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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PLANNING
컨설팅
기획

DEVELOPMENT
웹개발 / 서버개발
어플리케이션개발
클라우드 컨설팅

DESIGN
웹사이트
UI / UX

어플리케이션
BLOCKCHAIN

코어개발
산업응용개발
금융사업개발

MARKETING
SEO

콘텐츠

2008년, 세계적인 CMS 엔진 워드프레스를 활용한 웹사이트 구축 솔루션
홈로그(Homelog) 개발사업으로 블로그코디 시작

2013년,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제작 솔루션 BC TOWN™ 개발 및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

2015년, BC TOWN™ 전용 테마와 플러그인 출시

2017년~2020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수행기업 선정

2018년~2020년, 서울시해외온라인홍보마케팅용역(홈페이지 유지보수)

2019년, BCT로 브랜드명 변경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COMPANY OVERVIEW

회사명 (주)비씨티원

대표자 박동민

회사설립일 2013년 4월 18일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로79길 59

사업영역 웹사이트 구축, 디자인, 개발, 아마존웹서비스 컨설팅, 어플리케이션 개발

대표이사

기업부설연구소

웹 솔루션 사업부 디지털 마케팅 사업부 클라우드 컨설팅 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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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BCT는 기업, 개인, 정부과제, 대량 제작 등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으로 성공적인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8 블로그코디 설립

2009 - 2010 워드프레스 웹사이트 구축 플랫폼 Homelog™ 개발

2011 코리아닷컴 에너지코리아 웹사이트 구축 (대성에너지)
창비문학 ‘창문’ 구축
GPYC korea 웹사이트 구축
르호봇 비즈니스 센터 웹사이트 구축

2012 BC TOWN™ 브랜드 사이트 구축
워드프레스 웹사이트 템플릿 프레임워크 BCT 개발 완료
창비 영문 웹사이트 구축
공개 SW 기술지원기업 등록 (공개SW 역량프라자)
한·아세안 센터 웹사이트 구축

2013 창비 웹사이트 구축
ETRI MRO mall 디자인 개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BC TOWN™ 서비스 런칭
법인 전환 (주식회사 블로그코디)
‘워드프레스 마스터’ 책 출간 ㈜영진닷컴

2014 BC TOWN™ 기반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제작 34건
한국건설관리공사 유지보수 계약
비즈MRO 공급사 인트라넷 디자인 개발
홈플러스 ‘소고기 이력정보 조회 시스템’ 키오스크 디자인 개발
창비 교육 웹사이트 구축

2015 블로그코디 컨설팅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 런칭
BC TOWN™ 기반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제작 40건
경기도문화의전당 DMZ2.0 홈페이지 제작 완료
BC TOWN™ 기반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리셀러 서비스 런칭

2016 BC TOWN™ 기반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제작 40건
계간 창작과비평 웹사이트 디자인과 퍼블리싱 및 테마 개발
두산 밥캣/그리드텍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제작
경기도문화의전당 제 2회 DMZ2.0  홈페이지 제작 완료

2017 서울시해외온라인홍보마케팅용역(홈페이지 유지보수 참여)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선정(한국디자인진흥원, 멀티미디어 부문)
스마트콘텐츠 글로벌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홈페이지 제작 참여)
중진공 수출관패키지 사업 참여(중국관 구축 및 DB변환 참여)
아메바컬쳐 디지털 라이프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아름다운 재단 보안 컨설팅

2018 서울시해외온라인홍보마케팅용역(홈페이지 유지보수)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선정(한국디자인진흥원, 멀티미디어 부문)
중진공 검색엔진마케팅 사업(홈페이지 제작 참여)

2019 ㈜블로그코디에서 ㈜비씨티원으로 상호 변경
서울시해외온라인홍보마케팅용역(홈페이지 유지보수 참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홈페이지 유지·보수 서비스 런칭
수출바우처사업 수행기관 재선정(한국디자인진흥원, 멀티미디어 부문)

2020 서울시해외온라인홍보마케팅용역(홈페이지 유지보수 참여)
법률 상담/사무소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로우홈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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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PRESS WEBSITE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CMS엔진 워드프레스를 이용하여
BCT의 전용테마와 플러그인으로 쉽고 빠르게 반응형 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

빠르게 구축하고 쉽게 운영하는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수 많은 홈페이지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고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알리는 방법은 웹사이트입니다.

BCT™ 홈페이지를 구축하세요.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BCT STANDARD
기본형

BCT 전용테마를 커스터마이징하여
홈페이지를 빠르게 구축합니다.

페이지 편집디자인 : 8 page
반응형 / 일반형

워드프레스 최신버전
BCT 솔루션 탑재

플러그인 기본 탑재
페이지 / 블로그 카테고리 무한생성

BCT PREMIUM
맞춤제작형

맞춤형 디자인으로 제작된
고급형 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

페이지 편집디자인 : 12 page
반응형 / 일반형

워드프레스 최신버전
BCT 솔루션 탑재

플러그인 기본 탑재
페이지 / 블로그 카테고리 무한생성

● 제작문의 접수 후 24시간내에 담당자가 직접 상담 연락을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BCT 홈페이지의 고객센터(02-582-6891) 또는 1:1상담을 이용하여 주십시요.

● make BCT (http://makebct.net/)에서 BCT™ 홈페이지 메뉴얼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다양한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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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VOUCHER

주식회사 비씨티원은 홈페이지, 앱, 전자 카탈로그 등 웹 관련 제작 전문 업체입니다.
해외 웹 환경에 최적화된 워드프레스를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으로 검색엔진최적화, 
고급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다국어 홈페이지 제작 등
수출기업의 홍보용 홈페이지 구성에 알맞은 제작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멀티미디어 디자인 수행기업

전자카탈로그 제작

수출바우처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고품질의 전자카탈로그를 제작합니다.

● 다국어 제작 가능
● 실행파일 형태로 출력

모바일 앱 제작

다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회사 홍보 콘텐츠용
모바일 앱을 제작합니다.

● 다국어를 하나의 앱에 통합하여 서비스
● 안드로이드/IOS 용 제작 가능

홈페이지 제작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CMS 엔진 워드프레스로
해외 웹 환경에 최적화된 반응형 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

● 반응형 디자인
● 다국어 홈페이지 제작
● 검색엔진최적화

● 제작문의 접수 후 24시간내에 담당자가 직접 상담 연락을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BCT 홈페이지의 고객센터(02-582-6891) 또는 1:1상담을 이용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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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T CARE SERVICE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하고 싶어도 의뢰할 곳이 없으신가요?
홈페이지 담당 업무가 많지 않아 전문 직원을 고용하기 힘드신가요?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홈페이지가 망가졌나요? 

저희 BCT는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전문 제작 업체로 다년간의 경험이 풍부한
워드프레스 전문 제작 인력이 고객님의 홈페이지를 관리해 드립니다.

   ● 모든 유지/보수 상품은 1년 단위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든 금액은 V.A.T 별도 가격입니다.
   ● 웹접근성 적용 홈페이지는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이 필요합니다.
   ● 맞춤 제작된 웹프로그램은 유지/보수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작업 건은 기본 24시간이내 최대 48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말/휴일 제외)
   ● 접수 작업 내용이 유지/보수 범위 밖이거나 일정 조율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월 유지/보수 서비스 횟수는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유지/보수 건 접수는 담당자의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전화/펙스 접수 불가)
   ● 워드프레스로 제작된 홈페이지에 한하여 서비스 합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서비스

BASIC CARE
실속형

500,000원 / 1 년

텍스트/이미지 교체 및 수정
2회 / 월 

서브 페이지 추가
3페이지 / 1년

슬라이더, 배너 등 이미지 신규 제작
5건 / 1년

STANDARD
중급형

900,000원 / 1 년

텍스트/이미지 교체 및 수정
3회 / 월 

서브 페이지 추가
6페이지 / 1년

슬라이더, 배너 등 이미지 신규 제작
10건 / 1년

PREMIUM
고급형

1,700,000원 / 1 년

텍스트/이미지 교체 및 수정
4회 / 월 

서브 페이지 추가
15페이지 / 1년

슬라이더, 배너 등 이미지 신규 제작
20건 / 1년

● 문의 접수 후 24시간내에 담당자가 직접 상담 연락을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BCT 홈페이지의 고객센터(02-582-6891) 또는 1:1상담을 이용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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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T CARE SERVICE

기업 및 단체에서 직접 운영중인 독립 서버 / 서버 호스팅 / 클라우드 환경 등에서 운영중인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의 보안, 검색엔진최적화(SEO), 성능 및 기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서비스입니다.

보안/기술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커머스가 탑재된 워드프레스 쇼핑몰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 오랜 기간 워드프레스 코어 / 테마 / 플러그인을 업데이트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특정 코어 버전을 기준으로 개발된 기능으로 인해 최신 버전의 워드프레스로 업데이트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해킹으로 인해 사이트가 정상 동작하지 않는 경우
   ● 워드프레스 관리자 계정 탈취 문제 발생한 경우
   ● 구글 광고 Ad Disapproved 발생 경우
   ● 구글 사이트 해킹 의심 경고 발생 경우
   ● 도메인 변경으로 인해 기존 URL의 redirection이 필요한 경우
   ● 워드프레스 콘텐츠가 검색엔진(Google 등)에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
   ● 워드프레스 검색 시 비정상적인 콘텐츠가 검색되는 경우
   ● Cache 플러그인을 사용중인데도 불구하고 워드프레스 로딩 속도가 느린 경우
   ● Sub-directory 방식의 워드프레스 멀티사이트를 sub-domain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워드프레스 보안·기술지원 서비스

BCT 보안
BASIC

서버 및 웹사이트 점검
DB 백업

워드프레스 코어/플러그인 점검 및 교체
웹서버/웹사이트 복원

단계별 보안 체크 및 적용

BCT 보안
ADVANCED

BCT 보안
CUSTOM

서버 및 웹사이트 점검
DB 백업

워드프레스 코어/플러그인 점검 및 교체
웹서버/웹사이트 복원

단계별 보안 체크 및 적용

+
모니터링 / 주기적백업 / SPAM보호

서버 및 웹사이트 점검
DB 백업

워드프레스 코어/플러그인 점검 및 교체
웹서버/웹사이트 복원

단계별 보안 체크 및 적용

+
모니터링 / 주기적백업 / SPAM보호

+
AWS 또는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

● 문의 접수 후 24시간내에 담당자가 직접 상담 연락을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BCT 홈페이지의 고객센터(02-582-6891) 또는 1:1상담을 이용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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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CONSULTING

AWS 기반 비즈니스 프랙티스 및 솔루션, 컴퓨팅 파워,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IT 리소스를 원하는 규모와 서비스 모델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 컨설팅

AWS 파트너 네트워크(APN)는 AWS의 글로벌 파트너 프로그램입니다.
비즈니스, 기술, 마케팅 및 시장 출시 지원을 제공하여 파트너가
성공적인 AWS 기반 비즈니스 또는 솔루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AWS 파트너

공공 부문 파트너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파트너가 AWS 공공 부문 판매, 마케팅, 파트너 및 사업 개발 팀과 발을 
맞추어 AWS에서 비즈니스 성장을 더 빠르게 이룰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교육, 비영리 조직을 비롯한 
공공 부문에 주력하는 스탠다드 티어 이상의 APN 컨설팅 및 기술 파트너를 대상으로 합니다.

AWS 정부 컴피턴시 파트너
정부 고객에게 AWS에서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정부 컴피턴시를 획득했다
는 것은 전반적으로 탄탄한 AWS 역량, 입증된 고객 성과, 높은 수준의 기술 준비도를 나타냅니다. 이 컴피턴시는 전 세계에 적용되며 
어느 국가에서든 정부와 협력한 경험이 있는 파트너에게 적합합니다. 미국의 경우 AWS GovCloud (US)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해당 
리전 내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WS 교육 컴피턴시 파트너
교육 분야에서 교육, 학습, 관리 및 학술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AWS 아키텍처 모범 사례를 준수하는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여 기술적 
숙련도와 고객 성과를 입증한 파트너입니다.
 
AWS 비영리 조직 컴피턴시 파트너
비영리 부문에서의 기술적 숙련도와 심도 있는 전문성을 입증한 파트너로서, 자금 모금, 기부자 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프로그램 
관리 등을 위한 엔드 투 엔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AWS 공공 부문 프로그램 정부, 교육 및 비영리 조직
Amazon Web Services는 스타트업이 확장 및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용이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AWS Activate 프로그램은 크레딧, 교육 및 지원을 포함하여 AWS를 빠르게 시작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스타트업에게 제공합니다.

AWS의 스타트업
현재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스타트업에서 AWS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AWS Activate 패키지
Activate의 Portfolio 패키지는 선별된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시드/VC 펀드 및 기타 스타트업 지원 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타트업 부문 프로그램 스타트업을 위한 AWS Activate

● 문의 접수 후 24시간내에 담당자가 직접 상담 연락을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BCT 홈페이지의 고객센터(02-582-6891) 또는 1:1상담을 이용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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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비평
2018 / Main Design + Wordpress Theme Development http://magazine.changbi.com

DOOSAN GridTech
2016 / Wordpress Theme Development http://www.doosangridtech.com

창비 출판사
2014 / Planing + Main Design + Development http://www.changbi.com

창비 교육
2014 / Planing + Design + Development http://changbi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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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2019 / WEBSITE / KOR-ENG-CN www.powercarbon.co.kr

ShinHung Ind. Co.,Ltd.
2019 / WEBSITE / KOR-ENG http://cutwel2133.cafe24.com

Tr4biz
2019 / WEBSITE / KOR http://www.try4biz.com

나다움연구소
2019 / WEBSITE / KOR http://nadaoom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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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S
2019 / WEBSITE / ENG https://soliswindowfilm.com

POWERTRAC
2019 / WEBSITE / ENG http://powertrack.kr

ILJIN A-TECH
2019 / WEBSITE / KOR-ENG http://www.iljinat.co.kr

SPXFLOW KOREA
2018 / WEBSITE / KOR-ENG http://spxflo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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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SQUARE
2019 / WEBSITE / ENG http://codesquare.co.kr

Abtis
2019 / WEBSITE / ENG http://abtis.co.kr

TAEJIN SILICON
2018 / WEBSITE / KOR-ENG http://tjsi.kr

KneeGuardKids
2018 / WEBSITE / ENG http://kneeguardki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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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UNG ULTRASONIC
2019 / WEBSITE / KOR-ENG http://isucl.co.kr

TWO H Chem
2018 / WEBSITE / ENG-KOR http://twohchem.com

XAVIS
2018 / WEBSITE / ENG http://www.xavisxray.com

한국소비자협회
2019 / WEBSITE / KOR http://koreak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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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INNO TECH
2018 / WEBSITE / KOR-ENG http://sjinnotech.com

SHD 신한정밀
2018 / WEBSITE / KOR-ENG http://semcast.kr

주식회사 봉산
2019 / WEBSITE / ENG-KOR-CN-JPN http://bsan.co.kr

CNP특허사무소
2018 / WEBSITE / KOR http://cnpi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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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BASE
2019 / WEBSITE / KOR http://chainbase.kr

IDEA PRISM
2018 / DESIGN+PUBLISHING / 특허청 http://takeaction.cafe24.com

한국건설관리공사
2014 / DESIGN+PUBLISHING http://www.korcm.co.kr

DMZ 2.0
2015-2016 / WEBSITE / KOR http://dmz2.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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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zolve
2018 / WEBSITE / KOR

http://dizolveb2b.com

HOME PLUS
APP+KIOSK / KOR

IONCARES PROMOTION SITE
2018
WEBSITE
KOR-ENG-ESP

http://ioncaresca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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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로79길 59 301호
T. 02-582-6891
F. 02-6455-6891
E. bct@bctone.kr
W. http://www.bctone.kr

#CLOUD  
#WEB  
#DESIGN  
#WORDPRESS  
#APPLICATION  
#BLOCKCHAIN  

BCT ONE I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