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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이그레브가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WEB) 파멥신 - 주가 정보 조회 컴포넌트 개발 

WEB) 질레트 - 이벤트 사이트 및 서버 개발 - WEB/Server 

WEB) 한국양계 - 데이터 시각화 기능 WEB개발 - WEB/Server 

WEB) 서울교통공사 - 웹 SSO 로그인 및 보안 - WEB/Server 

W/A) 코스모차트 - 음악차트 검색서비스 유지보수 - WEB/Android 

APP) 고수TV - 안드로이드 및 관리자 사이트 개발 - WEB/Android 

W/A) 홀덤패스 - 홀덤 펍 매장 소개 플랫폼 - WEB/Android/ios 

W/A) 와치즈 - 시계 중고 거래 플랫폼 개발 - WEB/Android/ios

2020 2021

WEB) 서울교통공사 - 웹 SSO 로그인 및 보안 - WEB/Server 

APP) 현대캐피탈 - 현대캐피탈 앱 유지보수 - IOS 

WEB) 질레트 - QR코드 관련 웹 및 서버 개발 - WEB/Server 

W/A) 포르쉐 - 디자인/개발 - WEB/APP 

APP) LGU+ - 애니멀키퍼 - 기획/디자인/개발 - AR APP  

/ Android 

W/A) 코스모차트 - 음악차트 검색서비스 - WEB/Android  

WEB) #���� - 템플릿 관리 시스템 

APP) 튜브 인사이드 - IOS / Android 

APP) 랭쿠 - 프렌차이즈 메뉴 정보 - IOS / Android 

WEB) 신세계 - SSG 전계열사 이벤트 및 BO

WEB) ��번가 - 광고 플랫폼 운영 

W/A) 호갱방지 - 차량 견적 분석 - WEB / Android 

W/A) 무도가 - 학원 출석기 및 출석 체크 어플 - 

 WEB / Android 

WEB) physio - 물리 치료 영상 처방 사이트 - WEB 

WEB) plangenic - 배양체 회사 홍보 및 판매 사이트 - WEB 

WEB) 한국양계 - 육성 체중 분석 프로그램 개발 - WEB 



Portfolio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이그레브가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APP) 내가찾던 까페 - 카페 검색앱 - IOS / Android 

WEB) ��번가 - 광고 플랫폼 운영 

APP) 롯데호텔 - Android 

APP) 롯데하이마트 - IOS 

W/A) Farmity - WEB/Android 

APP) Julie - Android 

WEB) Bananatok - WEB 

WEB) 신세계 - SSG 전계열사 이벤트 및 BO 

WEB) FIXXI - 수리 견적 비교

2018~20172019

WEB) 묘미 - 상품/전시/주문/결제/BO 

WEB) 묘미 - Android / IOS 

APP) 홈플러스 - Android 

APP) 케이뱅크 - IOS 

APP) 신한은행 - IOS 

WEB) 법무부 - 준법지원센터 

WEB) 롯데마트 - 상품/전시/회원/주문/결제/BO 

WEB) 토이저러스 - 상품/전시/회원/주문/결제/BO 

APP) 롯데마트 - IOS / Android 

APP) 토이저러스 - IOS / Android 

APP) 롯데면세점 - IOS 

APP) 대신저축은행 - Android



Development

 다양한 고객사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실행해드립니다. 

Jira, Git을 활용, Devops, AI, Big- data, Blockchain

어플 개발(Android/iOS)

주문/결제, 채팅, 푸쉬 알림, 위치기반, 

AR (LG+), OCR(문자 인식 기능)

웹사이트 개발

쇼핑몰, 관리자 프로그램, 예약 

시스템

web/DB 서버개발

웹서버, Apache Tomcat, 

Php, HTML, Script, Linux

Business field
이그레브의 역량과 전문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플, 웹사이트 운영 및 기능개발, 

정기 보고서, 시스템 장애대응, 백업관리

연간 정기 유지보수

이미지, 버튼, 문구 등 수정, 

소규모 기능 개선 건

건별 유지보수

Business field
이그레브의 역량과 전문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류나 장애 걱정없는 안전한 운영/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Jira, Git을 활용, Devops, AI, Big- data, Blockchain

Maintenance







Men and women. We do not want to represent anything, We 
just want to create a human character and escape the 
dichotomy between social masculinity and femininity. We 
respect gender queer beyond the existing dichotomy that 

Men and women. We do not want to represent anything, We 
just want to create a human character and escape the 
dichotomy between social masculinity and femininity. We 
respect gender queer beyond the existing dichotom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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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design

WatcheeZe



FANTASTIC COLOR  
COMBINATIONS

We worked on a theme project with cool artists for the T-
phone of SK-telecom. We have been creating a UI theme 
using the wonderful illustrations of 12 artists for a year.. 
 
We can be inspired by all things, actions and phenomena. 
Everything in the world is a design, a typography, and a 
wonderful photography. Everything you see around you 
should always be cherished because it can inspire us 
constantly.



FANTASTIC COLOR  
COMBINATIONS

We worked on a theme project 
with cool artists for the T-phone of 
SK-telecom. We have been 
creating a UI theme using the 
wonderful illustrations of 12 artists 
for a year. This project was very 

빠르고 정확한 급등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