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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우리의 Web Design Mind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차원을 통합을 고려하여  
미래의 web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이 가능 합니다. 

 
 

이것이 ㈜애니호스트의 Web Design Mind 입니다. 

Web에서 고려해야 할 불변의 요소와 가변의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web Design에 반영할 때 비로서 시대적  Web 환경에 호소할 수 있는 

“항상 새로운 Design”의 창조가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를 인식, 근거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여러 변화  요소의 분석에 기초한 디자인과 공간적 요소의 통합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애니호스트!! 

웹에이전시의 색다른 
이야기가 펼쳐 집니다. 
색다른 애니스토리 즐
겁게 맛보세요… 



1. Out line 

* 회사명 (주)애니호스트 / AnyHOST Co.,Ltd. 

* 홈페이지 http://www.anyhost.co.kr 

* 사업분야 
Web Site Building & Remodeling, Internet Total Service, System 
Integration 

* 대표이사 김경래 

* 직원수  25명 (2018년 1월 현재) 

* 주소 인천시 연수구 청량로106번길 23-19  애니호스트 B/D 1층  

* Tel/Fax 인천: 032-426-1114 / 032-422-3680 

* 설립일 1999년 12월 10일 

 “애니호스트의 목표는 서로 협력하여 질 높은 Out-Put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기뻐하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는 조직이 되고자 합니다.” 

(주)애니호스트 
사옥 

▶ design House 

http://www.anyhost.co.kr/�


2. History 
대한민국  IT속에는 
애니호스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웹사이트의 15분의 1에는 
애니호스트가 있습니다. 

 2017. 10월 

 2017. 6월 

 2017. 6월 

 2017. 2월  

 2016. 5월 

 2015. 12월 

 2014.  6월 

 2013.  3월 

 2012.  7월 

 2012.  4월 

 2011. 10월 

 2011. 10월 

 2011. 04월 

 2010. 10월 

 2010. 02월 

 2009. 11월 

 2009.  8월 

2008. 12월 

2008.  5월 

2007. 10월 

2006. 02월 

2005. 10월 

2005.  9월  

 2004. 10월 

 2004.  8월 

2004.  7월   

 2004.  5월 

 2004.  4월 

2004.  2월  

2003. 11월 

2001. 12월  

2000.  1월 

1999. 12월  

•  2중백업시스템 구축 

•  테르조피노, 피콜로피노 지점 오픈 (외식사업부) 

•  인천대학교 산학협동 체결 

•  인천상공회의소 유지관리업체 선정 

•  이바돔 전략적 사업제휴  

•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구축 협력기업 지정 

•  2,600개업체 쇼핑몰/홈페이지 제작 

•  ATIS 인트라넷 자체 솔루션 개발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자격 자문기업선정 

• 외식사업부 일피노 설립 

• 강원랜드 웹사이트 리뉴얼 및 유지보수 체결 

• 연수구 인턴지원 협약체결 

• 고도몰 쇼핑몰과 구축제휴  

• 한국폴리텍대한 산학협동 MOU체결 

• 애니호스트 신사옥 완공 

• 숙명여자대학교 학부 사이트 구축 협약 

• 일본 지케이그룹 전략적 사업제휴  

• 애니코디 쇼핑 신규 사업부 설립  

• KCP 오픈 쇼핑몰 제휴 및 쇼핑몰PG사 사업제휴  

• 한국사회복지개발원과 복지단체 웹사이트 구축 사업제휴 

• 홈페이지 자동주문 시스템 EasyClick V.10.개발 

• ㈜에이원네트웍스와 호스팅/서버관련 사업제휴  

• 벤처기업 인증 획득 

• 기업신용평가등급 BB 획득  

• 부설연구소 AH-desing(에이에이치디자인) 설립 

• 디자인정글 협력 웹 에이전시 선정 

• 품질 인증 시스템 ISO 인증 획득 

• 국내 언론인 선정 최우수기업 선정 

• 스포츠서울, 스포츠투데이 최우수 웹업체 선정 

• 인천지방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 웹사이트 유지관리 체결 

• 상표등록출원(출원번호:41-2003-0023799) 

• 한국인터넷서비스와 국제도메인 제휴 

• 애니호스트 설립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회사와 동료가 부족함을 보충해주고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3. Organization 

애니호스트는 

검증된 인력으로 35가지의 전문성이 
결집된 곳입니다. 

 ORGANIZATION 

 RESOURCE POOL 

Consulting 
13% 
 

Business 
6% 
 Planning 

21% 
 

Creative 
33% 
 

Technology 
27% 
 

총 35명 

경영 기획팀 
전략 기획팀 

크리에이티브 부 

그래픽 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인터랙티브 디자인 

모바일 웹 디자인 

비즈니스 컨설팅 

브랜딩 컨설팅 

e마케팅 컨설팅 

고객지원 

경리/회계 

인사관리 

고객지원팀 

사이트 관리 

CEO 

기획팀 디자인팀 개발팀 지원팀 총무팀 

시스템 개발부 
솔루션 개발부 

고객서비스 부 
사이트관리 부 

회계 부 
인사 부 

웹프로그래밍 

시스템 지원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한 사이트가 웹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이트가 되는 꿈을 꿉니다.” 



4. Know-how 

애니호스트의 노하우는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가치있는 산물입니
다. 

2900여 업체의 국내 최대 프로젝트 구축 경험 (2017년 기준) 

-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으로 축적된 Know-How 보유 
- 축적된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규모에 맞는 개별적인 업무 프로세서 확립 

업종별, 규모별 다양한 프로젝트 구축 경험 
- 중소기업ㆍ소상공인부터 대형 프로젝트까지 2,000여 업체 구축경험 
  (쇼핑몰약300개  일반중소기업체 1000여 개 업체  대형 포털사이트 20여 개 업체) 

Client Relationship 
-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CRM 실현한 국내최초 웹 에이전시 
- 인천남구청,대한방직,국내 최대 낚시쇼핑몰, 아벤트코리아, 휘슬러, 이바돔 등 
  현재 1,200여 개 사이트 유지관리  

19년간 대형 프로젝트 다수개발 경험 
- 인천지방경찰청,  대우종합기계,  삼성르노자동차,  대우그룹,  유진그룹, 현진종합건설,  
  자유선진당, 기무사등 대형 웹사이트 개발 경험을 통해 안정적 프로젝트 운영 가능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 국내최초 AMS(anyhost management system)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 

 “너무 앞서지도 않고 너무 뒤쳐지지도 않는 
웹기획자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4. Know-how 

개발팀 
수많은 솔루션들이 있지만, 그 보다 많은 고
객의 이상과 꿈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각 site
에 고객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는 1:1 맞춤 
개발입니다. 

고객사측 담당자 

수정사항 입력 

변경사항 
승인 및 작성 

변경내용 생성 및 저장 

웹페이지로  
퍼블리싱 및 기록 

•MEM / AMS 

• Members Management System :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와 업체들간의 커뮤니케이션, IT정보 등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내용과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 Anyhost  Management System :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 
  실시간 관리내역 / 처리내역 / 각종서비스 이용내역 / 검색엔진 등록현황 / 웹 
프로모션 현황 / 접속 통계 / SMS발송 

 AMS, MEM시스템을 개발한 이호석 부장은 현재 
애니호스트의 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AMS 



4. Know-how 

지원팀 
사이트의 제작 뿐아니라 이후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리전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애니호스트는 다년간의 제작과 AMS를 이용한 
관리로 일시적인 클라이언트를 장기회원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10대 검색엔진 

 검색엔진 패키지등록 

 스폰서/플러스 광고 

 검색엔진 키워드광고 

 오버츄어 등록/관리 

 홍보형이메일 디자인 

 검색엔진 배너제작 

AMS/MMS System Supporting Team 

Anyhost Management System 

 

 DB 숨김/보이기 

 DB 생성 

 기능별 맞춤게시판 

 제품등록 DB 

 장바구니 기능 

 회원관리기능 

 결제모듈 

 설문/투표 

 커뮤니티/인트라넷 

Program Promotion  

 

 POP3,웹 겸용 메일 

 SMS/로그분석/카운터 

 채팅/미디어스트리밍 

 관리비용/내역 조회 

 회사정보/관리자정보 

Etc. 
 

 색상디자인 변경 

 그래픽 이미지, Text 

 확대이미지/팝업창 

 Text 플래시 

 단편 애니 플래시 

 롤오버/플래시 메누 

 GIF/플래시 배너 

 웹사이트용 로고제작 

 일반 html페이지 

Design 

 AMS 



4. Know-how 

웹사이트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제작하고 수행
하는 애니호스트의 사업내용 입니다. 초기 
제작에서 영구운영까지 애니호스트가 계속 
함께 합니다. 

  “전문가의 손이 떠나지 않는 사이트가 그렇지않은 
사이트와 어떻게 다른지 애니호스트 고객은 알고 
계십니다.” 

국내 최대 홈페이지 제작경험의 힘은 『품질경영』입니다. 

행복한 꿈을 디자인하는 애니호스트와 함께 업계 최고의 사이버세상을 열어갑니다. 
눈길을 잡는 디자인에서 마음을 여는 디자인으로 성공 e-business 가 시작됩니다. 

장바구니 하나에도 고객의 고객까지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돈 잘버는 쇼핑몰, 한번 방문한 고객도 단골로 만드는 쇼핑몰 구축은 애니호스트의 모든 전문가들
이 함께 공유한 강력한 Mind 입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홈페이지에는 꼼꼼한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안전한 호스팅』과 『지속적인 관리』는 기본, 생명력 있는 홈페이지는 AMS관리 입니다. 
국내 최초 개발한 AMS시스템은 홈페이지를 언제나 생동감 있게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철저한 분석으로 리모델링의 기적을 만듭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쟁사 홈페이지가 오픈합니다. 귀사의 홈페이지는 경쟁력이 있습니까?  
국내 최고의 경험과 노하우로 결집된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홈페이지에 날개를 달아주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출과 연결되는 프로모션, 다양한 솔루션 등 1,400여 회원업체들이 검증한 애니호스트의 부가서비
스로 홈페이지에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아래와 같은 제작커뮤니티 아이디어를 제공한 이인경 
과장은 현재 애니호스트 내부기획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실천방안과 함께 나와줘야 합니다.’ 

4. Know-how 

 

Members 
Management 

System 

• 정보 전달 시에 발생 될 수 있는 오류를 차단 
•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개발진행 관리 시스템 
• 홈페이지에 제작에 대한 정보 실시간 제공 

기획팀 
매월 2,000km를 주행하며, 매일 다섯 분의 
새로운 고객을 만나며, 매시간 회원과 이야
기 합니다. 이것은 고객의 성공 e-Buisness
를 위한 애니호스트 기획팀의 숙명입니다. 

   메인디자인작업 
   (계약프로세스에 따라) 

디자인기획 발송     검토수정      메인디자인결정 
     자료수급 
     조율확인 

     하부페이지작업      프로그램작업      완료검수수정 
     웹사이트완료 

     셋팅 

    시안작업 
   (계약된 시안수량) 

메인디자인기획      검토수정      최종시안결정        메인디자인완료      검토수정 

 디자인 작업프로세스 

 전체 프로젝 진행 프로세스 



5. Attestation 

애니호스트는 

RnD와 고객서비스/지원팀의 이원화로 

웹에이전시의 이상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2004년 09월 - ISO 9001:2001  인증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인증 번호 : DKQ-1622 

웹에이전시연합회 임원 

www.jungle.co.kr 
디자인정글 
에이전시지정업체 

www.ceo2000.co.kr 
웹에이전시연합회 
임원 회원  

디자인정글 지정 
웹에이전시  

ISO 인증 

 “많은 것들이 온라인화가 되어도, 온라인이 할 수 
있는과 사람이 직접해야하는 일은 분명히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jungle.co.kr/�
http://www.ceo2000.co.kr/�


크리에이티브와 그를 받쳐주는 
시스템개발에는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을 찾는 애니호스트의 
연구소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AH–design 설립 

연구소 인증서 

 “오늘의 신기술이 내일에는 구형이 되는 웹에서는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웹사이트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솔루션 연구개발 

(AMS Project) 

인터넷 쇼핑몰 및 웹사이트 기능/ 

관리자 기능/ 

고객 충성방안 연구 

디자인템플릿, 모듈디자인 

연구개발 

(MMS Project) 

관리자 관련 주요인터페이스 및 

편의성의 특화된 

디자인 연구 

컨텐츠 및 인터페이스디자인 

디자인 통합연구개발 

(DIS Project) 

특화된 디지털컨텐츠 및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통한 

IT산업 경쟁강화 연구 

5. Attestation 

벤처기업 인증서 

06년 02월 
중소기업청인증 
벤처기업 등록 



6. Results 

디자인팀 
여러가지 web design tool을 다룰줄 안다고 
web designer는 아닙니다. 고객의 마인드
와 애니호스트 web designer의 마인드가 
있는 site만이 design을 말 할 수 있습니다. 

Our Clients… 

 “애니호스트의 크리에이티브와 고객만족이 항상 
동일 시 되지 않지만, 성실한 디자인은 어떤 누구도 
한 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2013 

한 권의 책으로 갖고 싶은 
애니호스트의 

역사같은 회원들 이십니다.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디자인하는 최미선 대리는 
“새로운 트랜드와 컨셉을 창조하는 사이트만이 
고객에게 만족을 준다”는 마인드으로 애니호스트 
디자인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6. Results 

2009 

2008 

인천지방경찰청 / 인천공항 경찰대 / 에스엠인증원㈜ / 대한방직 / 머털낚시 / ㈜우즈투어 / 아벤트코리
아 / 더저널미디어㈜ / ㈜종근당 /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 ㈜호암인터텍 /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 인천여성센터여성긴급전화 / 휘슬러코리아㈜ / 폭스바겐 / 문학월드컵컨벤션센터 / 강인여객㈜ / 인
하대학교 / 한국경제인협회 / 인천경찰서10개 지구전체 외 249개 업체 

2006 

서구녹청자박물관 / 드림파크어울림APT / 경인여고 리뉴얼 / 우리비젼 / 플루크네트웍스 / 실리콘화일 
/ 문학컨벤션센터 / 수원시알코올상담센터 / 풀하우스 / 인천강화산업단지/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개편 / 
청솔노인요양센터 / ㈜라니 / ㈜한두패키지 / 외 180 개 업체 

㈜에이엔에프 / 엔프렌즈 / 라라감자탕 / ㈜에듀컴 / ㈜새한정관 / 전국농협중도인협회 / TCA서울사무
소 / 시스템공조 / ㈜신광상공사 / 국일기계상사 / 한국통신산업개발노동조합 / ㈜한보일렉트로닉스 / 
㈜WTC / ㈜21세기해운항공 / 극동상담심리연구원 / 미강산업 / 포스개발 / 부흥enc. / 윤선생영어교
실 / 위드캠 / 이일전기㈜  외 187개 업체 

2000 
~ 
2003 

도자기엑스포 / 인천광역시교육청 / 푸드모아닷컴 / 부천대학 / 국방품질관리소 / 신한은행노동조합 / 
㈜한국경제신문 / 녹십자백신㈜ / 인천광역시치과의회 / ㈜커민스코리아 / ㈜지지퍼블리싱컴퍼니 / 태
평양-수원 / 숙명여자대학교 / 인천광역시 남구청 / 한경희스팀청소 /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 한국
교육정책학회 / 해피랜드    외 330개 업체 

2007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 / 한화리조트 / ㈜미래공간 / 동부웨딩홀 / ㈜메디덤 / 신한전자㈜ / 상당한의
원 / ㈜국제정보통신 / ㈜새한퓨어텍 / ㈜신안철강 / 통진특장공업 / 이앤이치과 / 보인당 / 대신자원㈜ 
/ 송도유원지 / ㈜쎄레스통상 / ㈜참이맛유통 / 핑크라인 / ㈜애니컵 / SM골프  외 185 개 업체 

2005 

국군기무사령부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관 / 가로수닷컴 / 퀸카만들기 / 푸른법무사 / 백악관웨딩홀
제이랜드/ 화인코리아 / 한세실업 / 국제교류센터 / 청소년복지센터 / 제일복지재단 / 인천동부경찰서 / 
파로마가구 / 오스람코리아 / 레크리스코리아 / 한국스피닝협회 / 실크로드무역 / BMW코리아 / 우나 /
피오피협회 / 국민대학교 / 서울대학교 상수도 연구소   외 350개 업체 

㈜영창악기 / 선구엔지니어링 / ㈜오스람 코리아  / 김밥천국 프랜차이즈 / 대한주택공사 / 서울YWCA 
/ 한국문화센터 / 학교사회복지사협회 / 미래사회복지재단 / 연수중앙병원 / 최광호 외과 / 인강종합건
설 / 자유선진당 준비위원회 / ㈜대한토지건설 / 누가의료기 / ㈜코텍전자 / 에이피시스템 / ㈜썬엔지니
어링 / 비젼센터 / 에이플러스영어 / 국제교류센터 / ㈜유니코이엔지  외 250개 업체 

자유선진당 / 머털낚시 리뉴얼 / 지도자육성재단  / 인천대학교 / 한솥도시락 프랜차이즈 / 항공대학교 
/ 오로라 항공 / 칸호텔 / 호서대 산학협력단 / 청어람에셋 / 펌킨세븐 종합쇼핑몰 / 상문 오픈마켓   / 
주택공사 에너지사업단 / 하늘펜션 / 남동문화원 / 좋은상조 / 미소한의원 / 경인여자고등학교 / ㈜더존 
/ 파라다이스 / ROTC동문회 / 북미해외교욱원  외 280개 업체 

카메룬 대사관 / 에몬스 가구 / 시화유통상가 / 인천김치조합 / 사회복지윤리경영정보센터 / 포베이비 / 
데원비데 / 안영미용연구소 / 한국아사히 / 지에스아이 / 리더스병원 / 강남루쎄의원 / 원태다이케스팅
워터파크  외 191개 업체 

2014 

숙명여자대학교 / 한국조리사협회 / 덕원장학회 / 성암기연 / 강동희농구교실 / 남동하나센터 / 데원비
데 리뉴얼/ 현대종합상사 / 청양숭의수련원 / 강원랜드복지재단 / 우리스틸타워 / 제이엠코리아 / 닥터
그린/  사인어라마  외 200개 업체 

    ~ 

2017 



중대형기업 쇼핑몰 기관/관공서 일반기업 

웹 매력은 버라이어티와 크리에이티브입니
다. 

일반기업사이트로 웹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
게되는 건 이 두 가지가 존재할 때라 생각합

니다. 

1. Website 

  “같은 업종의 경쟁사의 홈페이지라 할지라도 
서로가 차별성이 있기를 바라고 더 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다 기획자에게는 마인드전환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파이팅!” 

6. Results 

퍼스트 애비뉴 
Project Title : 퍼스트애비뉴 제작 프로젝트 

Client         : ㈜설해 

URL           : www.iavenue.co.kr 

Description :  

씨엔커뮤니케이션 
Project Title : 씨엔커뮤니케이션 사이트 리뉴얼 

Client         : ㈜CN커뮤니케이션 

URL           : www.okcnc.co.kr 

Description : 회원서비스는 별도로 구현이 되며 현 사이
트의 커뮤니케이션을 새롭게 개발 

지미체퍼스 
Project Title : 지미체퍼스 제작 프로젝트 

Client         : 지미체퍼스 

URL           : www.jimichoppers.co.kr 

Description : 고급기획, 디자인, 플래시, 프로그래밍, 회
원가입 



일반기업 쇼핑몰 중대형기업 기관/관공서 

많은 쇼핑몰을 개발했지만, 
정말 나를 기쁘에 하는건… 

고객의 쇼핑몰에 
내가 다시 고객이 되어있을 때입니다. 

1. Website 

 쇼핑몰을 오픈한 고객의 블로그를 찾아 격려의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동안 이렇게 쉬운걸 많이 
하지 못한 날 부끄러워 하면서, 고객만족은 이런데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 Results 

머털낚시 
Project Title : 머털낚시 쇼핑몰 제작 

Client         : MTF레져 

URL           : www.mtfshop.co.kr 

Description : 전략기획, 3차시안pt, 디자인완료pt, 쇼핑
몰프로그래밍 

쥴리크 코리아 
Project Title : 쥴리크 코리아 제작 

Client         : ㈜인첸트코리아 

URL           : www.julique-korea.co.kr 

Description : 리뉴얼을 통한 주요 요소별 전략적 배치, 
컨텐츠 특화 

한경희 스팀청소기 
Project Title : 한경희 스팀청소기 제작 

Client         : 한경희 스팀청소 

URL           : www.steamcleaner.co.kr 

Description : 기획, 디자인, 프로그래밍, 컨텐츠 전략적 
배치 



기관/관공서 중대형기업 쇼핑몰 일반기업 

많은 관공서와 대기업도 

신뢰도 있는 애니호스트를 선택하셨습니다. 

1. Website 

  “여러 사이트를 작업하면서 ‘이건 내가봐도 잘됬어’라고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임이 생길 때 많은 낙담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애니호스트와 제가 이 세상 웹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합니다. 아자!!” 

6. Results 

인천지방경찰청 
Project Title : 인천시 지방경찰정 리뉴얼 

Client         : 인천시지방경찰청 

URL           : www.icpolice.go.kr 

Description : 사이트개편, 인천시에 소재한 경찰서 홈페
이지 업데이트 및 관리 

인천시 남구청 
Project Title : 인천시 남구청 사이트 제작 

Client         : 인천시 남구청 

URL           : namgu.incheon.kr 

Description : 사이트개편, 관리자통합, 지역정보, 민원서
비스 

자유선진당 
Project Title : 자유선진당 공식 사이트 제작 

Client         : 자유선진당 

URL           : www.jayou.or.kr 

Description : 자유선진당 공식 사이트 구축을 통하여 정
당소개 및 활동에 대한 웹접근 고려 제작 



기관/관공서 쇼핑몰 일반기업 

대형프로젝을 수행 할 수 있는 노하우는 많
은 노하우와 전문가들의 조직력 입니다. 

중대형기업 

1. Website 

“대기업의 사이트들에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노력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깝지만, 다음번의 밑거름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아쉬움을 접습니다.” 

6. Results 

대한방직 
Project Title : 대한방직 리뉴얼 / BNI 제작 

Client         : ㈜대한방직 

URL           : www.thtc.co.kr 

Description : 대한방직 본사 사이트와 브랜드 사이트 제
작 

휘슬러코리아 
Project Title : 휘슬러코리아 사이트 제작관리 

Client         : ㈜휘슬러코리아 

URL           : www.fissler.co.kr  

Description : 160년 전통 기업의 고급스런 이미지 표현, 
카테고리 확장 

시사투데이 
Project Title : 시사투데이 인터넷신문 사이트 제작 

Client         : 스포츠서울 

URL           : www.sisatoday.co.kr 

Description : 스포츠서울의 시사 인터넷신문 사이트. 잡
지창간과 더불어 구축된 사이트. 



‘멀티’라는 칭찬보다는 

‘사용하기가 정말 편해요’라는 말을 듣는 

애니호스트의 솔루션들 입니다. 

2. Solution 

  “개발자 입장에서 제작된 무수한 기능들이 있는 
솔루션 보다는 사용하는 고객의 눈높이 에 맞춘 
개발물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6. Results 

Anyhost 
Solution 

2017. 01  반응형 웹 쇼핑몰 솔루션 개발 

2015. 06  Mobile Web 개발 

2009. 08  ANYCODI V1.0 개발 

2008. 10  ANYCART V4.0 개발 

2007. 11  Eazy Click V1.0 개발  

2006. 01  ANYCART V3.0 (PHP) 개발중 
              AMS관리시스템 V4.0 개발중 
              ANY 웹하드 시스템 개발중       

2005. 05  ANY구인구직 V1.0 개발(PHP) 

2005. 01  AMS관리시스템 V3.5 개발 

2004. 04  Any접속통계 V1.0 개발 – 회원사 무료제공 

2004. 03  AMS 관리시스템 V3.0 개발 

2003. 05  AnyCART V2.0 (PHP) 개발 

2002. 05  AMS 관리시스템 (ASP) 개발 

2002. 03  다중 회원관리 (PHP, ASP) 개발 

2002. 02  자동견적 시스템 (ASP) 개발 

2002. 01  다중 사진게시판 (PHP, ASP) 개발 

2001. 12  AnyCART V1.0 (ASP) 개발 

2001. 11  AUTO FORM (ASP) 개발 

2001. 06  AnyCART V1.0 (PHP) 개발 

2001~2002 

2003~2004 

2005~2017 



 분당 KT IDC 

 인천 IDC 

 24시간 모니터링 

애니호스트의 많은 실적과 다양한 노하우는 

고객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서비스 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과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제작된 결과물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버 공급에서 서버 
호스팅까지 

 

 멀티미디어 구동을 
원할하게 하는 미디어 
호스팅 서비스 

7. Add-Service 

▶ KT 분당IDC 



잘 만들어진 사이트에 빛나는 보석을 박는 
것이 부가서비스가 하는 일 입니다. 애니호
스트는 계속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사에게 공

급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안에 기술로 빛을 나게 합니다. 그럴 때 
디자인에 대한 관념과 마인드를 전환하고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더욱 더 빛이 날순 없을까?” 

 각 사이트에 맞도록 SMS 기능 탑재에서 단독 서비스까지 실시 

 

 단독 메일서버 운영으로 안정적인 메일 서비스 구현 

 계정관리 용이 

 검색엔진 등록, 키워드광고 

 블로그마케팅 

 로그분석 

7. Add-Service 

 쇼핑몰, 인테리어, 시설소개 등 다양한 촬영의 사진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제품카다로그에서 각종 매뉴얼, 인터넷 신문 등을 보기 온라인 Book으로 서비스 
합니다. 



8.Design Portfolio 



8.Design Portfolio 



8.Design Portfolio 



8.Design Portfolio 



8.Design Portfolio 



8.Design Portfolio 



8.Design Portfolio 



㈜애니호스트는 

고객의 온 라인 마케팅의 성공의 길을 만들어드릴 수 있는 전문 에이젼트 조직 입니다. 

늘 처음처럼 초심(初心)의 자세로 고객 여러분께 ‘살아 숨쉬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All for Your e-Business. 

(주)애니호스트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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