프로젝트 2개월



사업명 사업기간

시그나 사회 공헌 재단 웹사이트 구축 2개월

아주 셀카 웹사이트 구축 2개월

삼성카드 웨딩 웹사이트 구축 2개월

할리스커피 홈페이지(PC/MO) 개편 2개월

신한은행 Mint 레이디클럽 개편 프로젝트 3개월

CJ E&M 게임부문 홈페이지 신규 구축 5개월

시공미디어 누리놀이 기관 홈페이지 구축 3개월

그루폰 코리아 채용사이트 신규 구축 3개월

에듀윌 홈페이지 리뉴얼 프로젝트 3개월

한국타이어 아카데미 하우스 리뉴얼 프로젝트 7개월

신한은행 Youth 고객 대상 커뮤니티 사이트 신규 구축 4개월

CJ E&M ENEW24.NET 글로벌 홈페이지 구축 2개월



사업명 사업기간

한국타이어 70주년 기념 메인 개편 2개월

한국타이어 My Car Driving APP 구축 2개월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 홈페이지 운영 12개월

현대자동차 벨로스터 게임 APP Server 홈페이지 구축 3개월









사업명 사업기간

HL Mando 대표 홈페이지 리뉴얼 6개월

SK이노베이션 ESG 웹사이트 구축 6개월

KTB 금융그룹 비주얼 아이덴티티 통합 구축 5개월

GS홈쇼핑 기업 웹사이트 개편 5개월

제일모직 기업사이트 구축 프로젝트 5개월

보람상조 웹사이트 구축 프로젝트 6개월

삼천리가스 홈페이지 개편 프로젝트 6개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리뉴얼 및 웹접근성 프로젝트 2개월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홈페이지 구축 2개월

현대케피코 홈페이지 개편 프로젝트 7개월

휴비츠 기업 홈페이지 개편 프로젝트 3개월

휴비츠 현미경 사이트 신규 구축 프로젝트 4개월



사업명 사업기간

휴비츠 기업 홈페이지 개편 프로젝트 3개월

휴비츠 현미경 사이트 신규 구축 프로젝트 4개월

효성 ITX 리뉴얼 프로젝트 3개월

효성 ITX CDN 통계사이트 구축 2개월

효성 ITX Cloud 사이트 신규 구축 프로젝트 2개월

한국타이어 CRM 모바일 사이트 신규 구축 2개월

SK ZIC 홈페이지 전체 리뉴얼 2개월







사업명 사업기간

신세계면세점 차세대 온라인플랫폼 PC/MO 구축 18개월

GS Flash 심플리쿡 모바일앱 구축 5개월

롯데인터넷면세점 PC/MO 차세대 구축 15개월

11번가 Vertical 여행 서비스 구축 6개월

11번가 서비스 오픈 마켓 고도화 프로젝트 5개월

11번가 서비스 오픈 마켓 신규 구축 프로젝트 8개월

모바일 TOWN 11번가 신규 구축 프로젝트 6개월

LGe Smart TV Store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3개월





36개월





사업명 사업기간

한국앤컴퍼니 지주/계열사 반응형 웹사이트 연간 운영 현재 진행중

아워홈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 고도화 6개월

한국타이어 웹사이트 고도화 및 연간 대행 운영 23개월

라우펜 글로벌 연간 대행 운영 23개월

AXA 다이렉트 웹사이트 UI/UX 고도화 운영 18개월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모바일앱 마케팅 운영 12개월

하나은행 1Q Bank 고도화 운영 21개월

















































<웹/모바일 구축 및 운영 문의>

윤영덕 이사

정정회 이사

권영선 이사

010-7272-7361

010-9407-1107

010-9389-6674

youn2580@mvint.co.kr

jhjung@mvint.co.kr

garame@mvint.co.kr

<마케팅/캠페인 문의>

박건용 이사 010-9039-6891 pky@mvin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