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홈페이지제작 

체계적으로 준비된 법률 홈페이지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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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프라이터 텍스트




인증∙수상내역 
공인된 기관으로 부터 인정받는 회사 입니다. 

ISO9001인증서  

-llC- 

인터넷에코어워드대상  

- Kipta2013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증  

- 서울특별시 -  

한국인터넷 전문가협회증  

- kipfa -  

인터넷에코어워드대상  

- Kipta2012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  

- Koita -  

벤처기업확인서  

- Kibo -  



포트폴리오 
. 

법률사무소 소담 문정구 변호사의 솔루션센터 법무법인 새미래 



서현 법률사무소 

포트폴리오 
저희가 제작한 법률분야 홈페이지입니다. 

 

변호사 황정근 법률사무소 동림 



제작평가&후기 
홈페이지제작과 유지관리에 큰 피로감은 느끼는 고객님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    

 

 

고객만족평점 

97점 
제작진행 만족도 

홈페이지 만족도 

96점 

98점 

http://lawsite.co.kr/ab-lawyer_column


01.제작소개 
표준을 준수하고, 제대로된 기준으로 만든 홈페이지는 다릅니다. 



전문콘텐츠 준비완료 
작성하기 어려운 자료준비가 필요없습니다. 200종 이상의 전문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식자료 무료등록 
운영에 필요한 기본 서식자료를 무료로 등록해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고객응대를 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방문자 

상담·구매 

답변·안내 

1 2 

3 4 

실시간 상호작용 기능 
법률상담이 접수되면 실시간에 알려드리며, 스마트폰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상담게시판 
법률상담을 위한 상담 게시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웹과 완벽히 연동됩니다. 



자가진단 테스트 
개인회생/파산 홈페이지를 위한 신개념 자가진단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유료) 



예상판결금 계산 
교통사고 홈페이지를 위한 예상판결금 계산신청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최적화 구현 
방문자를 원하는 곳으로 유도하고, 고객이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UI/UX 전문가가 검증한 디자인 

선과 면, 컬러, 여백, 폰트를 최적화하여, 

제작된 가독성 높은 구조&디자인으로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1000px 

400px 

200px 

124px 
457px 

20px 

1000px 

#f9f9f9 

#e8c3a9 

#e8c3a9 / 20em / 34pt 

#f9f9f9 

#e8c3a9 

#f9f9f9 

#e8c3a9 

▶대/중/소 타이틀의 최적화된 
   폰트 사이즈 도출 

▶콘텐츠 가독성을 높이는  
   일정한 여백 확보 

▶전체 레이아웃의 안정감을 
   높이는 배경 면분할 

▶Point Color 선정기법을 통한 
   배경과 Text 색상 대비 

▶집중도를 높이는 SubColor  
   선정과 이미지기법 

▶콘텐츠와 비콘텐츠를 구분하는 
   공백과 여휴Color 선택 

20% 20% 

124px 

110px 

20px 



웹문서최적화로 검색 엔진이 웹페이지를 보는 
가시성을 확보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웹문서최적화 구현 
검색 엔진에 내 홈페이지 콘텐츠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페이지별 고유한 제목 부여 
<TITLE></TITLE> 

사이트 설명 부여 
<META description> 

사이트 주요 키워드 부여 
<META keywords> 

구조에 의미 부여 
<H1>~<H6> 

<TITLE> 

<META> 
description 

<META> 
keywords 

<H1> 

TITLE 

DESC 

KEY 
Words 

H1 



크로스 브라우징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가 정확히 표현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어떤 환경의 방문자에게는 이용불가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표준준수로 방문자 모두에게 같은 디자인과 동작을 경험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브라우저인 IE사용자가(50%)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 입니다. 

크로스 브라우징 해결 

Cross Browsing : 대표적인 브라우저인 IE 외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똑 같은 디자인과 기능으로 보여지거나 작동되도록 하는 것 

50% 



크로스 디바이스 
매일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oss Device : PC모니터, 노트북,스마트폰,태블릿 등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에서 홈페이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콘텐츠 공유 기능 
내 홈페이지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소셜 공유버튼을 제공합니다. 

SNS API 연동 (SNS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한 번의 클릭으로, 홈페이지의 내

용(콘텐츠 및 게시물)을 유명 SNS

에 등록 시키는 연동버튼. 



방문기록 측정기능 
어디서 어떻게 방문하는지, 어떤 문서에 링크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검색로봇 제외 방문기록 

검색키워드가 있는 방문 

모바일기기 방문 

네이버 광고검색 

다음 광고검색 

외부에서 유입된 광고검색 

어디서 방문했을까 ? 
무슨 키워드로 ? 
광고를 통한 방문수는 ? 
효과적인 광고방법은 ? 

정확한 측정으로 홈페이지가 어떻

게 노출되고 있으며, 홍보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접속로그 측정기능 : 위 기능은 제대로 만든 홈페이지가 검색노출과 방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측정기입니다  

로봇여부, PC 또는 모바일, 모바일기기 접속여부 

방문한 키워드 및 링크 

방문한 곳 보기 



전환(구매) 방문객 확인 기능 
방문객이 어디로 이동하여 전환(구매)이 되고, 그 후 행동흐름은 어떤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확인 

11월25일 15시44분 

제작가 확인 

11월25일 15시45분 

유지비용 확인 

11월25일 16시05분 

구매등록완료! 
(구매전환) 

11월25일 16시05분 

① 

② 

③ 

④ 

방문 

내부 이동 

내부 이동 

등록/구매 

전화클릭(모바일웹) 
상담전화연결 

11월25일 19시27분 

⑤ 전화연결 



높은 보안성 유지 
국가기술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지속적인 보안 패치 및 업데이트하여 안전합니다. 

SSL인증서를 통한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면 중요한 정보 전송시 암호화 되어 전송되므로, 

보다 안심하고 홈페이지를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서버보안 및 SSL인증 보안서버 구축(유료) 

SQL인젝션 파일업로드 취약점 개인정보 보안 점검 

국가 기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보안성 유지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XSS 필터링 



시스템 안정성 확보 
2000개 홈페이지가 무사고 13년의 빠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보증합니다. 

자동 백업시스템 

매일 새벽에 Full백업하여 홈페이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근 7일 이내의 형태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7day-백업복구 

이중백업시스템 고성능CPU Full SSD서버 최상의네트웍 
쿼드코어 CPU X2 | 총8코어 

64비트 고사양서버 
차세대 저장장치 탑재 

DATA & DB 장착 
총 80Gbps 백본망 연동 

광LAN Card 장착 
실시간 미러링(Mirroring) 

및 RAID 기술적용 



확장 가능한 독립형제작 
운영 중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확장성이 확보 됩니다. 

홈페이지는 변경사항 발생시 유지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해야 합니다. 
 

확장성이 고려된 시스템은 간단한 응용만 

으로 인트라넷은 물론 그룹웨어 개발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입 사이트는 400개의 플러그인과 

200개의 템플릿을 재사용하여 빠르고 

저렴한 추가개발과 운영을 지원합니다. 

기능추가 

플러그인 
설치 

서버확장 

템플릿 
설치 

인트라넷 
개발 

그룹웨어 
추가 

외부API 
연동 

로그관리 
IP차단 



Expected Results 

유입이 많고, 페이지뷰가 많고, 전환이 많고, 업무효율성 까지 높여주는 

유용한 홈페이지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기대되는 결과 

  

01 유입수 02 페이지뷰 03 구매전환 

  

04 업무효율성 



02.유지관리 
운영비 걱정을 줄여드리는 빠르고 저렴한 유지관리시스템 



편리한 유지관리 신청 

통상 유지관리의 80%가 무료로 관리됩니다. 

80% 
20% 

홈페이지에 관리자에서 유지관리 요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처리됩니다. 

관리자 로그인 후, 관리자 홈으로 이동 

‘작업지시’ 버튼 클릭후 관리내용을 작성하시면, 
작업상태와 완료예정일을 알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혜택 

무상관리율 

유상관리율 



직접유지관리(선택) 
홈페이지 제작도구를 이용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제공합니다. (CMS라이선스 구매필요) 

MS C 
페이지 만들기 01 게시판 만들기 02 

회원/상품/몰 관리 04 

팝업 띄우기 05 모바일웹 만들기 06 

메뉴구조 바꾸기 03 
Contents Management System :  

콘텐츠관리시스템으로 콘텐츠/디자인/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고 수정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유지관리를 원하실 경우, 

CMS 라이선스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03.제작비용 
소형 홈페이지부터 대규모까지  

최고  품질로 제작하여 고객만족을 드립니다  



PC홈페이지와 동일한 규모 
홈페이지에 제작된 모든 페이지와 게시판이 모바일 모드
에 맞춰 동일한 메뉴구성으로 제작됩니다. 
대표 페이지만 있는 모바일웹과 차원이 다릅니다. 

PC홈페이지와 완벽한 연동 

홈페이지와 같은 기능을 가진 스마트한 모바일웹. 
회원가입, 게시판, 상담신청 등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호작용이 모바일웹에 연동됩니다.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관리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홈페이지관리, 상
담신청관리, 회원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강력한 모바일웹을 경험해보세요 . 

모바일웹 제작 
홈페이지의 모든 것이 모바일에 똑 같이 적용됩니다. 



검색엔진최적화 세팅(선택) 
검색엔진별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검색결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언제쯤 내 사이트가 검색되나요?” 

사이트 뿐 아니라, 모든 글이 네이버에서 검색됩니다. 

저희는 법률 홈페이지 검색엔진최적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유입 키워드별 맞춤정보 세팅(선택) 
검색으로 유입된 방문자에게  키워드별 맞춤정보(관련정보,링크 등)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쏘나타를 검색하여 유입된 경우, “저렴한 쏘나타 바로보기”, “쏘나타 견적상담” 등의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이미지 링크로 꾸미기 가능) 

위 화면은 '부동산홈페이지제작'을 검색한 방문객에게 부동산홈페이지와 관련된 페이지와 제안서다운로드 등을 제안하는 화면 입니다. 

방문객의 구매 전환률 향상을 위한 

유입 키워드별 맞춤정보 화면 



THANK YOU 
홈페이지제작 경험을 디자인 합니다 . 

 
 지금도 앞으로도, 홈페이지제작과 운영의 든든한 파트너  

귀사의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준비된 회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