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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Sheet
Introduction

Introduction

회사명 : 주식회사 구오

설립일 : 2005년 1월 (2014년 10월 크리콜투에서 법인전환)

대표자 : 이승표

사업분야 : e-Business Integration Service  

e-Solution Provide Service 

e-Business Consulting Service

e-Branding Consulting Service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에이치비즈니스파크 B동 1406호

연락처 : 070-7437-0050

팩 스 : 0504-155-1745

U R L  : www.guo.co.kr, www.crecolto.com

이메일 : info@gu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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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History

Brief History

2018

3월 홍보컴퍼니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 선정

2월 ㈜브람스생활건강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

1월 올커머스 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

2017

10월 ㈜웰크론 세사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업체 선정

9월 ㈜에이스웰 복지몰 개발업체 선정

8월 메디페이스 쇼핑몰 개발업체 선정

5월 ㈜몽땅미디어 홈페이지 유지보수 개발업체 선정

7월 한국농업경기도연합회 홈페이지 개발유지보수 업체 선정

4월 오레이디 쇼핑몰 제작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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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History

2014

12월 ㈜BeTV 협력 및 업무제휴

10월 ㈜세종텔레콤 협력 및 업무제휴 (워드프레스 테마 유통)

9월 ㈜어스엔 개발 협력업체 선정

6월 ㈜Cvnet 개발 협력업체 선정

6월 ㈜경구로하스 개발 협력업체 선정

1월 ㈜하트콘 커뮤니케이션즈 협력업체 및 업무제휴

3월 (사)재단법인 국민행복사회복지재단 업무제휴

2016

9월 ㈜유성 피엔디 제작사 선정

8월 ㈜한울 귀농 귀촌연합회 후원 제작사 선정

5월 ㈜문화센터 개발업체 선정

4월 ㈜한류연합방송 협력업체 및 업무제휴

3월 ㈜문화센터 개발업체 선정

3월 ㈜홈스테리어 개발업체 선정

1월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협력업체

2015

12월 ㈜HBCK 협력 및 업무제휴

10월 ㈜노빌리 협력 및 업무제휴

9월 ㈜광주기업인협회 개발 협력업체 선정

6월 ㈜브람스 개발 협력업체 선정

5월 ㈜홈스퀘어 협력업체 및 업무제휴

2월 (사)유기촌 영농조합법인 협력업체 및 업무제휴

1월 ㈜노이켐 코퍼레이션 협력업체 및 업무제휴

2013

11월 라이프윈 협력업체 및 업무제휴

10월 나은기술 협력업체 및 업무제휴

7월 ㈜웰크론 세사 협력업체 및 업무제휴

5월 ㈜웰크론 강원 협력업체 및 업무제휴

3월 ㈜웰크론 협력업체 및 업무제휴

2월 ㈜티오21 협력업체 및 업무제휴

1월 ㈜시큐어스 협력업체 및 업무제휴



10월 서울지방경찰청 협력업체

6월 ㈜전자넷 업무제휴

5월 ㈜이컴시스 파트너 선정 및 업무제휴

5월 ㈜해밀CNS 업무제휴

3월 ㈜다솔테크놀로지 업무제휴

1월 ㈜새한정보시스템 업무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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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History

2009

2011

12월 NOS 테크놀리지 업무제휴

11월 ㈜블루리버 파트너 선정 및 협력업체

9월 ㈜중부건설 파트너 선정

7월 ㈜그린티어 협력업체

5월 ㈜SK 네트웍스 인터넷 업무제휴

4월 ㈜아르곤넷 협력업체 및 업무제휴

1월 뉴욕생명 우먼클럽 업무제휴

2012

10월 아주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협력업체

8월 올바른 컨설팅 협력업체

5월 ㈜온웨이브 협력업체

2월 앤소프트 협력업체 및 업무제휴

1월 ㈜한국공간정보통신 업무제휴

2010

10월 광주기업인협회 업무제휴

9월 SMA 협력업체

6월 UD-TECH 파트너 선정 및 업무제휴

4월 김천황악산호두영농조합 업무제휴

3월 ㈜살아있는 파트너 선정 및 업무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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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History

2008

11월 ㈜솔트 파트너 선정 및 업무체휴

8월 ㈜드림라인 업무제휴

5월 ㈜솔트룩스 파트너 선정 및 업무제휴

3월 온리빙 업무제휴

1월 ㈜파라코 업무제휴

2005

12월 ㈜마이블 미디어 업무제휴 (온라인 프로모션)

11월 ㈜마이크로이펙트 업무제휴

10월 ㈜디센 미디어 업무제휴 (온라인 프로모션)

8월 ㈜톰보이 e비즈니스 파트너 선정 및 업무제휴

8월 ㈜벽사 온라인 마케팅 파트너 선정 및 업무제휴

7월 ㈜트라이씨클 협력사 업무제휴

6월 ㈜NAVI 파트너 선정 및 업무제휴

4월 ㈜누리웹 업무제휴

1월 크리콜투 설립

2007

11월 ㈜유나이티드브릿지글로벌서비시스 업무제휴

7월 ㈜패션네트 파트너 선정 및 업무제휴

6월 ㈜KITC 한국통역번역센터 업무제휴

5월 ㈜아트서비스 파트너 선정 및 업무제휴

3월 ㈜무학주정 비즈니스 파트너 선정 및 업무제휴

2월 ㈜예당미디어 업무제휴

2006

12월 ㈜나산 e 비즈니스 파트너 선정 및 업무제휴

11월 ㈜디센 업무제휴

10월 ㈜동아시테크 파트너 선정 및 업무제휴

8월 KOBIC 바이오포탈 비즈니스 파트너 선정 및 업무제휴

5월 ㈜엘칸토 마케팅 파트너 선정 및 업무제휴

4월 스카이로그 협력사 업무제휴



Organization
Real Different

Web Counsulting Team

Web Development Team

Multimedia Development Team

Marketing Establishment Team

Online Promotion Team

CI/WI/BI Development Team

Oragan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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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is the Architecture

2018

3월 메디페이스 홈페이지 리뉴얼 중

2월 ㈜브람스생활건강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

1월 올커머스 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

2017

㈜웰크론 세사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에이스웰 복지몰 사이트 구축

메디페이스 쇼핑몰 구축

㈜몽땅미디어 홈페이지 유지보수

한국농업경기도연합회 홈페이지 구축

오레이디 쇼핑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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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is the Architecture

2016

㈜유성 피엔디 웹사이트 구축

㈜한울 귀농 귀촌연합회 웹사이트 구축

㈜문화센터 웹사이트 구축

㈜한류연합방송 웹사이트 구축 및 유지보수

㈜문화센터 웹사이트 구축

㈜홈스테리어 웹사이트 구축

2015

㈜HBCK 웹사이트 구축

㈜홍보컴퍼니 웹사이트 구축 및 유지보수

㈜홈스퀘어 웹사이트 구축 및 유지보수

(사)광주시기업인협회 웹사이트 구축 및 유지보수

㈜SMA 웹사이트 구축 및 유지보수

㈜브람스 웹사이트 구축 및 유지보수

㈜경구로하스 웹사이트 구축 및 유지보수

(사)유기촌영농조합 웹사이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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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is the Architecture

2014

Cvnet 헬스케어 어플 디자인

㈜바디힐 웹사이트 구축 및 유지보수

아다마스 웹사이트 구축

㈜노이켐 코퍼레이션 웹사이트 구축

운정의아침 웹사이트 구축 및 유지보수

㈜홍보컴퍼니 계열 라벨리아 웹사이트 구축

㈜어스엔 수질정화 기업 웹사이트 구축

누드체인 러시아 글로벌 웹사이트 구축

2013

KT estate 웹사이트 리뉴얼 제안

㈜나은기술 웹사이트 구축

멜론 TV UI 디자인 개발

㈜웰크론 강원 유지보수

㈜웰크론 유지보수

㈜웰크론 세사 웹사이트 구축 및 유지보수

㈜티오21 미라캐스트 블루투스 모바일 플랫폼 구축

㈜시큐어스 웹사이트 구축



Work Experience
Creative Branding

Web is the Architecture

2012

웰크론세사 웹사이트 구축 중

시큐어스 보안 전문 기업 웹사이트 구축 중

to21 블루투스 안드로이드 미러캐스트 모바일 어플 개발 중

삼성전자 티스토리 오픈 API기반 채용 관련 블로그 제안

웰크론한텍 웹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

웰크론강원 웹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

팬택C&I 원격단말제어 프로젝트 제안

올바른 컨설팅 웹사이트 구축

아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웹사이트 디자인 구축

신세계 이마트댄스 이벤트 프로모션사이트 구축

우리투자금융 머그스마트 이벤트 프로모션사이트 구축

신세계 설 카다로그 모바일 웹 사이트 제안

수목원_생태숲 네트워크 구축 참여

㈜온웨이브 오픈마켓 쇼핑몰 리뉴얼 제안

배종수 머릿셈 모바일 전자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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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is the Architecture

2011

㈜그린티어 웹사이트 구축 및 유지보수

웰크론 그룹사 인트로 제안

㈜SMA 웹사이트 구축 및 유지보수

족보닷컴 웹사이트 리뉴얼 제안

㈜SK-스마트폰 WINN 론칭 이벤트 프로모션사이트 구축

산학협동재단 웹사이트 리뉴얼 제안

광주기업인협회 웹사이트 구축

㈜이디야 커피 사이트 리뉴얼 제안

HSK Korea 사이트 리뉴얼 제안

2010

하이퍼센트 웹사이트 리뉴얼 제안

㈜강원 B&B 웹사이트 리뉴얼 제안

㈜한텍엔지니어링 웹사이트 리뉴얼 제안

보령 유피스 웹사이트 제안

뉴욕생명 우먼클럽 커뮤니티 제작

자뎅 웹사이트 리뉴얼 제안

웰크론 웹사보 꿈과사람 제안

한국패션소재협회 사이트 구축

와라와라 사이트 리뉴얼 제안

KT스마트웹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김천황악산호두영농조합 사이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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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is the Architecture

2008

토탈스튜디오 자체 스튜디오 포탈 사이트 제작

솔트룩스

- IN2 일본 데모 검색엔진 플래쉬 UI 작업 및 사이트 제작 (일어)

- 일본 어플라이언스 추가설정 마법사 사이트 제작

- 일본 어플라이언스 운영자 사이트 제작 (일어.한국어)

- 일본 어플라이언스 BI 제작

- 일본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페이지 웹사이트 제작 (일어,한국어)

- 일본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메뉴얼 디자인 제작 및 유지보수

두산동아 로그분석 웹사이트 제작

천주교 수원교구 웹사이트 유지보수

패션네트 웹사이트 유지보수

무학주정 웹사이트 유지보수

2009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제안

온리빙 요실금 마이크로 사이트 제안

미센스 리뉴얼 제안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

㈜ 누리웹 코리아호스팅 운영 사이트 제작 및 유지보수

㈜ 마하넷 웹사이트 제작

새한정보시스템 서울 YWCA 웹사이트 리뉴얼 제안

새한정보시스템 강북구 평생 학습센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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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is the Architecture

2006

나산 웹사이트 유지보수

KOBIC 바이오포탈 위키사이트 구축

삼성병원 도박클리닉 웹사이트 구축

알리안츠생명 웹사이트 리뉴얼

둥글닷컴 웹사이트 구축 및 프로모션

엘칸토 온라인 프로모션 제휴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유지보수

스카이로그 웹사이트 구축

벽사 아카데미 웹사이트 유지보수

파비온 온라인 프로모션 및 플래쉬 인트로구축

2007

브릿지글로벌서비시스 리뉴얼 및 유지보수

패션네트 웹사이트 리뉴얼 및 유지보수

나산 본사 웹사이트 리뉴얼 및 유지보수

조이너스 웹사이트 리뉴얼 및 유지보수

꼼빠니아 웹사이트 리뉴얼 및 유지보수

메이폴 웹사이트 리뉴얼 및 유지보수

트루젠 웹사이트 리뉴얼 및 유지보수

예츠 웹사이트 리뉴얼 및 유지보수

트루젠 웹사이트 리뉴얼 및 유지보수

무학주정 웹사이트 유지보수

KITC 한국통역번역센터 웹사이트 유지보수



Work Experience
Creative Branding

Web is the Architecture

2005

산림청&YAHOO 공동 프로모션 (소나무 살리기 켐페인)

두산위브 더 제니스 프로모션

동부정보기술 웹사이트 리뉴얼

무사 웹사이트 구축

올가밀 쇼핑몰 구축

(주)한독산학협동단지 웹사이트 리뉴얼

톰보이위즈 웹사이트 구축

천주교수원교구 유지보수

(주)세정 데이텀 웹사이트 리뉴얼 및 유지보수

온리빙 쇼핑몰 구축 및 유지보수

(주)성도 본사 웹사이트 리뉴얼

톰보이 웹사이트 리뉴얼

빔스 웹사이트 리뉴얼

톰키드 웹사이트 리뉴얼

톰스토리 웹사이트 리뉴얼

삼성카드 Flash 온라인 프로모션 구축

삼성화재 애니카 온라인 프로모션 구축

KT Let's 114 Navi 쇼핑몰 구축

온리빙 쇼핑몰 구축

KT Let's 114 Navi 웹사이트 리뉴얼

2004



Portfolio

Site Brief

Client  

㈜문화센터

Description 

문화센터 웹사이트

문화센터 웹사이트 개발

- 웹표준 코딩 및 개발 (크로스 브라우징)

- 관리자 페이지 개발

- PDF 컨버팅

Creative Branding

2016 문화센터 웹사이트 코딩 개발
http://222.231.33.235/page/main.php



Portfolio

Site Brief

Client  

구오

Description 

구오마켓 워드프레스 테마 판매

구오마켓 쇼핑몰

– 워드프레스 테마,플러그인 판매 샵

Creative Branding

2016 구오마켓 쇼핑몰 구축
http://www.guomarket.com/



Portfolio

Site Brief

Client  

한류연합방송

Description 

한류연하방송 KCCTV

한류연합방송 웹사이트

– 한류연합방송 회사 소개 사이트

Creative Branding

2016 한류연합방송 웹사이트 구축
http://kcctv.tv/



Portfolio

Site Brief

Client  

누드체인

Description 

누드체인 러시아

누드체인 러시아 브랜치 웹사이트 개발

– 반응형 (크로스 브라우징) 웹표준 사이트

Creative Branding

2015 누드체인 글로벌 웹사이트 구축
http://nudchainglobal.com/



Portfolio

Site Brief

Client  

(사)광주시기업인협회

Description 

(사)광주시기업인협회

광주시기업인협회 웹사이트 개발

– 반응형 (크로스 브라우징) 웹표준 사이트

Creative Branding

2015 광주시기업인협회 웹사이트 구축
http://gjea.org/



Portfolio

Site Brief

Client  

㈜홍보컴파니

Description 

HBC 

홍보컴퍼니 웹사이트 개발

– 주차시뮬레이션 동영상 개발을 포함하여 러시아

한국어 다국어 사이트

- 반응형 (크로스 브라우징) 웹표준 사이트

Creative Branding

2015 홍보컴퍼니 웹사이트 구축
http://hbc-enc.com/



Portfolio

Site Brief

Client  

㈜ 로엔 엔터테인먼트

Description 

Melon TV

Melon TV 플랫폼 UI에 적합한 디자인 개발

Creative Branding

2014 멜론TV UI Design
http://www.melon.com



Portfolio

Site Brief

Client  

㈜ KT estate

Description 

KTestate

KT estate 웹사이트 리뉴얼 제안

Creative Branding

2014 KT estae 웹사이트 제안
http://www.esteste.co.kr/



Portfolio

Site Brief

Client  

㈜ 웰크론

Description 

웰크론 세사

웰크론 세사 웹사이트 구축

웰크론 세사는 ㈜웰크론의 극세사 전문 브랜드이며

중국 미국 등 다국어 버전으로 제작

Creative Branding

2013 웰크론 세사 웹사이트 구축
http://www.sesa.co.kr/



Portfolio

Site Brief

Client  

㈜ 티오21

Description 

미라캐스트 블루투스 태블릿 PAD

스마트폰 화면이 Pad에 그대로 실시간 전송되고

Pad상에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다.

블루투스 연동 개발 및 UI 디자인 개발

Creative Branding

2013 미라캐스트 블루투스 태블릿 PAD 구축
http://www.to21.co.kr/



Portfolio

Site Brief

Client  

㈜ 웰크론

Description 

웰크론

웰크론 계열 웹사이트 유지보수

㈜웰크론은

웰크론 강원,웰크론 세사,웰크론 한택, 예지미인,

세사리빙, 온리빙 등 국내 극세사 전문 기업으로

현재는 보일러 및 설비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한

종합 그룹사이며 전 계열사 유지보수 진행

Creative Branding

2013 웰크론 웹사이트 유지보수
http://www.welcron.com/



Portfolio

Site Brief

Client  

㈜ 아주대학교

Description 

아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앤소프트 주식회사와 컨소시엄 A-CTL 통합운영시스템
개발 (디자인 영역) 구축

아주대학교 CTL 교수법 동영상 강의 및 교수법,
학습법 프로그램 신청 및 강좌 학습 사이트

Creative Branding

2012 아주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디자인
http://www.ajou.ac.kr/



Portfolio

Site Brief

Client  

㈜ 우리투자증권

Description 

우리투자증권 Mug Smart 이벤트 프로모션 구축

Mug Smart 출시기념 이벤트 마이크로 사이트

모바일 용 (인드로이드 / 아이폰) 웹페이지

* TX Smart 이벤트 동시 진행

Creative Branding

2012 우리투자증권 머그스마트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http://www.wooriwm.com/popup/event/event_mugsmart.jsp/



Portfolio

Site Brief

Client  

㈜ 신세계

Description 

1. 신세계 이마트 댄스 프로모션 사이트 런칭
2. 모바일 (인드로이드 / 아이폰 ) 웹페이지 구축

친구와 자기얼굴 사진을 이용하여서 친구들과 재미
있는 댄스 동영상을 같이 즐겨보는 플래쉬 사이트

신세게 이마트 새해 맞이 이벤트

Creative Branding

2012 신세계 이마트 댄스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http://www.emart.com/dance/



Portfolio

Site Brief

Client  

㈜ 신세계

Description 

1. 신세계 설 카다로그 모바일 (안드로이드 /아이폰)
2. 태블릿 카다로그 (아이패드 및 갤럭시 탭)
3. 설카다로그 웹페이지 제안

* 모바일 패션 설 카다로그

Creative Branding

2012 신세계 설 카다로그 모바일 웹 사이트 제안

http://www.shinsegae.com/



Portfolio

Site Brief

Client  

㈜ SK네트웍스인터넷

Description 

조인성폰 WYNN 폰 런칭기념

이벤트 프로모션 - WYNN의

활약 알리기 이벤트

Creative Branding

2011 SK 조인성폰 WINN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http://www.sk-w.com/event/winn/index.htm



Portfolio

2011 KT 스마트웹 사이트 구축

http://pub.nsmartad.com/mk.php

Site Brief

Client  

㈜KT

Description 

KT 스마트웹 위젯 플래쉬 및 웹사이트 구축

Qook 맞춤형 자동화 웹서비스

솔트룩스 검색엔진 시스템 연동

Creative Branding



Portfolio

하이퍼센트 웹사이트 리뉴얼 제안

http://www.hipercent.com

Site Brief

Client  

㈜하이퍼센트

Description 

하이퍼센트 웹사이트 구축제안

맞춤형 자동화 웹서비스

상위 1%를 위한 학습전략 웹서비스제안

Creative Branding



Portfolio

보령 메디앙스 UPIS 브랜드 사이트 제안

http://www.medience.co.kr

Site Brief

Client  

㈜ 보령메디앙스

Description 

보령메디앙스 유피스 브랜드 사이트 제안

기업의 아이덴티티 보다는 상품 또는 브랜드의 상품성
및 안정성을 강조하고 군더더기 없는 심플함을 극대
화하는점에 주안점을 두었음

Creative Branding



Portfolio

와라와라 웹사이트 구축 제안

http://www.wara-wara.co.kr

Site Brief

Client  

와라와라

Description 

국내 최초 수작요리 주점
다양한 이벤트 및 고객참여 서비스 확대를 위한
웹서비스 및 커뮤니티 활성화방안 제안
어플 제공 및 고객 프로모션 강화

Creative Branding



Portfolio

KITC 번역협회 웹사이트 구축

http://www.kitc.or.kr

Site Brief

Client  

㈜KITC한국통역번역센터

Description 

KITC 변역협회 웹사이트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고객의 다양하면서도 세분화된 요구에 부응하고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보다 강화해 UI 및 디자인

개선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Creative Branding



Portfolio

한국패션소재협회 사이트 구축

http://www.kofta.or.kr

Site Brief

Client  

한국패션소재협회

Description 

한국패션소재협회 리뉴얼

트렌드 정보 및 영문 다국어 버전 구축

회원사별 리스트 및 동우회,지원사업 소개

Creative Branding



Portfolio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

내부보안사이트

Site Brief

Client  

서울지방경찰청

Description 

서울지방경찰청 내부 보안 인트라넷 시스템 중 교통
정보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일일보고 및 순찰차 GPS, CCTV 통합 로그인 시스템.

각종 문서 변환 모듈 및 정형/비정형 보고서 등록/
관리 기능 구현.

Creative Branding



Portfolio

강북구 평생 학습센터 제안

http://edu.gangbuk.seoul.kr

Site Brief

Client  

강북구청

Description 

지역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주민의 공동참여를 통
한 평생학습은 지역 주민 간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
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평생학습도시 사
업은 지역 주민의 학습을 통한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참여와 주체의식의 신장과 민주적 공동체 형성을 지
향 한다.

Creative Branding



Portfolio

솔트룩스 IN2 일본 어플라이언스 데모

http://www.saltlux.com

Site Brief

Client  

㈜솔트룩스

Description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맨틱 웹 플랫폼을 적용한
‘서치2.0’ 기반의 검색 엔진으로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탑재 가능한 검색 플랫폼

Creative Branding



Portfolio

브릿지글로벌 웹사이트 리뉴얼

http://www.bridgeglobal.co.kr

Site Brief

Client  

㈜유나이티드브릿지글로벌서비시스

Description 

국내 최고의 세계화/현지화 전문회사로써 연간 3,500개
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능력 보유 Samsung, LG, 
Hyundai, GE, HP 등 국내외 대기업에 Total Solution 
제공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처리능력 보유
(월간 200만 ~ 300만 워드) 한 종합 글로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reative Branding



Portfolio

엘르 웹사이트 리뉴얼 제안

http://www.elle.co.kr

Site Brief

Client  

㈜ 엘르

Description 

엘르라는 브랜드의 인지도에 걸맞는 고급스럽고 여성스
러움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심플하면서도 간결한 이미지를 살리고 기존의 로고를 이
용한 브랜딩 마케팅 요소를 강조함

Creative Branding



Portfolio

패션네트 웹사이트 리뉴얼

http://www.fnnet.co.kr

Site Brief

Client  

㈜패션네트

Description 

1996년에 설립한 여성패션 의류전문회사로서 주요
브랜드는 20대의 여성 캐릭터 30대의 프랑스 라인센
스 브랜드인 [마리끌레르(Marie Claire)], 고급스러
운 레포츠웨어인 [이지엔느(Easienne)]로 꾸준한 변
화를 시도하였으며 금번 2007 F/W를 통해 새롭게 사
이트 리뉴얼 하였다.

Creative Branding



Portfolio

나산 본사 웹사이트 리뉴얼

http://www.e-nasan.com

Site Brief

Client  

㈜ 나산

Description 

나산 본사 웹사이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

패션기업으로써 개성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국내 제일의 패션기업으로써 위치를

확고히 하고 고객만족 마케팅을 강화하여 21세기

글로벌 마케팅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새로 리뉴얼 되었다.

Creative Branding



Portfolio

조이너스 웹사이트 리뉴얼

http://www.e-joinus.com

Site Brief

Client  

㈜ 나산

Description 

미래적인 감성과 인간적 요소가 어우러진

NEO MODERN MINIMAL 하면서도 극적인

감도가 있는 현실적인 STYLE 아방가르드하나

절제되고 SIMPLE한 FUTURE ELEGANCE 

Creative Branding



Portfolio

꼼빠니아 웹사이트 리뉴얼

http://www.e-compagna.com

Site Brief

Client  

㈜ 나산

Description 

LIFE STYLE의 감성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여성으로써 여성다움을 즐기는, 자유롭고 긍정적인

MIND의 소유자를 위한 BASIC / ROMANTIC / 

TRAND 를 제안한다.

Creative Branding



Portfolio

메이폴 웹사이트 리뉴얼

http://www.e-maypole.com

Site Brief

Client  

㈜ 나산

Description 

조용하고 정적인 삶.그속에서 발견하는 단순함에

대한 미학이 새롭게 재조명.

순수함과 미묘한 차이를 주는 작업에 몰두하는

미니멀리스트의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한다.

Creative Branding



Portfolio

예츠 웹사이트 리뉴얼

http://www.e-yetts.com

Site Brief

Client  

㈜ 나산

Description 

BASIC한 아이템을 새로운 실루엣으로 재해석

MODERN & MINIMAL 이 KEY POINT

SIMPLE 하고 STYLING을 중심으로 고급스럼고

모던하게 전개. 정통 남성복에서 가져온 샤프한

테일러링이 중요

Creative Branding



Portfolio

트루젠 웹사이트 리뉴얼

http://www.e-trugen.com

Site Brief

Client  

㈜ 나산

Description 

도시적인 감각의 고급스럽고 간결한 스타일링이

새로운 트랜드로 제시되어진다.

컬러의 사용을 모던하고 단순하게 활용하여

전체적으로 단순한 감성이 대두된다.

MINIMALISM의 경향으로 소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어 고급화,차별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

Creative Branding



Portfolio

교원 웹사이트 구축 제안

http://www.kyowon.co.kr

Site Brief

Client  

교원그룹

Description 

올바른 교육문화 서비스를 통하여 꿈과 이상을
실현할수 있도록 도움으로서 쾌적한 환경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여 보다 나은 삶을
창조하는 기업으로 재도약하고자 함

Creative Branding



Portfolio

알리안츠생명 웹사이트 구축 (디자인영역)

http://www.allianzlife.co.kr

Site Brief

Client  

알리안츠생명

Web aegency

인터메이져

Description 

알리안츠생명 웹사이트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기획 및 콘텐츠, 디자인 및 기술, 웹접근성

측면에서 최고의 웹기술을 반영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써의 신롸와 믿음을 주는데 비중을 두었다

Creative Branding



Portfolio

동부정보기술 웹사이트 구축

http://www.dongbuit.co.kr

Site Brief

Client  

동부정보기술

Web aegency

인터메이져

Description 

동부정보기술 웹사이트는 기업 이미지 확보를 위해

글로벌 기업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리뉴얼 작업과

함께 UI 및 디자인 개선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Creative Branding



Portfolio

무사전통무용 웹사이트 구축

http://www.musaj.com

Site Brief

Client  

무사 Entertainment

Description 

무사전통무용 웹사이트는 무사 고유의 역동성을

반영한 디자인 작업과 무사만의 비쥬얼과 컨셉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Creative Branding



Portfolio

세정과 미래 데이텀 웹사이트 구축

http://www.datum.co.kr

Site Brief

Client  

㈜세정

Description 

세정 패션 브랜드 데이텀 웹사이트는

비쥬얼한 플래쉬 인트로와 고품격의

사이트 이미지 컨셉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Creative Branding



Portfolio

성도 톰보이 위즈 웹사이트 구축

http://www.tomboywiz.com

Site Brief

Client  

㈜성도

Description 

성도 패션 브랜드 톰보이 위즈 웹사이트는

톰보이위즈 파리전시회 오픈기념 공식 사이트로

플래시를 이용한 비쥬얼 쇼케이스 개념을 도입

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Creative Branding



Portfolio

㈜성도 본사 웹사이트 구축

http://www.sungdo.co.kr

Site Brief

Client  

㈜성도

Description 

성도어패럴의 본사 웹사이트는 기업 이미지

확보를 위해 비쥬얼을 반영한 디자인 리뉴얼

작업과 함께 UI 및 디자인 개선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Creative Branding



Portfolio

㈜성도 톰보이 웹사이트 구축

http://www.tomboy.co.kr

Site Brief

Client  

㈜성도

Description 

성도 톰보이 웹사이트는 차별화 된

브랜드 이미지와 비쥬얼한 플래쉬 인트로와

고품격의 사이트 이미지 강조한 브랜드 톰보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Creative Branding



Portfolio

㈜성도 빔스 웹사이트 구축

http://www.vims.co.kr

Site Brief

Client  

㈜성도

Description 

성도 빔스 웹사이트는 차별화 된 브랜드

이미지와 빈티지하고 약간은 거친듯한 컨셉을

반영한 사이트로써 젊은층을 겨냥한 빔스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Creative Branding



Portfolio

㈜성도 톰키드 웹사이트 구축

http://www.tomkid.co.kr

Site Brief

Client  

㈜성도

Description 

성도 톰키즈 웹사이트는 어린이

패션브랜드로 고급스러운 비쥬얼을 반영한

사이트로써 겨냥한 톰키즈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Creative Branding



Portfolio

㈜성도 코모도 웹사이트 구축

http://www.comodo.co.kr

Site Brief

Client  

㈜성도

Description 

성도어패럴의 브랜드로 다양한 메뉴들의

아이콘과 이미지로 상품이미지를 극대화하며

신선한 브랜딩 이미지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Creative Branding



Portfolio

㈜성도 톰스토리 웹사이트 구축

http://www.tomstory.co.kr

Site Brief

Client  

㈜성도

Description 

성도어패럴의 브랜드로 내집처럼 편안함을

주 컨셉으로 한 톰스토리 웹사이트

구축하였다.

Creative Branding



Portfolio

온리빙 쇼핑몰 웹사이트 구축

http://www.onliving.co.kr

Site Brief

Client  

㈜은성코퍼레이션

Description 

쇼핑몰과 커뮤니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신개념

몰커뮤니티(mall community) 사이트

UI 및 디자인 개선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Creative Branding



Portfolio
Interactive Branding

야후-산림청 온라인 프로모션 구축

http://kr.pr.yahoo.com/EVENT/foa

Web Promotion Brief

Client  

야후-산림청

Description 

"우리 소나무에게 희망을" 웹프로모션은

핫이슈중에 하나인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를

누리꾼들에게 부각시키고 우리 소나무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

웹프로모션으로 제작되었다.



Portfolio
Interactive Branding

두산 위브 제니스 온라인 프로모션 구축

http://em.naver.com/weve

Web Promotion Brief

Client  

두산 건설

Description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웹프로모션은 차별화된 고객중심

마케팅으로 "하늘, 숲, 도시, 문화, 사람" 이라는 주제로

Flash 모션과 광고영상을 디자인하여 고급스러운

두산의 브랜드 '위브 더 제니스'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타겟의 속성에 맞게 세계수준의 랜드마크 개념 인지와

컨텐츠의 PR이 부각된 디자인으로 제작 되었다.



Portfolio
Interactive Branding

PAVION PROMOTION 쇼케이스

http://www.pavion.co.kr

Web Promotion Brief

Client  

한국인포데이타㈜

Description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포데이타 (코이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네비게이션 KPM4300 쇼케이스
프로모션 마이크로 사이트

600만건 이상의 114 상호검색 기능이 돋보이는 제품임



Portfolio
Interactive Branding

Let’s 114 Navi 쇼케이스

http://www.lets114navi.co.kr

Web Promotion Brief

Client  

한국인포데이타㈜

Description 

Let’s 114 Navi 쇼케이스는

“자동차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꿈의 세상“의

테마로 UI 및 디자인 개선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Portfolio
Interactive Branding

ETRI 온라인 프로모션 구축

http://www.etri.re.kr

Web Promotion Brief

Client  

ETRI

Description 

ETRI 보안관련 온라인 프로모션으로

10가지 컨셉으로 플래시

모션그래픽으로 제작하였다.



Portfolio
Interactive Branding

삼성캐피탈 온라인 프로모션 구축

http://www.ahaloan.com

Web Promotion Brief

Client  

삼성캐피탈

Description 

플래시 모션 그래픽을 이용한 삼성캐피탈

아하론 사이트 온라인 프로모션 제작하였다.



Client
Biz Partners

Client & Partner List



Client
Biz Partners

Client & Partner List



Contact
Location

Business Contacts

Office Location

* 주식회사 구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에이치비즈니스파
크 B동 1406호

E-mail : info@guo.co.kr

TEL : 070-7437-0050  /  FAX : 0504-155-1745



THE END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5, 에이치비즈니스파크 B동 1406호

TEL  070.7437.0050 FAX  0504.155.1745

www.guo.co.kr, www.crecolto.com

info@gu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