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Company 엘시디엔에스 LCDNS

CEO 임경호

Business 웹 컨설팅, 웹 개발, 모바일 웹, UI/UX 디자인, 웹사이트 운영관리 대행

Address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42 가산하우스디 더 스카이밸리2차 1104~1102호

Contact T 1661-5351     F 02-818-8630     E help@lcdns.co.kr

Since

www.lcdns.co.kr



CLEAN
SIMPLE

엘시디엔에스(LCDNS)는 2005년 10월 설립하여 2022년 현재 약 2,100여 개의 홈페이지와 프로젝트를 제작 및 관리하고 있는 전문 웹 에이전시입니다. 
설립부터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났고 체계적인 프로젝트 진행부터 안정적인 유지보수까지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엘시디엔에스(LCDNS)는 고객만을 위한 생각으로 만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고객의 더 높은 만족도를 위해 니즈를 파악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모든 일에 정답은 없습니다. 
엘시디엔에스(LCDNS)도 또한 정답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고객에게 더 좋은 결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앞으로도새로운것을탐구하며고객과계속해서소통하는친근한엘씨로다가가고자합니다.



웹&모바일구축

반응형 웹사이트

프로모션 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웹프로그램 개발

쇼핑몰 개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웹 기반 컨텐츠 개발

브랜드통합디자인

트랜드분석

스타일가이드

BI/CI 제작

브랜딩

마케팅&미디어

SNS 마케팅 디자인

Kiosk, POS GUI 등

온라인 광고 프로모션

사이트유지운영

사이트 유지운영

호스팅 서비스

도메인 서비스

Limitless Challenge Design & Software



개인 맞춤형 비타민 서비스인 비파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나에게 맞춘비타민 정보를 제공받을 수있습니다.

한미헬스케어비파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HOMEPAGE



일양로지스
홈페이지 제작

트랜드에 맞춘디자인과 UI/UX를고려한

택배예약 시스템을 디자인/개발 하였습니다.

HOMEPAGE



PS&Marketing
홈페이지 제작

SK텔레콤의 자회사인 PS&M의브랜드 컬러에

맞추어 홈페이지를 리뉴얼 하였습니다.

HOMEPAGE



목암과학장학재단
홈페이지 제작

과학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장학사업을

알리고, 장학신청을 온라인으로 할수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HOMEPAGE



파루
다국어 홈페이지 제작

기업의 로고와 컬러를 사용하여

심플하고 깔끔한 레이아웃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HOMEPAGE



파루인쇄전자
다국어 홈페이지 제작

㈜파루에서 인쇄전자 분야의 홈페이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전문성을 강조한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HOMEPAGE



유비케어엘리펀트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의사와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커뮤니티 사이트를

디자인하였습니다. 메신저 기능의 디자인을 추가로

제작하였고, 어플로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HOMEPAGE / APP



강화화개정원
홈페이지 제작

강화도에 새로오픈한 화개정원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사진뽐내기 기능이 있어 사용자들의 활동을

독려합니다.

HOMEPAGE



문화재청세계갈등문화유산
홈페이지 제작

세계갈등문화유산을 메인에 스크랩 형식으로

디자인하여 잡지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HOMEPAGE



푸른나무재단(청예단)
홈페이지 제작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먼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담아

제작하였습니다.

HOMEPAGE



온라인우표전시회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와 진행하는 이벤트 6종에 대해

디자인과 당첨자 추첨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HOMEPAGE



금천구청아동권리퀴즈
이벤트 페이지 제작

아동권리의 날을맞아 금천구청에서

시행한 아동권리퀴즈 이벤트 페이지를

디자인하고 개발하였습니다.

HOMEPAGE



대한민국과일산업대전
홈페이지 제작

매해 변경되는 컨셉에 맞추어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및코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OMEPAGE



스탠포드호텔(서울,통영,부산)
홈페이지 제작

서울, 통영, 부산에 있는 스탠포드호텔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HOMEPAGE



지씨씨엘(GCCL)
홈페이지 제작

브랜드컬러에 맞추어 통일감을 주어

제작하였고 전문성과 깔끔한 디자인을

강조하였습니다.

HOMEPAGE



한국물포럼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 제작과 더불어 매해진행하는

코리아주니어워터프라이즈(KJWP) 신청과

심사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HOMEPAGE



서울시금천청소년센터
홈페이지 제작

청소년들을 위한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HOMEPAGE



대곤코퍼레이션
홈페이지 제작

자동화 공정을 위한 기술을 보여주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모습과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HOMEPAGE



코비플라텍
홈페이지 제작

공기청정기, 살균기 등플라즈마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코비플라텍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HOMEPAGE



강북제일내과의원
홈페이지 제작

신뢰감을 주는푸른색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환자들에게 믿음을 줄수있도록

디자인 하였습니다.

HOMEPAGE



솔데스크
홈페이지 제작

솔데스크에서 진행하는 교육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전체 사이트를 리뉴얼하였습니다.

HOMEPAGE



코아팜바이오
홈페이지 제작

브랜드 컬러로 홈페이지를 구성하고자 하는

요구에 맞추어 컬러감을 맞추어

디자인 하였습니다.

HOMEPAGE



분자(BOONJA)
고도몰 쇼핑몰 제작

고도몰에 맞추어 디자인을 변경하고

서브페이지의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HOMEPAGE



농업날씨365
국립농업과학원 BI 제작

날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심볼에는

날씨와 푸른잎을 함께 표현하여 귀엽고 친근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CI/BI



농식품올바로
국립농업과학원 BI 제작

‘all’을과일과 야채를 활용하여 심볼화 하였습니다. 

CI/BI



농약정보365
국립농업과학원 BI 제작

농약에 대한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며 액체의 푸른색과 식물의 초록색을 심볼컬러로

사용하였습니다.

CI/BI



에이블투어, 같이버스
CI, BI 제작

사회적기업인 에이블투어와 같이버스는

직관적인 로고를 디자인하였습니다. 

CI/BI



화이트머그헬스케어
CI제작

머그컵 모양에 텍스트를 나열하여 심플한 로고를

제작하였습니다. 단조로울 수있는 모양에 컬러를

넣어서 눈에띄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CI/BI



미담건축
CI 제작

미담의 ‘ㅁ’과 ‘ㄷ’을 사용하여 심볼화 하였습니다.

깔끔하고 안정적인 느낌의 심볼과 폰트를

사용하였습니다.

CI/BI



필라테스스튜디오바디풀
CI 제작

필라테스 기구중바렐을 심볼화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부드러운 타이포를 사용하여 친근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CI/BI



화천앤신화(더마이스)
CI 제작

기계의 차가운 느낌으로 네이비 컬러를 사용하고

각진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CI/BI



롯데백화점
락카시스템 디자인

직원들이 사용하는 락카시스템 화면을

디자인 하였습니다. 롯데백화점의 컬러시스템에 맞추어

UI/UX를고려하여 작업하였습니다. 

GUI DESIGN



NETPOS
포스디자인

포스화면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자인컨셉을 정한후컬러나 그래픽에 통일성을

살려서 작업하였습니다. 

GUI DESIGN



대도코인세차장
키오스크 디자인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키오스크 화면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콘에는 움직이는 GIF이미지를

작업하여 동적인 효과를 구현하였습니다.

GUI DESIGN



포스트필라테스
예약관리 개발&디자인

필라테스 예약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날짜/시간 등을선택하여 예약할 수있습니다. 

APP DESIGN



지씨씨엘(GCCL)
디자인 유지보수

PDF,뉴스레터,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디자인 유지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MAINTENANCE



골프존비즈몰
디자인 유지보수

가맹점 전용쇼핑몰인 골프존 비즈몰의
디자인 유지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배너 디자인, 리플렛 디자인 등전반적인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MAINTENANCE



대림디움몰
디자인 유지보수

대림 디움몰에서 진행한
기획전 배너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각제품에 어울리는 컬러와 컨셉으로
상세페이지, 다양한 배너를 작업하였습니다.

MAINTENANCE



네이처스웨이
디자인 유지보수

네이처스웨이와 미니언즈 콜라보로 진행된
시즌배너를 제작하였습니다. 
쇼핑몰에 적용되는 배너들과 브랜드소개
페이지를 함께디자인 하였습니다.

MAINTENANCE



한미헬스케어비파
리플렛 디자인

PRINT DESIGN

모바일 디자인, 약포지 디자인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한 비파는 해당
신규서비스를 소개하는 리플렛까지
디자인하였습니다. 



진화전기통신
카다로그 제작

PRINT DESIGN

㈜진화전기통신 홈페이지 작업과 동시에
제품가이드 카다로그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작업된 해당카다로그는
깔끔한 디자인과 높은 가독성으로 작업하였습니다.



히트캅
카다로그 제작

PRINT DESIGN

홈페이지, 카다로그, BI, 사진촬영까지 진행된
히트캅은 해당제품의 특징을 잘살릴수있도록
하였고, 통일성을 살려작업되었습니다. 



한미헬스케어비파
약포지 디자인

PRINT DESIGN

맞춤비타민 솔루션인 비파는
약포지 디자인도 작업 진행하였습니다.
흑백으로만 인쇄되어서 레이아웃을
다르게 하여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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