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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스틱은 DE[~이 아닌]와 PLASTIC의 합성어로

플라스틱이 아닌 탄력있고 유연한 상상력과 열정적인 마인드, 

세상속에 튀어오르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Name

Founded

CEO

Employees

Address

Business

㈜딜라스틱커뮤니케이션

WEB - WEB development & maintenance

(PHP, ASP, JSP), UX/UI design 

BSMP – 밴드판매관리프로그램

MIDDLEMAN – 네트워크 인맥중계 플랫폼

MEDIA – 영상촬영 및 편집

2007년 12월

유지혁

13명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709호



2007 • 딜라스틱커뮤니케이션 설립(2007.12)

2008 • 벤처기업지정 (기술평가보증기업)
• LG패션(HAZZYS), 금호타이어 프로모션

2009 • 한국은행 경제교육 웹사이트 구축운영
• KT 철도예약 웹사이트 구축

2010 •국민은행 웹사이트 고도화 1,2차

2011 •재외동포재단 코리안넷 웹사이트 운영

2012 • GM 쉐보레 프로모션 운영
• CJ스포츠 엔투스 웹사이트 운영

2013 • 농림수산식품교욱문화정보원 웹사이트 구축

2014 • SK데이터 허브 웹사이트 운영
• 엘롯데 프로모션

2015 • 하나투어 마이다스고도화
•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웹사이트 구축

• 보루네오쇼핑몰 구축운영

• 농협은행 콜센터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 솔트룩스 모비코 웹사이트 구축

• 삼성전자 삼성몰 디자인 운영

• ETRI 인공지능 서비스포털 추가개발

• 공항철도 철도관재시스템 디자인 개선
• 코리안넷 웹사이트 구축

2016

2017

2018

2019

2020

• 더바디샵 디자인 개선2021





Web BSMP Middle
man

Media

•Web구축 및 운영
•PHP, ASP, JAVA

•웹표준, 웹접근성 퍼블리싱

•밴드판매관리
프로그램

•네트워크 인맥중계
플랫폼

•영상촬영 및 제작



DELASTIC 

딜라스틱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사업분야에서의 회사 및 공공기관들과 신뢰와 성실을 원칙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공기관

•은행

•대학교

•병원



더바디샵

글로벌 웹스타일가이드 반영한 디자인/기능 개선

2021.04 ~ 2021.07

더바디샵

• 글로벌 웹스타일가이드 반영한 디자인/기능 개선



재외동포재단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통합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2010.01 ~ 2019.12

720만 재외동포들이 상호 교류하는 On-line 네트워크 구축

• 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 온오프라인 홍보대행

(TV광고, 라디오광고, 신문및잡지광고, 이벤트, SNS운영, 동영상제작)



롯데미래전략연구소

간행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18.11 ~ 

간행물 발행 및 관리시스템 구축

• 메일링 시스템 운영

• 계열사별 직급별 구독자별 권한설정 및 관리



ETRI

공공 인공지능 오픈API DATA 서비스포털 추가개발

2020.05 ~ 2020.07

오픈API•DATA 서비스포털 추가개발

• 음성인식기술, 발음평가, 얼굴 비식별화 API추가 개발

• 통계정보 수정

• 관리자 업무기록관리 기능 개발



2019

KB국민카드

리브메이트 모바일서비스 UI개선



2018, 2019

삼성전자

삼성몰사이트 디자인 운영



공항철도

철도관재시스템 UI/UX 개선

2018.05 ~ 2018.06

철도관재시스템 UX/UI 개선



농협

콜센터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1단계사업

2017.06 ~ 2017.12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콜센터 빅데이트 분석 시스템 구축

• UI/UX

• 비정형 분석결과 시각화 작업 및 개발



솔트룩스

모비코 다국어 번역 솔루션 견적서비스 구축

2017.10 ~ 2018.03

다국어 번역 솔루션사이트 구축

• UX/UI 설계 및 구성

• AI를 활용한 다국어 자동 견적 시스템 개발



2017

TALKBODY

BIO DATA DRIVE기반 앱 UI, UX 디자인 및 사용성 개선



보루네오

쇼핑몰 및 오피셜사이트 구축

2016.11 ~ 2017.03

쇼핑몰 및 오피셜 사이트구축

• DB이관 및 마이그레이션



한국환경공단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UX/UI

2016.09 ~2016.12 

하이브리드차 및 관련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금, 구매 혜택등의 정보제공

• 반응형웹 및 UX/UI 설계 및 구성

• 포스터&리플렛 디자인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UI, UX 디자인 및 반응형웹

2016



2016

수퍼빈

재활용 리사이클 서비스 웹사이트



2016

서울필하모니오케스트라

웹사이트 리뉴얼 및 내부공연예약시스템 디자인



국토교통부

정책홍보영상

2014



2014

그룹세브코리아

테팔 통합쇼핑몰 구축



2014

이랜드

통합쇼핑몰(2001아울렛)



2012, 2013

GM

쉐보레 프로야구 스폰서 연간 프로모션



201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웹사이트 구축

농정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명칭변경 및 리뉴얼

• 반응형웹 및 UX/UI 설계 및 구성

• 전 페이지 관리자페이지 구성개발



한국은행 경제교육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ETRI

여수시



POSCO

HNC 한국재무설계

더팀



닥터에스떼

모나미스테이션

CJ엔투스

아트서비스



베스트네트워크 페닌슐라캐피탈

농심 M백화점 디오디자인



데이비드컴삼송캐스터

맵퍼스 블루스테이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인하대학교 물류운송DB

꿈을담는 틀 타임홀딩스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놀부 강호동678



세븐스프링스 씨즐러



금호&맨체스터유나이티드 헤지스

애니밴드 GM 쉐보레 프로야구



세일여행사 차이나골프원

투어리뷰



사운드라이프

배너연구소

티뮤

닥터에스떼



빅마마초이스닷컴 차이오



마리아병원 미라클재활요양병원

예송이비인후과 은천재활요양병원



BR코리아 직원마당

항소 ECRM배너박사 주문생산관리 프로그램



신세계백화점 본점 센텀시티 롯데제과

현대백화점 프로스펙스

네슬레 퓨리나 에뛰드 한진 제주광천수

네오팜

신세계백화점

아그로슈퍼



청담어학원 홈플러스 문화센터 마임화장품 현대캐피탈

니조랄 미쓰비시엘리베이터 카서울

국순당 오토갤러리 KT 스포츠단 현대메디스

동아오츠카 오란C



삼성전자 모바일 서울시 페스티벌 CITI카드 크라운베이커리

롯데자산개발 롯데관광 코나블루

레드캡투어 온미디어 국토해양부 스쿨룩스

서울우유



청와대청운대학교

동부건설 인터파크투어 3SOFT KT 위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