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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목표는 복지 업계
정보 기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Who & Why

미르는 복지관 전문 웹에이전시입니다.  

복지 기관만을 위한 더 좋은 서비스를 고민하고 

연구·개발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기관과 함께한 노하우로

원하시는 바를 확실히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관의 니즈에 귀 기울여
최상의 결과물을 내도록 노력합니다.

How

1
더 좋은 방향을 고민합니다.

기관의 비전·소식·사업이

더욱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통해 제안합니다.

2
이용자를 생각합니다.

기관 홈페이지 특성인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자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웁니다.

3
업무 효율을 높여드립니다.

기관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웹/모바일/프로그램/편집물에 이르기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르의 주요 서비스 
여섯가지를 안내합니다.

What

1
최적의 웹 사이트 제작

작업 전 디자인 미팅을 통해

기관이 원하는 방향을 도출하여

맞춤 디자인을 내어드립니다.

2
맞춤 웹 프로그램 제작

다년간 복지 기관 전문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경험을 통해

더 좋은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3
신속한 유지보수 관리

유지보수 요청 시

평균 1.5일 (프로그램 수정 제외)

안으로 처리됩니다.



4
신속한 배너, 팝업 관리

요청 시 당일처리!
고퀄리티 디자인으로

홍보를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5
뉴스레터, 이북 제작

전자 출판 시대
기기별 맞춤 사이즈로 제작됩니다.

소식을 멋지게 홍보하세요.

6
인쇄물 제작

제작 누적 100여 개
기관의 소중한 소식과 가치를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담아냅니다.

미르의 주요 서비스 
여섯가지를 안내합니다.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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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바로가기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Web site

‘신뢰’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의 요구를 담아
시각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을 고려했습니다.
강한 대비감과 아이콘,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내용을 가독성 있게 표현했습니다.

컨셉

컬러칩

https://seoulcbid.or.kr/


사이트 바로가기

‘청렴함’과 ‘깔끔함’을 나타내고 싶다는
기관 요구에 맞춰 분위기를 구성했습니다.

컨셉

컬러칩

종로장애인복지관
Web site

https://www.jpurme.org/


‘친근함’으로 이용자에게 다가가길 바란다는
요청으로 심볼인 나무를 모티브를 활용해
기관의 가치를 담아냈습니다.

컨셉

컬러칩

사이트 바로가기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Web site

http://www.lifelineseoul.or.kr/#1


사이트 바로가기

광교노인복지관
Web site

어르신을 섬기는 ‘따스한’ 기관의 마음을
홈페이지에 전달해 제작했습니다.

컨셉

컬러칩

http://www.ggsenior.or.kr/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의 글과 그림을
통해 정보를 쉽게 전달합니다.

기획

이북 바로가기

알기쉬운안내서
Guide book

http://insungwel.or.kr/ebook/catalogue/index.html#page=1


소식지
Magazine

이북 바로가기

이용자에게 친근하게 접근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기획

http://files.mirweb.co.kr/mir_ebook4/page/bupyeong2/view.html


뉴스레터
Newsletter

뉴스레터 바로가기

매달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홈페이지 주요 메뉴와 
연결하여 홈페이지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기획

https://files.mirweb.co.kr/newsletter_hanamrehab/2105/


뉴스레터
Newsletter

뉴스레터 바로가기

방대한 자료를 담은 뉴스레터를 책자처럼
열람하실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기획

http://files.mirweb.co.kr/newsletter_happysenior/2107/_p.html


Together

갈산종합사회복지관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일성모노인요양원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고양시니어클럽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장애인복지관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고양 꿈의버스

관교노인복지관

구립신내노인복지관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

늘푸른노인복지관

당진 남부사회복지관 

당진복지재단

당진시남부노인복지관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동구노인문화센터

동대문노인복지관

동대문노인병설데이케어센터

동두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동두천시장애인복지관 

동작자활센터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마포노인복지센터

마포장애인복지관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미가엘종합복지관

미추홀장애인복지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밤밭노인복지관

베데스다



신중동종합사회복지관
부천시장애인복지관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부평노인복지관
부평장애인복지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미선
사회복지법인소망복지재단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전화사회복지관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센터
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서울장애인복지관
성동장애인복지관

소하노인복지관

송파노인복지센터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수원광교노인복지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중앙복지재단 

수원휴먼센터

수원휴먼센터부설 휴먼나눔

승가원행복마을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시립서부노인요양센터

시립서부데이케어센터

시흥장애인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양주사회복지협의회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양평군노인복지관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영등포노인복지센터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용산장애인복지관

용인수지노인복지관

용인처인장애인복지관

원흥종합사회복지관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의정부문화원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소하노인복지관

송파노인복지센터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수원광교노인복지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중앙복지재단 

수원휴먼센터

수원휴먼센터부설 휴먼나눔

승가원행복마을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시립서부노인요양센터

시립서부데이케어센터

시흥장애인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양주사회복지협의회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양평군노인복지관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양평 YESBUS

연천捃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영등포노인복지센터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용산장애인복지관

용인수지노인복지관

용인처인장애인복지관

원흥종합사회복지관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

의정부문화원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이천시장애인복지관

작은자리복지관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훈련센터 

재단법인 푸르메 서울동남보조기기

종로장애인복지관 

주몽사회복지관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

춘천시장애인복지관

파주시노인복지관

파주시장애인복지관

파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남장애인복지관

하안노인종합복지관

한국봉사회

홀트강동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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