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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인사말
안녕하세요.
“혁신적인 생각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기업” 타임컴즈입니다.
타임컴즈는 수많은 웹 에이젼시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고객의 신뢰,믿음을 최우선으로 하여
결과물로 보답하며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모든 기업은 성공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임컴즈와 만나는 순간부터
꿈이 현실과 가까워 지는것을 느낄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젊은 임직원 모두의 혁신,변화,열정들이
고객사의 E-비지니스에 적용이 될것입니다.
보석을 다듬는 장인정신의 마음으로 기획,디자인,제작할 것입니다.
고객사의 응원에 더욱 성공적인 비지니스 파트너로 성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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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디자인사업부

맞춤형 홈페이지

디자인컨설팅 / 마케팅컨설팅/로고 및 마크디자인(CI) / 브랜드네임디자인(BI)
패키지 및 표지디자인 / 사보편집 및 제작/디자인대행 / 기업소개 카탈로그
브로슈어/전시회 팜플렛 / 각종 홍보전단 및 인쇄물 등

IT 사업부
홈페이지·쇼핑몰 구축 / 온라인 컨텐츠 프로그램 제작 / 모바일웹 / 반응형웹
안드로이드 및 IOS 어플 제작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SI 솔루션

SI사업부
시스템 통합 개발 및 컨설팅 / 각종 서버 구축 및 유지보수,컨설팅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 공공기관 시스템 유지보수 및 컨설팅

Address

경상북도 구미시 산업로 260, 202(원평동)

Tel

070-8671-4557

Fax

070-8668-5981

Website

www.timecoms.com

Email

timecoms@timecoms.com

스마트 템플릿

온라인 마케팅

ORGANIZATION

중급인력
30%
초급인력
20%

경력 5년차 이상

고급인력
50%

약

CEO

60%이상

경영관리
타임컴즈 등급별 인력구성

ICT사업부

영업부

기술지원부

부설연구소

유지보수

디자인부

개발부

· 홈페이지제작 영업

·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홈페이지 유지보수

· 웹디자인 연구 및 개발

· 전자정부 프레임웍 CMS 개발(JSP,JAVA)

· APP(안드로이드,IOS),
모바일웹 제작영업

· 서버,스토리지,백업기술지원

· 모바일웹,APP 유지보수

· 홈페이지 디자인 컨설팅

· 반응형 웹(HTML5)개발

· DB(My-SQL,Oracle)
구축 컨설팅

· S/W 유지보수

· 모바일웹,APP디자인 컨설팅

· S/W 개발 및 컨설팅

·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편집디자인(CI,BI,명함,간판,인쇄물)

· 모바일웹 빌더 개발

· 시스템 구축 영업
· S/W 개발 영업

· 어플리케이션 개발
· 원격제어(IoT)개발

SERVICE AREA

타임컴즈는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해
모든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조합하여
최상의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모바일 웹

디자인, 프로그램등 고객이
원하는대로 만들어드립니다.
최고의 디자인팀/프로그램팀이
투입되어 고객이원하는 모든사항을
충족시켜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꼭 필요하게된 모바일웹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기술력으로
타임컴즈에서는 맞춤형 모바일웹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웹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 웹페이지의
크기가 자동적으로 재조정 되는
신기술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에 맞게
사이즈가 변환되어 보기 편리하게
만드는 웹 기술로 타임컴즈에서는
다양한 스마트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최적의 화면을 경험할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통합 시스템 구축
회사 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 도입, 컨설팅으로
기존 업무의 성과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SERVICE AREA

타임컴즈 ICT사업부는 IT융합을 통한 신기술들의 실용적 적용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누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스마트비닐하우스 자동제어

공장자동제어

양계장 자동제어

비닐하우스, 시설온실, 꽃 농장
등의 자동제어가 필요한 시설에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공장기계의 원격제어,
공장시스템 자동화 등을
각 공장의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상담하여 설치하여 드리겠습니다.

양계장, 오리 사육시설 등 각 동에서
온도나 기타 센서에 의한 자동제어가
필요한 곳에 최적의 시스템이 되도록
설치하여 드리겠습니다.

SERVICE AREA

비슷한 홈페이지는 싫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독창적인 홈페이지를
젊은기업 타임컴즈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비용과 신뢰할 수 있는 타임컴즈의 맞춤제작 서비스!
디자인/프로그램 팀이 원하는 모든사항을 충족시켜드리겠습니다.

SERVICE AREA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시스템 개발 · 구축!
타임컴즈만의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

시스템 통합개발 · 컨설팅

각종 서버구축 · 유지보수

공공기관 시스템개발 · 유지보수

전산실 구축
운영시스템 운영
Technical Support

UNIX / NT 서버
Storage & Backup
Network & Security

UNIX / NT 서버
Storage & Backup
Network & Security
공공기관 필수 업무 시스템

Reference

2015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인터넷 방송 전산장비 유지보수
김천시청 검색엔진 서버, RMS DB 시스템 및 통합 스토리지 유지보수
김천시청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칠곡군청 통합 스토리지 유지보수
칠곡군청 온나라 시스템 유지보수
교통문화 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
경상북도 교육청 수업지원포털 구축

CONTACT US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경북 구미시 산업로 260번지 202호
(구 : 원평동 1053-2번지 202호)
TEL : 070-8671-4557
FAX : 070-8668-5981
홈페이지 : www.timecoms.com

찾아오시는 방법
버스 : 구미종합버스터미널로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서 5분거리(쌍용자동차 2층)
자가용 : 구미역방면에서 오시면 버스터미널 가기전
쌍용자동차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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