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 제작

신한금융지주회사 사회책임보고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한국인정원, KAB포럼

국립국악원 오성과한음



사이트 제작 및 개발

마사회 위니월드
(사이트/APP/파크시스템,말관리시스템 연동, 파크 입장 및 체험 시스템 소개(중앙관리 시스템 연동 및 제어), 베뉴 컨디션에 따른 예
약/결제, 파크 내 동반인 찾기(위치기반) 등)



사이트 제작 및 개발

현대카드 쿠킹라이브러리
(사이트/P AD 시스템 개발 – 라이브러리 소개/예약/검색 등)



서울옥션
(DB이관/튜닝 및 사이트 개발)

사이트 제작 및 개발



사이트 및 이벤트 제작

삼성카메라 NX200 SHOW moov



사이트 및 이벤트 개발

도요타 RAV4 위닉스 뽀송



사이트 개발

소다스프레스 오브라이트



파라다이스 면세점(현 신세계 면세점)
2012년 10월~ 2013년

DUTYFREE

대한예수교장로교총회
2007년 ~ 현재

사이트 운영



사이트 및 이벤트 제작 및 운영

레이캅 브랜드/몰



이벤트 제작 및 운영

한미교육위원회 글로벌편입 캠페인
인터렉션뮤비+페이스북+마이크로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공정사회
캐릭터+소셜댓글+마이크로사이트

KT 올레클럽 Prestige Zone
소셜댓글+KT홈페이지 내부탑재



이벤트 개발

인터파크투어 박람회 및 기타 이벤트
개발+하이브리APP 내 이벤트 구현



이벤트 제작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공감코리아 공감퀴즈100회 특집
캐릭터+웹시스템+소셜댓글+기타+마이크로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에절남(에너지를 절약하는 남녀되기) 캠페인
웹시스템+소셜댓글+플래쉬게임+메일발송+기타+마이크로사이트



이벤트 제작 및 운영

산림청 착한친구 AFoCO를 소개합니다
캐릭터+컨텐츠제작+웹시스템+소셜댓글+기타+마이크로사이트

KB국민카드 꿈꾸는 광고인
웹시스템+이미지형 소셜댓글+기타+마이크로사이트



강남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보망 경기도북부여성비젼센터

교육 관리 시스템



사이트 및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안점검

경찰박물관 국문 경찰박물관 영문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페이스북 이벤트 제작

현대자동차 이마트 설화수 KT TAKE

야후



모바일 제작

신한금융그룹 사회책임보고서 위메이드 연애인캔디팡대첩 SKT 티스토어 한국보건복지협회



SNS댓글

기아자동차 소셜런칭쇼 대한항공 일본을 말하다

현대자동차 브리리언트 CJ 한뿌리 스카이 베가LTE

강촌엘리시안



기타

광고 제작 및 대행 SNS운영 (야후 코리아 페이스북, 트위터 운영, 던전스트라이커 페이스북 운영)



이러닝 컨텐츠 제작

기타

이 외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일링 제작



스쳐가도 인연! 스닉~
스쳐가도 인연! 스닉으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열어가세요.

소셜댓글 SNIC

요즘은 스쳐가도 인연! 
SNIC에서
새로운 얼굴로 미치도록 알려보자. 
투윗투바 ~ 아싸이싸~
더 필요한 것 없수? 



고객

일대일 반응

사이트

고객

일대다수 반응

기존 고객과의 소통채널 SNS를 이용한 고객과의 소통채널

미친

팔로
우

"마케팅(Marketing) 과 혁신(Innovation) 은 사업의 목적이다" 

소셜 마케팅 프로젝트 1-SNIC
-해당페이지의 솔루션을 이용하여 해당 게시판에 글 등록 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싸이월드 중 로그인 한 SNS에도 자동 글 등록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싸이월드 모두를 로그인하여
한번에 컨텐츠를 제어할 수 있는 멀티 로그인

-이미지, 동영상 업로드 가능하며, 자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해당 솔루션에서 글 삭제 시 로그인된 SNS서도 글 삭제
-태그방지 등 보안성 검사 및 테스트 완료 하여 보안문제 처리완료
-다양한 SNS, 블로그, 홈페이지에 연결가능하며, 마케팅 용으로 기능 업데이트 및 변경 가능
(이비즈빌이 2004년도부터 이어온 노하우 및 개발력으로 어떤 프로젝트에도 연결 가능합니다.) 

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영와코루 비너스 국가보훈처 국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GS건설 엘리시안 삼성 버블샷2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쉐보레 SKT KT 올레 온세통신 스노우맨 팬택 SKY 팅크웨어 아이나비

KB국민카드 대신증권 메리츠화재 대명 대명투어몰 유한킴벌리 그린핑거 한독약품 홍오메가3 동서식품 맥심 매일유업 바이오 서울우유 요하임

한국관광공사 종로구청 인구보건복지협회 대한항공 동서식품 카누

이외 다수의 페이지에 SNIC이 탑재되었습니다.

더보기 → http://snic.kr/49CG



크리에이티브를
향한 노력

•1

•2

•3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고뇌
클라이언트의

최대의 만족 추구

유저의 입장에서 분석한
최고의 사용모듈을 고객

사에 제안합니다.
기술과 디자인의 아름다

운 접목을 고민하여
Trend를 넘어선 가치를

제공합니다.

고객사의 기업철학 및
비전, 고객중심 마인드, 
생산 제품 및 서비스를
가치있게 표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