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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웹은 탄탄한 기술력과 합리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여러분과 공유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최적의 솔루션으로 탄생시켜 보다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E-Business Consulting, 웹 솔루션 개발 및 유지관리, Multimedia 제작,  Online Marketing, Network Service 등 다양

한 IT분야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정보

고객사및 파트너

ABOUT US

※ 웹솔루션개발 및 웹서비스 및 호스팅, 마케팅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LANNING TEAM

프로젝트 전략수립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DIGITAL CREATIVE TEAM

웹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웹퍼블리싱 및 프로그램 개발

PHOTOGRAPHY TEAM

사진 및 영상 촬영

사진 리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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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웹은 E-Business Consulting, 웹 솔루션 개발 및 유지관리, Multimedia 제작, Online Marketing, Network Service 등

다양한 IT분야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Web Site

NetWork
Service

Marketing

MultiMedia
Web 

Service

Business
Area

SI 솔루션, 수발주 시스템, 채용관리 시스템, 렌터카 솔루션, 

인트라넷, 홈페이지, 쇼핑몰 등 웹사이트 연구개발

바이럴마케팅, 오픈마켓 대행, 

제휴 마케팅, 광고대행 등

SMS, 웹메일서비스, 도메인서비스, 

이북 서비스 등

영상촬영 및 편집, 동영상 제작

VR영상 제작

웹호스팅, 서버호스팅, 

이미지호스팅, 코로케이션 등

BUSINESS

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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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Hompage 제작

- UI 설계서 (스토리보드) 제공

- 페이지 10 ~ 15 페이지 이내

- 공지사항, 갤러리 제공

- 관리자모드 제공

-제작기간 : 2~4주 (Work Day기준)

-시안작업 : 메인시안 2회 수정 (1type제공)

- UI 설계서 (스토리보드) 제공

- 페이지 20 페이지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관리자모드 : 맞춤형 관리자모드 제공

-제작기간 : 5~8주 (Work Day기준)

-시안작업 : 메인시안 3회 수정 (2type제공)

- UI 설계서 (스토리보드) 제공

- 페이지 별도협의

- 1:1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관리자모드 : 1:1 맞춤형 관리자모드 제공

-제작기간 : 별도협의

-시안작업 : 별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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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Hompage 주요기능

회원관리

유형별(개인/기업) 회원구분 기능 및 회원기본정

보 외 사업자정보 등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관리

상담유형별 상담신청관리기능 제공

(상담유형 관리기능 제공)

게시물관리

일반형, 갤러리형, 동영상 등 맞춤화면 제공

게시글 사용권한 설정가능(읽기, 쓰기, 답글 등)

팝업관리

팝업창 사이즈, 위치, 공지기간 설정가능

통계관리

시간별, 요일별, 일별, 유입URL 접속통계분석

횐경설정

관리자 계정 및 코드관리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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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반응형 Hompage 제작

반응형웹은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반응하는 홈페이지 입니다.

프로웹은 고객사의 컨텐츠에 적합한 효과적인 반응형 레이아웃과 디자인으로 최상의 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

Cross Browsing

최적의 해상도유지

PC, 모바일, 테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

스 환경에서 최적의 레이아웃을 자동으

로 적용합니다. 

관리비용 절감

해상도별 각각의 홈페이지 운영비용을

하나의 홈페이지로 유지관리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브라우징

표준 웹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환경이나 브라우저에서 정보를 동일하

게 표현할 수 잇습니다.

반응형 홈페이지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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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Shoppingmall 제작

별도협의 ~
(PC + 모바일용)

- 회원관리, 제품관리, 주문관리, 상담관리

- 상품판매순위, 매출현황분석

- 게시판관리

- 관리자모드 : 1:1 맞춤형 관리자모드 제공

-제작기간 : 별도협의

-시안작업 : 별도협의

회원관리

회원등급 설정 및 등급별

혜택적용, 거래처(도매)관

리기능 제공

ERP연동

ERP(경영박사) 연동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판매를

동시에 관리

NAVER

네이버 Npay적용 및

네이버쇼핑 입점 상품DB

연동 서비스

자동입금
확인

통합계좌조회 서비스로

무통장입금 시 자동으로

쇼핑몰에 입금완료처리

옵션별
상품코드

생산 및 재고관리를 위한

옵션(색상, 사이즈 등)별

상품코드 관리를 지원

견적시스템

주문자의 견적요청 시

주문내역수정, 주문금액조

정 등 견적회신 및 결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하이웍스와 연동하여 자동

발급처리가 가능

카카오
알림톡

주문완료, 배송조회 등

카카오톡을 통한 알림 자

동 발송기능 제공

맞춤형 관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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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ERP 연동

ERP
PROWEB
쇼핑몰

ERP와쇼핑몰자료 연동

(거래처정보, 매출정보, 품목정보 등)

ERP연동 솔루션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쇼핑몰) 판매를 동시에 관리하실 수 있는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전표를 ERP에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입력/관리되어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연동자료



|  PROWEB 회사소개서 |

9

SERVICE

렌터카솔루션제작

● 체계적인 렌트예약시스템, 장기 및 보험대차관리 등을 구축함으로서 효율성이 극대화된 렌터카 관리

● 정기검사, 소모품 교환, 보험과리, 차고지관리, 사고관리, 위반관리 등의 종합시스템구축으로 경비절감 및 차량관리

● 렌트 계약금, 대여요금, 추가요금, 기타금액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수금관리, 회사경비의 현금출납 관리시스템

● 단순업무의 자동화 다양하고 효과적인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입체적인 고객관리 기능 및 관리인력의 최소화

01. 예약관리 : 홈페이지 실시간 예약연동 서비스

02. 대여관리 : 임시, 일반렌트, 중장기, 보험대차 등 다양한 대여관리

03. 보험(사고)대차관리 :  보험사별, 청구일시별, 계약상태별, 미수별로 조회 가능

04. 장기관리 : 별도 장기관리 시스템 적용

05. 고객관리 : 고객등급별 관리 및 렌트횟수 및 사용요금에 따른 자동 등급화

06. 차량관리 : 차종별 관리, 차량별관리, 보험, 사고, 위반, 검사, 소모품 교환관리 등

07. 수금관리 : 입금현황, 미납현황을 손쉽게 파악 및 관리

08. 매출현황 : 각 항목별 30가지 형태의 다양한 매출현황 제공

09. 영업관리소 : 각 지역별 또는 형태별 영업소 관리

10. 현금출납, 세금계산서 : 계정과목별 집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11. SMS/발신자번호 : 문자서비스 및 발신자번호 확인 고객정보 연동

12. 직원관리 : 일반사용자 관리자를 구별하여 등록가능, 본사/영업소사업자 분류

◀Mobile 서비스

◀렌터카솔루션

▲ 홈페이지 서비스

주요기능



|  PROWEB 회사소개서 |

10

SERVICE

고객관리콜매니져시스템

콜매니져(Call Manager) 서비스는 발신자확인 및 상담관리, 고객관리, 문자발송 등 통합형 통화 상담 관리 솔루션입니다. 

전화상담 업무를 위해 최적화된 웹솔루션으로 상담을 위한 자동 발신자번호 확인 및 고객관리를 연동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담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담내역관리, 문자전송, 고객정보연동 등으로 상담진행 상황을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

발신번호 확인 및

통화내역 기록, 

조회기능 제공

고객관리

고객관리 기능제공

및 고객연락처 연동

자동조회 처리

영업관리

영업 DATA 연동

주문, 설문, 계약 등

영업관리 제공

통계관리

통화기록 통계 및 리

포트 제공

상담관리

상담내역 등록관리

및 내역조회 기능

문자 및
알림톡

대시보드 내

문자전송 기능 제공

( SMS, 카카오알림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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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고객관리콜매니져시스템흐름도

콜매니져(Call Manager) 서비스는 KT통신망에서 제공되는 API를 기본으로 적용하여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기본적인 통화내역은 물론 고객사의 고객정보(회원정보), 주문정보, 상담이력 등을 연동하여 통화연결 시 해당 정보들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노출되며 상담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화

PC

상담데스크

구내교환기

콜매니져 시스템 KT통신망 고객

이동전화망

유선전화망

무선전화

사무실전화

KT전화망

KT교환기

발신(전화걸기)

CID
정보제공

기업형 서비스
(내선기능도 사용가능)

(종속번호 연결)

1566 등
대표번호
서비스

통화매니저

통화매니저
솔루션 실행

수신(발신번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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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한국웰시코기구조협회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 랩가이드

쇼핑몰 및 맟춤형 관리기능

(경영박사 연동)

서라벌 여행사

반응형 여행사 홈페이지 제작

(여행사 솔루션)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B2B

쇼핑몰 및 맞춤형 관리기능

(원단 시뮬레이션)

오마이셔츠

쇼핑몰 및 맞춤형 관리기능

(원단 시뮬레이션)

XP Creative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한옥호텔 영산재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키오스크

키오스크 및 영상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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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U 통합쇼핑몰

쇼핑몰 및 맞춤형 관리기능

(경영박사 연동)

GLOY BELL

쇼핑몰 및 맟춤형 관리기능

(경영박사 연동)

스윗드림펫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클린유니폼

쇼핑몰 및 맞춤형 관리기능

(경영박사 연동)

㈜인대성테크

쇼핑몰 및 맞춤형 관리기능

(경영박사 연동)

㈜태강농원

쇼핑몰 및 맞춤형 관리기능

(경영박사 연동)

다이텍연구원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섬유 B2B 플랫폼 개발

다인산업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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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웨딩박람회365 

홈페이지 및 맞춤형 관리기능

VASTEC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웨딩갤러리 아쌈

웨딩 전문 솔루션 (자동견적 솔루션)

JNCEDU

온라인 셀프 유학 솔루션

㈜유니티렌터카

렌터카 홈페이지 솔루션

KNIT & KNIT

홈페이지 및 맞춤형 제품관리 기능

주식회사 중앙기업사

배수구 용품 전문 쇼핑몰

2020 국제렌터카

렌터카 솔루션 및 반응형 홈페이지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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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식품사업전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청도 코아페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디에이치지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바스인

쇼핑몰 제작 및 관리

자연내리

체험예약 및 온라인매장 관리 솔루션

우나벨라

화장품 전문 쇼핑몰 제작 및 관리

에코홈스텍

커튼전문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선경코스메디㈜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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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구컬러풀 페스티벌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엑스코

행사일정 관리기능 및 맞춤형 기능

프롬벳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

홈페이지 제작

2018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홈페이지 제작

㈜달구지푸드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대구크리스마스페어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이진옥 갤러리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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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렌트카

렌터카 솔루션 및 홈페이지 구축

KN렌터카

렌터카 솔루션 및 홈페이지 구축

창원앵글진열장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중앙기업사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채움커리어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비단비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아성정보㈜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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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 브릿지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굿유니폼

맞춤형 쇼핑몰 제작 및 관리

이진옥 갤러리 쇼핑몰

쇼핑몰 제작 및 관리

JD KOREA

쇼핑몰 제작 및 관리

B&F KOREA

스판전문 쇼핑몰 제작 및 관리

공무원노동자단체경북협의체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피그버드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대한민국종합예술진흥원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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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센터 홍보용 키오스크 및 컨텐츠 제작

센터소개및 홍보자료컨텐츠제작 센터 장비 영상촬영및 컨텐츠제작

회전형 키오스크장비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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