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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서 
㈜블루웨이브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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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e비즈니스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front, middle, back-end 기술요소에 대한 
분석, 설계, 개발, 통합/분리, 최적화, 설치의 과정을 수행하는 서비스로 기술과 전략의 조화를 통해  
고객기업의 시스템 차원을 넘어서 고객기업의 비즈니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Web 

e-Biz  
Creative  
Design 

Technology 

 
Web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된다는 기본 전제 아래 기존의 시스템을 개량하고 발전시켜 온라인 사용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인터넷은 Bluewave 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Web1.0 Paradigm에서 Web2.0으로 그리고 Smart Convergence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인 현재 웹은  
IT 빅뱅에 버금가는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Bluewave는 앞서가는 시대정신과  
개척정신으로 프론티어 웹의 전면에 서서 대한민국 웹의 방향성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성과 기능성의 타협과 조화', '창조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적 목적의 결합',  
이것은 웹 사이트 디자인이 추구하는 과제입니다. 또한 Bluewave Creative 디자인 팀이 구현하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즉 인간행위와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디지털 인터페이스(Digital Interface) 창조,  
고객기업의 비즈니스 목적과 마케팅 전략을 반영한 창조적 웹 아이덴티티 (Web Identity) 통합, 최적의  
사용자 편리성(Web Usability) 구현, 이것이 Bluewave가 고객기업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창조적 ICT 컨버젼스(Creative ICT Convergence) 서비스입니다.  
 

Bluewave  
Co,.ltd 

블루웨이브는 ICT 컨버젼스(융합) 사업을 통한 고객만족을 추구합니다. 

01. 기업이념 블루웨이브컨설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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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블루웨이브컨설팅 소개 

회  사 명  ㈜블루웨이브컨설팅 대 표 자 장  진  영 

사 업 분 야 웹사이트 구축, 온라인 비즈니스 컨설팅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25길 16, 3층(동교동 200-18 세일빌딩 3층) 

전 화 번 호 전화 : 02-538-7386,  팩스 : 02-538-7399  

회사설립년도 2003년 1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2003년 1월 ~ 현재 

                                   

㈜블루웨이브컨설팅은 2003년에 설립하여 수년간 공공기관 및 민간 대기업의 다양한 정보화 사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국내 IT서비스 업계에의 e-

e-Business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2013 

2014 

2015 

 삼성생명 통합안전관리망 모바일 시스템 구축 

 네이버 웹표준/웹접근성 유지보수 

 행정자치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3단계 구축 

 KCB FDS 구축(금융사기 방지솔루션) 

 현대오일뱅크 웹사이트 통합 유지보수 

 삼성생명 임직원 복지포털 시스템 구축 

 신라 스테이 구축(7개)/호텔신라 국문표기 강화 

 호텔신라 통합 멤버쉽 구축 

 현대오일뱅크 웹사이트 통합유지보수  

 교보생명㈜ 빅데이터 업무제휴 협약 체결 

 삼성생명 보험연구소 구축 

 신라 스테이 구축(역삼) 

 대통령직속기관 국민대통합위원회 유지보수(리뉴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대표 및 주요사업 통합유지보수 

 행정자치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 

 현대오일뱅크 웹사이트 통합유지보수 

 삼성생명 나눔스테이션 시스템 구축  

 삼성생명 수익증권 모바일창구 개발 

 삼성생명 패밀리사이트(11개)리뉴얼 및 웹표준 · 웹접근성 개선 

 호텔신라 웹사이트 예약시스템 개발 

 네이버 웹접근성 최초 SearchAD검색 등 다수 작업 

 삼성전자서비스 웹사이트(반응형웹) 개발 

 경찰청 실종아동·여성등 사회적 약자 대국민 포털 구축 

 국립외교원 통합 정보화시스템(포털) 구축 

 교통안전공단 대국민서비스 포털 구축 

2016 
 한국공항공사 위치기반 모바일앱 서비스 구축 

 현대오일뱅크 보너스카드앱_BLUE 개발 

 현대오일뱅크 통합 유지보수 / 네이버 퍼블리싱 유지보수 

 삼성전자 메인 사이트 리뉴얼 구축 중(~2017.02) 

 KCB FRMS,CSS 솔루션 구축 및 유지보수 

 신세계 조선호텔 통합사이트 리뉴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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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직 및 인력구성 블루웨이브컨설팅 소개 

등급 

국내 전문분야 

합 계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 경영지원 

특급기술자 1 1 - 1(기술사)  1 4 

고급기술자 4 1 1 5 1 12 

중급기술자 3 5 5 8 1 22 

초급기술자 2 2 3 5 - 12 

합 계 10 9 9 19 3 50 

Planning Design Publishing Developer Innovation Lab.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고객중심의 조직체계를 수립하고 고객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프로젝트 조직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Innovation Lab은 빅데이터, IOT,스마트 APP연구 등 급변하는 IT업계의 트랜드를 리드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통기술 지원 그룹을 

운영하여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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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주요 사업실적  블루웨이브컨설팅 소개 

㈜블루웨이브컨설팅은 공공기관 및 대형 민간기업과의 대국민 서비스, 콘텐츠 관리 시스템, 연계 등 본 프로젝트의 성공적 구축에 필요한 기술 및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분야 사업 내용 사업 레퍼런스 

유지보수 
•웹사이트 

•모바일(App) 

•2012~16  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2013~2015 네이버 검색/쇼핑 마크업 유지보수 

•2014~2015  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고도화(2014 웹어워드 수상)  

•2014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대표홈페이지 외 주요사업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웹포탈 
관련 

•웹포탈 

•모바일포탈 

•웹표준/웹접근성 마크 

•HTML5기반의 반응형웹 

•2015 한국공항공사 위치기반 모바일앱 구축 

•2014~2015 행정자치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3단계 구축(Web/App) 

•2015 삼성생명 임직원 복지포털 및 통합안전망 구축 

•2014~2015 호텔신라 및 신라스테이 사이트 구축 

•2013 국립외교원 포털 및 e-HRD 사이트 구축 

•2013 교통안전공단 통합포털 사이트 구축 

•2013 삼성전자서비스 웹사이트 구축(2013 웹어워드 수상) 

•2011~13  경찰청 안전드림 웹/모바일 포탈 1~3 단계 구축 

시스템 
통합 

•대규모 D/B 구축 

•시스템 통합 개발 

•2014 삼성생명 지식기반 통합검색 구축    •2013 호텔 신라 웹사이트 예약시스템 구축 

•2012 삼성에버랜드 MI시스템                   •2012 삼성전자 일류화 구매 시스템 

웹접근성 & 
웹표준 

•장차법 관련 사이트 개편 

•2013 삼성생명 패밀리사이트(11개) 사이트 웹접근성 마크업(2.5개월) 

•2013 네이버 최초 웹접근성 적용 페이지(SearchAD_네이버검색광고) 구축 

•2013 현대오일뱅크 대표사이트 웹접근성 마크업 작업 

2013년 전자정
부  
대통령상 수상! 

2013 웹어워드  
고객지원부문 최우수상! 

2014년 웹어워드  
정부기관부문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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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주요 사업실적  블루웨이브컨설팅 소개 

사업분야 사업 내용 사업 레퍼런스 

모바일 및 
스마트 APP 구축 

•모바일 웹 

•iOS 

•Android 

•LBS 등  

• 2016 한국공항공사 모바일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2016 현대오일뱅크 보너스카드앱 개발 

• 2016 제주패스 렌터카 및 맛집 앱/모바일 개발 

• 2015 한국공항공사 위치기반 모바일앱 서비스 구축 

• 2015 2014~15 행정자치부 생활안전지도 APP 개발 

• 2015 삼성생명 통합안전관리망 APP 개발 

• 2014 에임메드 원격의료 건강관리 APP 개발 

• 2013 삼성생명 수익증권 모바일창구 APP 개발 

• 2013 유아킹 APP(자체서비스) 

• 2013 KICC 핫플레이스 APP 개발 

• 2012 현대오일뱅크 보너스카드 APP  

웹포털 
관련 

•웹 포털 

•모바일 포털 

•웹표준/웹접근성 마크 

•HTML5기반의 반응형웹 

• 2015 삼성중공업 거제 삼성호텔 웹사이트 리뉴얼 개발 

• 2014~16 신라스테이 홈페이지 구축2015 삼성생명 복지 포털 시스템 구축 

• 2015 삼성생명 통합안전관리망 웹 구축 

• 2015 제주패스 홈페이지 및 제주패스렌터카 웹/모바일 사이트 구축(2015 웹 어워드 대상 수상) 

• 2014 삼성생명 보험연구소 구축 

• 2014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통합유지보수& 반응형웹사이트 구축  

• 2014 행정자치부 생활안전지도(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포털 구축 

• 2013 삼성생명 나눔스테이션 시스템 구축  

• 2013 국립외교원 포털 및 e-HRD 사이트 구축 

• 2013 삼성전자서비스 웹사이트 구축(2013 웹어워드 수상) 

• 2011~13  경찰청 안전드림 웹/모바일 포탈 1~3 단계 구축 

• 2012~16 현대오일뱅크 통합유지보수(멤버십포탈 구축) 

• 2012 사우디 아람코 포탈 구축(SDS) 

시스템 
통합 

•대규모 D/B 구축 

•시스템 통합 개발 

•고객 CRM 마이그레이션 및 분석 시스템 구축 

• 2016 삼성생명 차세대 접속포탈 구축 

• 2015 삼성생명 임직원 복지포탈 구축 

• 2013 호텔신라 웹사이트 예약시스템 구축 

• 2012 삼성에버랜드 MI시스템 

• 2012 삼성전자 일류화 구매 시스템 

• 2011 한국정보통신 EASY-POS 시스템 

• 2011 SKC 구매정보 시스템 

웹접근성 & 웹표준 •장차법 관련 사이트 개편 
• 2014~16 네이버쇼핑 마크업(웹접근성) 유지보수 

• 2013 삼성생명 패밀리사이트(11개) 사이트 웹접근성 마크업(2.5개월) 

• 2013 네이버 최초 웹접근성 적용 페이지(SearchAD_네이버검색광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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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웨이브의 Blue-CMS, Revolution은 전자정부 프레임웍 기반의 솔루션으로서 
 웹사이트의 컨텐츠 관리 및 사용자 관리에서 탁월한 기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06. 블루웨이브의 강점 (솔루션_Blue-CMS, Revolution) 

다단계 관리 및 각 관리자의 해당 페이지 관리로 인해 
신속한 컨텐츠 생성/퍼블리싱이 이뤄지게 됩니다. 

블루웨이브컨설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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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블루웨이브의 강점 (솔루션_Blue-CMS, Revolution) 

기능 및 장점 

 List, View, Create, Update, Delete 등 기능 단위로 권한 관리가 

가능 

 CMS + 게시판 빌더로 생성된 페이지도 권한관리 메뉴에서 세부 

권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콘텐츠 관리자가 콘텐츠를 제작, 수정, 확인, 배포하는 프로세스

를 제공합니다. 또한 배포 시 히스토리 관리가 되어 특정 버전으

로 롤백도 가능하며 이는 만약에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HTML 만으로 템플릿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특수성에 

따라서    동적 콘텐츠는 JSP 로 제작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니즈

를 충족시켜 어떠한 요구 조건에도 수용 가능 합니다. 

 

비슷한 종류의 사이트를 제작 시 이미 만들어진 사이트를 복사하

여 사용 

사이트 복사 기능으로 중복된 콘텐츠 및 게시판을 재제작하지 않

아도 되며 개발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Revolution은 포털관리 + CMS + 게시판빌더 를 하나로 융합한  
새로운 Portal Content Managements System.    

• 홈페이지 제작 시 콘텐츠는 CMS로 만들고 필요한  
    게시판은 게시판 빌더로 생성한 후 포털관리에서 메뉴생성 
    및 권한 설정을 하여 홈페이지 제작을 극대화한 솔루션 

 
• 홈페이지 관리 시 콘텐츠를 관리하고 싶고, 개발이 필요  
     없이 게시판을 생성하고 관리 하고 싶다면  
     Revolution은 최고의 솔루션. 

 
• 제작된 콘텐츠의 형상관리가 있어 콘텐츠 관리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 수정, 배포, 버전 관리 까지 가능하여  
   만일에 사고에 대비를 할 수 있고 배포한 히스토리 관리 가능    

블루웨이브컨설팅 소개 



YOOSAMI CO., LTD. 
2016 Bluewavs corp. All rights reserved. 

07. WEB AWARD 수상내역 

웹포탈 및 모바일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의 다수의 수상 경험이 있습니다. 

블루웨이브컨설팅 소개 

‘2013 
웹어워드 부문 
-고객지원부문 최우수상_삼성전자서비스 
 

인터넷에코어워드 부문 
-UI/UX 분야 대상 
 
 

‘2014 
웹어워드 부문 
-정부기관부문 최우수상_국민대통합위원회 

‘2012 
웹어워드 부문(3개 부문) 
-공공프로모션분야 최우수상_정관장 심나는 건강한 걷기대회  

-전문교육 이러닝분야 대상_경기도인재개발원 

-공공기관분야 우수상_경찰청 안전드림 

 
스마트앱어워드 부문 
전문정보분야 대상_애듀랭키 

전자정부 대통령상 수상! 
-실종아동 및 사회적약자(Safe Dream)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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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웨이브는 지금 현재도 다양한 고객군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8. 고객사 



Copyright ⓒ 2016 by Bluewave Corp.  

CONFIDENTIAL This material is proprietary to Bluewave. 
It contains trade secrets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which is the property of Bluewave.  
This material shall not be used, reproduced, copied, disclosed, transmitted,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express consent of Bluewave. 

감사합니다 

웹사이트 전략컨설팅, 구축, 유지보수 운영 및 스마트 N-스크린 통합까지 
우수한 전문인력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토대로   
블루웨이브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