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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ame

Since

Capital 

Employees

CEO

Address

Business License No.

Corporate No.

Contact Info.

Industrial classification

adnstyle Co., Ltd.

August 19, 2004

1.6억원

91명 2022년 06월 기준

한경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118, 1층

220-86-90250

110111-3069518

02-553-3331, info@adnstyle.com

e-Biz전략 컨설팅, UX컨설팅, 커머스

웹서비스 구축 및 운영, 마케팅/온라인광고

overview



organization

Next eXperts Center

SI & Service Group

Creative Group
Illust & Video Contents Group

Brand eXperience div.

Maintenance Service Group

Creative Group
Publishing Group

Digital Communication div.

Campaign 1 Group

Campaign 2 Group
Studio

Business Strategy div.

Strategy Consulting Group

Creative Directing Group

Seconds Factory

R&D Group

FO&BO Development Group
New Biz Group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포털 구축 사업

휘닉스호텔앤드리조트 차세대 재구축 사업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Webshop / CTD 이커머스 연간 운영

넥센타이어 넥스트레벨 렌탈시스템 고도화 구축

기아자동차 웹사이트 14개국 글로벌 확산 프로젝트

한화그룹 Smart Work 협업포탈 시스템 구축 사업

아쿠쉬네트코리아 Foot Joy 웹사이트 연간 운영 및 광고대행

2016 - 2019 삼성헬스케어 웹사이트 운영 및 개선

신용회복위원회 업무효율화 웹/모바일 리뉴얼

한화생명 Smart-FP 신규 구축

2020 - ing 푸르덴셜생명보험, KB금융그룹 생명보험부문 차세대 구축UI/UX(ing)

한화 차세대 그룹웨어 구축 UIUX(ing)

Ecovadis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성과 조사 실버 인증 레벨 획득(2022.07)

흥국생명 차세대 구축 UIUX(ing)

베베쿡, 엘빈즈 자사몰 리뉴얼(ing)

Ecovadis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성과 조사 실버 인증 레벨 획득(2021.07)

헬스밸런스 자사몰 리뉴얼 및 BO통합(스키니랩/헬스밸런스/피트니스스토어)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 DW 및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사업

한화생명 보험코어시스템 UIUX 디자인가이드

한화생명 업무공유시스템 성과 및 협업 시스템 UI/UX 개발

HDC 아이파크몰 멤버십 시스템 구축

history



삼성전자 Forum 8개국 확산 프로젝트

리복코리아 마케팅 연간대행사 선정

ELCA Korea 브랜드 사이트 마케팅 통합 대행사 선정

한화S&C 전략파트너사 선정

GM대우자동차 Web Maintenance 연간대행사 선정

페르노리카드코리아 온라인 마케팅 연간대행사 선정

한화그룹 차세대 그룹웨어 사업

동서식품 맥심 그랑누아 온라인 마케팅 연간 대행

제일기획 협력사 선정

삼성SDS 협력사 선정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지점사이트 재구축 사업

2005 - 2010

㈜에이디앤 웹에이전시 사업부 ㈜에이디앤스타일로 독립법인 설립

리바이스트라우스코리아 홈페이지 및 온라인 마케팅 연간대행사 선정

2004. 08. 19

㈜에이디앤 웹에이전시 사업부 신설2000. 02. 11

ELCA Korea 7개 브랜드 이커머스 제작 및 운영, 리테일러몰 운영 대행

카시오 Baby-G 소녀시대 콜라보레이션 온라인마케팅 연간 대행

기업부설연구소 설립(2013.06)

삼성닷컴(NextGen) 웹사이트 리뉴얼 및 163개국 글로벌 확산

템퍼코리아 웹사이트 리뉴얼 및 온라인마케팅 연간 대행

한화생명 모바일 창구, 퇴직연금 통합 및 시스템 개선 사업

삼성닷컴 한국총괄 웹사이트 리뉴얼

2011 - 2015



CSR

에코바디스는 전 세계 155개국, 5만 여개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는 글로벌 조사 기관으로 친환경, 노동 및 인

권 보호, 윤리적 경영, 지속가능성의 4가지 주제를 기준으로 각 지원 기업의 정책부터 성과까지, 전 경영 과정을 평

가합니다. ESTEE LAUDER, LVMH, L'Oreal, L'Occitane, Nestle, Coca-Cola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파트너사

선정 시 에코바디스 지표를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는 만큼 전세계 높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바디스의 실버 인증은 상위 25%까지의 기업에 부여되는 등급으로, 에이디앤스타일은 이번 평가에서 노동 및

인권 보호, 윤리적 경영, 친환경, 지속가능한 조달 부문에서 골고루 긍정적인 평가를 되었습니다.

에이디앤스타일은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인정으로 글로벌 인증기업인

ecovadis사로 부터 실버 메달을 수여

받았습니다.

July.2022



award

정보서비스분야 최우수상

제약분야 최우수상

서비스분야 우수상

제품일반분야 최우수상

금융일반분야 최우수상

대기업종합분야 최우수상

제조업분야 최우수상

제품브랜드분야 최우수상

스포츠분야 우수상

패션분야 우수상

패션분야 우수상

웹진분야 대상

통신서비스 분야 대상

공공기관분야 우수상

문화/레저분야 우수상

휘닉스호텔앤드리조트

에이치엘사이언스

마스타자동차

덴비코리아

한화자산운용

한화S&C

㈜한화

아모레 아리따움

맥심 그랑누아

코오롱 HEAD 유이블로그

리바이스 시그니처

한화데이즈

SHOW 통합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설악워터피아

2006 - 2019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8

2007

2006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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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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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X Design
Strategy
Consulting system

business



web service

digital 
marketing

PC, mobile service
retail & company mall 
optimisation & reporting 
SEO analysis

digital IMC
on/off campaign
digital AD/ SA, DA
Youtube, SNS Channel
ATL/ BTL/ OOH

maintenance

e-Biz consulting & strategy
UI/UX consulting & strategy
PC, mobile web/app development
e-Commerce system development
web standardization & accessibility

business

01

02

03



01                                   web service

business

• e-Biz consulting
• strategy consulting and planning
• websit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 interactive media / responsive web / web accessibility

UI/UX consulting

• 마크업 / UI 인터렉션 개발 / UI 컴포넌트 개발

• Ajax UI개발 / UX 프로토타입 개발

• Bootstrap, Vue.js, AngularJS, jQuery...

Front-end development



02                                   maintenance

business

• adnstyle’s project management system
• risk management
• analytis & reporting

Brand maintenance service

• AEM(Adobe Experience Manager) CMS
• Drupal CMS
• Demandware CMS
• Magento eCommerce CMS

Global CMS maintenance
- 기아자동차 GRO5 글로벌 확산

- 아모레퍼시픽 리리코스, 려 운영 및 이벤트, 프로모션 개발

- NESCAFE Dolce Gusto 홈페이지 운영 및 페이지 개선

- CLINIQUE, BOBBI BROWN 이커머스 운영

- ESTEE LAUDER 이커머스 운영

- TEMPER Korea 이커머스 리뉴얼 및 운영

- ASICS Korea, Onitsuka Tiger 이키머스 운영



03                                   digital marketing

business

Digital marketing

TV SNS digital AD MCN production affiliate



reference

네스프레소 네스프레소 웹사이트 운영 브랜드 연간 운영(랜딩페이지) 2021.08 ~ 진행중

구몬학습 교원구몬 브랜드 웹사이트 리뉴얼
경쟁업계 우위와 비대면 상담신청 및 상품 결제를 위한 매력적
인 상품소개의 전체 리뉴얼

2021.01 ~ 2021.05

한화생명 한화생명 업무공유시스템 성과 및 협업시스템 구축 OKR 성과측정, 협업 및 정보공유 플랫폼 신규 구축 2019.11 ~ 진행중

삼성전자 삼성전자 서비스 Analyzer 구축 삼성전자서비스 설문 결과를 대시보드로 제작 2020.04 ~ 2020.07

넥센타이어 넥센 넥스트레벨 타이어 렌탈 홈페이지 재구축 홈페이지, 모바일웹 재구축 2018.08 ~ 2019.02

한화생명 Dreamplus Eco system Hub 구축 코웍플레이스63, 강남, 상하이를 통합하는 게이트 사이트 개발 2018.04 ~ 2018.08

오리온그룹 오리온 CSR활동관리 시스템 개발 / 홈페이지 통합 운영 시스템 개발 및 홈페이지 연간 운영 대행 2017.05 ~ 2021.04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호텔앤드리조트 차세대 리조트 시스템 구축 전체개편(고객용, 직원용) 2017.12 ~ 2019.01

한화L&C 온라인 비즈니스 컨설팅 및 운영 B2C직영몰 컨설팅 및 리테일몰 입점 및 운영 2016.08 ~ 2018.01

삼성메디슨 삼성메디슨 헬스케어 다국어 사이트 개발 독/프/이 현지 로컬라이징 확산 2017.06 ~ 2017.11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GRO5 글로벌 확산 글로벌 템플릿14개국 확산, AEM활용 2016.12 ~ 2017.04

한화S&C 한화S&C 협업포탈 Smart Work 전 계열사 확산 협업포탈 계열사별 UI/UX 적용 2016.10 ~ 2018.04

삼성전자 삼성전자 마케팅 투자비 통계 시스템 개발 마케팅 투자비 통계 시스템 신규 구축 2016.06 ~ 2016.10

덴비코리아 덴비코리아 웹사이트 구축 및 연간 운영 대표사이트 국내런칭 티징, 구축, 운영 2016.03 ~ 2018.01

삼성전자 삼성닷컴 웹사이트 및 한국 총괄 웹사이트 재구축 삼성닷컴 구축 및 163개국 확산 2013.02 ~ 2015.01

브랜드 & 컨설팅



reference

KB생명보험 푸르덴셜생명보험, KB금융그룹 생명보험부문 차세대 구축 푸르덴셜, KB생명 통합관련 차세대 UIUX 2022.12 ~ ing

흥국생명 흥국생명 차세대 구축 UIUX 컨설팅 & 채널 구축 흥국생명 차세대 보험코어 UIUX 컨설팅 및 가이드 작업 2022.01 ~ 2023.01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디지털창구 및 태블릿 브랜치 구축 디지털 창구 및 태블릿 브랜치 구축 2020.12 ~ 2021.09

신협중앙회 신협 조합총회 접수 및 투표 시스템 조합 총회 관리 시스템 및 투표인식 솔루션 개발(PC, Tablet) 2020.05 ~ 2020.10

한화생명 한화생명 보험코어시스템 구축(2차) 한화생명 차세대 보험코어 UIUX 사업 2020.04 ~ 2021.08

신협중앙회 신협 디지털창구 및 태블릿 브랜치 구축 디지털 창구 및 ODS 기반의 태블릿브랜치 구축 2019.12 ~ 2020.08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업무효율화 구축사업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PC, Mobile 리뉴얼 2019.04 ~ 2019.11

한화생명 한화생명 Smart FP 신규 구축 디자인 컨설팅 및 웹사이트 신규 구축 2018.10 ~ 2018.12

푸르덴셜생명 푸르덴셜생명 사이버창구 시스템 구축 사이버 창구 신규 구축 2017.12 ~ 2018.06

한화생명 한화생명 H.OP 통합 고도화 프로젝트 모바일 영업지원 통합고도화 2017.12 ~ 2018.07

DB자산운용 DB자산운용 홈페이지 재구축 CI변경 및 전체개편(리브랜딩) 2017.09 ~ 2018.01

ABL생명 ABL생명 인터넷보험 재구축 전체개편(리브랜딩) 2017.02 ~ 2017.07

신한금융 신한금융 Shared Platform 구축 그룹공동 모바일 플랫폼 구축 2016.03 ~ 2017.08

한화생명 한화생명 영업지원포털 시스템 구축 모바일창구 및 퇴직연금 통합 구축 2016.03 ~ 2017.01

신한카드 신한카드 통합 모바일오피스 시스템 구축 ODS UI/UX 고도화 2016.03 ~ 2016.06

한화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홈페이지 재구축 PC, Mobile, 아리랑ETF 사이트 개편 2015.08 ~ 2015.12 

한화생명 한화생명 모바일 창구, 퇴직연금 통합 및 시스템 개선 시스템 통합 및 개선 2015.07 ~ 2015.11

금융/보험



reference

KB디지털헬스케어 KB손해보험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서비스, 커머스, 데이터를 아우르는 국내최초 플랫폼 구축 2021.04 ~ 2021.10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DW및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디지털기업지도, 공동이용시스템, EIS 구축 사업 2020.09 ~ 2021.09

한국고용정보원 국가일자리플랫폼 기반의 AI 고용서비스 구축 사업 바로원 업무시스템, 일자리매칭AI, 정책지도서비스(시각화) 2019.08 ~ 2020.05

대한수영연맹 대한수영연맹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개선 및 운영 홈페이지 리뉴얼 및 대한체육회 연계 개발 2019.09 ~ 2019.12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 차세대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 소년보호교육 종합관리시스템 재구축 2018.04 ~ 2018.08

한국고용정보원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기반 및 일자리포털 구축 일자리포털 모바일 UI/UX 개발 2018.03 ~ 2018.12

한화키즈클래스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사이트
핵심 사용자층인 보육교사와 원장선생님을 고려한 UI/UX 적
용

2017.03 ~ 2017.05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빙상경기연맹 웹사이트 리뉴얼 및 연간 운영 대행 웹사이트리뉴얼 및 운영 2015.02 ~ 2016.06

오리온 오리온 사건사고 보고서 시스템/오픈구매/R&D정보관리 주요 업무 시스템 홈페이지 개발 2018.01 ~ 2018.08

한화S&C 한화S&C Eagle PMS 재구축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재구축(UI/UX) 2017.04 ~ 2017.07

공공 기관 외



reference

ELCA Korea ELCA그룹 13개 브랜드 공식몰 운영 및 통합 대행 현지화 전략 컨설팅, 월 리프레시 및 신디케이션 운영 2004.04 ~ 진행중

KENZO 겐조 웹사이트 및 리테일몰 운영 관리 월 리프레시 및 리테일몰 운영 2011.09 ~ 진행중

Lable C
삼성물산 온라인몰 전문 편집샵 Lable C 콘텐츠 가이드 제
작

브랜드 콘텐츠 Style Guide 및 콘텐츠 제작 2019.12 ~ 진행중

템퍼코리아 템퍼코리아 사이트 재구축 및 연간 운영 대행 전체개편 및 연간 운영 2014.12 ~ 진행중

풋조이 골프용품 Foot Joy 홈페이지 운영 및 연간 광고 대행 S/S, F/W 시즌 리뉴얼 및 소셜 채널 운영 2016.02 ~ 2017.02

록시땅코리아 브랜드 사이트 및 리테일몰 운영 / 마케팅 대행 브랜드 사이트 운영 및 마케팅 대행 2013.08 ~ 2015.10

카시오 Baby-G 베이비지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및 운영 / 마케팅 대행 프로모션 및 마케팅 대행, 채널 운영 2012.04 ~ 2012.12

커스텀멜로우 코오롱 커스텀멜로우 웹사이트 및 모바일 구축/운영 PC, Mobile 구축 및 운영, 온라인 광고 대행 2010.05 ~  2013.06

갤러리아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리뉴얼 백화점, 명품관 리뉴얼 및 다국어 개발 2010.09 ~  2011.04

뷰티 / 패션 / 코스메틱



reference

베베쿡, HB F&B 베베쿡, 엘빈즈 자사몰 리뉴얼 베베쿡, 엘빈즈 자사몰 리뉴얼 및 업무영역 리뉴얼 2022.01 ~ 진행중

헬스밸런스 헬스밸런스 자사몰 리뉴얼 및 BO 통합 스키니랩/헬스밸런스/피트니스스토어 리뉴얼 및 통합BO구축 2021.01 ~ 2022.02

아식스코리아 아식스닷컴 이커머스 연간 운영 Demandware CMS 이커머스 연간 운영 2020.03 ~ 2021.02

아식스코리아 오니츠카 타이거 이커머스 연간 운영 Demandware CMS 이커머스 연간 운영 2020.03 ~ 2021.02

네슬레코리아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Web Shop 연간운영 브랜드 사이트 2018.07 ~ 2021.06

네슬레코리아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캡슐 투 도어’ (정기배송) 연간운영 쇼핑몰 고도화 및 연간 운영(커머스+브랜드) 2018.07 ~ 2021.06

HL SCIENCE 에이치엘사이언스 직영몰 재구축 전체개편(커머스+브랜드) 2017.12 ~ 2018.05

마스타자동차 마스타자동차 홈페이지 통합 리뉴얼 및 직영몰 구축 전체개편(커머스 개발, 계열사 통합) 2017.05 ~ 2018.10

GLAMGLOW ELCA글램글로우 이커머스 구축 신규 론칭 및 온라인몰 운영, 리테일몰 운영 2016.01 ~ 2016.05

한화갤러리아 한화갤러리아 온라인 그로서리몰 GOURMET494 구축 온라인 몰 신규 론칭 2015.04 ~ 2015.10

한국존슨앤드존슨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쇼핑몰 신디케이션 구축 및 운영 쇼핑몰 신디케이션 2013.12 ~ 2014.03

이커머스



reference

LF 아떼, 룰429 SNS운영 및 마케팅 대행 SNS운영, 옥외광고, SA, 바이럴 진행 2019.10 ~ 진행중

가란시아 신세계인터내셔날 가란시아 SNS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채널운영, 사진,영상촬영, 콘텐츠 제작 2019.12 ~ 2021.08

비디비치 신세계인터내셔날 비디비치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 2019.09 ~ 2021.02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재규어 랜드로버 디지털 광고 광고 소재 제작 및 집행 2019

OB맥주 레드락 인스타그램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채널 운영 및 리브랜딩 콘텐츠 제작/촬영 2019.05 ~ 2019.10

MAC MAC 인스타그램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연간 대행 사진,영상촬영, 콘텐츠 제작 2018.03 ~ 진행중

LAB SERIES 랩시리즈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연간 대행 채널운영, 콘텐츠 제작 2018.01 ~ 진행중

Tempur 템퍼코리아 온라인 마케팅 연간 대행 채널운영, 브랜드검색, 캠페인&프로모션 연간 대행 2014.12 ~ 진행중

Origins 오리진스 디지털 광고 광고소재 제작 및 집행 2019.05 ~ 진행중

Clinique 크리니크 IMC 캠페인 대행 및 채널 운영 채널운영, 홍보, O2O마케팅, 체험마케팅 2014.01 ~ 진행중

스테이얼 CJ오쇼핑 Stayere 브랜드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 대행 운영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대행 2018.03 ~ 2019.01

Kraft Heinz 크래프트하인즈 온라인 광고 및 채널 운영 채널운영, Media Mix 2013.04 ~ 2016.11

광고마케팅 / 콘텐츠 제작



Web Service

e-Biz Consulting & Strategy

UI/UX Consulting & Strategy

PC, Mobile Web/App Development

e-Commerce system Development

Web Standardization & Accessibility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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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ilo

태블릿을 이용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구축과

디지털창구 시스템 연동으로 대면채널을 통합하고 온/오프 마케팅 채널 구축

현장 사용을 고려한 쉽고 직관적인 UI/UX 제공

MG새마을금고

디지털 창구 및 태블릿 브랜치 구축

2020.12 ~ 2021.09

Sales UX & Data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향후 CRM 기반의 마케팅이 가능한 독립몰로 재구축

운영 및 관리 효율 향상을 위해 Back office 통합 추진

핼스밸런스 자사몰 통합 구축

- 스키니랩, 천지양, 피트니스스토어

2021.02 ~ 2022.02

#system renewal, #responsible, #tablet, #app, #ecommerce



Portfoilo

제안 키워드인 “인생학습”을 키워드로 웹사이트 전체 컨셉으로 적용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페이지에 브랜드 메시지가 담긴 콘텐츠 제공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하여 Brand Value를 높임

상품정보가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는 페이지 구성과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Interaction UI와 모션 이미지를 제공

교원구몬 웹사이트 리뉴얼

2021.01 ~ 2021.05

#system renewal, #branding, #UI/UX



Portfoilo

노후화된 집금업무 시스템 고도화와 태블릿PC 기반의 시스템 구축으로

디지털 창구와 접목하여 향후 ODS 업무로 확장하기 위한 기반 마련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와 현장 사용을 고려한 UI/UX 제공

신협중앙회 디지털 창구 및 태블릿 브랜치 구축

2019.12 ~ 2020.07

삼성전자서비스의 고객 VOC 및 각 지표별 지수에 대한 통계 리포팅

주요 데이터 I/F를 통한 통계 대시보드 제공

직관적 정보구조와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챠트 기능 제공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삼성전자서비스 애널라이저 구축

2020.03 ~ 2020.07

#system renewal, #responsible, #tablet, #app



Portfoilo

아이파크몰 온라인 멤버십 시스템 신규 구축, 모바일앱을 통해 멤버십 제도 이용

포인트 적립과 사용, 쿠폰, 주차정산 전자영수증 등 편리한 기능 도입

HDC계열사들의 아이덴티티와 통일성을 갖도록 웹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 개편

HDC 아이파크몰 멤버십 APP &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2019.09 ~ 2019.12

사이버지부 시스템 개편을 통한 사용성 및 편리성 강화, 업무효율성 제고

사이버지부 웹사이트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UI/UX 개선

PC기능 및 전자서식 통합 적용한 모바일APP 신규 구축

신용회복위원회 업무 효율화 구축사업

2019.04 ~ 2019.11

#system renewal, #responsible, #app



Portfoilo

기존 렌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고객의 상품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

쇼핑몰 리뉴얼과 모바일 쇼핑몰 신규 구축

넥센타이어 렌탈 시스템 고도화

2018.07 ~ 2019.01

휘닉스호텔앤드리조트 차세대 리조트 시스템 개선 사업

휘닉스호텔앤드리조트/평창/제주, PC,Mobile, 다국어 홈페이지 개발

사용자 시스템과 업무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개발 및 협업

휘닉스호텔앤드리조트 차세대 리조트 시스템 개발

2017.10 ~ 2019.01

#system renewal, #responsible, #ecommerce

정보서비스분야 최우수상



Portfoilo

빅데이터기반 국가고용정보 플랫폼 및 일자리포털 구축 프로젝트

모바일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UI/UX 개편

정부정책 대국민 일자리포털 통합 정보 제공

한국고용정보원 -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기반 및 일자리포털 구축

2018.04 ~ 2018.12

새로운 영업프로세스 기반의 신규 영업 채널 런칭

영업활동의 전 과정을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수행하는 시공간적 유연성 제공

신규채널에 대한 디자인 전략 제시부터 Pilot 사이트 구축까지 수행

한화생명 Smart FP 신규 구축

2018.09 ~ 2019.01

#system renewal



Portfoilo

모바일 사이버창구 신규 도입 프로젝트

모바일 이용자 급증에 따른 신규 서비스 채널확대

스마트 금융 서비스 제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 목표

푸르덴셜생명 모바일 사이버창구 시스템 신규 구축

2018.01 ~ 2018.06

FP 영업활동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편리하고 안정적인 모바일 영업지원 환경 제공

영업현장의 사용자 불만요소 최소화 및 사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최신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영업환경 제공으로 모바일 기반 영업활동 효율 강화

한화생명 One-Stop Platform 고도화

2017.12 ~ 2018.07

#system renewal, #responsible, #app, #tablet



Portfoilo

기존 브랜드 이미지 Renewal을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화

구매 편의를 위한 간편로그인, 간편결제, 나눔배송등의 기능 제공

스키니랩, 피스트니스토어, 천지양의 3개 자사몰 구축 및 BO 통합

에이치엘사이언스 직영몰 구축

2017.12 ~ 2018.04

비즈니스 및 브랜드 소통 채널 확립을 위한 홈페이지 재구축

웨딩홀의 컨셉과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고품격 퀄리티 어필로

플라자웨딩 브랜드의 인지도 강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플라자웨딩 홈페이지 재구축

2017.11 ~ 2018.02

#system renewal, #responsible, #ecommerce, #branding

제약분야 최우수상



Portfoilo

프로젝트 기간중 CI 변경으로 디자인 변경 이슈 대응

변경된 CI에 따른 새로운 Identity 구축과 Web Style Guide 신규 제작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동부자산운용의 새 이름 DB자산운용 홈페이지 구축

2017.11 ~ 2018.01

대표사이트 리뉴얼과 동시에 B2C 전략으로 쇼핑몰 기능을 추가하여 통합 개발

회원전용 서비스 강화와 고객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글로벌 확장을 위한 다국어 지원(영어,일어,중국어)

PC Web, Mobile Web, eCommerce, 다국어 사이트

마스타자동차 통합사이트 구축
(마스타자동차, 호텔마스타대천, 레드스톤)

2017.05 ~ 2017.09

#system renewal, #responsible, #ecommerce, #branding

서비스분야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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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보험 ABL생명으로 리브랜딩 이슈 반영

브랜드 아이덴티티 반영을 위한 디자인 스타일가이드 제작 등 변화관리 대응

ABL생명(구 알리안츠생명보험) 인터넷보험 재구축

2017.02 ~ 2017.07

삼성헬스케어 글로벌 웹사이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확산 작업

국가별 로컬라이징을 통한 지역 고객들의 의료기기 정보 접근성 향상

로컬 회원들 대상의 효율적인 고객 커뮤니케이션 강화 목적

삼성메디슨 헬스케어 다국어 사이트 확산

2017.06 ~ 2017.11

#system renewal, #responsible, #br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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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emplate 기준 14개국 확산 작업

각 나라별 지∙법인 별도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KIA의 글로벌 아이덴티티 확산 전략으로 14개국 반영

Adobe AEM을 활용한 웹사이트 구축 및 확산

기아자동차 GRO5 글로벌 확산 구축

2016.11 ~ 2017.04

오리온 임직원들의 교육과 캠페인 참여 유도 및

체계적인 활동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그룹웨어 인사시스템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

CSR 활동보고 및 통계 등 통합관리 분석 기능 개발

오리온 CSR 활동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2017.05 ~ 2017.08

#system renewal, #responsible, #AEM, #CMS



Portfoilo

인터넷, 모바일 등 매체 환경의 변화 대응과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전통적인 B2B 비즈니스 모델에서 B2C(소비자거래)로 확장하는 전략을

수행하는 컨설팅 수행

한화L&C 온라인비즈니스 컨설팅

2016.10 ~ 2016.12

기존 교육사이트의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탈피

핵심 사용자층인 보육교사와 원장선생님을 고려한 UI/UX 적용

PC, Mobile, Tablet 지원의 Smart Learning 구현

Hanwha Kids Class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온라인특별직무교육 사이트 구축

2017.03 ~ 2017.05

#system renewal, #responsible,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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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Plus, 베이직팩, 알림이, 모바일상담 등 신한금융그룹의 은/카/금/생

4개사의 주요 서비스를 통합

그룹사 통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주 사용자층의 사용 편의성 제공을 위한

UI/UX 디자인 개발

신한금융 Shared Platform 구축

2016.08 ~ 2016.12

상담 처리 및 상담관리 등의 현장 영업력 강화를 위한

아웃도어세일즈시스템(ODS) 고도화 작업

주 사용자인 영업직과 고객들의 사용성을 고려한 UI/UX 고도화 작업

신한카드 통합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 고도화 –

신한카드 SWING

2016.03 ~ 2016.06

#system renewal, #responsible, #app, #tab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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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구축 / 연간 운영 대행 / Retailer mall 운영

PC, Mobile 환경을 고려한 적응형 웹(AWD)으로 개발

영국 프리미엄 테이블 웨어 Denby Korea

웹사이트 구축 및 연간 운영 대행

2016.02 ~ 2018.01

유진홈데이 인테리어 사업 런칭을 위한 홍보 사이트 구축 /

PC, Mobile 환경을 고려한 적응형 웹(AWD)으로 개발

유진홈데이 홈인테리어 사이트 구축

2016.06 ~ 2016.08

#system renewal, #responsible

제품일반분야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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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검진센터와 연동하여 사용자의 검진결과 내역을 조회, 관리가 가능하며, 

건강에 대한 정보 컨텐츠 제공을 통한 마케팅 플랫폼으로 구축

옥상 OK PLUS 스마트건강검진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대행

2016.02 ~ 2017.07

컴파운드 사업부문 합병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딩 사이트 재구축

사업 영역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채용 메뉴 강화 및 고객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 기업 브랜드 이미지 상승을 목적으로 함

한화컴파운드 국문/영문 사이트 구축

2015.11 ~ 2016.01

#system renewal, #responsible, #app

대기업종합분야 대상

전문정보분야 우수상



Portfoilo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한 개인신용대출 서비스 개발

UX 환경을 고려한 UI 개발로 고객 접근성 강화

웹/앱 접근성 적용

한화생명 핀테크 신용대출

개인신용대출 온라인 시스템 및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2016.03 ~ 2016.08

모바일창구 및 퇴직연금 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함과 동시에

이기종 시스템 통합으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사용자 UX 환경을 고려한 UI 기능 개선

웹/앱 접근성 인증 마크 획득

한화생명 모바일창구/퇴직연금 통합 및 시스템 개선

2015.06 ~ 2015.11

#system renewal, #respo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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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 웹 개편 작업 진행

사용자 UX 환경을 고려한 UI 기능 개선

웹/앱 접근성 인증 마크 획득

한화자산운용 국문/영문 리뉴얼 및 모바일 사이트 구축

아리랑ETF 사이트 구축

2015.04 ~ 2015.07

단순 기업PR사이트가 아닌 고객 브랜딩 요소 추가

효과적 주요 비즈니스 소개 노출

2014 웹어워드코리아 대기업 종합분야 대상 수상

한화S&C 웹사이트 리뉴얼

2014.04 ~ 2014.06

#system renewal, #responsible

금융일반분야 최우수상 대기업 종합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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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디자인 리뉴얼

영문 / 중문 / 일문 다국어 서비스

주력 제품 및 비즈니스 소개 노출

SK케미칼 웹 사이트 구축

2013.10 ~ 2013.12

반응형 웹을 통한 다양한 디바이스 접근성 개선

웹접근성 준수, 글로벌 163개국 확산 작업

Samsung.com 삼성전자 글로벌, 한국 총괄 리뉴얼

2013.08 ~ 2015.02

#system renewal, #responsible, #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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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모바일 사이트 구축 및 운영

Forum 8개 지법인 다국어 사이트

삼성전자 CES, IFA, Forum 2011-2014

2011.08 ~ 2014.09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운영

US 사이트 구축

Picasa / YouTube / Twitter API 연동, RSS서비스,  SEO최적화 지원

삼성전자 Mobile Press

2011.01 ~ 2014.03

#system renewal, #respo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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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사이트 및 이커머스 고도화

운영 및 온라인 광고&캠페인 진행

소셜 채널 관리(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템퍼코리아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2013.12 ~ 2014.03 / 운영중

영문 / 중문 다국어 서비스

다양한 입점 브랜드 노출 및 이벤트 구현

싱가폴 창이공항 신라면세점 리뉴얼

2014.06 ~ 2014.10

#system renewal, #respo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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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사이트 개발

다국어 사이트, 기업, 지점 사이트 개발

사용자 화면UI 및 기능 개선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웹사이트 구축

2010.09 ~ 2011.04

온라인 광고 대행 및 소재제작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브랜드사이트 유지운영

커스텀멜로우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 구축

2010.05 ~ 2013.06

#system renewal, #responsible



Portfoilo

다양한 사업군을 3D 오브제 및 끈 모티브를 통해 각 사업 소개

웹표준, 웹접근성 준수

(주)한화 웹사이트 구축

2013.04 ~ 2013.10

유이 블로그 사이트 개발

이벤트 프로모션 진행

네이버 미투데이 연계

햅틱 위젯 개발

HEAD 유이 캠페인 사이트 구축

2009.12 ~ 2010.03

#system renewal, #responsible

스포츠분야 우수상제조업분야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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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ilo #promotion, #event, #ecommerce

국내에서 구축 후 Web Style Guide 및 제작물 Global 배포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온라인 몰 구축

온라인 광고 대행, ELCA그룹 15개 브랜드 총괄 대행

에스티로더 코리아 15개 브랜드 연간 운영

2004.04 ~ 운영중

캐주얼하고 밝은 이미지를 강조하고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의

재배치와 사이트 이탈율을 개선하기 위한 UI/UX 개편

주문 및 dash board 고도화, Security Scan 대응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CTD(Capsule To Door)

운영 및 고도화

2018.10 ~ 2021.07



Portfoilo #promotion, #event, #ecommerce

SSFShop에서 신규 런칭한 클린뷰티 전문 코스메틱 편집숍 Label C를 필두로

브랜드의 정확한 컨셉 전달과 안정적인 톤앤매너 구성으로 차별화된 템플릿 제작

삼성물산 SSFShop 뷰티 카테고리 템플릿 제작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바이럴 마케팅 및 프로모션 연간 대행

온라인 광고 대행, 쇼핑몰 웹사이트 구축

KENZO 리테일러몰 운영

2011.08 ~ 2012.12
2019.12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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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바이럴 마케팅 및 프로모션 연간 대행

온라인 광고 대행, 쇼핑몰 웹사이트 구축

뉴트로지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2011.08 ~ 2012.12

브랜드 사이트 및 이커머스 고도화

운영 및 온라인 광고 & 캠페인 진행

2014.03 ~ 2015.02

#promotion, #event

아리따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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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는 가이드로 글로벌/법인사이트 연간 운영

삼성전자의료기기 사업부와 삼성메이슨이 함께하는 통합 의료기기 솔루션 제공

삼성헬스케어 글로벌/법인사이트 연간 운영 및 개선

2019.09 ~ 2021.02

아식스닷컴, 오니츠카타이거 이커머스 연간 운영

글로벌에서 사용중인 SFCC 솔루션을 이용한 운영 대행

아식스코리아 공식온라인몰 연간 운영

2019.12 ~ 운영중

#promotion, #event, #deman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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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오 Baby-G 소녀시대 프로모션 모바일 사이트 구축 및 운영

나만의 Baby-G 배경화면 만들기

페이스북 운영

온라인 마케팅 대행

카시오 Casio Baby-G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및 운영

2012.04 ~ 2012.12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바이럴 마케팅 및 프로모션 연간 대행

온라인 광고 대행, 쇼핑몰 웹사이트 구축

동서식품 맥심그랑누아 사이트 구축 및 운영

2010.09 ~ 2011.12

제품브랜드분야 최우수상

#promotion,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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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홈페이지 연간 운영 및 브랜드 사이트 구축

웹진 구축 및 운영 연간 대행

온라인 광고, 프로모션 진행

리바이스CRM 개발

리바이스 대표사이트/브랜드 사이트 구축 및 운영

2003.01 ~ 2011.12

리복 웹사이트 운영 및 온라인 마케팅 진행

글로벌 웹사이트 리프레시,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및 운영

커뮤니티 채널 운영, 온라인 광고 대행 및 프로모션 진행

리복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2005.11 ~ 2009.12

#promotion,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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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티져 사이트 구축 및 운영

온라인 프로모션 및 온라인 광고 연간 대행

질레트 코리아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2003.04 ~ 2007.02

오랄-비 웹사이트 운영 및 온라인 마케팅 진행

글로벌 웹사이트 리프레시,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및 운영

커뮤니티 채널 운영, 바이럴 및 광고 집행

오랄-비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2003.02 ~ 2007.02

#promotion,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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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ento를 이용한 웹사이트 운영 및 커스트마이징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Webshop, 
캡슐투도어 CTD(정기배송) 웹사이트

웹사이트 리뉴얼, 연간 운영 대행, 프로모션 운영

Magento 운영 인력

기획 : 고급1, 중급2, 초급2
퍼블리싱 : 고급1, 중급1, 초급1
개발 : 고급1, 중급1, 초급2

Magento

#CMS, #magento, #AEM, #demandware, #dru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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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M을 이용한 웹사이트 운영 및 커스트마이징

기아자동차 GRO5 글로벌 확산 프로젝트

아모레퍼시픽 리리코스, 려 AEM 운영 및 이벤트, 프로모션 개발

Adobe Experience Manager

#CMS, #magento, #AEM, #demandware, #drupal



Portfoilo

DRUPAL CMS를 이용한 이커머스 사이트 운영 및 커스트마이징

CLINIQUE, BOBBI BROWN, ESTEE LAUDER 이커머스 사이트 운영

Drupal CMS

#CMS, #magento, #AEM, #demandware, #drupal



Portfoilo

demandware eCommerce Software Platform을 이용한 이커머스 사이트 운영

TEMPUR Korea 이커머스 사이트 리뉴얼 및 운영

Demandware

#CMS, #magento, #AEM, #demandware, #drupal



Digital Marketing

Digital IMC

On/Off Campaign

Digital AD/ SA, DA

YouTube, SNS Channel

ATL/ BTL/ OOH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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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ilo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 연간 운영

소재 촬영 및 콘텐츠 제작

신제품 런칭 디지털 캠페인 진행

크리니크 소셜미디어운영, 광고집행, 디지털 캠페인 진행

2011.11 ~ 현재

새로운 영업프로세스 기반의 신규 영업 채널 런칭

영업활동의 전 과정을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수행하는 시공간적 유연성 제공

신규채널에 대한 디자인 전략 제시부터 Pilot 사이트 구축까지 수행

바비브라운 SNS 콘텐츠 촬영 및 제작, 온라인마케팅

2018.01 ~ 2018.12

#digital marketing



Portfoilo

랩 시리즈 브랜드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동영상 크리에이터와의 콜라보 기획,

‘시즈너블한 요소:연인에게선물’ 컨셉과 ‘트렌디적인요소:하울링‘ 컨셉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사용감이란 경험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구매욕구를 상승

랩 시리즈X승혁을주리 유튜브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2019.11 

그루밍족을 겨냥한 SNS전략 : ‘남자라면, 랩 시리즈’

남성뷰티브랜드에 최적화된 정보성과 브랜딩 콘텐츠를 제작, 

분기별로 캠페인을 진행하여 최적화된 콘텐츠에 대한 높은 노출도와 반응도를 기록

랩 시리즈 SNS 콘텐츠 촬영 및 제작 & 온라인마케팅

2018.01 ~ ing

#digital marketing



Portfoilo

맥 국내공식 인스타그램 런칭으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K-Beauty’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퀄리티 콘텐츠 제작. 

컨셉 기획부터 모델섭외, 촬영, 보정까지 월 평균 콘텐츠 30건 이상 진행.

브랜드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즉각적인 수치로 제작콘텐츠 평균 좋아요 2K,

오픈 8개월 만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K 달성.

MAC 국내 인스타그램 최초 런칭 및 콘텐츠 제작

2018.01 ~ ing

최근 핫한 브랜드 비디비치의 매달 출시되는 신제품과 베스트 아이템에

SNS 상에서 소비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한 콘텐츠를 제작.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제작물은 고객의 만족도와 함께 중국 채널 라이선스까지

포함하여 2020년 계약이 연장되는 좋은 결과를 얻음.

비디비치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

2019.01 ~ 2021.02

#digital marketing



Portfoilo

피지오겔은 페이스북 이벤트를 진행, SNS에 인증샷 등 공유단서를 추가 함으로서

2차 콘텐츠 생성과 추가 확산을 유도

콘텐츠 제작 및 제품 촬영

피지오겔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광고 집행

2014.04 ~ 2019.03

하인즈 코리아 모바일 사이트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상세 레시피를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하인즈 온라인 광고 대행 및 마케팅 진행

2014.06 ~ 2017.05

#digital marketing



Portfoilo

레드락 리브랜딩 SNS 채널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비주얼 콘텐츠 아이디어 단계부터 제작까지 참여

OB맥주 레드락 SNS 콘텐츠 촬영 및 제작, 온라인마케팅

2019.04 ~ 2019.10

오감을 자극하는 새로운 칵테일 파티 – 제임스 컬트 필름 클럽!

본 캠페인은 제임슨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을 받고 파티현장의 모습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톤앤매너로 젊은 타겟층과 친밀감 형성

제임슨 위스키 - 제임스 컬트 필름 클럽 캠페인 제작

2015.08 ~ 2016.08

#digital marketing



Portfoilo #digital marketing

CGV와 함께하는 세계 최초 리클라이닝 침대극장 –

템퍼시테마 & 템퍼코리아 SNS 오픈.

템퍼의 편안하고 특별한 브랜드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고객참여형 캠페인 기획.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객 모집과 캠페인 영상을 확산 진행

TEMPUR 2018 Digital Campaign – 템퍼시네마 캠페인

2018.01 ~ 2018.10

에스티로더의 신제품 프로모션으로 O2O 디지털샘플링 & 매장이벤트 진행

Online to Offline, 양 채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단순 샘플신청이 아닌

고객경험 기반의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추가하여 세일즈 부스팅 역할 담당

에스티로더 디지털 프로모션 기획 & 제작

2019.03



Portfoilo #content creation

M.A.C 소셜미디어 콘텐츠 촬영 제작

메이크업 룩을 선두하는 MAC의 전문성과 아트성을 표현하는 SNS 비주얼 콘텐츠 기획 및 촬영 제작 : Objectvie

인스타그램 : Media



Portfoilo #content creation

바비브라운 소셜미디어 콘텐츠 촬영 제작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바비 브라운의 전문성을 표현할 수 있는 메이크업 비주얼 콘텐츠 기획 및 촬영 제작 : Objectvie

인스타그램 : Media



Portfoilo #content creation

비디비치 소셜미디어 콘텐츠 촬영 제작

모던하고 시크한 브랜드 톤앤매너에 맞추어 심플하면서 프리미엄한 SNS 비주얼 콘텐츠 기획 및 촬영 제작 : Objectvie

인스타그램 : Media



Portfoilo #content creation

스테이얼 소셜미디어 콘텐츠 촬영 제작

라이프스타일 속 머무는 향기를 표현하기, SNS 비주얼 콘텐츠 기획 및 촬영 제작 : Objectvie

인스타그램 : Media



㈜에이디앤스타일 김완태 이사

02-2015-3336   |  teya@adnstyle.com

thank you
제안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