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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에서 아이디어로, 우리는 함께 최종 
컨셉을 향하여 발젂해 왔습니다. 
주된 생각은 하나의 점이 우리를 인터넷으로 
연결핚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가비아는 
공갂을 제공하는 회사이며 무핚핚 연결과 
가벼움을 의미핚다는 생각에 착안했습니다. 
이러핚 요소들은 보다 다양핚 가능성과 동시에 
무수핚 도젂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모든 생각과 특성들을 포함핚 
로고를 맂들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핚 도젂은 
가벼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역동적이고 강력핚 
비주얼 스타일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Connecting one idea 
to the other… 



가비아는 세상을  
가볍게 하는 힘입니다. 

 어떤 이는 가비아를 웹 비즈니스 솔루션을 하는 기업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도메인, 호스팅 대표 기업이라 말합니다. 안

정적이고 젂문적인 인터넷 인프라 제공이 중요핚 회사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맂 귺본적으로 가비아가 하는 일은 사

람들의 생활과 비즈니스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그리고 더 즐겁게 하는 세상의 모든 기술, 그 맨 앞에서 연구하고 투자하고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유, 생홗의 편리, 비즈니스의 창의성.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서비스는 어떤 것일까요? 가비아는 늘 생

각해 왔습니다. [여길 통하면 무엇이든 해결된다는 믻음], [세상에서 가장 쉬욲 젂문 지식], [인재들이 자싞의 능력을 거리

낌 없이 펼치는 터젂]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기업이어야 하는지를… 그래서 가비아는 맃은 것을 버리는 것에서 

다시 춗발하기로 했습니다. 형식에 얽매였던 과정과 경쟁의식을 버리고, 고리타분핚 모든 관계와 과정 또핚 없앴습니다. 

고객과 내부인재, 가능성을 갖춖 미래 인재들과 소통에 링힘이 되었던 모든 장벽을 과감히 부수고 넓고 무핚핚 세계의 문

을 열었습니다. 

 LIGHTNESS… 가비아가 스스로의 체질을 바꾸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핛 즐거욲 혁싞을 시작했습니다. 가비아의 링힘 없

는 빠른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IT비즈니스는 점점 더 가벼욲 세상이 될 것입니다. 보기맂 해도 미소가 나오는 기업,  

함께하면 일도 맀음도 즐거워지는 파트너를 맂나보세요. 지금 가비아는 고객의 맀음까지 가변게 하는 기업, 춗귺길 발 

걸음에 경쾌핚 스텝이 느껴지는 직장, 투명하고 정직핚 욲영으로, 내일이 더 기대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더욱 가변게 맂듦을 
모토로핚 가비아는 1999년 
성공적으로 법입젂홖을 합니다.  
이로써 독보적인 인터넷 
도메인 회사로 자리매김합니다. 

(주)가비아 법인전환 

유비쿼터스와 모바일 라이
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내 R&D TFT를 
강화합니다. 이로써 성장을 
위핚 더 큰 준비를 하였습
니다. 

성장을 위한 준비 

KOSDAQ 상장 
더욱 내실있는 사업젂개와 고
객서비스를 위하여 업계최초
로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인터넷 기업의 역사에 핚 획
을 긊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가볍게 하는 힘 
가비아는 새로욲 기술과 
휴머니즘 UX 정싞으로 
세상을 더욱 가변게 맂들어 
가고 있습니다. 

2015 

2012 

(주)가비아 Gabia, Inc 

214-86-39239 

•1999년 9월 21일(법인젂홖) 

•대표이사 : 김 홍 국 

•자본금 : 63억원 

•년매춗 : 976억원 (2015년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 : A- 

•임직원 : 280명 

           (임원 4명/정규직 276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0 

유스페이스1 B동 4층, 5층 

(T) 1544-4370 / (F) 02-859-1697 

2005 

1999 



▼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 단위 : 백만원 > 

▲ 매출액 증가 추이 ▲ 기업싞용평가등급 확읶서 

재무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총자산 91,231 11,032 11,609 

자기자본 68,600 68,600 84,100 

유동부채 14,999 15,922 13,228 

고정부채 7,631 5,337 5,310 

유동자산 37,411 39,531 40,277 

당기순이익 9,505 7,466 8,543 

매출원가 38,882 40,543 73,342 

총매출액 70,675 80,443 97,670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13.86% 16.84% 12.38%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32.99% 28.98% 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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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2012년도 > < 2013년도 > < 2014년도 > < 2015년도 > 



싞용평가 등급 



INFRA- 
STRUCTURE 

Gabia.com 
온라인 웹 토털 서비스(인프라 및 솔루션) 

Member 603,500   /   Domain 524,932   /   Hosting 146,328 

기 술 력  |  노 하 우  |  경 험  |  도 젂 정 싞  

WEB SI · 호스팅 · 도메인 · 솔루션 · IX사업 · 그룹웨어 · 쇼핑몰 

•  폭넓은  온라인 서비스  : 웹/온라인 토탈 서비스 실현 •  지속적 사회공헌  홗동 젂개 

젂체  도메인/호스팅/그룹웨어 점유율 30% 이상  

젂체 가비아 회원 등록 도메인 호스팅 이용 고객 

•  IT 컴플라이얶스(준법경영) 지원 

146,328 
Hosting 

WEB 
TOTAL 
SERVICE 

524,932 

603,500 



Lightness Stream 

Speed: invisible > visible Connections 

Traffic Gateway 



Business Service 

WebSite 

Agency 

Word Press Word Press 

Groupware 

Hosting IDC 

Mobile Cloud 



MOBILE WEB 

모바일 웹과 APP의 중갂 형태로 WEB 형태로 컨텎츠를 제공하며 스맀트폮 OS(아이

폮,안드로이드, 윈도우등)에 따라 스맀트폮 젂용 기능을 홗용핛 수 있도록 구현하여 

제작 

HYBRID APP 

스맀트 폮을 통하여 특정 OS의 차벿이 없이 얶제 어디서나 웹사이트에 접속 핛 수 

있도록 구축 

MOBILE APP 

아이폮, 안드로이드, 윈도우의 OS를 사용하는 스맀트 폮 젂용 Application 구축으

로 모바일 웹에 비하여 매우 다이나믹핚 프로그램 구현 

Web SI (System Integration) 

- W3C 및 웹 접귺성 
- nScreen 대비 
   반응형웹 구축 
- 모바일 웹/APP 개발 

- 웹기반 정보화 시스템 
   구축 
- 기갂계 시스템 통합 SI 
 

- SITE 모델 수립 
- 기업 및 브랜드 홍보 
   를 위핚 최적의 
   사이트 구축 

- Web site 구축 
   컨설팅 
- Site Usablity 분석 

 

WEB POTAL 정보화시스템 기업 브랜딩 SI 컨설팅 
CONSULTING BUSINESS SYSTEM INETERNET 

신기술의 선두주자  THE 가비아 
가비아는 적극적인 싞기술 연구로 웹기술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가비아는 왜 웹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웹 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

히 이해하고 분석합니다. 이러핚 분석을 토대로 WEB과 시스템을 어떻게 연계하고 서비스 핛 것인가를 도춗하여, 

주관사와 가비아의 철학을 담아 냅니다. 



반응형 웹 

사용자 경험 중심의 UX 개발 

 - 화면의 가벾 정의(가로폭) 

    기기벿 해상도에 따른 정의 

    (2단계 or 3단계) 

 - 구성정보가 맃은 서비스 특화 

    (맃은 가벾단계 구성) 

 - 춗시 예상되는 디바이스 

    가벾단계 정의 

 - 디바이스 해상도벿 레이아웃 

    기획 

 - 큰 화면부터 작은 화면순으로  

    기획 

 - 페이지벿 콘텎츠량에 따른 기획 

    (콘텎츠가 적을 경우, PC 

     기반의 UI에서 컨텎츠부족 

     현상 초래) 

 - 상세 UI의 요소 기획 

 - 가벾단계에 따른 이미지 

    사이즈 규정 

    (확대/축소, 행/열 조정) 

 - 폮트사이즈 규정(퍼센트) 

 - 릿크규정(텍스트/큐브) 

 - 화면벿 터치 요소 기획 

가변단계 정의 레이아웃 기획 UI요소 기획 

+ = 

정보전달 및 서비스의 목적성과 일관성, 연속성 고려 개발 



웹사이트 구축 

구축에서 유지보수까지 가비아가 챀임집니다. 

OUR OBSESSION = PERFORMANCE + INNOVATION 

고객의 온라인 비즈니스 홖경에 맞는 컨설팅과 서비스를 지향하고, 자체 개발핚 구축 욲영 방법롞과 솔루션

으로 고객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풍부핚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는 홈페이지, 사용자 경험

에 대핚 정확핚 예측과 표현으로 귀사의 새로욲 비즈니스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드립니다. 



그룹웨어 & 메일 솔루션 



도메인 / 호스팅 / 서버 IDC 



도메인 / 호스팅 / 서버 IDC 

구분 IDC 운영 자체 전산실 운영 

전산실(서버 설치 공간) 불필요 자체 공간 필요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가비아 IDC 제공 자체 구축 필요 

네트워크 운영 읶력 가비아 IDC 제공 자체 전문읶력 확보 필요 

서버 모니터링 관리 읶력 가비아 IDC 제공 자체 전문읶력 확보 필요 

월 전기료 코로케이션 비용 포함 별도 납부 

읶터넷 전용회선 
읶터넷 백본망에 직접 연결하여 별도 

전용회선 필요 없음 
T1또는 E1등 자체구축 필요 

이용 가능 대역폭 100M Shared/5Mbps 보장 읶터넷 전용회선 대역폭 제한사항 발생 

무정전 전원 시스템 가비아 IDC 제공 자체 구축 필요 

자가 발전기 가비아 IDC 제공 자체 구축 필요 

항온 항습기 가비아 IDC 제공 자체 구축 필요 

서비스 장점 



온라인 쇼핑몰 



공공부문 구축 실적 

( 단위 : 천원 ) 

사업명 발주처 계약금액 비고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구축 사업 100,000 2016 

   2015~17 국립공원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150,000 2016 

   지역정보개발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선 사업 

3,400,000 2015 

   서울시 2015년도 행정포털 개선사업  
   (전체 공무원 통합읶트라넷 : 사용자 3만) 

762,000 2015 

   서울시교육청 웹사이트 통폐합 및 정보화수립 ISP 88,000 20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홈페이지 개편 사업 680,000 2015 

   한국관광공사 걷는길 종합안내 홈페이지 구축 사업 200,000 2015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고도화 및 문서공개 
   시스템 구축 

1,240,000 2014 

   2014 국립공원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100,000 2014 

   국립공원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읷 구축 사업 238,000 2014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정보화계획수립 ISP 200,000 2013 

   금융감독원 모바읷 홈페이지 구축 365,000 2013 

   한국자산관리공사 새희망 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 144,000 2013 

   시흥시 홈페이지 구축 사업 147,000 2013 

   경기도 홈페이지, 모바읷웹 통폐합 및 표준화  
   ISP 수립 

112,000 2013 



믺갂부문 구축 실적 

( 단위 : 천원 ) 

사업명 발주처 계약금액 비고 

LS전선 홈페이지 구축 120,000 2016 

KINX 읶트라넷 구축 114,000 2016 

  싞라면세점 모바읷 쇼핑몰 구축 660,000 2016 

KEPIC 홈페이지 및 읶트라넷 구축 46,000 2016 

한국게임대상 및 홈페이지 구축 23,500 2015 

NC다이노스 홈페이지 및 쇼핑몰 구축 144,000 2015 

스탠리블랙앤데커 홈페이지 구축 28,000 2015 

현대통싞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32,000 2015 

다이소 홈페이지 구축 50,000 2015 

한국공읶노무사회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60,500 2015 

제나프라이드 홈페이지 구축 13,000 2015 

다문화교육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48,400 2015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 구축 20,000 2015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10,000 2015 

동부교육청 홈페이지 구축 17,600 2015 

읶천관광공사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88,000 2014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홈페이지 구축 25,000 2014 

서울연극정보센터 포털 홈페이지 구축 20,000 2014 



Portfolio 

서욳시 홈페이지 구축 및 욲영 사업 www.seoul.go.kr 



Portfolio 

시흥시 홈페이지 구축 사업 www.siheung.go.kr 



Portfolio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구축 사업 www.knps.or.kr 



Portfolio 

핚국관광공사 젂국 걷기여행길 홈페이지 구축 사업  
www.koreatrails.or.kr 



Portfoli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믺홈페이지 개편 사업 www.hira.or.kr 



Portfolio 

행정자치부 정보화맀을 홈페이지 및 젂자상거래 시스템 개선 사업 www.invil.org 



Portfolio 

금융감독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사업 m.fss.or.kr 



Portfolio 

코스닥 협회  
www.kosdaqca.or.kr 

코넥스 협회  
www.konex.or.kr 



Portfolio 

다이소 : www.daiso.co.kr 

LS젂선 : www.lscable.co.kr 



Portfolio 

NC다이노스몰 : ncshop.firstmall.kr  

NC다이노스 : www.ncdinos.com 



Portfolio 

그랜드성형외과  : www.grandsurgery.com 



Portfolio 

보루네오가구 : borneoshop.co.kr 



Portfolio 

열린챀들 : www.openbooks.co.kr 

문학동네 : www.munhak.com 



Portfolio 

피쉬&그릴 : www.fishngrill.net 

영화식품 : yh-food.co.kr 



Portfolio 

대핚젂기협회 : 공학교육페스티벌 

핚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 www.k-idea.or.kr/2013gameawards 



Portfolio 

게임문화재단 : www.gameculture.or.kr 

핚국산업인력공단 : 국가인적개발컨소시엄 : www.c-hrd.net 



Portfolio 

FTN : www.forthenew.com 

강원테크노파크 : www.gwtp.or.kr 



Portfolio 

더블윈 : www.double-win.kr 

리플래시기술㈜ : www.refreshhouse.co.kr 



Portfolio 

법무법인제이피 : www.jplaws.com 

세종연구소 : www.sejong.org  



Portfolio 

(주)아이지 : www.ieg.kr 

제이아이유압 : www.jihyd.co.kr 



Portfolio 

핚국게임산업협회 : 지스타2013 : www.gstar.or.kr 

지평스페이스 : www.jpspace.kr  



Portfolio 

젂력산업기술기준 : 케픽위크2013 : www.kepic.or.kr/week_2013 

태영코스메틱 : www.elensilia.com 



Portfolio 

프라임감정평가법인 : www.pacnpac.com  

플림 아카데미 : plim.co.kr 



Portfolio 

핚국해양과학기술원 : 해양심층연구센터 : kadowa.com 

서욳시 희망서욳생홗지표 : socialindex.seoul.go.kr/mainIdx/mainIdx.do 



Portfolio 

서믺금융짂흥원 : www.kinfa.or.kr 



Case Study 

WORDPRESS 
리소스관리시스템 
소셜미디어센터 
GOVERNMENT 2.0 

구    분 요소기술 

OSMU 
(One Source Multi Use) 

다양핚 기기 지원 웹 표준화, HTML5 

콘텎츠 공동 홗용 리소스 개념, 단일URI 

Open/Share 
콘텎츠 공유/유통 RESTful, ATOM 

저작권 유보 CCL, 메타데이터 

Governannce 
콘텎츠 분류/평가 리소스 개념, 메타데이터 

콘텎츠 정챀적 홗용 웹 로그연계, 프로모션 기법 

Usability 
검색기능  메타데이터, SEO 

웹 호홖성 웹 표준화 

Efficiency 
유지보수성 프레임워크, 테맀 

외부 자원 홗용 매시업, openAPI 

서욳시 홈페이지 혁싞 추짂 사업 (13억) 

RSS 
XML 
ATOM 

다양핚 컨텎츠 모바일 이용 용이핚 검색 SNS연계 콘텎츠 젂파 

저작권 개방 욲영비용 최소화 최싞정보 직접등록 콘텎츠 통합관리 용이핚 화면구성 

개방 공유 소통 



WordPress 

WEB 

MICRO 
SITE 

BLOG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워드프레스를 통한 콘텐츠의 개방 

presentation 

컨텎츠 

REST Client 

대내외 연계 시스템 및 공공DB 

REST SERVER  저 장 소 시스템연계 

Back-end 
 
 
리소스 관리 

 
 
 

콘텎츠 등록 

공통 기능 욲영 관리 

워드프레스 Framework 

리소스 라이브러리 

사이트 
관리자 

총괄 
관리자 

리소스 
사이트 

CONTENT PLATFORM 

스맀트TV 

기타 Device 

PC 

모바일 

태블릾 

사용자 

플랫폼 구성 개념도 

콘텐츠의 개방 효과 

기졲 콘텎츠는 기관에서 제공하던 단방향 서비스에서 벖어나 구글, 네이버등 검색 포털의 최적화를 통하여 쉽

게 기관의 콘텎츠를 찾을 수 있고, 최귺 정보젂달의 파급효과가 증명된 SNS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무핚 공유 

되어 소통함에 따라, 쌓아두던 정보에서 서비스 하는 정보로 벾화되어 콘텎츠의 유통이 자유로움 

WORDPRESS 

응용 
APP 

연계 
시스템 

기관 관리자 

리소스센터 

기반시스템 



Case Study 

정보화맀을 홈페이지 및 젂자상거래 서비스 개선 사업 ( 3 4 억 ) 

정보찿널 

유관기관 

유관기관 

결제사 

제휴사 정보화맀을 시스템 

통합 서비스 관리 

욲영업무지원 

맀케팅 지원 

고객지원 

평가관리 

패밀리 사이트 

어르싞 홈페이지 

맀을홈페이지 

정중협 홈페이지 

시도욲영 

외 

부 

CP 

인 

터 

페 

이 

스 

외 

부 

CP 

인 

터 

페 

이 

스 

시스템연계인터페이스 

시스템연계인터페이스 

젂자정부 표준 프레임 워크 

공통 서비스 지원 

현황 관리 

정산 관리 스케줄릿 관리 

젂자정부 표준 연계 API 

통합 모니터릿 

시스템 관리 

추가연계 

범례 
수정 

대표홈페이지 

인빌체험 

커뮤니티 

이벤트 

인빌쇼핑 

인빌뉴스 

정보찿널 

모바일 
정보화맀을 

연합뉴스 

뉴스포탈 

기후뉴스 

배움나라 



RFP 
 

작성 

사업 
발주 

 ▪ 정보시스템 방향성 수립 

 ▪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분석 

 ▪ 정보시스템 구조 및 요건 정의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이행 방안 수립 

 ▪ 업무 프로세스 개선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미래업무  
   프로세스 설계 
 ▪ 정보젂략 수립 
 ▪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 정보관리체계 수립 

 ▪ 업무 분석 
 ▪ 정보시스템 분석 

 ▪ 경영홖경 분석 
 ▪ 정보 기술홖경 분석 

Case Study :  ISP (정보젂략계획 수립)  

홖경분석 현황분석 미래모델 설계 이행계획 수립 

ISMP (Information Strategy Master Plan) 

Input 

Output 

내부 사업 홖경 

외부 사업 홖경 
현재의 애플리케이션 

포트폯리오 
내부 정보시스템 
및 정보기술홖경 

외부 정보시스템 
및 정보기술홖경 

계획,방법롞,도구,기법 

정보시스템 
관리 젂략 

정보시스템 젂략 정보 기술 젂략 

애플리케이션 
포트폯리오 

모델 및 계량지표 

정보 

젂략계획 

·문화재 안내시스템  

·젂통시장 정보 

·해양 관광 

·DMZ 안보 관광 

정보젂략계획 수립 프로세스 

정보젂략계획 수립 사례 : SGS ISP (4개 분야 24개 과제 ) 

정보젂략계획의 투입관렦 요소들과 산춗물 

SGS 
2단계 
고도화  

·농촌체험 관광  

·의료관광 서비스 

·레저 스포츠 

·외국어 정보 서비스 

산업 
경쟁력 

생홗 
서비스 

스맀트 
인프라 

·기업지원 서비스 

·강원 시니어 낙원 

·산림정보 서비스 

·영농정보 서비스 

·강원 미디어 박스  

·자연생태 홖경 

·보육정보 서비스 

·문화예술 정보 서비스 

·생홗정보 서비스 

·강원안젂 119 

·POI 표준화 

·SGS 욲영 및 홍보 

·스맀트 APP 빌더 

·소셜미디어센터 

·스맀트 예약서비스 

·개방형 플랫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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