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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퍼블리싱 전문 기업 ㈜코드파트너즈

http://www.codepartners.co.kr



Title

■ 일반현황

회 사 명 | (주)코드파트너즈

대 표 이 사 | 권 동 재

설 립 일 | 2009년 8월 18일 /   2011년 6월 3일 (법인전환)

사 업 기 간 | 2009년 8월18 ~ 현재

자 본 금 | 10,000,000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에이1111호 (양평동5가, 코오롱디지털타워)

연 락 처 | Tel  02.2062.5113   /   Fax  0505.299.6866 / 02.2062.5113

직 원 수 | 30명

U R L | www.codepartners.co.kr 

회사 개요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자산 53 163 298 148 160

자기자본 33 54 115 57 87

유동부채 19 109 82 47 63

고정부채 0 0 100 43 8

유동자산 52 147 272 116 127

당기순이익 23 21 66 -38 49

매출액 110 462 976 931 1,117

단위 : 백만원

■ 재무현황

재무현황



회사 개요

■ 주요사업

- 웹SI 구축 및 운영 프로젝트의 퍼블리셔 파견 상주로 사업 수행
- 모바일 및 멀티디바이스를 위한 사이트의 웹 퍼블리싱

- SI기업 및 디지털 에이전시와의 웹 퍼블리싱 전문분야 협력업체 참여
- 투비소프트 엑스플랫폼, 넥사크로 퍼블리싱 사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등에 관한 법률 발효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웹접근성 고도화 사업

■ 주요 연혁

2009 08 웹퍼블리싱 전문기업 코드파트너즈설립

2011 06 법인전환 ㈜코드파트너즈

2012 02 벤처기업인증(기술보증기금)

2012 10 ㈜투비소프트 협력업체 지정

2014 09 코오롱 디지털 타워 지식산업센터로 본사 이전

2016 03 연구개발점담부서 인정(미래창조과학부)

2016 05 일학습병행제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산업인력공단)



■ 웹 퍼블리싱 부분 수행 내역

사업수행 내역

2016. 비씨카드 웹사이트 운영업무

SKT다이렉트몰 운영업무

삼성전자B2B 운영업무

SK11번가 모바일파트 운영업무

엠투커뮤니케이션 퍼블리싱파트 운영업무

삼성카드 리뉴얼 고도화 사업

현대카드 리뉴얼 구축 사업

현대증권 리뉴얼 구축 사업

비씨카드 위드탑 모바일사이트 구축

현대라이프 ZERO사이트 리뉴얼 구축

한화온슈어 모바일 사이트 구축

테이블앤조이 반응형 사이트 구축

비상교육 운영업무

하이트 진로 업무시스템 구축

아모레퍼시픽 베리때 사이트 구축

NH농협은행 E교육금고 시스템 구축

2016. 흥국화재 이유다이렉트몰 콜센터 구축

AIA생명 AIAONE시스템 고도화 구축

SK엔카닷컴시스템 고도화

고용노동부 노사누리 전면 개편 사업

한국전력공사송변전보상지원시스템 구축

범한판토스 크로스브라우징 업무 구축

현대드림 투어 내부업무시스템 구축

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료율 산정 시스템 구축

현대카드 UX랩 차세대 서비스 프로토타입 업무

부상광역시 통합 구축 사업

의왕시 통합 구축 사업



■ 웹 퍼블리싱 부분 수행 내역

2015. 현대자동차 웹사이트 운영업무

현대카드 및 현대캐피탈 웹사이트 운영업무

비씨카드 웹사이트 운영업무

Skt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업무

Sk11번가 모바일 파트 운영업무

삼성전자 b2b 웹사이트 운영업무

홈플러스 쇼핑몰 웹사이트 구축

엠투커뮤니케이션 의료정보 웹사이트 구축

와이디 온라인 게임사 웹사이트 구축

삼성카드 리뉴얼 구축

수협 모바일 쇼핑몰 구축

대한항공 모바일 사이트 구축

우정사업본부 내부시스템 구축

신한금융 내부시스템 구축

국민은행 내부시스템 구축

외환펀드 내부시스템 구축

사업수행 내역

2014. 아우디 프로모션 웹사이트 구축

랑콤 캠페인 웹사이트 구축

비씨카드 오포인트 구축

뚜레쥬르 웹사이트 구축

삼성전자 b2b 이벤트 웹사이트 구축

폴리스쿨 웹사이트 구축

이마트 스토어 웹사이트 구축

기아프로모션 웹사이트 구축

안랩 개편 웹사이트 구축

Kt 지니뮤직 구축

현대백화점 리뉴얼 웹사이트 구축

KG이니시스 웹사이트 구축

KG이니시스 B2B 웹사이트 구축

서울시 희망창업 웹사이트 구축

KT올레샵 운영 업무

파고다 스타 웹사이트 구축



■ 조직도

회사 조직

대표이사

연구전담개발부서 웹퍼블리싱 사업팀 UI/UX넥사크로 사업팀 ITO 사업팀

경영지원팀 SI사업부



■ 직원현황

회사 직원현황

대표이사 1

경영지원 1

사업관리 팀장 2

직원(계약직 포함) 26

임직원합계 정규직 21명 / 계약직 9명(2016.6월기준)

단위 :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