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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ree는 Technical Agency입니다.

Beyond Imagination

비트리는기술력으로비즈니스과제를해결합니다.

다변화하는디지털환경에서브랜드가소비자에게더욱

가까이다가갈수있는가장쉽고가까운길을만듭니다.

비트리는고객과브랜드성장에기여를목표로설립된

디지털마케팅테크에이전시로기술을통해브랜드와

소비자의연결고리를만듭니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252 제비 101-2호 (한남동 1-38) (우) 04420

전화 070-4900-4579

팩스 02-6455-4579

Contac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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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e-D’tailor

자사의 eLive 솔루션을 바탕으로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 없는 비대면 화

상 상담 서비스 e-D’tailor를 구축

2021

#Design #Front-end #Back-end #Solution

https://www.samsung.com/sec/customer/reservationstore/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VR 플랫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의 신제품 정보 VR 플랫폼.  강화된 보안이 적용된

가상의 VR Press Room에서 보도자료를 열람 가능하도록 구축.

2021

#Design #Front-end #Bac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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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마스인터렉티브 웹사이트 리뉴얼

디지털 광고,마케팅 에이전시 코마스 인터렉티브의 웹사이트를 리뉴얼.

지속적인 컨텐츠 관리의 용이성과 검색엔진 최적화를 목표로 구축 완료.

2021

#Strategy #Design #Front-end #Back-end

https://comasinteractive.com/

Samsung 필리핀 Live Shop Assist

비트리의 화상채팅 솔루션을 바탕으로 필리핀 Samsung.com 온라인 상

담 서비스 Live Shop Assist 구축

2020

#Front-end #Back-end #Solution

https://samsungelive.com/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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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com 고도화 지원

Samsung.com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Galaxy Note10, Galaxy Z Fold2, 

Galaxy Z Flip, Galaxy A series 의 상세 페이지 진행

2020

#Front-end  #AEM

https://www.samsung.com/uk/smartphones/galaxy-note10/

https://www.samsung.com/uk/smartphones/galaxy-z-fold2/buy/

https://www.samsung.com/uk/lifestyle-tvs/the-serif/highlights/

가나아트 웹사이트 리뉴얼

대표 갤러리 가나아트의 웹사이트 리뉴얼. 비대면 미술품 거래 활성화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전시 및 뷰잉룸 기능을 중점으로 기획하여 리뉴

얼 구축.

2020

#Strategy #Design #Front-end #Back-end

https://www.gana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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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ve Solution 개발

고객 설치가 필요 없는 영상/채팅 상담 서비스 eLive solution을 개발. 채

팅, 영상, 음성 라이브 비대면 고객 상담이 가능하며, 고객관리 및 생산

성 향상을 위한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2020

#Design  #App  #Front-end  #Back-end

Genesis�G80�/�G90�Studio�Exhibition�
Mobile�Web�개발

Genesis G80 / G90을 체험할 수 있는 Genesis Studio 전시의 안내를 위

한 모바일 웹사이트를 개발. 전시관 내 QR Code를 촬영하면 자세한 내

용을 볼 수 있는 모바일 도슨트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2020

#Design  #Front-end #Bac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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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com Smartphones, Mobile 
landing page 수정 개발 (70개국)

삼성전자의 70개국 로컬 사이트의 Smartphones, Mobile 카테고리의

Landing page들을 수정 개발.

2020

#Front-end  #AEM authoring

https://www.samsung.com/ca/mobile/

https://www.samsung.com/ca/smartphones/

McDonald’s�Korea�website�운영

맥도날드 코리아 웹사이트 운영과 관리.

안전하고 비용 효율이 높은 네트워크 환경 구축으로 안정적인 개발 및

운영 시행.

2020

#Front-end #Back-end  #Maintenance

https://www.mcdonal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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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의 홈페이지 재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웹/모바일 퍼블리싱작업을 일정 기간내 완벽히 수행.

2020

#Front-end  #Back-end

http://www.shoseo.ac.kr/

㈜에프앤에프 웹사이트 기획전 운영
(mlb/discovery/stretch-angels)

주식회사 에프앤에프의 엠엘비/디스커버리/스트레치 엔젤스 상품 기획

전의 퍼블리싱 운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

#Front-end #Maintenance

https://www.mlb-korea.com/

https://www.discovery-expedition.com/

https://www.stretch-ang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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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NUGU Event

SK NUGU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년운세 , T114 등

2020

#Front-end  #Back-end

https://www.nugu.co.kr/support/news/view/2845?ct_sbj=&search_type=all

&querytxt=&pageno=1

HelloFactory/HelloBell

스마트 호출벨 플랫폼인 헬로벨의 웹사이트를 구축.제품만소개하는게

아닌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다양한 기능이 효과적으로 소개될 수 있

도록 컨텐츠 기획 및 배치

2019

#Front-end #Back-end  #Maintenance

http://www.hellofac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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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Newsroom Korea

삼성전자 공식홍보 채널인 newsroom의 국문 사이트 global향으로 개

발 구축하였으며,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

#Front-end  #Back-end #WordPress

https://news.Samsung.com/kr

Samsung Galaxy Note10 2019 
unpacked microsite

삼성전자의 Galaxy Note 10, Galaxy Wearables 제품의 press release 웹

사이트를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였습니다.

2019

#Front-end

https://www.samsungmobilepress.com/galaxynot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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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Newsroom Global

삼성전자의 공식홍보 웹사이트인 Samsung Newsroom의 Global을 개

발 구축 하였으며,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

#Front-end  #Back-end #WordPress

https://news.samsung.com/global

Samsung Newsroom Local

Samsung Newsroom Global 확산을 위해베트남등 28개국(2019년 10월

현재)의 Local Newsroom website를 개발 구축하였으며, 운영 및 유지보

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

#Front-end  #Back-end  #WordPress

https://news.samsung.com/de

https://news.samsung.com/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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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Galaxy S10, Fold, 
Wearables Interactive site

삼성전자의 Galaxy S10, Galaxy Fold, Galaxy Wearables 제품의

interactive press release 웹사이트를 반응형 웹으로 기획, 디자인, 구축

하였습니다.

2019

#Front-end  #Design

https://www.samsungmobilepress.com/galaxy-fold

https://www.samsungmobilepress.com/galaxy-s10

Samsung Galaxy S10 Pre-order

Samsung.com 각 국가 로컬 사이트의 Galaxy S10 Pre-order 페이지를 개

발하였습니다.

2019

#Front-end

https://www.samsung.com/za/smartphones/galaxy-s10/buy/

https://www.samsung.com/il/smartphones/galaxy-s10/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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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rewards�App

삼성전자 retail manager들의 실적 장려를 위한 rewards program 인

Samsung + App 구축 및 개발하였습니다. 

2019

#Back-end  #Front-end  #Mobile

https://rewards.samsungplus.net/

Galaxy Stars Festa 2019

삼성전자 Retail Manager중에서 실적 우수자들을 위한 이벤트 커뮤니

티 모바일 웹 사이트를 기획, 디자인, 구축 및 개발 하였습니다.

2019

#Front-end  #Back-end  #Design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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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Galaxy�Note9�pre-order

삼성전자 새 플래그십 스마트폰 Galaxy Note9의 사전주문 페이지

Global role out 을 AEM(Adobe Experience Manager)을 이용하여 개발

하였습니다.

2018

#AEM

https://www.samsung.com/ca/smartphones/galaxy-note9/buy/

Samsung�Galaxy�Note9�Interactive�
Microsite

삼성전자 모바일사업부 Samsungmobilepress.com 웹 사이트의 새 플래

그십 스마트폰 Galaxy Note9 Interactive Microsite를 구축하였습니다.

2018

#Front-end  #Design

https://www.samsungmobilepress.com/galaxy-not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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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Newsroom 국문, 영문

POSCO의 공식홍보 채널인 Newsroom 웹사이트를 기획, 디자인, 개발

구축을 하여 런칭하였고,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

#기획 #Front-end  #Back-end  #Design

https://newsroom.posco.com

Coral�Ocean�Golf�Resort�Saipan

MRI Saipan의 Coral Ocean Golf Resort Saipan의 웹사이트를 기획, 디자

인, 개발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런칭후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8

#Front-end  #Design

http://www.cogrsaip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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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프렌차이즈를 전개하는

원앤원의 3개 사이트 (원앤원, 원

할머니보쌈, 박가부대찌개)의 개

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s://wonandone.co.kr/

#Front-end

원앤원 브랜드 사이트2019

글로벌 외식기업 더본코리아의

브랜드인 롤링파스타의 웹사이트

의 front-end 개발하고 유지보수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rolling-pasta.com/

#Front-end

롤링 파스타2019

유한킴벌리의 헬스케어 웹사이트

를 웹표준 퍼블리싱, front-end 

개발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http://www.yuhan-kimberly.co.kr/health/index.asp

#Front-end

유한킴벌리 헬스케어2019

더본코리아의 새 브랜드 ‘인생설

렁탕’의 웹사이트 front-end 개발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in-saeng.com

#Front-end

인생설렁탕2019

https://wonandone.co.kr/
http://rolling-pasta.com/
http://www.yuhan-kimberly.co.kr/health/index.asp
http://in-sae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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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첨단소재 기업사이트 및 브

랜드(스타론, 래디언스 글로벌) 

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http://www.lotteadms.com/

#Front-end

롯데첨단소재 기업 및 브랜드 사이트2019

롯데첨단소재 기업사이트 및 브

랜드(스타론, 래디언스 글로벌) 

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http://www.dawon.com/wkr/

#Front-end

다원디자인2018

(주)솔리드의 대표 의류 브랜드인

‘우영미’의 웹사이트를 리뉴얼 런칭,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wooyoungmi.com/en/index.html

#Front-end

우영미 웹사이트 영문, 불문2018

삼성전자 S+ Onboarding 프로젝

트에서 제작하는 Galaxy Chat 

Note9 페이지로 실제로 채팅을

하는듯한 animation 효과를 추가
하여 구축하였습니다.

http://27.102.203.247/seoyul/note9_chat/index.html

#Front-end

Galaxy Chat Note92018

http://www.lotteadms.com/
http://www.dawon.com/wkr/
http://www.wooyoungmi.com/en/index.html
http://27.102.203.247/seoyul/note9_cha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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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전문업체인 유한킴벌리

의 2개 사이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우리 나눔 TV)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yuhan-kimberly.co.kr/Society

#Front-end

유한킴벌리 패밀리 사이트2018

SK Telecom ML(머신러닝) Infra 

portal의 디자인, front-end 개발

하였습니다.

#Design  #Front-end

SK Telecom ML Infra portal2018

KISA 위치정보 클라우드 웹사이트

디자인, front-end 개발 하였습니다.

#Design #Front-end

KISA 위치정보 클라우드2017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포털을 리

뉴얼 디자인 및 프론트엔드 개발

구축하였습니다.

#Design #Front-end

KITA 회원사 포털2016

http://www.yuhan-kimberly.co.kr/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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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마케팅/거래알선용

BIS(Business Interactive System)   

리뉴얼 개발 디자인 구축하였습니

다.

#Design  #Front-end

KITA 마케팅/거래알선용 BIS2016

삼성전자의 협력사 퇴직자 보상

접수 창구 웹사이트를 개발 구축

하였습니다.

#Front-end #Back-end

삼성전자 협력사 퇴직자 보상 접수 창구2015

삼성닷컴의 국문, 중문 랜딩 페이지

를 개발하였습니다.

#Front-end #WordPress

Samsung.com 국문, 중문 랜딩페이지2015

삼성전자의 보안 솔루션 Knox 

b2b의 글로벌 마이크로 사이트를

디자인 개발 구축하였습니다.

#Design  #Front-end

Samsung Knox B2B global microsite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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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 사내 교

육용 VR 컨텐츠를 개발 구축하였습

니다.

#Mobile  #VR

Samsung Virtual Store2018

VR image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VRMOA를 기획, 디자인

및 개발 구축하였습니다.

#Front-end #Back-end  #Design

VRMOA2017

코리아나 호텔객실 탐색을 위한 VR 

App을 기획, 디자인 및 개발 구축하

였습니다.

#Mobile #VR

Koreana Hotel VR2016

금호건설의 아파트 입주자용 태

블릿용 app을 디자인 및 front-

end 구축 하였습니다.

#Mobile  #Design  #Front-end

금호건설 스마트 어울림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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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인 한불모터스

의 차량 소유 고객을 위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푸조, 시트로엥, DS)

을 개발하였습니다.

#Mobile

한불모터스 App2018

Instagram API를 활용하여

Samsung NX Wifie digital 

campaign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구축하였습니다.

#Front-end #Back-end

Samsung NX Wifie microsite2017



https://www.betree.co.kr

감사합니다.

mcyoup@betree.co.kr

https://www.betre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