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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CAREER

좋은�웹, 좋은�디자인이라는�뜻입니다. 좋다라는�의미의�히브리어 'TOV'와 'WEB', 그리고 'DESIGN'의�합성어로
언제나�좋은�웹페이지, 좋은�디자인을�만들어�나가려는�마음가짐을�의미합니다.
토브는�고객이�원하는�최고의�퀄리티와�완성도�높은�홈페이지�제작을�위하여�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한땀�한땀�정성을�다해�고객의�가치가�스며들어�있는�좋은�웹페이지를�만들겠습니다.

사회적, 문화적�등�다양한�프로젝트를�지향하고�고객님�회사의�홍보효과�극대화와�수익창출�증대를
동시에�가치가�스며들어�있는�보기�좋은�웹페이지를�만들겠습니다.

RESPONSIBILITY
모든�일을�시작함에�있어서�끝까지�책임을�질�수�있는�인터넷�회사은�그리�많지�않습니다.
모든�작업�하나하나는�중요합니다. 그리고�모든�작업은�결과물이�나와야�성과를�볼�수�있습니다.
작은�작업�하나까지�끝까지�책임을�다하는�토브입니다.

시작부터�끝까지�책임지는�토브

PROFESSIONAL
경력 10년�이상의�웹프로그래머, 웹서버관리자, 웹기획자, 웹디자이너가�함께�전문팀을
구성하여�고객과�끝까지�함께합니다. 고객님�회사의�홍보효과�극대화와�수익창출�증대를�동시에�만족시켜드립니다.
정성을�다하는�토브, 고객님께�감동을�드리는�토브입니다.

프로페셔널�토브

RESPECT
토브는�항상�고객을�존중합니다. 고객이�원하는�요구와�불만�또한�존중합니다.
회사와�고객이�서로를�존중할�때�서로의�신뢰가�쌓입니다. 고객을�존중하는�회사�바로�토브입니다.

시작부터�끝까지�책임지는�토브



WORKS

SERVICES

Mobile /  Web publishing
Web development / ERP / CMS / DBMS<  /  >

WEBSITE
언제, 어디서, 어떤한�기기에서
보기�좋은�홈페이지

Homepage / Landing page Mobile /  Responsive Homepage



www.hotelnanta.com

언어
기술
관리자

4개�국어(한국, 영어, 중국, 일어) 버전
CSS3 각종�애니메이션 , 자바스크립트
사이트�전시(배너등) 관리, 객실�패키지�예약�관리
이메일�발송�기능�등

제주�호텔난타�홈페이지
다양한�기기에서�최적의�뷰를�제공하는�반응형�홈페이지



www.utravelnote.com

언어
기술
관리자

4개�국어(한국, 영어,  중국, 일어) 버전
CSS3 각종�애니메이션 , 자바스크립트
사이트�전시(배너등) 관리, 객실�패키지�예약�관리
편집기, 이메일�발송�기능�등

트래블�노트�홈페이지
일본인�대상�전세계�여행�포털�사이트로�시스템/DB/개발�및�퍼블리싱에�참여



m.travelnote.com.cn

중국인�대상�전세계�여행�포털�사이트의�모바일�버전으로�시스템/DB/개발�및�퍼블리싱에�참여

트래블노트
학원�홍보�홈페이지로�다양한�기기에서�최적의�뷰를�제공하는�반응형�원페이지�홈페이지



www.yswpub.co.kr

기술
관리자

CSS3 각종�애니메이션 , 자바스크립트
도서�검색, 주문서�문자 / 이메일�발송, 강의용�자료실�운영
사이트�전시(배너) 관리

도서출판�양서원
도서출판�양서원의�홈페이지로�다양한�기기에서�최적의�뷰를�제공하는�반응형�홈페이지



www.soomoonsa.co.kr

기술
관리자

CSS3 각종�애니메이션 , 자바스크립트
도서�검색, 주문서�문자 / 이메일�발송, 강의용�자료실�운영
사이트�전시(배너) 관리

도서출판�수문사
도서출판�양서원의�홈페이지로�다양한�기기에서�최적의�뷰를�제공하는�반응형�홈페이지



www.jmpub.co.kr

기술
관리자

CSS3 각종�애니메이션 , 자바스크립트
도서�검색, 주문서�문자 / 이메일�발송, 강의용�자료실�운영
사이트�전시(배너) 관리

도서출판�정민사
도서출판�양서원의�홈페이지로�다양한�기기에서�최적의�뷰를�제공하는�반응형�홈페이지



www.hakhyunsa.com

기술
관리자

CSS3 각종�애니메이션 , 자바스크립트
도서�검색, 주문서�문자 / 이메일�발송, 강의용�자료실�운영
사이트�전시(배너) 관리

도서출판�학현사
도서출판�양서원의�홈페이지로�다양한�기기에서�최적의�뷰를�제공하는�반응형�홈페이지



www.lovemama.kr

관리자 유투브�및�동영상�게시판�및�문의관련�자도�이메일�알림�기능

사단법인�마리안마가렛
마리안�리인마리안마가렛�사단법인�홈페이지로�시스템/DB/개발�및�퍼블리싱 



www.algo.or.kr

기술
관리자

CSS3 각종�애니메이션 , 자바스크립트�대비�빠른�로딩�및�페이지뷰를�제공
이메일�발송�기능

알고리즘�성남학원
학원�홍보�홈페이지로�다양한�기기에서�최적의�뷰를�제공하는�반응형�원페이지�홈페이지



www.halodduk.com
할로�떡볶이
프랜차이즈�홈페이지로�스마트폰/태블릿/데스크톱�일반 PC 등
디스플레이의�제약없이�어느�화면에서나�반응하여�표시되는�반응형�홈페이지



www.gsrglb.com

기술
관리자

자바스크립트�대비�빠른�로딩�및�페이지뷰를�제공
이메일�발송�기능

GSR 
원페이지로�구성된�홈페이지



www.mymec.co.kr

기술 프레젠테이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애니메이션�효과�다수�사용

MY MEC
고객�상담�및�프레젠테이션을�하기�위하여�아이패드에�최적화하여�제작된�홈페이지



www.dainmc.com

언어
관리자

2개�국어(한국, 영어) 버전
갤러리�기능 (팝업�갤러리�기능)
이메일�발송�기능

다인
원페이지로�구성된�홈페이지



www.namdalli.co.kr
달리
워드프레스�테마를�고객의�요구에�맞춰�커스터마이징하여�제작



www.nc-works.com
NCWORKS
의료기기�홈페이지로�카탈로그�형식의�반응형�원페이지�홈페이지



www.sorok.org

관리자 유투브�연동�동영상�게시판�및�문의�관련�자동�이메일�알림�기능�등

천주교�소록도�홈페이지
소록도�천주교�성당�홈페이지로�시스템/DB/개발�및�퍼블리싱



www.tubester.co.kr
튜브스터 
카페24 템플릿을�고객의�요구에�맞춰�커스터마이징하여�제작



wwww.powercombi.com

기존 ASP 시스템에 PHP로�관리자�및�게시판�추가�개발
사이트�전시�관리(배너/팝업�등) 및�게시판�관리�기능

파워콤비
인터넷가입�사이트로 PC/Mobile 각각�제작�되었으며, 관리자�페이지�별도�제작�후�연동



WORKS

SERVICES

EDITORIAL DESIGN
언제, 어디서든�보기�좋은�디자인

C.I / B.ILOGOCatalogue  / Brochure Leaflet / Pamphlet

BTL design / POCM Photography



유일기기

언어 2개국어(영어,베트남) 버전

홍보용�브로슈어�및�리플렛



시그노드

언어 영문�버전

홍보용�카다로그�및�팜플릿



대광엔지니어링

언어 2개�국어(한국, 영어) 버전

홍보용�카다로그



한국관광공사 가이드맵

언어 4개국어(한국, 영어, 중국, 일어) 버전

외국인�전용�관광�가이드맵



요리마시따
프랜차이즈�홍보용�리플렛



치킨퐁
프랜차이즈�홍보용�브로슈어



뷰티코리아
홍보용�카다로그



CM푸드
프랜차이즈�홍보용�브로슈어



가르텐 POCM
프랜차이즈�가르텐비어, 작업반장, 치킨퐁, 요리마시따
메뉴판, 배너, 현수막, 초대장, 쿠폰, 명함, 전단지�기타�등

달리 POCM
프랜차이즈�달리
메뉴판, 배너, 현수막, 초대장, 쿠폰, 명함, 전단지�기타�등



갓따옴
생과일�쥬스�프랜차이즈�로고



부킹투어
중국인�대항�여행사�부킹투어�로고

카페 멘드롱
카페�멘드롱�로고



아쿠아루체
수족관�제작�업체�아쿠아루체�로고



MDM
생맥주�관리사�자격증�로고

다비드 마케팅
마케팅�회사�다비드�로고



GSR
무역회사 GSR

NC WORS
의료기기�업체 NCWOR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