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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크리에이티브는 파트너사와의 효율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룹입니다.



강남구 신사동 628-34 2F 사무실 이전
제일기획 협력업체선정
이노션 협력업체 선정

2016

HISTORY

삼성닷컴 한국총괄콘텐츠 크리에이션 작업
2015 코웨이 ‘물쉼표 프로젝트’ 캠페인진행
2015년 제일기획 협력업체선정

2015

2014 코웨이 ‘물쉼표시간‘ 캠페인 진행
월드비젼 ‘MY KIDS’ 모바일웹 및 App 구축
삼성 바이오로직스웹사이트 구축
동서식품 ‘마이맥심‘ 브랜드 포털연간 운영대행

2014

2013년 제일기획 협력업체선정
제일모직 사내 커뮤니케이션채널 ‘일모톡’ 
동서식품 ‘마이맥심’ 브랜드 포털구축
신한생명 ‘MY KIDS’로3관왕 달성
‘빈폴아웃도어’ 웹어워드
코리아 패션/스포츠분야

2013

2012년 제일기획 협력업체선정
KT ‘LTE WARP’ 대한민국광고대상통합미디어 대상 수상
삼성전자 ‘버블샷2’ 온라인 프로모션진행
KT ‘LTE WARP’ 1차~3차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2012

대한항공 ‘일본에게 일본을묻다’ 캠페인 진행
리바이스 ‘로드웨어’ 마이크로사이트FWA 선정

2011

제일기획 협력업체선정
이노션 협력업체 선정
DDB코리아광고대행사협력업체 선정
더셈코스메틱 연간운영 대행사 선정

2010

강남구 논현동 74-19 사무실 이전
FnF ‘바닐라코’ 브랜드/쇼핑몰운영 대행사 선정

2009

하나대투증권 홈페이지구축
유진투자증권 챔피언BI, HTS, 웹사이트 구축

2008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제작
코너 크리에이티브법인 설립
키움증권 웹사이트구축

2007

빨라쪼 델 프로도한국 공식 웹사이트 구축
세란안과 허브 사이트구축
키움증권 HTS, 영웅문 BI 구축

2006

현대자동차 미주 공식웹사이트 구축
외환은행 사내 커뮤니티구축
네트빌 전략적 제휴

2005

코너크리에이티브 설립2004

04

강남구 신사동 628-34  2F / 4F 사무실확장
사업분야 확장
제일기획 협력업체선정
이노션 협력업체 선정

2017



사용자들은 일상에서 다양한 디지털 환경을 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콘텐츠를

UX 컨설팅, UI·GUI 디자인, DIGITAL 마케팅 CONTENTS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경험을 통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며, 사용자에게 놀라운 경험을 전달하는 일,



이러한 일을 하는 우리는 CONER CREATIVE 입니다.

COOPERATE + NETWORK + ~ER

CONER CREATIVE는 동등, 함께의 의미가 있는

COOPERATE의 약어 'CO'와 기업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전문가의 의미를 가진 'NER'을 더해 만들어졌습니다

CONER CREATIVE는 늘 파트너 기업과 함께, 같은 목적을 위해, 

NEW CREATIVE를 만들어내는 그룹입니다.

CONER 

CREATIVE  
08



경험기반의 고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문 그룹의 효율적인 프로세스 아래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과 성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Strategy Planning, e-biz Consulting, Website Development, Interactive Media, Website Maintenance

기업이 직면한 미디어 환경과 Target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을 기획합니다.

Brand Marketing, Digital Media planning, Campaign & Promotion, Social Media Marketing, Mobile AD

미래지향적 시각과 통찰로 세대를 앞서가는 트랜드와 신기술을 선점해
기업 브랜드를 담아내는 통합 비즈니스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Smart Media Consulting, Mobile Website Development, Application Development,
Mobile Service Maintenance, Digital Publishing

모든 디지털 미디어의 혜택이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확장될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이고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UX환경을 만들어 냅니다.

Web Accessibility, Web Standardization, UX Strategy, UI Design, Multi Platform

CONER 
CREATIVE는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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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크리에이티브는 변화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효율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확장적 Creativity와 유연한 Creative

Solution을 제공하는

전략적 크리에이티브 그룹 입니다

담당자 이승재 실장

연락처 TEL 070-4667-7384,  MOBILE  010-5386-2279

이메일 sjlee@coner.co.kr

10

회사명 코너크리에이티브㈜

대표자 김태령

설립일 2004년 10월 설립 (2007년 5월 법인전환)

사업영역 홈페이지 제작, 멀티미디어 제작, 인터렉션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

자본금 200,000,000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51길 12 2층

연락처 TEL 02-3445-5441, FAX 02-3445-5472

홈페이지 www.coner.co.kr



BUSINESS AREA

코너크리에이티브 :CONERCREATIVE는 UI·UX 디자인,

UX 컨설팅, CONTENTS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거쳐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 콘텐츠, 기술역량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해

최적화된 크리에이티브를 구현하는 그룹입니다.

UI/UX DESIGN
INTERACTION DESIGN

3D/MOTION CREATIVE
WEB SITE DEVELOPMENT

WEB SOLUTION

MAINTENANCE SERVICE
ONLINE MARKETING

SNS MARKETING
BRAND BLOG MARKETING

MOBILE ADVERTISNING
MOBILE WEBSITE

SMART APPS CREATIVE

INTEGRATED MARKETING
E-MARKETING PLANNING
STRATEGIC CONSULTING

CR

E-CREATIVE
MO

MOBILE

MA

E-MARKETING
CO

E-CONSULTING

11



ORGANIZATION
YOU MEET
TURNING POINT
TO NEW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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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Award Korea 2013Korea Advertising Awards 2013

Korea Advertising Awards

Korea Mobile AD Awards

Mobile AD Awards

Web Award Korea

신한생명 MY KIDS 빈폴아웃도어

대상/우수상/은상 대상

AWARDS
YOU MEET
TURNING POINT
TO NEW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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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Award Korea 2008Korea Advertising Awards 2012

Korea Advertising Awards Web Award Korea

KT LTE WARP 스타워즈 캠페인 후지 제록스 도큐 컨설턴트

대상 우수상

AWARDS
YOU MEET
TURNING POINT
TO NEW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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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코너크리에이티브와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치를

창조해왔던 파트너 고객사 입니다.

코너크리에이티브는 지금도 다양한 고객사와 함께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 가고있습니다

15



01
SUMMARY

2017년 진행
프로젝트

16
코너크리에이티브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의 니즈와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뻔하지 않은 플랫폼

설계로 최적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17.05 [ web & mobile  ]

SAMSUNG.COM
갤럭시 북 PDP PAGE
삼성닷컴 갤럭시 북 12in , 10.6in PDP 페이지 제작

제품의 주요기능을 보여주는 피처리스트로 구성, 기능정의에 맞는 온스크린과 모션을 통해

제품의 기능 특장점을 표현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Galaxy Book  #Technical   #Web #Mobile

17



2016.05 [ web & mobile  ]

SAMSUNG.COM
갤럭시 북 SALES PDP PAGE

SAMSUNG ELECTRONICS
18

삼성닷컴 갤럭시 북 12in , 10.6in 세일즈 페이지 제작

갤럭시 북의 성능 강조 및 제품의 기능 특장점을 표현한 톤앤매너 이미지 구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페이지로 구성

#Samsung Electronics # Galaxy Book  #Technical



2017.04 [ web & mobile  ]

HYUNDAI MOTORSTUDIO GOYANG
PREVIEW PAGE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하이라이트’ 페이지 구축

전시장의 컨셉과 컨텐츠 전반을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페이지 제작.

스크롤링에 따른 다양한 모션 구현으로 몰입감을 주는 감각적인 스토리텔링 구성

HYUNDAI MOTORS

#Hyundai Motors   #Motor Studio Goyang #Hightlight #Web   #Mobile

19



2017.04 [ Digital Signage]

SAMSUNG Digital Signage 
냉장고 뉴 미디어 검색 구축

SAMSUNG ELECTRONICS
20

매장 內 냉장고존 사이니지로 방문 고객에게 체험 경험 제공

판매사원과 고객 모두 Signage 활용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메뉴의 구성

Depth별 Contents AREA Layout 제공

#Samsung Electronics #Signage  #Kiosk   #Technical  #Smart Search # New media



2017.04 [ web & mobile  ]

SAMSUNG.COM
QLED TV PDP PAGE

SAMSUNG ELECTRONICS
21

삼성닷컴 QLED TV PDP 페이지 제작

제품의 주요기능을 보여주는 피처리스트로 구성, 색감 있는 온스크린과 모션을 통해

제품의 기능 특장점을 표현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

#Samsung Electronics #QLED TV  #Flat     #Curved   #Technical



2017.04 [ web & mobile  ]

SAMSUNG.COM
VD TV 글로벌 PDP PAGE

SAMSUNG ELECTRONICS
22

삼성닷컴 글로벌 VD TV PDP 페이지 제작

상위 제품부터 하위 제품까지의 주요기능과 제품의 베젤리스 라인을 보여주는 피처리스트로 구성, 다양한

각도와 온스크린으로 디자인과 기능 특장점을 표현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

#Samsung Electronics #VD TV  #Flat     #Curved   #Technical



2017.03 [ web & mobile  ]

KIA RIO 2017 LAUNCHING
SNS MARKETING DESIGN

KIA MOTORS
23

기아 리오 런칭 캠페인 SNS 컨텐츠 제작

컬러풀하고 액티브한 컨셉과 제품 USP를 담은 이미지와 영상 및 HTML 모션 배너로

차량 런칭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여 다국어로 제공

#Kia Motors #all New Rio #Web #Mobile   #Motion Banner   #SNS   #Multilingual



2017.03 [ web & mobile  ]

SAMSUNG.COM
플렉스워시 PDP PAGE

SAMSUNG ELECTRONICS
24

삼성닷컴 플렉스워시 PDP 페이지 제작

제품의 주요기능을 보여주는 피처리스트로 구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모션을 통해

제품배치의 효율성과 기능 특장점을 표현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

#Samsung Electronics #FlexWash #Mobile   #Technical



2017.03 [ web & mobile  ]

KIA STINGER
PROMOTION SITE

KIA MOTORS
25

기아 스팅어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프리미엄’과 ‘퍼포먼스’의 컨셉을 전달하는 모던한 톤앤매너의 레이아웃 구성과

차량 출시 단계에 따른 컨텐츠 구성으로 사용자에게 제품에 대한 호기심 유발 및 호감도 상승 효과.

#Kia Motors   #Stinger  #Teasing   #GT concept   #Premium   #Performance   #Responsive



2017.03 [ web & mobile  ]

SAMSUNG.COM
삼성건조기 PDP PAGE

SAMSUNG ELECTRONICS
26

삼성닷컴 삼성건조기 PDP 페이지 제작

제품의 주요기능을 보여주는 피처리스트로 구성, 다양한 각도와 모션을 통해

디자인과 기능 특장점을 표현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

#Samsung Electronics #Samsung dryer  #Mobile   #Technical



2017.01 [ web & mobile  ]

SAMSUNG.COM
GALAXY A5 PDP PAGE

SAMSUNG ELECTRONICS
27

삼성닷컴 갤럭시 A5 PDP 페이지 제작

제품의 주요기능을 보여주는 피처리스트로 구성, 다양한 각도와 모션을 통해

디자인과 기능 특장점을 표현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

#Samsung Electronics #GalaxyA5  #Mobile   #Technical



2017.01 [ web & mobile  ]

SAMSUNG.COM
GLOBAL K5100, K5300 TV 
PDP PAGE
삼성닷컴 GLOBAL K5100, K5300 TV PDP PAGE 제작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아름다운 제품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 강조 및

심플하면서도 감각적인 페이지로 구성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SUHD TV   #UHD TV #Curved TV   #Quantom Dot Display

28



2017.01 [ web & mobile  ]

KIA_AUSTRALIAN OPEN 2017 
SNS MARKETING DESIGN
기아 호주오픈2017 SNS 마케팅 페이지 제작

브랜드 톤 앤 매너에 맞는 아이콘 디자인 및 HTML 모션 배너로

주차 별 이벤트를 위한 홍보 배너를 제작하여 다국어로 제공

KIA MOTORS

#Kia Motors #Australian Open 2017 #Web #Motion Banner   #Icon Design   #Multilingual

29



02
PLATFORM 
STRATEGY-
플랫폼 전략

30
코너크리에이티브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의 니즈와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뻔하지 않은 플랫폼

설계로 최적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17.05 [ web & mobile  ]

SAMSUNG.COM
갤럭시 북 PDP PAGE
삼성닷컴 갤럭시 북 PDP 페이지 제작

제품의 주요기능을 보여주는 피처리스트로 구성, 기능정의에 맞는 온스크린과 모션을 통해

제품의 기능 특장점을 표현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Galaxy Book  #Technical   #Web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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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 [ web & mobile  ]

SAMSUNG.COM
갤럭시 북 SALES PDP PAGE

SAMSUNG ELECTRONICS
32

삼성닷컴 갤럭시 북 12in , 10.6in 세일즈 페이지 제작

갤럭시 북의 성능 강조 및 제품의 기능 특장점을 표현한 톤앤매너 이미지 구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페이지로 구성

#Samsung Electronics # Galaxy Book  #Technical



2017.04 [ web & mobile  ]

HYUNDAI MOTORSTUDIO GOYANG
PREVIEW PAGE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하이라이트’ 페이지 구축

전시장의 컨셉과 컨텐츠 전반을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페이지 제작.

스크롤링에 따른 다양한 모션 구현으로 몰입감을 주는 감각적인 스토리텔링 구성

HYUNDAI MOTORS

#Hyundai Motors   #Motor Studio Goyang #Hightlight #Web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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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 [ Digital Signage]

SAMSUNG Digital Signage 
냉장고 검색 구축(55inch)

SAMSUNG ELECTRONICS
34

매장 內 냉장고존 사이니지로 방문 고객에게 체험 경험 제공

판매사원과 고객 모두 Signage 활용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메뉴의 구성

Depth별 Contents AREA Layout 제공

#Samsung Electronics #Signage  #Kiosk   #Technical  #Smart Search



2017.04 [ web & mobile  ]

SAMSUNG.COM
QLED TV PDP PAGE

SAMSUNG ELECTRONICS
35

삼성닷컴 QLED TV PDP 페이지 제작

제품의 주요기능을 보여주는 피처리스트로 구성, 색감 있는 온스크린과 모션을 통해

제품의 기능 특장점을 표현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

#Samsung Electronics #QLED TV  #Flat     #Curved   #Technical



2017.04 [ web & mobile  ]

SAMSUNG.COM
VD TV 글로벌 PDP PAGE

SAMSUNG ELECTRONICS
36

삼성닷컴 글로벌 VD TV PDP 페이지 제작

상위 제품부터 하위 제품까지의 주요기능과 제품의 베젤리스 라인을 보여주는 피처리스트로 구성, 다양한

각도와 온스크린으로 디자인과 기능 특장점을 표현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

#Samsung Electronics #VD TV  #Flat     #Curved   #Technical



2017.03 [ web & mobile  ]

SAMSUNG.COM
플렉스워시 PDP PAGE

SAMSUNG ELECTRONICS
37

삼성닷컴 플렉스워시 PDP 페이지 제작

제품의 주요기능을 보여주는 피처리스트로 구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모션을 통해

제품배치의 효율성과 기능 특장점을 표현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

#Samsung Electronics #FlexWash #Mobile   #Technical



2017.03 [ web & mobile  ]

KIA STINGER
PROMOTION SITE

KIA MOTORS
38

기아 스팅어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프리미엄’과 ‘퍼포먼스’의 컨셉을 전달하는 모던한 톤앤매너의 레이아웃 구성과

차량 출시 단계에 따른 컨텐츠 구성으로 사용자에게 제품에 대한 호기심 유발 및 호감도 상승 효과.

#Kia Motors   #Stinger  #Teasing   #GT concept   #Premium   #Performance   #Responsive



2017.03 [ web & mobile  ]

SAMSUNG.COM
삼성건조기 PDP PAGE

SAMSUNG ELECTRONICS
39

삼성닷컴 삼성건조기 PDP 페이지 제작

제품의 주요기능을 보여주는 피처리스트로 구성, 다양한 각도와 모션을 통해

디자인과 기능 특장점을 표현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

#Samsung Electronics #Samsung dryer  #Mobile   #Technical



2017.01 [ web & mobile  ]

SAMSUNG.COM
GALAXY A5 PDP PAGE

SAMSUNG ELECTRONICS
40

삼성닷컴 갤럭시 A5 PDP 페이지 제작

제품의 주요기능을 보여주는 피처리스트로 구성, 다양한 각도와 모션을 통해

디자인과 기능 특장점을 표현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

#Samsung Electronics #GalaxyA5  #Mobile   #Technical



2017.01 [ web & mobile  ]

SAMSUNG.COM
GLOBAL K5100, K5300 TV 
PDP PAGE
삼성닷컴 GLOBAL K5100, K5300 TV PDP PAGE 제작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아름다운 제품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 강조 및

심플하면서도 감각적인 페이지로 구성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SUHD TV   #UHD TV #Curved TV   #Quantom Dot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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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 web & mobile  ]

SAMSUNG.COM
ODYSSEY GAMING NOTEBOOK
SALES PDP PAGE

SAMSUNG ELECTRONICS
42

삼성닷컴 오딧세이 게이밍 노트북 세일즈 페이지 제작

삼성 게이밍 노트북의 성능 강조 및

제품 특성을 살린 강렬한 색감과 이미지의 페이지로 구성

#Samsung Electronics #Odyssey  #Gaming Notebook  #Technical



2016.12 [ web & mobile  ]

SAMSUNG.COM
NOTEBOOK 9 ALWAYS 
PDP PAGE

SAMSUNG ELECTRONICS
43

삼성닷컴 노트북9 PDP PAGE 제작

가벼운 제품 특장점과 다양한 그룹 활동을 위한 기능 등을

다각도의 제품 이미지와 모션으로 표현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Samsung Electronics #NOTEBOOK9  #Technical



2016.12 [ web & mobile  ]

SAMSUNG.COM
ART PC PDP PAGE

SAMSUNG ELECTRONICS
44

삼성닷컴 아트PC PDP 페이지 제작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소재감 및 뛰어난 성능을

차분하면서도 정돈된 레이아웃으로 표현하여 특장점 정보 제공

#Samsung Electronics #ArtPC #Technical



2016.11 [ web & mobile  ]

SAMSUNG.COM
SUHD / UHD TV
MARKETING PAGE
삼성닷컴 갤럭시 UHD TV MARKETING PAGE 제작

Curved Screen의 기술적인 강점과 선명한 색감 강조 및

콘텐츠 영역을 좌우 대칭으로 설정해 안정감 있는 페이지 구성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SUHD TV   #UHD TV #Curved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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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ECOxDYNAMIC
기아 친환경자동차 관련 텀블러 페이지 제작

기아자동차의 친환경 관련 콘텐츠를 ‘텀블러’ 라는 플랫폼에

알파벳 A to Z에 녹여 영문, 우크라이나, 히브리어 등 3개국어로 제작

기술력을 강조한 GIF 애니메이션을 통해 심미성과 가독성을 전달

KIA MOTORS

#KIA Motors   #EcoDynamic #Tumblr   # Responsive Web   #GIF   #Multilingual

2016.11 [ web & mob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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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 web & mobile  ]

SAMSUNG.COM
GALAXY TAP A PDP PAGE
삼성닷컴 갤럭시 탭A PDP 페이지 제작

제품의 주요기능을 보여주는 피처리스트로 구성, 다양한 각도를 보여주며 제품의

얇은 두께와 특장점을 표현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구성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Galaxy Tap A   #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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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COM
지펠아삭 PDP PAGE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김치냉장고 #지펠아삭 #Script Motion  

삼성닷컴 지펠아삭(김치냉장고) PDP 페이지 제작

P4향으로 실제 구동 하는 듯 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영상 및

스크립트 모션 작업을 통해 제품의 가독성을 높임

2016.09 [ web & mob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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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 [ web & mobile  ]

SAMSUNG.COM
GALAXY TAP A(2016) with S PEN  
PDP PAGE
삼성닷컴 갤럭시 탭A(2016)With S PEN PDP 페이지 제작

전체적으로 오브젝트를 크게 노출하고 명암대비를 통한 콘텐츠의

가독성을 높였으며 S Pen 기능을 강조하여 제품 구매 유도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Galaxy TAP A(2016) with S Pen   #S pen   #가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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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 [ web & mobile  ]

EDELMAN KOREA WEB SITE
에델만코리아 반응형 웹 사이트 구축

기업사이트 특성상 많은 텍스트로 인해 답답할 수 있는 단점을

다각형 및 인포그래픽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정돈되 보이도록 구성

EDELMAN

#Edelman   #Responsive Web #Identity   #Info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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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 [ web & mobile  ]

문화아름 MOBILE APP 구축
문화아름 모바일 앱 구축

문화시설, 할인정보, 카드뉴스, 문화 관련 영상 등 문화에 관련된 콘텐츠의

노출을 극대화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위한 Mobile App 디자인 진행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아름 #Applicatio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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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 [ web & mobile  ]

SAMSUNG.COM
GALAXY TAP A(2016) PDP PAGE
삼성닷컴 갤럭시 탭A(2016) LTE,WiFi 버전 PDP 페이지 제작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심플한 톤 앤 매너에 맞추어 디자인 작업

제품의 정보를 가독성 있게 볼 수 있도록 피처리스트를 구성하여 핵심적인 콘텐츠 노출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Galaxy Tap A   #Tone & Manner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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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 [ web & mobile  ]

SAMSUNG.COM
SUHD TV KS9500 PDP PAGE
삼성닷컴 SUHD TV KS9500 PDP 페이지 제작

소비자가 제품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다양한 각도의 제품 이미지 노출 및

기술관련 객관적 수치를 노출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부각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SUHD TV #Technical   #Smart Hub   #Quantum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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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 [ web & mobile  ]

SAMSUNG.COM
SUHD TV KS8500 PDP PAGE
삼성닷컴 SUHD TV KS8500 PDP 페이지 제작

제품 특장점인 퀀텀닷 초밀도 화질을 내세운 페이지 구성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SUHD TV #Curved TV   #Quantum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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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 [ web & mobile  ]

SAMSUNG.COM
직화오븐 PDP PAGE
삼성닷컴 직화오븐 PDP 페이지 제작

제품 기능에 대한 정보 노출 뿐만 아니라 활용방안에 대한

콘텐츠로 명확한 타겟팅이 이루어진 페이지로 구성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직화오븐 #특장점 #Targeting

55



2016.08 [ web & mobile  ]

SAMSUNG.COM
GLOBAL SUHD / UHD TV
MARKETING PAGE
삼성닷컴 갤럭시 UHD TV MARKETING PAGE 제작

Curved Screen의 기술적인 강점과 선명한 색감 강조 및

콘텐츠 영역을 좌우 대칭으로 설정해 안정감 있는 페이지로 구성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SUHD TV   #UHD TV #Curved TV   #Color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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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 [ web & mobile  ]

SAMSUNG.COM
GEAR ICON X PDP PAGE
삼성닷컴 기어 아이콘 X PDP 페이지 제작

제품의 주요기능을 보여주는 피처리스트를 구성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액티브한 레이아웃으로 작업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Gear Icon X   #Active   #Cord-Fre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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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 [ web & mobile  ]

SAMSUNG.COM
GLOBAL ADDWASH 
PDP PAGE
삼성닷컴 애드워시(세탁기) PDP 페이지 제작

제품 디자인 보다 스마트 컨트롤, 애드윈도우,

제품 스펙 관련 콘텐츠로 페이지 구성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Addwash #Global   #Spec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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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 [ web & mobile  ]

SAMSUNG.COM
GLOBAL SUHD / UHD TV 
PDP PAGE
삼성닷컴 갤럭시 UHD TV PDP PAGE 제작

Curved Screen의 기술적인 강점과 선명한 색감 강조 및

콘텐츠 영역을 좌우 대칭으로 설정해 안정감 있는 페이지로 구성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SUHD TV   #UHD TV #Curved TV   #Quantom Dot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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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 [ web & mobile  ]

S-CORE WEB SITE
S-CORE 반응형 웹 사이트 구축

기업에 대한 소개에 충실한 웹사이트로 S-CORE의 아이덴티티

확립 및 유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UI 구성

S-CORE

#S-CORE   #Responsive Web   #Identit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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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 [ web & mobile  ]

SAMSUNG.COM
GALAXY PRO S PDP PAGE
삼성닷컴 갤럭시 탭 프로 S PDP 페이지 제작

기본적인 콘텐츠 노출 및 제품 스펙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여 기능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Galaxy Tap Pro S   #Infographics   #Simple   #Slim&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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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 [ web & mobile  ]

DONGIL AIGLE WEB SITE
동일 에이글 웹 사이트 구축 및 프로모션 진행

콘텐츠 특성에 맞게 각 메뉴의 페이지 구성 및

오프라인 연계 이벤트 진행으로 충성고객 관계 증진 기대

DONGIL

#Dongil Aigle #Web   #Mobile   #Metro UI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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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 [ web & mobile  ]

SAMSUNG BIOLOGICS WEB SITE
삼성 바이오로직스 웹사이트 구축

심플한 세로 그리드를 기본으로 타겟층에 따라 콘텐츠를 달리 노출하여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및 아이덴티티를 고려한 웹사이트 구축

SAMSUNG BIOLOGICS

#Samsung Biologics   #Responsive Web   #Tone on 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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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 [ web & mobile  ]

SAMSUNG.COM
GEAR VR PDP PAGE
삼성닷컴 기어 VR PDP 페이지 제작

기존 기어VR에서 추가된 특장점을 심플하게 설명하고, 소비자가

VR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Feature 영역으로 실감나게 구성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Gear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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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 [ web & mobile  ]

SAMSUNG.COM
SUHD TV PCP KV PAGE
삼성닷컴 SUHD TV PCV KV PDP 페이지 제작

SUHD TV 관련된 제품을 심플하게 노출 및 상세내용은

버튼으로 구성하여 유저가 페이지 내 주요정보만 볼 수 있도록 유도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SUHD TV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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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 [ web & mobile  ]

SAMSUNG.COM
GALAXY TAP E PDP PAGE
삼성닷컴 갤럭시 탭 E PDP 페이지 제작

사용자가 페이지를 내렸을 때 자연스럽게

제품의 특장점이 노출 될 수 있도록 심플하게 제작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Galaxy Tap E   #특장점 #Mult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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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 [ web & mobile  ]

SAMSUNG.COM
주방가전, 생활가전 PCP KV PAGE
삼성닷컴 주방,생활가전 PCV PDP 페이지 제작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묻어나는 이미지와 카피로

페이지를 구성하여 감성적 느낌이 나도록 제작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주방·생활가전 #Life Style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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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 [ web & mobile  ]

SAMSUNG.COM
MOBILE, TABLET PCP KV PAGE
삼성닷컴 모바일 태블릿 PCV KV PDP 페이지 제작

제품을 심플하게 노출 및 상세내용은 버튼으로 구성하여

유저가 페이지 내 주요정보만 볼 수 있도록 제작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Mobile   #Tablet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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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 [ web & mobile  ]

SAMSUNG.COM
무풍에어컨 Q9500 PDP PAGE
삼성닷컴 무풍에어컨 Q9500 PDP 페이지 제작

바람 없이도 시원한 세계최초 무풍 냉방이라는 성능과

제품의 다양한 특장점이 노출 될 수 있도록 제작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Air Conditioner #무풍 #Global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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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 web & mobile  ]

SAMSUNG.COM
WIRELESS 360 AUDIO PDP PAGE
삼성닷컴 무선360 오디오 PDP 페이지 제작

제품의 무선360오디오의 특장점 및 라이프스타일에서 사용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의 특징인

타원형의 곡선을 활용하여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빛의 명암에 따른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Wireless 360 Audio   #Life Style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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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 web & mobile  ]

SAMSUNG.COM
POWERBOT PDP PAGE
삼성닷컴 파워봇 PDP 페이지 제작

파워봇의 스마트한 기능을 다양하게 표현한 피처리스트로 구성

및 필요한 정보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제작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POWERbot #Big Brush   #Inverter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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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 web & mobile  ]

THE K 한국교직원공제회
WEBSITE
더케이손해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웹사이트 구축

고객 참여를 유도하는 실시간 댓글,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당사의 비전을 홍보 및 확산 기대

KTCU

#KTCU   #한국교직원공제회 #Web #Mobile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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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 web & mobile  ]

HAPPY BATH WEB SITE
해피바스 브랜드 사이트 구축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즐거운 경험, 원료, 향기의 컨셉으로

유저가 친숙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브랜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

AMOREPACIFIC

#Amore Pacific   #Happy Bath   #Responsive Web   #Mobile   #Cosm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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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 web & mobile  ]

SAMSUNG.COM
SSD 750 EVO PDP PAGE
삼성닷컴 GLOBAL SSD 750 EVO PDP 페이지 제작

신제품의 새로운 성능과 스마트한 솔루션을 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주 타겟층을 고려한 기능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노출하여 구매 유도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SSD 750 EVO   #Tone & Manner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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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 web & mobile  ]

SAMSUNG.COM
GALAXY NOTE 5 PDP PAGE
삼성닷컴 갤럭시 Note 5 PDP 페이지 제작

소비자에게 갤럭시 노트5 특장점과 정보를 제공 S Pen의 다양한 기능을

심플한 디자인으로 표현하여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피처리스트 구성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Galaxy Note 5   #Simple   #Tone & Manner   #Metal   #S 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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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 [ web & mobile  ]

SOONGIN CULTURAL FOUNDATION 
WEB SITE
숭인문화재단 웹 사이트 구축

공연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관리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 시키며

배너, 팝업창을 통한 신규 공연 안내 및 홍보에 집중

SOONGIN CULTURAL FOUNDATION

#Soonngin #Cultural Foundation   #Web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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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 [ web & mobile  ]

THE SPORTAGE WEEKEND VIEW
기아 스포티지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52개의 인터뷰 형식 콘텐츠 노출로 소비자가 쉽고 재미있게

제품 기능을 인지할 수 있는 공유 형식의 마이크로사이트 제작

KIA MOTORS

#Kia Motors   #Sportage #Web   #Mobile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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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  [ app  ]

HIP APP
금연 캠페인 운동 어플 HIP 제작

한미약품의 기업 이미지가 묻어나는 포인트 컬러 적용 및

개인 또는 그룹이 미션을 수행하는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

HANMI PHARM

#Hanmi Pharm   #HIP   #Smoking Ce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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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 [ web & mobile  ]

COWAY WATER BREAK
CAMPAIGN WEB SITE
코웨이 물쉼표 캠페인 웹사이트 구축

사용자 특성에 맞춰 간결한 인포그래픽과 컬러를 사용하여 정보 전달에 집중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는 물 알람 기능 제공하여 높은 참여율 기대

COWAY

#Coway #WaterBreak #Responsive Web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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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 [ web & mobile  ]

SAMSUNG.COM
GALAXY A8 PDP PAGE
삼성닷컴 GALAXY A8 PDP PAGE 제작

A8 제품의 메탈디자인과 다양한 특징을 적용한 디자인으로 작업 및 심플한

카피를 적용하여 가독성을 높인 피처리스트로 구성하여 PDP 페이지 제작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Galaxy A8   #Metal & S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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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 [ web & mobile  ]

STELLA ARTOIS
WEB, MOBILE MICROSITE
스텔라 아르투아 마이크로 사이트 구축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각인 서비스로 사용자에게 베네핏을 제공하며

제품 인지도와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프로모션 진행

STELLA ARTOIS

#Stella Artois   #Web   #Mobile   #Microsit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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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 [ web ]

SKT 연결 CAMPAIGN 
PROMOTION SITE
SK Telecom 캠페인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제품 기능을 전달하는 바이럴 영상으로 사용자에게 정보 전달과

주차 별 다양한 이벤트 캠페인으로 참여 유도 및 확산 기대

SK TELECOM

#SK Telecom   #Web   #Microsite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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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 [ web & mobile  ]

ASSURANCE HPAP+
WEB SITE
현대자동차 HPAP 서비스 웹페이지 제작

현대자동차 제품에 제공되는 주요 Warranty 서비스 정보를 소개하는

페이지로 중동의 다양한 국가에 맞춰 사이트 제작

HYUNDAI MOTORS

#Hyundai Motors   #Assurance   #HPAP+   #Web   #Mobile   #Multilingual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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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 [ web  ]

E-CHILDSCHOOL SYSTEM
WEB SITE
교육부 e-유치원 시스템 웹 사이트 구축

유치원시스템은 만 3~5세 유치원생에게 학비지원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메트로 UI, 출결관리 간소화, 결제수단 다양화 등

사용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제작

#Ministry Of Education #E-Childschool #Web   #Kindergarten

MINISTR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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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 [ web  ]

DRAGON NEST 
PROMOTION SITE
드래곤네스트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게임의 컨셉과 특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이미지 및 영상

노출로 가독성을 높이고 프로모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

#Eyedentitiy Games   #Dragon Nest   #Web   #Game   #Promotion   #Global

EYEDENTITY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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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 [ web & mobile  ]

SAMSUNG.COM
NX500 PDP PAGE
NX500 PDP 페이지 제작

NX500의 강력해진 기능과 화질을 사용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Feature 마다 상황에 맞는

BG사용과 함께 특장점을 설명하여 기능적 강점과 감성적인 요소를 페이지 내 적절히 표현하여 어필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NX500   #Web   #Mobile   #Camera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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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 [ web & mobile  ]

YANGSAN HOSPITAL
WEB SITE RENEWAL
양산병원 웹 사이트 리뉴얼

사용자 중심의 UI 설계와 심플한 레이아웃으로 가독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구성 및 제작

YANGSAN HOSPITAL

#Yangsan Hospital #Web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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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 [ web ]

BCFC WEB SITE RENEWAL
부산 국제 합창제 웹 사이트 리뉴얼

합창제의 생동감과 현장감을 전달하고, 사용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 및 제작

BUSAN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BCFC  #Web   #Renewal   #Culture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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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 [ web & mobile  ]

SAMSUNG.COM
아가사랑+ PDP PAGE
삼성닷컴 아기사랑+ PDP 페이지 제작

제품의 기능 설명과 라이프 스타일을 교차적으로 노출하여

다양한 기능들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구성 및 제작

SAMSUN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아가사랑+   #Web #Mobil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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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 [ web  ]

AMEDEO MODIGLIANI 
EXHIBITION WEB SITE
모딜리아니 전시 웹 사이트 구축

모딜리아니의 대표적인 인물화의 작품들에서 표현되는 컬러를 사이트 전반에 걸쳐 표현하고

다양한 컬러보다는 작품 본연의 컬러 사용으로 사이트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주목도를 높임

HANKOOKILBO

#Hankookilbo #Modigliani   #Web    #Exhibition #Cultur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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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 [ web & mobile  ]

JEAN FRANCOIS MILLET
EXHIBITION WEB SITE
밀레 전시 웹사이트 구축

페이지 내 포인트 컬러를 여러 요소에 배치해 고루한 느낌을 줄이고,

작품을 활용한 심플한 레이아웃 구성으로 전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HANKOOKILBO

#Hankookilbo #Millet   #Web   #Mobile   #Exhibition #Cultur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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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STUDY 
PROMOTION SITE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교육 브랜드 런칭과 함께 온·오프라인 이벤트 및 서비스 홍보로

코어 타겟에 서비스 이용 유도

MEGASTUDY

#Megastudy #Mbest #Web

2014.12 [ we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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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 web ]

HOTEL HYUNDAI 
GYEONGPODAE WEB SITE
호텔 현대 경포대 웹 사이트 구축

호텔 현대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단에 GNB를 배치하고, 단순 정보 나열에 콘텐츠

노출 형식을 배제하고 비주얼 중심의 직관적인 콘텐츠 노출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작업

HOTEL HYNDAI

#Hotel Hyundai #Web #Ho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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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 [ web & mobile  ]

LOTTE CONCERT HALL 
WEB SITE
롯데 콘서트홀 웹사이트 구축

콘서트 홀과 공연정보를 모던한 느낌으로 표현하며 효율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최소화된 서브메뉴 콘텐츠로 구성 및 제작

LOTTE CONCERT HALL

#Lotte   #Concert Hall   #Web   #Mobil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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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 [ web ]

BOTONDAYS WEB SITE
BOTONDAYS 웹 사이트 구축

결혼 준비에 필요한 ‘청첩장·식전영상’이라는 상품을 메뉴명부터 시작해 노출되는

이미지, 카피 등 모든 콘텐츠를 감성적으로 표현하여 제품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드가 느껴지도록 전체 사이트 제작

BEHANDS

#Behands   #BOTONDAYS   #Web   #Wedding  #Wedding Invitation  #Emo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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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HAN MY KIDS APP
신한 My Kids 어플리케이션 제작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후원자와 아동 간 얼굴 유사도를 판별, 

닮은 꼴을 매칭해주며 후원을 유도하고 이를 위한 결제시스템 연동

SHINHAN LIFE INSURANCE

#Shinhan Life Insurance   #My Kids   #Mobile   #Application

2014.08 [ A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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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 [ web & mobile ]

KDB DAEWOO DIRECT 
LANDING PAGE
KDB 대우 다이렉트 랜딩페이지 제작

노출하려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간결한 화면 구성으로

사용자의 만족도 및 시스템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구성 및 제작

KDB DAEWOO DIRECT

#KDB #Daewoo Direct   #Web   #Mobile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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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 [ web ]

AVIXTECH WEB SITE
아빅스테크 웹사이트 구축

고품질의 음향장비 제품을 정형화된 그리드에 노출해

가독성을 높여 이성적으로 소구 할 수 있도록 제작

AVIXTECH

#Avixtech #Web   #Sounding Equipment  #Concert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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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 [ web & mobile  ]

LG_FASHION 
MOBILE PAGE
LF몰 모바일 페이지 리뉴얼

LG패션의 다양한 의류상품을 편리한 상품 탐색과 주문/결제 프로세스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커머스 사이트로 소비자의 쇼핑 경험 만족도 향상 기대

LG FASHION

#LG Fashion   #LFmall #Web   #Mobile   #E-Commerce   #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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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 [ web & mobile  ]

HISTORY AND FUTURE OF POSCO 
PROMOTION VIDEO
포스코 기업 브랜드 홍보 영상 제작

포스코 기업의 역사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행중인 사업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그룹에 대한 이해와 비즈니스 정보 제공

POSCO

#Posco #History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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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 [ web & mobile  ]

MY MAXIM BRAND 
PORTAL WEB SITE
동서식품 맥심 브랜드 포털 웹사이트 유지 운영

메트로 UI 적용 및 메인 모델을 활용한 이미지로 사용자에게 제품,

이벤트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브랜드 허브로써 역할 수행

DONGSUH FOOD

#Dongsuh Food   #My Maxim   #Web   #Mobile   #Mainta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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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 [ web & mobile  ]

BEANPOLE OUTDOOR 
WEB SITE
빈폴 아웃도어 웹사이트 구축

빈폴 아웃도어의 전반적인 콘셉트를 ‘글램핑’이라는 소재로 표현하고, 브랜드와 마케팅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메인 페이지에 카테고리별 아이콘을 배치해 웹사이트 이용자 이탈율을 줄임

LG FASCHEIL INDUSTRIES

#Cheil Industries   #Beanpole Outdoor   #Web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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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ONDE 꽃초세럼 NEW 
ARRIVAL PROMOTION SITE
마몽드 꽃초세럼 제품 런칭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제품 런칭을 맞아 오픈된 웹사이트로 전반적인 제품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능적인 면과 메인 모델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제품 구매 유도

AMORE PACIFIC

#Amore Pacific   #Mamonde #Web   #Mobile   #Microsite

2013.04 [ web & mob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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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QUE CHUBBY STICK 
CAMPAIGN PROMOTION SITE
크리니크 처비스틱 런칭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처비스틱 인텐스‘ 출시에 따른 프로모션 사이트로 오프라인 스토어 무드의 심플한 레이아웃 구성과

사이트 전반적으로 컬러 패턴과 젤리, 마카롱 등의 오브제를 제품에 맞는 이미지 구성

CLINIQUE

#Clinique   #Chubby Stick   #Web   #Microsite

2013.03 [ we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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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WARP 
PROMOTION SITE
KT 올레 LTE Warp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LTE WARP의 불꽃 스티커를 활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웹사이트 리뉴얼

방문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게릴라 이벤트 진행

OLLEH KT

#Olleh KT   #LTE Warp   #Web   #Mobile   #Microsite   #Viral

2012.10 [ web & mob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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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MPAIGN 
SOLUTION-
캠페인 솔루션

10+
코너크리에이티브는 브랜드 호감도 및 소비자 관계를 고려한

크리에이티비티뿐만 아니라, 탁월한 아트웍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전달합니다.



2017.03 [ web & mobile  ]

KIA RIO 2017 LAUNCHING
SNS MARKETING DESIGN

KIA MOTORS
107

기아 리오 런칭 캠페인 SNS 컨텐츠 제작

컬러풀하고 액티브한 컨셉과 제품 USP를 담은 이미지와 영상 및 HTML 모션 배너로

차량 런칭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여 다국어로 제공

#Kia Motors #all New Rio #Web #Mobile   #Motion Banner   #SNS   #Multilingual



2017.01 [ web & mobile  ]

KIA_AUSTRALIAN OPEN 2017 
SNS MARKETING DESIGN
기아 호주오픈2017 SNS 마케팅 페이지 제작

브랜드 톤 앤 매너에 맞는 아이콘 디자인 및 HTML 모션 배너로

주차 별 이벤트를 위한 홍보 배너를 제작하여 다국어로 제공

KIA MOTORS

#Kia Motors #Australian Open 2017 #Web #Motion Banner   #Icon Design   #Multiling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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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 web & mobile  ]

KIA_AUSTRALIAN OPEN 2017 
EVENT PAGE
기아 호주오픈 2017 마케팅 페이지 제작

브랜드 메인 모델의 스포티한 이미지를 살린 심플한

구성의 디자인으로 사용자의 이벤트 참여를 유도

KIA MOTORS

#Kia Motors #Australian Open 2017 #Web #Tone &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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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HANDSON   
KIA MOTORS

2016.11 [ web & mobile  ]

110

기아 핸즈온 HTML5 배너 제작

브랜드 캐릭터를 활용하여 위트 있게 제품을 소개하면서 이벤트 참여 독려

현지 런칭 제품에 맞춰 다국어로 제작

#KIA Motors   #HandsOn #Banner   # Picanto #Rio #Sportage #Sorento #Soul  #GIF   #Multilingual



2016.06 [ facebook ]

KIA_YD PE 
SNS MARKETING PAGE
기아 YDPE SNS 마케팅 페이지 제작

인터랙티브한 이미지와 영상을 통한 스토리텔링으로

사용자에게 제품의 정보를 보다 신선하고, 다이내믹하게 전달

KIA MOTORS

#Kia Motors #Cerato #YDPE   #Mobile   #Interactive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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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 [ facebook ]

KIA _UEFA EURO 2016 
SNS MARKETING PAGE
기아 UEFA EURO2016 SNS 마케팅 페이지 제작

브랜드 스토리텔링에 맞춘 감성적인 바이럴 영상과

이미지를 활용해 주차별로 진행되는 이벤트의 참여 유도

#Kia Motors #UEFA Euro 2016   #Web #Mobile   #Facebook

KIA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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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BRILLIANT MEMORIALS 
CAMPAIGN INTRO
현대모터스 캠페인 인트로 제작

차와 함께한 추억을 예술작품으로 다시 돌려주는 brilliant memories 캠페인을 알리는

인트로를 패럴렉스 형식과 인터랙션 요소를 두어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증대 기대

HYUNDAI MOTORS

#Hyundai Motors   #Brilliant Memorials   #Web   #Mobile   #Artwork   #Viral

2014.10 [ web & mob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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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_SONATA
SNS MARKETING PAGE
현대모터스 LF소나타 이벤트 페이지 제작

제품에 대한 인터렉션 컨텐츠로 다양한 앵글의 제품 이미지와

기능을 전달하는 직관적 디자인으로 제품정보 제공

HYUNDAI MOTORS

#Hyundai Motors   #LF Sonata   #Mobile   #CANVAS

2014.08 [ face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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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ELECTRONICS 
SNS PROMOTION
LG전자 SNS 프로모션 페이지 제작

페이지 내 인터랙티브 요소를 활용해 사용자 베네핏을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제품 정보를 전달하는 마케팅 프로모션

LG ELECTRONICS

#LG Electronics   #Web   #Mobile   #Interactive   #SNS

2014.08 [ face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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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 MOCHA GOLD ‘송중기의 방’ 
EVENT PAGE
동서식품 맥심 모카골드 이벤트 페이지 제작

메인 모델을 활용한 인터렉티브 영상과 이미지 노출로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고 제품 호감도 상승 및 구매 유도

DONGSUH FOOD

#Dongsuh Food   #Maxim Mocha Gold   #Microsite

2013.07 [ web & mob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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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US G PRO 
UNIVERSARY STUDENT 
PROMOTION PAGE
LG전자 G Pro 대학가 프로모션 페이지 제작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코어 타겟층에

제품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나아가 제품 판매로 연결

LG ELECTRONICS

#LG Electronics   #Optimus G Pro   #Web   #Mobile   #Microsite

2013.05 [ web & mob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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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 WHITE GOLD WHITEDAY 
EVENT PAGE
동서식품 맥심 화이트골드 이벤트 페이지 제작

메인 모델 이미지 활용한 호감도 상승 및

상품 증정 이벤트로 사용자 참여와 제품 구매 유도

DONGSUH FOOD

#Dongsuh Food   #Maxim White Gold   #Web   #Microsite

2013.02 [ we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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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크리에이티브

www.coner.co.kr

TEL 02-3445-5441

FAX 02-3445-547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51길 12 2층

YOU MEET
TURNING POINT
TO NEW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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