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ABY
사이트 제작

브랜드 무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타이포와 목업 이미지를
활용한 사이트로 반응형 웹사이트에 맞게 각 디바이스에 맞춰서
개발 진행.

STABY
STABY 사이트 제작



LOTTE CALIVERSE
사이트 제작

메타버스의 미래지향적인 무드를 강조한 디자인 컨셉으로
폰트 밑 무늬를 일관성있게 디자인하여 브랜드의 정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반응형 사이트 제작

Lotte caliverse
Lotte caliverse 사이트 제작



EROMNET
사이트 제작

글로벌 결제 플랫폼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 디자인, 개발에 모두 참여. 반응형 제작건으로 UI/UX에 맞춰
진행.

EROMNET
EROMNET 사이트제작



COUPANG Reveal2021

엔드투엔드 이커머스와 물류네트워크를 만든 쿠팡의
미래적인 기술 혁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반응형 ui/ux에
초점을 맞춰서 사이트 제작.

coupang
Coupang 사이트 제작



HEALTH HELPER
사이트 제작

건강한 에너지를 채우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풍성한
컨텐츠들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표현하며, 다양한 디바이스와
해상도에 맞게 최적화되는 반응형웹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HEALTH HELPER
HEALTH HELPER 제작



INABA EUROPE
브랜드몰 제작

R E S P O N S I B L E  W E B

INABA는 반려견, 반려묘에게 행복을 선사한다는 브랜드
컨셉에 맞춰 라운드 도형과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진행. 반응형 제작건으로 UI/UX에 맞춰 디자인 및 개발 진행.

Clients INABA
Project INABA 브랜드몰 제작



PADO
사이트 제작

사용자가 클래스와 강사진들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는것을 중점으로 개발.

PADO
PADO 사이트 제작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SNS 컨테츠 제작에 참여.
많은 정보들이 한 눈에 잘 들어오도록 가독성에 집중했으며,
트랜디한 일러스트와 텍스트, 컬러의 강약 조절로 디자인을 진행.

승일미디어
서울 특별시 교육청 sns컨텐츠 제작

C O N T E N T S



CHASIN’ RABBITS
브랜드몰

CHASIN’ RABBITS는 잇츠한불에서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로
다양한 디바이스와 해상도에 맞게 최적화되는 반응형웹으로
개발만을 진행.

잇츠한불
CHASIN’ RABBITS  반응형웹 개발



한아세안문화혁신포럼

미래 글러벌 성장 동력인 문화 컨텐츠를 주제로 개최되는 포럼에
맞도록 전문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덴티티를 노출하도록 디자인을
진행하고 반응형으로 제작

2021 ASEAN-ROK CULTIRE INNOVATION SUMMIT
2021 ASEAN-ROK CULTIRE INNOVATION SUMMIT 반응형 제작



SKIN 1004
브랜드몰

R E S P O N S I B L E  W E B

SKIN1004 브랜드 몰 디자인 제작과 개발에 참여.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건으로 각 디바이스에 맞추어 UI/UX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 및 개발 진행. 자연을 품은 브랜드의 무드를 느낄 수
있도록 연출.

Clients SKIN1004
Project SKIN 1004 브랜드몰 제작



FATIABGEN
웹사이트 개발

R E S P O N S I B L E  W E B

제약 바이오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인 FatiAbGen 디자인 제작과
개발에 참여.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건으로 각 디바이스에
맞추어 UI/UX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 및 개발 진행.

Clients FatiAbGen
Project FatiAbGen 웹사이트 개발



JD BIOSCIENCE
사이트제작

대시 질환 환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최초의 약물 후보를
개발하는 전문성을 지닌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에 맞도록
신뢰, 전문성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반응형으로 사이트를 제작.

제이디 바이오사이언스
제이디바이오 사이트 제작



동진기업
사이트제작

단순한 소비를 위한 생산이 아닌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표편하도록 디자인 하고, 반응형
제작건으로 UI/UX에 맞춰 디자인 및 개발 진행.

동진기업
동진기업 사이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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