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일반현황

① 회사소개

② 기업비전및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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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일반현황

④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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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① 사업분야

② 사업전략및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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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집중 : 온라인비즈니스에특화된전문기술및시스템개발

경쟁사차별화 : 개발시스템을바탕으로한독자적솔루션패키지구축

시장다각화 : 검증된솔루션기반으로특화시장선두진입

인적자원 : 전문지식을갖춘고도로훈련된인력(Knowledge Expert)

기술력 : 지속적인연구개발및투자를통한자체기술및엔진확보

프로세스 : 업무효율성증진을위한내부협업프로세스구축



수행업무실적

① 수행실적

② 고객사및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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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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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모바일

통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모바일

통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모바일

통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

영업관리(BUS),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영업관리(Inbound)

전지의료검진 (하나투어)

홈페이지, BackOffice

여행 홈페이지 (BCDC)

Internet, 홈페이지

홈페이지, Intranet

숙박 메타서치 서비스 & BackOffice

실시간 항공 (Abacus), 홈페이지, 모바일

항공B2B (BSP 홀세일), 홈페이지

실시간 항공 (Worldspan), 홈페이지

항공 GSA 업무시스템

실시간 항공 (Worldspan), 홈페이지

대명리조트 BackOffice

항공 IBE, 호텔 IBE, 렌터카 IBE, 통합 예약 시스템

센터마크, 티마크 호텔 예약 시스템

호텔 예약시스템, 홈페이지

호텔 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실시간 호텔 (GTA, 비코, 이룡, 투어리코), 홈페이지

갈릴레오(영남) 실시간 항공 시스템

TABIO (개별여행) 홈페이지, BackOffice 

센터마크, 티마크 호텔 예약 시스템

하나투어비자, 랜드사 원가관리

하나트래비즈, 전지의료검진

BCDC 웹사이트, 시스템

올뎃서비스 내 레저관련

B2B2C 사업부 디자인 전반

나가사키 시 홈페이지

영업시스템, CTI 녹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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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플레이스여행시스템구축 신규구축 2020.03~2020.05 어반플레이스 여행 EIP, 홈페이지, 모바일

휴먼플러스숙박예약시스템구축 신규구축 2020.03~2020.10 휴먼플러스 여행 국내숙박 OTA

환경부미세먼지정보센터 신규구축 2020.01~2020.08 아이씨티웨이 공공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미디어바잉통합시스템 신규구축 2020.01~2020.07 이노션 광고 광고대행사업무(청약) 시스템

롯데관광회계, 정산고도화 고도화 2020.01~2020.04 롯데관광 여행 원가관리세분화및정산고도화

온누리전통시장리뉴얼 신규구축 2019.10 ~ 2020.05 이지웰페어 쇼핑 홈페이지, 모바일, B/O(B2B, B2C)

현대드림투어숙박시스템업그레이드 고도화 2019.07~2019.10 현대드림투어 여행 숙박시스템 (Expedia) 업그레이드

참좋은여행사리뉴얼 신규구축 2019.08 ~ 2020.03 지니웍스 여행 홈페이지, 모바일

롯데 EC 통합프로젝트 차세대 2019.07 ~ 2020.05 엠투엠글로벌 쇼핑 판배자교육센터, 오픈API 센터, 배송, 물류, SPP

하나투어차세대프로젝트참여 차세대 2018.10 ~ 2019.10 지에스아이티엠 여행 항공파트(분석, 설계, 개발)

롯데관광항공 UI-UX 리뉴얼 리뉴얼 2018.11 ~ 2019.04 롯데관광개발 여행 실시간항공 PC, Mobile

EZ-CHECK IN 신규구축 2018.09 ~ 2019.03 이지웰페어 여행 숙박메타서치서비스, 홈페이지, 모바일

노랑풍선홈페이지, 모바일리뉴얼 리뉴얼 2018.03 ~ 2019.02 노랑풍선여행사 여행

롯데관광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구축 차세대 2017.09 ~ 2018.10 롯데관광개발 여행 EIP, 인트라넷, 홈페이지, 모바일

롯데JTB 영업시스템개선프로젝트 차세대 2016.08 ~ 2017.07 롯데JTB 여행 EIP, 항공, 호텔, 렌터카, 다이나믹, 홈페이지, 모바일

11번가실시간항공모바일예약시스템 신규구축 2016.04 ~ 2016.08 SK플래닛 여행 Sabre 기반

GSA 시스템구축 신규구축 2016.01 ~ 2016.06 씨에어 여행 항공 B2B

외교부전지의료검진시스템 신규구축 2015.04 ~ 2015.08 하나투어 여행

하나트래비즈홈페이지및객실예약시스템 신규구축 2015.03 ~ 2015.07 하나투어 교통

공항버스모바일예매시스템 신규구축 2015.03 ~ 2015.07 대한관광리무진 교통 실시간지정좌석예약

노랑풍선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구축 차세대 2014.12 ~ 2016.05 노랑풍선여행사 여행 EIP, 인트라넷, 홈페이지,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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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TEL : 02-3492-3893 / FAX : 0505-955-3893

info@ebsolutio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