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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식회사 디앤디랩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3 홍우빌딩 6F

설립일 2013년 10월 01일

대표자 명 현재호

법인등록번호 110111-5227859

사업자등록번호 264-81-22290

기술용역등록분야 정보서비스/소매/서비스/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표 전화번호 02-523-9770

대표 E-mail contact@dnd-lab.com

주요 사업영역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전자상거래업/유무선통신공급업 
광고 대행업, 광고물 작성업, 그외 기타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웹디자인 및 콘텐츠개발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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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2014 2015 2016 2017

02월 
07월 
11월 
12월

2018 2019 2022

사무실 이전 
웹 사이트를 이용한 프로모션 제공 서버 및 방법 특허 등록 
온라인 쇼핑의 주문정보 공유 방법 및 장치 특허 등록 
2016 웹어워드 코리아 
패션 쇼핑몰 분야 대상 
2016 웹어워드 코리아 
패션 쇼핑몰 분야 최우수상

01월 
02월 
03월 
06월 
07월 

10월 

12월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보 추천 서비스 특허 출원 
정보 공유 시스템 특허 출원 
서울 아이티 고등학교 특성화고 산학협력 협약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특성화고 산학협력 협약 
2015 K-award 모바일 디자인 한국웹에이전시협회장상 수상 
2015 ICT 어워드 코리아 신기술 공모분야 전자신문 사장상 수상 
디자인공장 상표권 취득 
디지털 프로모션 랩 상표권 출원 
2015 웹어워드 코리아 
브랜드 쇼핑몰 분야 대상 수상 
2015 웹어워드 코리아 
패션 쇼핑몰 분야 우수상

디지털 프로모션 솔루션 ‘디프로모션’ 개발

01월 
03월 
05월 
12월

고해상도 이미지의 출력물 편집 방법 및 장치 특허 등록 
산업기능요원 최우수 업체 선정 
한양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 체결 
2017 웹어워드 코리아 기업 브랜드 분야 대상 
2017 웹어워드 코리아 제약 분야 최우수상

01월 
12월

디프로모션 2018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2018 웹어워드 코리아 
브랜드 패션 쇼핑몰 분야 대상 
2018 웹어워드 코리아 
제약 분야 대상 
2018 웹어워드 코리아 
생활 쇼핑몰 분야 최우수상 
2018 웹어워드 코리아 
전문 쇼핑몰 분야 최우수상

01월 
12월

제일기획 협력사 선정 
2019 웹어워드 코리아 
마케팅 이노베이션 대상 
2019 웹어워드 코리아 
패션/스포츠 분야 대상 
2019 웹어워드 코리아 
패션 쇼핑몰 분야 최우수상

10월 
12월

이벤트 프로모션 서비스  
'디프로모션' 오픈 
2022 스마트앱어워드 코리아 
마케팅 이노베이션 대상 
2022 웹어워드 코리아  
아이어워즈 코리아 특별 대상 
2022 웹어워드 코리아 
전문쇼핑 분야 최우수상

디자인공장 설립 
법인 설립 디앤디랩

2008년 01월 
2013년 10월 
2014년 01월 

04월 

05월 
07월 
10월 
11월

연구개발 전담 부서 설립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특성화고 
산학협력 협약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인증 획득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자격 승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 전담 부서 인정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지정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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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SOLUTION

UI/UX 전략 기획  
홍보 마케팅 서비스 기획 및 구축운영 
Digital Experience 관련 기획 및 개발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 기획 및 개발

전략적 솔루션 제공

쇼핑몰 컨설팅 
쇼핑몰 구축 및 유지보수 
쇼핑몰 운영대행 서비스

쇼핑몰 구축 및 운영대행

E-COMMERCE
브랜드 웹사이트 신규 구축 & 리뉴얼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 리뉴얼 
웹&모바일 사이트 관리 및 유지보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DIGITAL 환경에 축적된 경험과 다양한 기술력

WEB & MOBILE

Director / Photographer 
Graphic Designer 
Artist / Studio

차별화된 크리에이티브 능력

ARTWORK
캠페인/이벤트 프로모션 기획, 제작, 운영 대행 
마이크로사이트 구축 
소셜 마케팅 및 DM 기획, 제작, 운영 대행

전략적 마케팅

MARKETING SOLUTION
UI/UX 개발 
CI / BI / 사진 / 바이럴 영상 
GUI&Interaction Design

체계적인 사용자 경험 중심

BRANDING SOLUTIONCREATIVE 
SOLUTION

온라인 프로모션 플랫폼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 제공

ONLINE PROMOTION
Interactive Strategy 
Interactive Design 
Interactive Publishing

브랜드 가치 증대

DIGITAL INTERACTIVE
웹 & 모바일 서비스 구축 
ERP CRM 시스템 구축 
온라인커머스 시스템 구축

최적화된 조직

SI (System Integration)
IT SOLUTION

STRATEGIC PLANNING

DPROMOTION
룰렛 / 스크래치 / 퀴즈 등 이벤트 제작 
테마 편집 디자인 에디터 제공

온라인 이벤트 제작 

MAKING PROMOTION
당첨자 자동 추첨 기능 제공 
쿠폰, 적립금, 기프티콘 자동 발급 기능 제공

이벤트 운영 자동화

RUNING PROMOTION
실시간 운영 데이터 제공 
이벤트 성과 비교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

PROMOTION MANAGEMENT

디앤디랩 사업영역



FULL STACK 인력배치와 안전한 유지보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코딩 설계 지향. 

풍부한 라이브러리/프레임워크 경험을 통한 최적화 솔루션 제안.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퍼블리싱 제공. 

웹 표준 규격을 준수하여 웹 사이트의 효율적인 구동이 가능하도록 퍼블리싱 진행. 

자체적인 마스터플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G Suite, Slack, Git, Cloud 등  

팀원 간 커뮤니케이션 툴 연동을 통해 빠른 유지보수 대응 및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웹 사이트를 이용한 프로모션 제공 서버 및 방법 특허 등록  
(Promotion offer server and method using the Web site) 
특허번호 : 10-1644403

개발 시스템

온라인 쇼핑의 주문 정보 공유 방법 및 장치 특허 등록  
(METHOD AND APPARATUS FOR SHARING ORDERING INFORMATION OF ONLINE SHOPPING) 
특허번호 : 10-1678468

기술력(특허)

고해상도 이미지의 출력물 편집 방법 및 장치 특허 등록  
(Editing method and apparatus for printing file of outputting high-resolution image.) 
특허번호 : 10-180171

스케치 화면 생성을 통한 웹 사이트 개발 방법, 
이를 이용한 장치 및 컴퓨터-판독가능 매체 특허 등록(METHOD, APPARATUS AND COMPUTER-READABLE  
MEDIUM FOR WEB-SITE DEVELOPMENT THROUGH SKETCH SCREEN CREATION) 
특허번호 : 10-188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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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디랩의 가치와 비전



6

WEB AWARD KOREA 2019 
패션/쇼핑몰 분야 최우수상 

BRAND 
살로몬 코리아

WEB AWARD KOREA 2015 
패션 쇼핑몰 분야 최우수상 

BRAND 
PATAGONIA

iF Design Award 2018 
수상 

BRAND 
디프로모션 : 디지털 프로모션, 이벤트 제작 솔루션 

WEB AWARD KOREA 2019 
패션/스포츠 분야 대상 

BRAND 
윌슨 코리아

WEB AWARD KOREA 2015 NOMINEE 
패션 쇼핑몰 분야 우수상 

CLIENT  
(주) 오리진앤코

WEB AWARD KOREA 2014 
화장품 쇼핑몰 분야 우수상 

CLIENT  
BELPORT

K-AWARDS 2015 
모바일 우수상 

BRAND 
원더플레이스

WEB AWARD KOREA 2022 
아이어워즈 특별대상 

CLIENT  
신세계 인터내셔날

WEB AWARD KOREA 2022  
전문 쇼핑 분야 최우수상 

CLIENT  
제이에스티나

WEB AWARD KOREA 2018 
전문 쇼핑몰 분야 최우수상 

BRAND 
톨비스트

K-AWARDS 2015 
UI/UX 디자인 은상 

BRAND 
유네스코 EI PHOTO CLASS

WEB AWARD KOREA 2018 
브랜드 패션 쇼핑몰 분야 대상 

BRAND 
데상트 코리아

WEB AWARD KOREA 2015 
브랜드 쇼핑몰 분야 대상 

BRAND 
PLAC

WEB AWARD KOREA 2014 
식음료 분야 최우수상 

CLIENT 
SANOFI AVENTIS KOREA

WEB AWARD KOREA 2019 
마케팅 이노베이션 대상 

BRAND 
닥터마틴

WEB AWARD KOREA 2017 
기업 브랜드 분야 대상 

BRAND 
제이에스티나

WEB AWARD KOREA 2016 
패션 쇼핑몰 분야 최우수상 

BRAND 
BYC

WEB AWARD KOREA 2015  
인터넷 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CLIENT  
(주)케이지이니시스 

WEB AWARD KOREA 2018 
생활 쇼핑몰 분야 최우수상 

BRAND 
스마트바이 그룹

WEB AWARD KOREA 2018 
제약 분야 대상 

BRAND 
에이리스

WEB AWARD KOREA 2019 
영상/가전 분야 대상 

BRAND 
아이나비

WEB AWARD KOREA 2016 
패션 쇼핑몰 분야 대상 

BRAND 
SNEAKSOUL

SMART APP AWARD KOREA 2022 
마케팅 이노베이션 대상 

BRAND 
S.I.Beauty

어워드 iF Design Award 2023 
디지털 분야 Final Jury  

BRAND 
SHINSEGAE INTERNATIONAL S.I.Beauty



Group 
Interactive Publishing   
Front-end Devlopment

R&R 
UI/UX 
Development 
Publishing

Group 
Interactive Design 

R&R 
Branding identity 
E/M-Commerce Design 
Digital Contents Design 
Web Service Design 
UI/GUI Design 
MEDIA Design

Group 
Development

R&R 
System Analysis & Design,  
System Maintenance 
DB Modeling 
Web Service Programming  
Mobile Service Programming

C E O

C O O

IT 개발실 크리에이티브실전략 기획실

Group 
Strategy planning

R&R 
Branding experience strategy 
Research 
Analysis 
Management 
Planning 
Marketing 
Copywriting 
Digital Service & R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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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직 구조

기업부설연구소



STRATEGIC PLANNING

SR. DIGITAL PLANNER

RESEARCHER

UI/UX

SR. ART DIRECTOR

SR. DESIGNER

DESIGNER

CREATIVE STRATEGY

CREATIVE LEAD

DIGITAL PRODUCER

MANAGEMENT

SR. DIGITAL MANAGER

PROJECT MANAGER

DEVELOPMENT

FRONT END

DEVELOPMENT

UX 
GRAPHICS

ARCHITECT 
DEVELOPER 
PROGRAMMER 
INTEGRATION

프로젝트를 위한 분야별 중, 고급 전문 담당자로 구성하여 프로젝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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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함께한 클라이언트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는것을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클라이언트

9

Service & Education

Global

Lifestyle

Beauty & Fashion



Outdoor & Sports

Food & Culture

Health Care

우리와 함께한 클라이언트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는것을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클라이언트

10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디앤디랩은 Samsung.com, LG.com, 네스프레소 등  
글로벌 기업 뿐만 아니라 마켓컬리, 코오롱몰, 올리브영 등의  
국내 기업까지 선행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연간 운영/유지보수도 원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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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UX/UI, 콘텐츠 디자인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Scope
#운영/유지보수#콘텐츠 가이드#신규구축 #콘텐츠 기획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

#이커머스

Client  

PANGAIA 

2020-2022/Pangaia 온라인 쇼핑몰  
개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판게아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해 재활용 재료, 해조류 등에서 추출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여 의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재의 장점을 표현할 수 있도록 
Science & Impact 메뉴를 추가로 구성했으며, Pangaia 의류 제품의 특징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구성했습니다. 
사용자의 모든 경험에 있어 일관된 디자인을 제공하여 브랜드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지도록 했습니다.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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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리서치(사용자 퍼소나, A/B 테스트, 사용자 연구)
디지털 브랜딩 콘셉트 제작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UI/UX 스탠다드 가이드 제작 
콘텐츠 가이드라인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스타일가이드 제작
프로토타입, 인터랙션 모델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Scope
#기획전 제작#시스템 구축 #이커머스#배너 제작#운영/유지보수#콘텐츠 기획#신규구축

Client  

SPVRKD 

Global Apparel Creation Tool x SNS x e-commerce 앱 제작 
UI/UX/Development 
디자인, 개발 운영/유지보수 

판게아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해 재활용 재료, 해조류 등에서 추출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여  
의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영향력 있는 셀럽, 인플루언서, 아티스트와 함께 환경을 위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에디터를 통해 그들의 굿즈를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SNS형 이커머스 
플랫폼을 제작하였습니다.  
서비스를 구성하는 콘텐츠의 이미지 구성부터 디지털 디자인 가이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설계하고 디자인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제작되는 콘텐츠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생산/관리하며 운영/유지보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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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브랜딩 콘셉트 제작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UI/UX 스탠다드 가이드 및 스타일 가이드 제작 
콘텐츠 가이드라인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프로토타입, 인터랙션 모델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Scope
#기획전 제작#시스템 구축

#이커머스

#배너 제작#운영/유지보수#콘텐츠 기획#신규구축

#리뉴얼 구축

Client  

Au Départ 

2020-2023/Au Départ 온라인 쇼핑몰 제작,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2022-2023/Au Départ APP 개발 및 온라인 쇼핑몰 리뉴얼 진행중 

2020년 1894년 파리에서 설립된 프랑스 명품 브랜드 Au Départ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였습니다. 신규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을 위해 플랫폼 전반의 설계와 디자인, 개발을 
진행했으며, 초기 콘텐츠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과 그래픽 작업을 통해 Au Départ만의 
디지털 브랜딩을 구축하는데 공헌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유지보수를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새로운 Au Départ의 온라인 몰과 APP의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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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UI/UX 스탠다드 가이드 제작 
콘텐츠 가이드라인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스타일가이드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콘텐츠 기획#리뉴얼 #콘텐츠 가이드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 #이커머스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Client  

라인프렌즈 

2019/LINE FRIENDS KOREA, JAPAN 
Online shopping mall UI/UX/Front End/Back End 구축 

LINE 프렌즈의 이커머스 솔루션 변경으로 인해 LINE KOREA/JAPAN 쇼핑몰을 
동시에 오픈하였습니다. 기존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간결한 구조와 상품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재설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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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운영/유지보수#콘텐츠 가이드#리뉴얼 구축 #기획전 제작#이커머스 #배너 제작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PC, Tablet, Mobile 채널 모듈 디자인 
CMS 개발 
SEO, URL 최적화  
어서링 가이드 제작

Client  

닥터마틴 

2019-2022/Dr. Martens online shopping mall  
개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닥터마틴 2019-2022 두 번의 전체 리뉴얼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닥터마틴의 영국팀과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40년 이상 유지해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제안하고 채택하여 새로운  
디지털 브랜딩을 제작하였습니다. CMS 구축을 통해 관리자가 손쉽게  
신규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고, 드래그 앤 드롭 기능으로 Component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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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PT KOREA 

2023/Samsung Unpacked 보안 프로젝트,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삼성전자 Unpaked 보안 프로젝트의 운영/유지 보수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삼성닷컴 내 Galaxy 23Series / Book3Series 상품의 런칭 전 해당 제품에 
관련하여 노출될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을 맡았으며, 높은 퀄리티와 일관된 브랜드 
경험에 중점을 둔 디자인을 제공하여 전문성과 신뢰도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규 UI/UX 스탠다드 가이드 제작 
콘텐츠 가이드라인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Scope
#기획전 제작#콘텐츠 가이드 #배너 제작#운영/유지보수#콘텐츠 기획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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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삼성전자 

2019-2022 samsung.com 
Golbal BESPOKE CONFIGURATOR 신규 구축 
디자인, 개발 운영/유지보수 

삼성닷컴의 비스포크 냉장고를 시작으로 다양하게 론칭되는 비스포크 상품군의 
디지털 경험을 위해 글로벌 버전의 비스포크 컨피규레이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전 세계 삼성디지털플라자에 디스플레이와 태블릿을 통해 비스포크 
상품을 다양한 인테리어로 적용하고 커스텀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3D Modeling  
Web 3D 개발 
콘텐츠 디자인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Scope
#시스템 구축 #이커머스#콘텐츠 가이드 #배너 제작#운영/유지보수#콘텐츠 기획#신규구축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Client  

삼성전자 

2022 Samsung SmartThings 가이드 앱 디자인, 개발 

집에 있는 모든 기기를 집 안에서는 물론, 집 밖에서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삼성전자 
'SmartThings'의 가이드 앱을 제작하여 화면을 통해 앱을 미리 사용해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 펫케어, 집안 공기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의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기능별 구성에 맞는 인터렉션 요소를 배치하고 이미지 팝업 애니메이션과 
비디오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빠른 이해를 도왔습니다.

1919

신규 UI/UX 스탠다드 가이드 제작 
콘텐츠 가이드라인 기획 
콘텐츠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Scope
#기획전 제작#콘텐츠 가이드 #배너 제작#운영/유지보수#콘텐츠 기획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2020

Client  

PT KOREA 

2022 samsung.com 큐커 식품관 이벤트 페이지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삼성닷컴의 식품관 신규 페이지의 다양한 상품 소개 및 이벤트 제공을 위한 
운영/유지보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벤트/기획전 이미지 퀄리티 구축과 해당 페이지의 콘텐츠 구성 및 인터렉션의 
전반인 퀄리티를 확보했습니다. 
기존 가이드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구성하되 신규로 제작되는 가이드를 제안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운영/유지보수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UI/UX 스탠다드 가이드 제작 
콘텐츠 가이드라인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Scope
#기획전 제작#콘텐츠 가이드 #배너 제작#운영/유지보수#콘텐츠 기획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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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제일기획 

2022 SK CES 예약 시스템 신규 구축 디자인, 개발 

브랜드의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융합 전시회 'CES'에 SK의 VIP 투어 및 미팅룸 
예약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쉽고 빠른 예약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실시간 예약 가능 시간 및 슬롯의 수를 제공하여 빠른 확인을 통한 예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마이페이지를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예약 내역에 대한 관리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Scope
#콘텐츠 기획#신규구축 #콘텐츠 가이드#UX 컨설팅



2222

Client  

삼성전자 

2018 - 2022 samsung.com Content Shared Service 
Curation Environment (About Us)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삼성닷컴의 환경 페이지를 통해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어떻게 기업윤리를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환경 관련 페이지의 운영/유지보수를 2018년부터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기존 삼성이라는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살려 콘텐츠 전반에 녹이고 신규 가이드
라인 제작과 콘텐츠 디자인을 제작하였습니다.

AEM 컴포넌트 개발 및 수정 
페이지 어서링  
어서링 가이드 제작 
콘텐츠 디자인  
에셋 디자인 
페이지 내 이미지 제작

Scope
#콘텐츠 가이드 #배너 제작#운영/유지보수#콘텐츠 기획#리뉴얼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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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Cheil Worldwide 

Samsung Egypt  
World Cup Ad Banner key Visual 제작 

이집트 겔럭시8의 론칭 광고 이미지 제작을 위해 광고 기획 콘셉트 기획부터 
이미지 에셋의 셀렉팅 및 합성을 통해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광고 기획 
콘텐츠 디자인
이미지 합성 
에셋 디자인 
페이지 내 이미지 제작

Scope
#콘텐츠 가이드 #배너 제작#콘텐츠 기획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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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Cheil Worldwide 

Samsung Egypt  
Curved TV Ad Banner Key Visual Prototype 제작 

Curved TV의 배너 이미지 제작을 위해 광고 기획 콘셉트 기획부터 이미지 에셋의 
셀렉팅 및 합성을 통해 전반적인 이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광고 기획 
콘텐츠 디자인
이미지 합성 
에셋 디자인 
페이지 내 이미지 제작

Scope
#콘텐츠 가이드 #배너 제작#콘텐츠 기획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광고 기획 
콘텐츠 디자인
이미지 합성 
에셋 디자인

2525

Client  

Cheil Worldwide 

Samsung Egypt 
Service Center Ad banner 제작 

옥외 광고 배너 이미지 제작을 위해 이집트 언어의 특성을 분석하고 옥외 광고 
이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Scope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콘텐츠 가이드 #배너 제작#콘텐츠 기획



콘텐츠 가이드라인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상품 Spec 및 Review 정보 REST API 연동

#콘텐츠 기획 #배너 제작#운영/유지보수#시스템 구축#신규구축

2626

Client  

Cheil Worldwide 

2017/갤럭시 S8 런칭 Spec+ 페이지  
개발 운영/유지보수 

삼성닷컴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신규 제작된 겔럭시 S8의 Spec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스타일 가이드를 제안하고 페이지 전반의 
그래픽을 제작하였습니다. 

Scope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콘텐츠 가이드라인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상품 Spec 및 Review 정보 REST API 연동

Scope

2727

Client  

삼성전자 

2017/SAMSUNG SOUNDBAR WALL MOUNT KIT 
MANUAL APP 디자인, 개발 운영/유지보수 

삼성전자의 사운드바 월마운트 키트의 매뉴얼 앱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TV 모델을 위한 80페이지 이상의 매뉴얼 북을 분석하여  
자신의 TV 모델을 선택할 시 그에 맞는 매뉴얼을 제공하고,  
스텝별로 월마운트 키트를 설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Scope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콘텐츠 가이드 #이미지 제작#콘텐츠 기획#신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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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제일기획 

Samsung AEM Component Library 
디자인, 개발 운영/유지보수 

삼성닷컴은 AEM(Adobe Experiece Manager) 솔루션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고, 수많은 Component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0개국 이상이 동일한 브랜드 
가이드로 운영되는 삼성닷컴은 각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 
Component의 관리를 수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Components를 관리하고 신규로 제작되는 Components를 아카이빙 
할 수 있는 Component Library를 구축하였습니다. 

Scope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콘텐츠 가이드라인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상품 Spec 및 Review 정보 REST API 연동

#운영/유지보수#시스템 구축#신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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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제일기획 

Samsung.com Accessibility 페이지 
디자인, 개발 운영/유지보수 

삼성닷컴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신규로 접근성 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스타일 가이드를 제안하고 페이지 전반의 그래픽을 제작하였습니다. 

Scope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AEM 컴포넌트 개발 및 수정 
AEM 컴포넌트 색대비 적용 
컴포넌트 마크업 
페이지 어서링  
어서링 가이드 제작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콘텐츠 가이드 #배너 제작#운영/유지보수#콘텐츠 기획#신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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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제일기획 싱가포르 

2016/삼성전자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 Prototype 개발 

삼성닷컴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 설계와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습니다. 

Scope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운영/유지보수#콘텐츠 기획#신규구축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AEM 컴포넌트 개발 및 수정 
AEM 컴포넌트 색대비 적용 
컴포넌트 마크업 
페이지 어서링 
어서링 가이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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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제일기획 

2019 samsung.com Accessibility 
개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삼성닷컴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신규로 제작된 겔럭시 상품군의 Accessibility 
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스타일 가이드를 제안하고 페이지 
전반에 그래픽을 제작하였습니다. 

Scope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콘텐츠 가이드#운영/유지보수#콘텐츠 기획#신규구축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AEM 컴포넌트 개발 및 수정 
페이지 어서링  
어서링 가이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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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제일기획 

2019 samsung.com Search Page UX Enhancement 
개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삼성닷컴의 Search 페이지 UX 개선을 위해 초반 컨설팅부터 UI/UX 설계와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상품 정보만 제공되던 검색 결과의  
단조로운 경험에서 벗어나 리뷰, 서포트, 스토어 등 다양한 검색 결과를 통해  
사용 친화적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Scope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콘텐츠 가이드 #운영/유지보수#콘텐츠 기획#신규구축#리뉴얼

UX 컨설팅
UX Strategy 기획 
UX 리서치(사용자 퍼소나, A/B 테스트, 사용자 연구)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영역별 AEM 컴포넌트 반응형 마크업 
웹 접근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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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HS Ad Europe Headquarter 

2017 LG.com Energe page  
개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LG.com의 에너지 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페이지 내 모든 이미지와 인터렉션을 설계/디자인하고 유럽 국가의 언어 베리에이션
을 작업하였습니다.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Scope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PC, Tablet, Mobile 채널 모듈 디자인 
3D 모델링 및 영상제작  
LG.com 가이드 적용 마크업 
유럽 3개국어 언어 베리에이션

#배너 제작#운영/유지보수#콘텐츠 기획#신규구축

http://L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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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HS Ad Europe Headquarter 

2017 Europe Retailer LG Brand Site Guideline  
개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유럽 전지역의 리테일러사에 제공될 LG 브랜드 페이지의 신규 디자인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상품 이미지만을 제공받아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를 개발하고,  
페이지 전반의 이미지와 UI/UX를 제작하였습니다.  

Scope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디지털 브랜딩 콘셉트 제작
신규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UI/UX 스탠다드 가이드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PC, Tablet, Mobile 채널 모듈 디자인

#배너 제작#운영/유지보수#콘텐츠 기획#신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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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Scope
#콘텐츠 가이드#배너 제작 #운영/유지보수 #기획전 제작 #이커머스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PC, Tablet, Mobile 채널 모듈 디자인

Client  

Nespresso 

2020-2022/Nespresso shopping mall 
개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네스프레소의 브랜드 커머스 페이지에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기 위한 
운영/유지보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구성하는 이미지의 퀄리티 보정 작업을 진행함으로 상품의 아이덴티티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했으며, 제작을 진행하는 콘텐츠의 가이드화를 
진행하여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일관된 브랜드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채로운 레이아웃의 제공을 위해 색감, 타이포, 
이미지 등의 구성요소에 인터렉션을 더해 더욱 풍성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3636

Scope

UX 리서치(사용자 퍼소나, A/B 테스트, 사용자 연구)
UX 컨설팅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UI/UX 스탠다드 가이드 제작 
콘텐츠 가이드라인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스타일가이드 제작
프로토타입, 인터랙션 모델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콘텐츠 기획#신규구축 #콘텐츠 가이드#UX 컨설팅 #이커머스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Client  

신세계인터내셔날 

2021/S.I Village BEAUTY online SNS shopping mall 
UI/UX/Front End 신규 구축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언택트 시장이 급부상됨에따라 
S.I.VILLAGE는 새로운 국면을 맞은 유통 시장에 발맞춰 온라인 E-commerce 시장을 
공략을 원하였습니다.  
통합몰 내 코스메틱 트레픽은 증가하였음에도 뷰티 관련 콘텐츠와 카테고리에 대한 
UI/UX 환경이 구축되어있지 않아 뷰티 고객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MZ세대를 중심으로 코스메틱 전문 
서비스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럭셔리 뷰티 전문 
쇼핑 플랫폼 구축을 프로젝트의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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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주)더파머스 

2015/마켓컬리 온라인 쇼핑몰  
개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마켓컬리의 첫 시작을 함께하였습니다.  
마켓컬리 신규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을 위해 플랫폼 전반의 설계와 디자인, 개발
을 진행하였습니다. 초기 콘텐츠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과 이미지 제작을 통해  
신규 마켓컬리의 디지털 브랜딩을 구축하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상품 골라담기 시스템/패키지 시스템 개발 
주문시 사은품 시스템 개발 
배송가능 지역 프로세스/예약배송 프로세스 구현

Scope
#운영/유지보수#콘텐츠 가이드 #기획전/배너 제작#신규구축 #콘텐츠 기획 #이커머스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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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Client  

(주)더파머스 

2015/마켓컬리 온라인 쇼핑몰  
개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마켓컬리의 첫 시작을 함께하였습니다.  
마켓컬리 신규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을 위해 플랫폼 전반의 설계와 디자인, 개발
을 진행하였습니다. 초기 콘텐츠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과 이미지 제작을 통해  
신규 마켓컬리의 디지털 브랜딩을 구축하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상품 골라담기 시스템/패키지 시스템 개발 
주문시 사은품 시스템 개발 
배송가능 지역 프로세스/예약배송 프로세스 구현

Scope
#운영/유지보수#콘텐츠 가이드 #기획전/배너 제작#신규구축 #콘텐츠 기획 #이커머스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3939

Client  

코오롱 FnC  

2019/코오롱몰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디자인 퀄리티 향상을 위한 코오롱몰 디자인 유지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카테고리 군의 고객사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과 각 브랜드의 아
이덴티티를 적용하고 작업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단 한 번의 일정 지연이 없이  
원활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UX Strategy 기획
브랜드 별 콘셉트 제안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UX/UI, 콘텐츠 디자인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Scope
#운영/유지보수#콘텐츠 가이드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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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주)스킨푸드  

2020/스킨푸드 온라인 쇼핑몰  
개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푸드의 신선함과 영양을 한정적인 실사 이미지로 표현한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즐겁고 생기발랄한 자연스러움의 스펙트럼을 표현할 수 있는 보태니컬 아트를 
접목하여 스킨푸드만의 일러스트를 탄생, 적용하여 새로운 톤 매너를 제안하고 
디지털 브랜딩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존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리드에서 벗어나 다양한 디바이스 해상도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리드 시스템을 활용, 사용자의 모든 경험에 있어서 
일관된 디자인을 제공하여 전문성과 신뢰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UX/UI, 콘텐츠 디자인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프로모션 우선순위 개발 
미션/리워드 지급/배송가능 지역 프로세스 구현 
데일리로그인 장바구니 내 특정상품한에 쿠폰증정 개발

Scope
#운영/유지보수#콘텐츠 가이드 #배너 제작#신규구축 #기획전 제작#콘텐츠 기획 #이커머스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운영/유지보수#콘텐츠 가이드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콘텐츠 기획 #이커머스

4141

Scope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Client  

마녀공장  

2019-21/마녀공장 온라인 쇼핑몰 
개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건강한 아름다움’이라는 철학을 지닌 마녀공장은 엄선된 자연 원료만을 사용하여 
피부 본연의 아름다운 가치를 찾아주는 브랜드입니다. 
우리는 마녀공장 본연의 철학과 아이덴티티를 재해석하고 일상의 휴식과 새로운 
건강함을 선사하는 브랜드 이념을 새롭게 시각화하여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컴포넌트로 구성된 디자인을 통해 체계적인 디자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사이트 전반에 있어 동일한 경험을 제공함으로 브랜드 경험을 
강화했습니다.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브랜드몰 PC, Mobile 통합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UI/UX, 콘텐츠 디자인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사이트 내 이벤트 프로모션 페이지 구현



4242

Client  

(주)제이에스티나 

2022/제이에스티나 온라인 쇼핑몰 
UI/UX/Front End/Back End 구축 

제이에스티나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장신구와 신체가 
맞닿음으로 보여지는 아치 형태를 모티프로 인체가 가진 본질적 아름다움을 전한다
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달할 수 있게 콘셉트를 설계하고 디자인을 구성했습니다. 
제이에스티나의 로고를 기반으로 아이콘을 디자인하여 브랜딩을 강화하고 다양한 
디바이스 해상도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리드 시스템을 통해 일관된 
디자인을 제공, 전문성과 신뢰도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컴포넌트 모듈화를 통해 일관된 브랜드 룩을 유지하고 운영유지 보수가 쉬운 디
자인을 제작했습니다.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브랜드몰 PC, Mobile 통합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디지털 브랜드 가이드라인 제작 
웹 가이드라인 제작
UX/UI, 콘텐츠 디자인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Scope
#운영/유지보수#콘텐츠 가이드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콘텐츠 기획 #이커머스#리뉴얼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4343

Client  

데상트코리아 

데상트코리아 온라인 통합 쇼핑몰, 데상트, 데상트골프, 르꼬끄,  
르꼬끄골프, 엄브로 먼싱웨어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 사이트 
통합 리뉴얼 UI/UX/Front End 구축 

데상트코리아의 데상트, 데상트골프, 르꼬끄, 르꼬끄골프, 엄브로, 먼싱웨어 6개의  
브랜드를 통합하고 각 브랜드 사이트의 이커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각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재해석하고 브랜드 탐색의 편리성을 위한 설계와 스포츠를 
통해 즐거운 라이프 스타일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을 구성하였습니다.

Scope

브랜드몰 통합,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브랜드몰 PC, Mobile 통합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디지털 브랜드 가이드라인 제작  
웹 가이드라인 제작
기획전 템플릿 제작 – 런칭 캘린더, 실시간 라이크, 매거진, 테크놀러지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브랜드 간 크로스 상품제안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콘텐츠 기획#리뉴얼 #콘텐츠 가이드 #이커머스



4444

Scope

브랜드몰 통합,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브랜드몰 PC, Mobile 통합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디지털 브랜드 가이드라인 제작  
웹 가이드라인 제작
기획전 템플릿 제작 – 런칭 캘린더, 실시간 라이크, 매거진, 테크놀러지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브랜드 간 크로스 상품제안

Client  

데상트코리아 

데상트코리아 온라인 통합 쇼핑몰, 데상트, 데상트골프, 르꼬끄,  
르꼬끄골프, 엄브로 먼싱웨어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 사이트 
통합 리뉴얼 UI/UX/Front End 구축 

데상트코리아의 데상트, 데상트골프, 르꼬끄, 르꼬끄골프, 엄브로, 먼싱웨어 6개의  
브랜드를 통합하고 각 브랜드 사이트의 이커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각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재해석하고 브랜드 탐색의 편리성을 위한 설계와 스포츠를 
통해 즐거운 라이프 스타일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을 구성하였습니다.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콘텐츠 기획#리뉴얼 #콘텐츠 가이드 #이커머스



4545

Scope
#운영/유지보수#콘텐츠 가이드#리뉴얼 #퍼블리싱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관리자페이지 react 기반 퍼블리싱
API 연동개발
ANTD 라이브러리 사용
컴포넌트화 진행

Client  

CJ 올리브영  

2022 CJ올리브영 관리자 페이지 리뉴얼 
개발 운영/유지보수 

기존 관리자 페이지의 노후화와 사용성 개선의 필요성에 의해 진행된 해당 
프로젝트는 고객사와의 코웍을 통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방문하고 
관리자 페이지 사용성에 대한 유저 리서치를 진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사용성, 속도 개선 및 관리자 페이지 리뉴얼을 진행하였습니다.



4646

Client  

(주)베베숲  

(주)베베숲 온라인 쇼핑몰 리뉴얼 
개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베베숲의 온라인 쇼핑몰 리뉴얼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일즈 드라이브 시점에 맞춘 
디지털 캠페인을 연간 개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cope
#운영/유지보수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콘텐츠 기획#리뉴얼 #콘텐츠 가이드 #이커머스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UI/UX, 콘텐츠 디자인 
사이트 내 이벤트 프로모션 페이지 구현
정기배송 프로세스 개발
상품 리스트 스마트 서치 개발



4747

Scope

Client  

(주)베베숲  

(주)베베숲 온라인 쇼핑몰 리뉴얼 
개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베베숲의 온라인 쇼핑몰 리뉴얼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일즈 드라이브 시점에 맞춘 
디지털 캠페인을 연간 개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운영/유지보수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콘텐츠 기획#리뉴얼 #콘텐츠 가이드 #이커머스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UI/UX, 콘텐츠 디자인 
사이트 내 이벤트 프로모션 페이지 구현
정기배송 프로세스 개발
상품 리스트 스마트 서치 개발



4848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스타일가이드 제작 
UI/UX, 콘텐츠 디자인
리뷰 등록 기능강화
회원 정책 강화
매장찾기 및 프로세스 개선 
관리자 매장 관리 프로세스 추가 
디지털 프로모션 기능강화

Scope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Client  

(주)에스엔에이  

(주)에스엔에이 온라인 쇼핑몰 리뉴얼 톨비스트 온라인 스토어 
개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우리는 톨비스트만의 독보적인 디지털 브랜딩을 통해 신규 브랜드로서의 개성을 
강화하고자 브랜드와의 차별성을 두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브랜드의 특성을 시각화하기 위해 톨비스트의 키워드 도시 감성의 컨템포러리 
퍼포먼스에서 디자인 모티프를 도출해 표현하고, 젊은 고객층의 니즈를 분석하여 
직관적인 UX/UI를 설계했습니다.

#운영/유지보수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콘텐츠 기획#신규구축 #콘텐츠 가이드 #이커머스



4949

Scope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스타일가이드 제작 
UI/UX, 콘텐츠 디자인
리뷰 등록 기능강화
회원 정책 강화
매장찾기 및 프로세스 개선 
관리자 매장 관리 프로세스 추가 
디지털 프로모션 기능강화

Client  

(주)에스엔에이  

(주)에스엔에이 온라인 쇼핑몰 리뉴얼 톨비스트 온라인 스토어 
개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우리는 톨비스트만의 독보적인 디지털 브랜딩을 통해 신규 브랜드로서의 개성을 
강화하고자 브랜드와의 차별성을 두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브랜드의 특성을 시각화하기 위해 톨비스트의 키워드 도시 감성의 컨템포러리 
퍼포먼스에서 디자인 모티프를 도출해 표현하고, 젊은 고객층의 니즈를 분석하여 
직관적인 UX/UI를 설계했습니다.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운영/유지보수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콘텐츠 기획#신규구축 #콘텐츠 가이드 #이커머스



5050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사이트 내 이벤트 프로모션 페이지 구현

Scope

Client  

시선인터내셔널 

시선인터내셔널 브랜드 it MICHAA 세미 리뉴얼 
개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사용성 개선을 위한 it MICHAA 사이트의 세미 리뉴얼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단조로운 단일 이미지 페이지 브랜딩에 초점에 맞춰져있던 it MICHAA의  
사이트를 다양한 상품 정보와 기획전 제공을 통해 구매 전환율을 높였습니다.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운영/유지보수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콘텐츠 기획#리뉴얼 #콘텐츠 가이드 #이커머스



5151

Scope

Client  

시선인터내셔널 

시선인터내셔널 브랜드 it MICHAA 세미 리뉴얼 
개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사용성 개선을 위한 it MICHAA 사이트의 세미 리뉴얼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단조로운 단일 이미지 페이지 브랜딩에 초점에 맞춰져있던 it MICHAA의  
사이트를 다양한 상품 정보와 기획전 제공을 통해 구매 전환율을 높였습니다.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신규 스타일가이드 제작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사이트 내 이벤트 프로모션 페이지 구현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운영/유지보수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콘텐츠 기획#리뉴얼 #콘텐츠 가이드 #이커머스



Client  

시선인터내셔널 

시선인터내셔널 브랜드 인터뷰스토어 Mobile 
디자인, 개발 운영/유지보수  

탐색 경험 향상을 위한 INTERVIEW 사이트의 세미 리뉴얼을 진행하였습니다.  
빠른 카테고리에 진입에 초점을 맞춰 메인페이지 전반에 메뉴를 구성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5252

Scope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UI/UX 스탠다드 가이드 제작 
콘텐츠 가이드라인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스타일가이드 제작
프로토타입, 인터랙션 모델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운영/유지보수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콘텐츠 기획#리뉴얼 #콘텐츠 가이드



5353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스타일가이드 제작 
UI/UX, 콘텐츠 디자인 
일반회원, 사업자회원 회원 분리 
수량별 차등 판매가 개발 
공유하기 기능/추천인 프로세스 기능 강화 
면적에 따른 자동금액 계산 기능 개발 
사업자 회원 판매가 기능 개발

Scope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운영/유지보수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콘텐츠 기획#리뉴얼 #콘텐츠 가이드 #이커머스

Client  

(주)IS 동서 

INUS 온라인 쇼핑 플랫폼  
개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아이에스동서의 욕실 토탈 리모델링 서비스인 ‘이누스바스’를 비롯해 다양한 상품을 
보여주고, 견적에서 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쇼핑몰 플랫폼으로 
기획하였습니다.



5454

Scope

Client  

(주)IS 동서 

INUS 온라인 쇼핑 플랫폼  
개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아이에스동서의 욕실 토탈 리모델링 서비스인 ‘이누스바스’를 비롯해 다양한 상품을 
보여주고, 견적에서 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쇼핑몰 플랫폼으로 
기획하였습니다.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스타일가이드 제작 
UI/UX, 콘텐츠 디자인 
일반회원, 사업자회원 회원 분리 
수량별 차등 판매가 개발 
공유하기 기능/추천인 프로세스 기능 강화 
면적에 따른 자동금액 계산 기능 개발 
사업자 회원 판매가 기능 개발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운영/유지보수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콘텐츠 기획#리뉴얼 #콘텐츠 가이드 #이커머스



5555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스타일가이드 제작 
UI/UX, 콘텐츠 디자인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이벤트 분기 구현, 바로구매 프로세스 구현
SNS 모아보기 구현, O2O 매장픽업 프로세스 구현
이벤트 투표 기능 추가
ERP 연동 및 포스 연동 구현

Scope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Client  

(주)농협홍삼 

2016/농협홍삼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개발,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농협홈삼은 인삼경작 신고와 경작지도 및 연근 확인 등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대행 기관이라는 브랜드 타이틀에 맞게 품질의 가치와 신뢰감을 주기 위해 브
랜드 타깃층에 맞는 이미지와 간결한 타이포그래피 사용으로 가독성 편의를 반영하
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랜딩의 재해석과 주 고객층을 분석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증대하였습니다.

#운영/유지보수 #배너 제작 #시스템 구축#콘텐츠 기획#신규구축 #콘텐츠 가이드 #이커머스



5656

Client  

아머스포츠  

아토믹, 살로몬, 윌슨, 순토, 마빅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 사이트 리뉴얼  
UI/UX/Front End/Back End 구축 

아머스포츠의 살로몬, 윌슨, 순토, 마빅 4개의 브랜드를 통합하고 
각 브랜드 사이트의 이커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오랜 역사와 헤리티지, 기술력을 갖춘 
브랜드들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구매 편리성을 강화한 UX 기획으로 구매전환율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Scope
#운영/유지보수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콘텐츠 기획#리뉴얼 #콘텐츠 가이드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UI/UX 스탠다드 가이드 제작 
콘텐츠 가이드라인 기획 
콘텐츠 배너,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스타일가이드 제작
프로토타입, 인터랙션 모델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5757

Client  

(주)이니시스 

스룩 콘텐츠 제작 Editor  
UI/UX/Front End/Back End 구축 

스룩은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온라인 콘텐츠 퍼블리싱과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콘텐츠에 가치를 더하다'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전문가나 디자이너 도움 없이도  
고객이 쉽고 빠르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에디터를 제작하였습니다. 

Scope

UX Strategy 기획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UI/UX 스탠다드 가이드 제작 
스타일가이드 제작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레이아웃, 텍스트, 이미지, 오브젝트/아이콘, 링크, 툴바 기능 개발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콘텐츠 가이드#콘텐츠 기획#리뉴얼 #이커머스#운영/유지보수



5858

Scope

Client  

(주)사조그룹 

2017/사조 통합 쇼핑 플랫폼 사이트  
UI/UX/Front End/Back End 구축 

국내 대표 식품 종합그룹인 사조그룹의 브랜드 해표, 대림, 오양 등을 통합한 
사조 제품 전문 쇼핑 플랫폼 ’사조몰’의 브랜드 컬러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사이트에 적용하였습니다. 
넓은 마진 값을 적용하여 그리드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구성함으로써 
제품이 잘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몰 통합 
타임세일, 가까운 매장 찾기
입점형 스킨 분기 프로세스 개발
바로구매 서비스, 첫주문 적립금 지급 개발 
게시물 등록시 등록된 관리자 이메일로 발송 시스템 개발 
회원정보 항목 내 환불계좌정보 등록 및 수정 
임직원 가입 기능 개발 
임직원 가입 시 적립금 정책 미적용 처리 
관리자 상품리스트 및 주문관리 항목 커스터마이징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콘텐츠 가이드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콘텐츠 기획#리뉴얼 #운영/유지보수 #이커머스



5959

브랜드몰 통합 
타임세일, 가까운 매장 찾기
입점형 스킨 분기 프로세스 개발
바로구매 서비스, 첫주문 적립금 지급 개발 
게시물 등록시 등록된 관리자 이메일로 발송 시스템 개발 
회원정보 항목 내 환불계좌정보 등록 및 수정 
임직원 가입 기능 개발 
임직원 가입 시 적립금 정책 미적용 처리 
관리자 상품리스트 및 주문관리 항목 커스터마이징

Scope

Client  

(주)사조그룹 

2017/사조 통합 쇼핑 플랫폼 사이트  
UI/UX/Front End/Back End 구축 

국내 대표 식품 종합그룹인 사조그룹의 브랜드 해표, 대림, 오양 등을 통합한 
사조 제품 전문 쇼핑 플랫폼 ’사조몰’의 브랜드 컬러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사이트에 적용하였습니다. 
넓은 마진 값을 적용하여 그리드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구성함으로써 
제품이 잘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가이드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콘텐츠 기획#리뉴얼 #운영/유지보수 #이커머스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6060

Client  

(주)일동제약 

일동제약 에이리스 브랜드 사이트 
UI/UX/Front End/Back End 구축 

에이리스는 세계 1위 제약회사 화이자가 제조하고, 국내 1위 제약회사 일동제약이
판매하는 경구피임약 브랜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고객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약품 특성상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 다소 한정적이고 딱딱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의약품의 정보 전달에
사용되던 딱딱하고 무거운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에이리스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주된 소비자층을 고려하여 친근하고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의 경험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Scope
#콘텐츠 가이드 #배너 제작#콘텐츠 기획#리뉴얼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UX Strategy 기획
신규 디지털 브랜딩 제작
상품 이미지 촬영 기획 및 촬영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스타일가이드 제작
콘텐츠 관리자 구축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6161

Scope

Client  

(주)일동제약 

마이니 브랜드 사이트 디자인 
UI/UX/Front End/Back End 개발  

마이니 자사몰 구축 프로젝트는 과학을 근거로 한 영양 설계와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건강을 전하는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신뢰라는 키워드로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기획과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심플하며 
가독성 높은 사이트에 맞는 UI/UX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제작하였습니다.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콘텐츠 기획#리뉴얼 #운영/유지보수 #이커머스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UX Strategy 기획
신규 디지털 브랜딩 제작
상품 이미지 촬영 기획 및 촬영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스타일가이드 제작
콘텐츠 관리자 구축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6262

Client  

(주)셀레뷰 

2017/셀레뷰 코스메틱 쇼핑 플랫폼 사이트 
UI/UX/Front End/Back End 개발 

에스디 생명공학의 자회사로 새롭게 출발한 ‘셀레뷰 (celebeau)’는 노하우를  
감각적인 텍스처와 정교한 테크놀로지로 결합한 하이퍼포먼스 색조 브랜드입니다. 
주 타겟층인 20, 30대를 고려하여 트렌디한 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Scope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콘텐츠 기획#신규구축 #시스템 구축 #이커머스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UX Strategy 기획
신규 디지털 브랜딩 제작
Functional Requirement Document 기획
스타일가이드 제작
콘텐츠 관리자 구축
UI, 컴포넌트 에셋 디자인



6363

Client  

SANOFI AVENTIS KOREA  

세노비스 온라인 쇼핑 플랫폼 
공식 온라인 스토어 디자인 및 시스템 구축 
UI/UX/Front End/Back End 개발 

글로벌 제약 브랜드 세노비스의 한국 로컬라이징 프로젝트에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커머스 환경에 맞춰 한국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UX, 기능과 레이아웃을 적용
하여 구성하고 세노비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구성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브랜드/쇼핑몰 간 통합회원시스템 구현 
징검다리 스탬프/위시박스/등급별 혜택 등  
멤버십 프로그램 구현 
SNS 공유 리워드 시스템 구현 
방문자별 맞춤추천 상품 제안 서비스 구현 
기능별/성별/연령별 상품 검색 서비스 구현 
오프라인 매장 찾기 서비스 적용 

Scope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콘텐츠 기획 #배너 제작 #기획전 제작#콘텐츠 가이드 #이커머스#신규구축



6464

Client  

PLAC 

컨템포러리 캐주얼 브랜드 PLAC  
온라인 스토어 디자인 및 시스템 구축 
디자인 운영/유지보수 

국내 최고 데님 타이틀을 넘어 이제는 컨템포러리 캐주얼웨어 브랜드의 대명사로 
떠오르고 있는 플랙진의 오피셜 사이트와 이커머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브랜딩과 고객 중심의 기능 강화에 목적을 두고 구축하였습니다.

상세페이지 이미지 제작 
스타일가이드 제작 
상품 SNS 공유 강화 
상품 구매량 랭킹 구현 
상품 후기 '좋아요' 프로세스 구현 
스마트 서치 기능 강화 
뉴스레터 접속 할인 상품 프로세스 구현

Scope
#콘텐츠 가이드#콘텐츠 기획#신규구축 #운영/유지보수 #시스템 구축 #이커머스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6565

디자인 유지보수 사례

프로세일 시스템 개발 
Inside Patagonia Blog 툴 개발 
ERP 연동 

Scope
#배너 제작#콘텐츠 기획#리뉴얼 #콘텐츠 가이드 #운영/유지보수 #이커머스

글로벌&국내 구축/운영/유지보수 진행 사례

Client  

PATAGONIA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PATAGONIA 
반응형 온라인 스토어 디자인 및 시스템 구축 
UI/UX/Front End/Back End 개발 

“우리가 만끽한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주자”라는 파타고니아의 글로벌 
아이덴티티와 다양한 플랫폼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국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리뉴얼을 진행하였습니다. 
30년 넘게 유지해온 환경 보호 운동과 뛰어난 자연친화적인 제품의 품질을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일관성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활동적이며 건강한 기업을 나타낼 수 있는 Active Orange Color를 사용하여 활기
차고 즐거운 이미지를 연출하였습니다.



6666

Client  

디프로모션 

디지털 프로모션, 이벤트 제작 솔루션 
UI/UX/Front End/Back End 개발 
단순스크립트를 통한 프로모션 진행 프로세스 제작 

디프로모션은 디앤디랩에서 자체 구축한 온라인 디지털 프로모션, 이벤트 제작 서비스 입니다. 
고객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이벤트를 개발할 필요가 없으며, 합리적인 이용료 지불만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룰렛, 퀴즈, 스크래치 카드, 슬롯 등 다양한 프로모션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용 에디터를  
이용한 별도의 툴이나 라이선스없이 디자인 편집이 가능합니다. 

크레딧 결제 시스템
정기결제 프로세스
관리자 프로모션참여자 SMS 전송 프로세스
디자인 테마 에디터 제작
프로모션 진행 통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Scope
#배너 제작#콘텐츠 기획#리뉴얼 #콘텐츠 가이드

자체 개발 서비스 “디프로모션”



콘텐츠 제작 사례

디앤디랩은 브랜드의 콘텐츠를 기획, 촬영,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6767



SMARTBUY 

착한화장지, 프랭크물티슈, 클리어랩 등 디지털 브랜딩, 이미지 촬영 기획 및 촬영 

콘텐츠 제작 사례

6868



SMARTBUY 

착한화장지, 프랭크물티슈, 클리어랩 등 디지털 브랜딩, 이미지 촬영 기획 및 촬영 

콘텐츠 제작 사례

6969



SMARTBUY 

착한화장지, 프랭크물티슈, 클리어랩 등 디지털 브랜딩, 이미지 촬영 기획 및 촬영 

콘텐츠 제작 사례

7070



일동제약 마이니 

건강보조 식품 마이니 디지털 브랜딩, 이미지 기획 및 촬영 

콘텐츠 제작 사례

7171



바이레다 

바이레다 청소용품 디지털 브랜딩, 이미지 기획 및 촬영

콘텐츠 제작 사례

7272



Denim of Virtue 

데님오브벌츄 브랜딩, 이미지 기획 및 촬영 

콘텐츠 제작 사례

7373



일동제약 에이리스  

에이리스 디지털 브랜딩, 이미지 기획 및 촬영 

콘텐츠 제작 사례

7474



BRANDING

롯데정보통신 러니 브랜딩  

네이밍 & 브랜딩 제작

콘텐츠 제작 사례

7575



캐스팅박스 브랜딩  

네이밍 & 브랜딩 제작

콘텐츠 제작 사례

7676



SERYBOX의 디자인 모티브는 Wellness 삶의 행복을 상징하는 몸, 마음, 정신을 유기적으로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연결되고 Dynmic 하게 변화되는 풍경을 향유’ 도록 디자인한 자하하이드의 건축미의 컨셉과 같이  
유기적인 의미를 담은 방향을 선정합니다. 

미래적이며 입체적이고 리드미컬한 디자인 컨셉 속에 몸, 마음, 정신의 연속성을 전달합니다.

Motif Keyword: 
Organic, Futurism, Cubism, Rhythmical, Playful

Motif process

세리박스 브랜딩  

네이밍 & 브랜딩 제작

콘텐츠 제작 사례

7777



쌍방울 데님오브벌츄 브랜딩  

브랜딩 제작

콘텐츠 제작 사례

7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