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백화점 특허 기술 및 제품판매, 공동 R&D

미디어 사업부 3D동영상 / 기술영상 / CF / 홍보동영상 / 홈쇼핑영상 / 바이럴 영상

디자인 사업부 디자인팀 : 브랜드 개발 (CI·BI) 네이밍 / 포장·패키지 / 제품디자인

                  모형·목업 / 편집디자인 / 전시·환경 디자인 / 프레젠테이션

웹팀 : 홈페이지 / 쇼핑몰

온라인 마케팅 포털 / 블로그 / SNS / 언론보도 / SEO / 체험단 / 퍼포먼스마케팅 / 키워드 / 판매 대행

3D융복합연구소 융복합프로젝트 / AR·VR / 원자력

논현스튜디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3길 9-4, 2층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1길 53, 280호 (원효로3가, 원효빌딩)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5, 718호

녹동스튜디오 광주광역시 동구 칠전길 2, 2층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63, 행촌회관 빌딩 630호(둔산동)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7, 3015호

부산 부산광역시 진구 동천로 109, 삼한 골든게이트 빌딩 975호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24번길 21, 209호(달동)

T. 1566-5653  F. 1666-5681  E. themnk@naver.com

www.themnk.co.kr    www.지식재산영상.com    www.특허백화점.com    www.mnk3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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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COMPANY 

다양한 노하우를 토대로 기업을 읽어주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글로벌 토탈마케팅 솔루션 그룹 MNK입니다. 

소비자들이 달라졌습니다. 

하나의 광고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광고를 넘어선 통합적 솔루션만이 소비자를 흔들고 

시장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자인 전문회사, 기술전문기업 MNK입니다. 





MNK는 2021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300여 개 업체와 수출바우처, 공동 R&D 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 멀티미디어 전문 기업으로 자리 잡으며,

 클라이언트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상의 결과물을 끌어냅니다. 

항상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으로 고객의 니즈를 100% 구현하여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유일 멀티미디어 분야 

기술 전문기업(K-ESP)

2021

명품강소기업 선정

수출바우처

"우수/파워" 수행사 선정

영상 ● 디자인 분야 ISO-9001 인증

국내 우수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전국지식재산센터 

3D특허기술홍보영상 1,500여건 이상



서울 닥터픽, 유니언스, 라돈연구소, 산와코리아, 구정엔지니어링, (주)페코텍, (주)현대와코텍, (주)엘비스코리아, (주)대안소일텍, (주)에코힐링, 애니닥터헬스케어, 콜럼비아헬스케
어(주), 황성공업, 시스원, 봄텍전자(주), 미스바알텍, 한국모비스텍, (주)짐월드, 후스타일, 천열에너지(주), (주)블루버드, (주)인성메디컬, (주)디자인스킨, 팜스포, (주)신승엔지
니어링, 팝펀미디어, (주)씽크포비엘, 클래드코리아원주(주), (주)한국코러스제약, (주)에이젠, (주)킨키(KHNKY), (주)3일애, (주)나모메드, (주)넥스파시스템, (주)디자인파크개발, 
(주)백조씽크, (주)씨유스킨, (주)아이썸, (주)아이즈맥, (주)에이스바이옴, (주)엑소코바이오, (주)워너비코스메틱, (주)코이즈, (주)쿠엔즈버킷, (주)티앤씨코리아, 다원메닥스, 더블
유알디(주), 비컴솔루션 주식회사, 씨케이앤비, 아이브스(주), 안국약품(주), 에스엠에이치주식회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제이엔케이히터(주), 주식회사 제리백, 청호나이스, 
코드마인드(주), 태평양물산(주), 피티코인자야(주)

(주)써보레, 주식회사레코, 씨스톤테크놀로지스(주), (주)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 (주)레보메드, 주식회사에코그린파트너스, (주)크러텍, 해강마린, 코아드, 한백시스템, TRUSIC(주), 
(주)이지캡인터내셔널, 코리아조인트, (주)방수하는사람들, (주)엔에스비에스, (주)지디티, 택트레이서, (주)한국지네틱팜, 주식회사 느루, 원텍(주), 지프코리아, 경일그린텍, (주)한
신체인, 코리아박텍, (주)에펠, 씨엔아이텍, 피싱랩, 케이버, 한국융합아이티, 뉴토크코리아, 동우HST주식회사, 젤릭스, 플랫폼베이스, 반도산업, 킴블레이드, 피티카플링, (주)세
화하이테크, 성현이엔지, (주)한펠, (주)어스엔, (주)에이텍티앤, (주)아이티아이테크놀로지, (주)플레넷, (주)김포비앤에스, 체어마이스터(주), (주)피에스테크, (주)나노렉스, (주)고퍼
우드, 고려기술, SKENG, 엘림광통신(주), 씨티엠(주), (주)탑시스템, (주)새롬코스메틱, 대승옵티컬, (주)엠케이생명과학, (주)우보테크, 제이앤씨, 바이오리듬, (주)대동이엔지, (주)케
이엔에스컴퍼니,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주)엘앤씨바이오, (주)제이월드텍, 그린한옥공간, 지아이전자산업, (주)우영엔지니어링, 메카룩스, 주식회사케이씨이엔지니어링, 주식
회사그리너스, (주)옵토라인, (주)새론테크놀로지, (주)정우비엔씨, 토닉스틸(주), (주)화일씨앤이, (주)지엠에스, (주)웰텍, (주)하도FNC, 유호전기공업주식회사, 렉스젠(주), (주)파크
시스템스, 라이프코어인스트루먼트(주), 수현테크, 씨앤아이텍, 알씨비, 이놈들연구소주식회사, 퓨처메인주식회사, 미스바알텍, 한국모비스텍, 파트라, 에버켐텍, 케이엔에스컴
퍼니, 티지오테크, 짐월드, (주)애니덴, 알마, (주)지엠에스, 영중산업(주), (주)대창, ㈜구츠, 킹서진, 주식회사태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가스트론, (주)가우리안, (주)그린아이티
코리아, (주)나스켐, (주)날다, (주)네스필러PKG, (주)뉴저스트, (주)대한피앤씨, (주)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 (주)레존텍, (주)미코바이오메드, (주)바이오리더스, (주)바이오리듬, (주)바
이오옵틱스, (주)비티씨, (주)상원기계, (주)선우엔지니어링, (주)성우사면, (주)세화하이테크, (주)셀텍, (주)수일개발, (주)수현테크, (주)시스템알앤디, (주)써보레, (주)에듀케이션아이
코퍼레이션, (주)에어포인트, (주)에이앤티, (주)에이티로봇, (주)에이피테크놀로지, (주)에필, (주)엘앤케이바이오메드, (주)엠이티, (주)영진웜, (주)오픈피엘씨, (주)원에스티, (주)유니
테스트, (주)일양엔지니어링, (주)지앤드아이, (주)지톤그룹, (주)지티에스글로벌, (주)진매트릭스, (주)칼리온, (주)케이씨엠티크놀로지, (주)코넵, (주)큐리오텍, (주)클렘본, (주)키즈노
트, (주)탑시스템, (주)택트레이서, (주)테라젠이텍스, 테라젠바이오, (주)필로시스, (주)한국융합아이티, (주)해산, 뉴토크코리아(주), 대한광통신 주식회사, 대한폴리텍(주), 리브스메
드, 모비스타, 물류와환경연구소(주), 아방데코, 아이메디컴(주), 에이케이테크, 에코트로닉스(주), 엔트리움(주), 엠케이전자(주), 오픈스택(주),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 인더슈디
자인컨설팅, 주식회사 에이랩, 주식회사 에이블루, 주식회사 우노, 주식회사 움트리, 주식회사 지에원프라임, 주식회사 프라임솔루션코퍼레이션, 주식회사 프롬비랩, 지온메디
텍, 천세산업(주), 코러스트, 크레아큐브, 텍스타-홈멜 주식회사, 파미니티, 피에스아이플러스 주식회사, 후레쉬워터엔지니어링, (주)릴리어스

경기도

도가테크, (주)케이에스아이, (주)에이원엔지니어링, (주)21세기환경, (주)월드디엔씨, (주)가람콘크리트, 하이크린비데, (주)더블유원, (주)NSK엔지니어링, (주)미래지반연구소, 
(주)마린테크노, (주)에스티, 예일정공, (주)하이즈, (주)에스지티, 알앤더스(주), (주)에이원엔지니어링, (주)코아바이오텍, 리배산업, 주식회사 마린테크노, (주)백건준설, 하나에
너텍, 엠에스, (주)미래브이씨, 순천대학교, (주)명진, (주)금강이엔지, (주)아이티스테이션, (주)코스텍, 원광이엔텍(주), (주)크레펀, 새한산업, (주)휴먼아이티솔루션, 미가식품영
농조합법인, (주)장원엔지니어링, (주)호성에이엔씨, (유)이지스건설, 유니캠프, 바이허브주식회사, (주)미르니, 목포성신고등학교, (주)바로텍시너지, (주)대웅, (주)죽암기계, 메
디렉스(평화메디칼), 영농조합법인 양지엔텍, (주)동방이엔지, 매이크앤, (주)드림라임, 콩새미사회적기업, 에이엠팜(주), (주)헬스페이스, (주)에이치씨바이오텍, 영농조합법인, 
(주)다목생태기술, (주)에스더블테크, 케이엠이엔지, 삼일산업, 제이씨엔(주), (주)프로모텍, 글로벌코리아(주), 주식회사 다윈,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영암전자과학고등학교, 농
업회사법인 (주)청산녹수, 대진정광(주), 주식회사 아라움, 주식회사 유로통신, 주식회사 기성이엔지, (주)에스시아이, (주)엠티에스, (주)비케이에너지, (주)대상키우미시스템, 
(주)메쉬, (주)태경화학, (주)태연메디칼, 공간테크, 광표고농장, 대영씨엔이(주), 로보그램, 신영건설(주), 오션씨위드, 주식회사 닥터티제이, 하이망에프엔비 주식회사, (주)굿플, 
(주)네오닥터, (주)디메디, (주)애니우드, (주)에코비즈넷, (주)현대메디텍, 늘품내진이앤씨, 다가와코리아, 대성기계, 대양의료기(주), 비엔비테크, 주식회사 서이, 주식회사 에스
제이인터내셔널, 해피쿡, 휴안

강원도

(주)바이오셀트란, 주식회사대천종합건설, (주)씨앤아이피, (주)에코비즈넷, (주)네오닥터, 공간테크, 미래한옥, 어업회사법인 고성명태(주), 영어조합법인 동해안푸드, 오호떡집, 대
영하우징, 통일덕장, 형제덕장영어조합법인, 천년드림농원, 금부전자통신(주), 송정1, 쏠라돈(주), (주)금정, 비엔비테크, (주)웰빙엘에스, 옥천, 아리인포테크, 브라카쉬3JF피싱랩, 
(주)신선, (주)참농원, (주)서준, (주)미디어와사람들, 하이테크, 강릉커피콩빵, 에이치아이메디칼 이지아이비스, KTC TECH, 엠디메드, (주)엑스엘, (유)송원이엔지, (주)구성이엔씨, 
(주)네이처프럼, (주)더블유피, (주)로우카본, (주)마린테크노, (주)멋있는생활, (주)미래지반연구소, (주)백건준설, (주)에스알이엔지, (주)엠티에스, (주)제나드시스템, (주)케이에스, (주)
코멤텍, (주)푸른중공업, (주)한국항공조명, (주)한성스틸, 농업회사법인 명성제분(주), 담양군사회복지사협회, 담양죽순 영농조합법인, 대륙식품(주), 동산파우텍 주식회사, 동원철
강(주), 록바이오텍, 맑고밝고따뜻한협동조합, 볼팅마스타(주), 아륭기공(주), 엘페, 영산홍어(주), 유미원(주), 일쌍산업영농조합법인, 좋은세상협동조합, 주식회사 아라움, 주식회사 
에프알에스아이(FRSI Corp.), 주식회사 탑소닉, 해표산업(주), (유)세미, (주)대창, (주)케이에스아이, (주)프로바이오닉, (주)하이솔, 농업회사법인 청맥(주), 농업회사법인모닝팜주식
회사, 비에스메디칼주식회사, 솔라시도코리아(주), 위스, 주식회사 디엠티, 주식회사 서로바이오, 주식회사 아임, 주식회사 엔시팅, 한삼코라(주), 해전산업(주), (주)카셈,

전라도

21C한국흙건축, 다산기업(주), 팜텍, 주식회사탑드립, 대청자동화, 서보산업(주), (주)테크윈, (주)장자동화, (주)메디쎄이, (주)셈텍, (주)에스에이씨, (주)미코명진, (주)씨에스테크, 
주식회사 휴엔, (주)테바, 삼영기계(주), (주)진바이오테크, (주)유니웜, 씨이트로닉, (주)메가터치, 마더스핸즈, 유원, (주)프라미스, (주)한성티앤아이, 경일그린텍, (주)지텍, 화민
테크, (주)성진, (주)대한피앤씨, (주)대화알로이테크, (주)신영유니크, (주)게토그립, (주)케이엠지, (주)싸이트로닉, 미래스마트솔루션, 효성하나로(주), (주)화신코리아, 그린광학, 
(주)이화하이테크, (주)에스엔피시스템, (주)윈플러스, (주)한국인터넷소프트웨어, 자연농, (주)에센스, (주)윈플러스, (주)기린화장품, (주)장유산업, 대웅이엔에스(주), 대동고려삼
(주), 효성직물, 아이디피쉬, 광스틸, 부강이엔에스, (주)네이처프론트, (주)메디퍼스트, (주)솔라플렉스, (주)시스코, (주)씨케이엘, (주)주환바이오셀, (주)지명, (주)대산이노텍

충청도



옵틱슨, 블루에너지, 세성, 와우텍, (주)솔라라이트, (주)아이블럭, (주)이노알앤씨, 디에이치산업주식회사, (주)예스바이오테크, (주)바다누리, (주)텍스토머, 주식회사펀키, (주)삼
일이엔씨, (주)유니테크시스템, (주)현대정밀, 한국기계, (주)쓰리에이치

대구

(주)서원기술, (주)글로원, 대진글로우텍(주), 디엔텍(주), (주)KC세종

킴스리빙, 가리사니주식회사, 거성전력, 주식회사 길산업, (주)에스에이치테크, (주)한중엔시에스, (주)대광금속, (주)제이피에스, 성창산업, (주)부림아그로텍, 아니스트, (주)젠탑, 
(주)지이엠, 한국그린자원(주), 하이보, (주)세운티.엔.에스, (주)미래산업, 화인케미칼(주), 진산유압, (주)하이스텐, (주)오케이메디텍, 삼건세기(주), 파워테크(주), 나우정공, 유지씨
(주), 성현C&T, 여민기술연구소, 그린아그로텍, (주)토비스, (주)조은환경, 오토데이타인터네셔날, (주)원재산업, (주)경일테크, (주)삼정제이피에스, (주)대건테크, (주)매트론, (주)에
코맘의산골이유식, (주)동신이엔텍, 관포산업, 양원테크, 지엠텍(주), 오토데이타, 테스크, (주)케디엠, (주)바이오앱, (주)삼정산업, (주)인스턴, (주)해양에너지, 쏘프텝, (주)케이유케
미칼, (주)퍼팩트, (주)예스폼, (주)지티이건설, (주)다린, (주)엔디디, (주)티오피에스, 비온디, 퍼팩트, 유지씨(주), (FDC)에프디씨(주), (주)경안금속, (주)경인테크, (주)애크로덴트, (주)
엘시그니처, (주)오토일렉스, (주)프로세이브, (주)합성양말, 그린존, 비씨태창산업(유), 성보산업(주), 아이엔테코(주), 이렌바이오(주), 주식회사 로이스, 주식회사 승우비엔에스, 주
식회사 알앤이, 주식회사 제이앤케이글로벌리소스, (주)락토메이슨, (주)명보에너지, (주)아이델, (주)에이티엠코리아, (주)엘에스비, (주)원재산업, (주)윌테크, (주)이스온, (주)전우
정밀, (주)코러싱, (주)코엘트, (주)한텍솔루션, (주)현무, (주)효광기획, 극동에너지주식회사, 모세메디, 밸런스라이프, 산동금속공업, 이-던, 이지 패키지, 주식회사 마리

경상도

파워레인, 주식회사 한별, 농업회사법인(주)갈중이, 보타리에너지(주), (주)더존코리아, (주)송이산업, 제이앤지, 영어조합법인 제인, 이건조(주), 한국에너지종합기술(주), (주)에
코파워텍, (주)미르메이트, (주)바이오아이티, 제주산업(주), (주)대은계전, (주)헤어프랜드, 만제영어조합법인, (주)대은, (주)오존에이드, (주)유앤아이제주, 농업회사법인 제주홍
암가, 더로터스(주), 제코비, 주식회사 인터텍

제주도

에스아이에스(주), (주)이엔큐원터치, 주식회사 삼화테크, 주식회사 썬에이치에스티, 한주금속(주), 스마트전자(주), 청구이노베이션(주), 코리아씰라인(주), (주)유성, (주)성진하
이텍, 한세로테크노, (주)지앤디, 더밸런스, 이이알앤씨(주), 신일피엔에스(주), (주)유비마이크로, (주)필드지, 휴아트, (주)캄리, 가이센, 태성환경연구소, (주)엠오디텍, (주)태성산
업, (주)아티스, (주)피알, 수성정밀기계(주), (주)에이티엠, (주)에스지알테크, (주)고려이에스티, (주)국일인토트, (주)굿테크, (주)굿프렌드, (주)신산, (주)양수금속, (주)엔코아네트
웍스, 더밸런스코리아, 삼기산업(주), 스팁, 스페셜드림, 주식회사이엔시스템, 한국도로공사

울산

(주)코노텍, (주)홍인, (주)론픽, (주)미래마린텍, (주)성지기업, (주)씨앤씨솔루션, (주)유주, (주)조이라이프, 공작소은박, 더글러코리아, 명성기술, 모니텍(주),부경수도(주), 삼보토
건 주식회사, 아이티씨, 이앤코, 제이티에스인더스트리, 청우에이스(주)

부산

중앙엔지니어링(주), (주)바이오에프디엔씨, 메드믹스, 한양로보틱스, 엘리비젼, (주)자동기, 씨엘엠, 동아프리엘, (주)부성엔지니어링, 기산수기, (주)클레슨, 플로우테크(주), (주)
그렌텍, 아이에스테크놀로지(주), (주)세진하이텍, (주)유니테크, 서울부품상사, (주)기쁨앤드, (주)넥스트바이오메디컬, (주)대금지오웰, (주)세고스, (주)스피덴트, (주)에스지오, 
(주)이노디스, 주식회사 휴런, 케이에이치에스, 코리아삼바우메디컬 주식회사, 탑에어주식회사, 티티아이, 한국전광

인천

나노종합기술원, 주식회사두레텍, 아이투엠주식회사, (주)부강테크, (주)알디텍, 윤슬(주), 주식회사 유진바이오텍, JSK바이오메드(주), (주)한수나텍, (주)나루이엠에스, (주)지피, 
(주)유나, (주)에스엔, 옵티메디(주), 모루기술(주), (주)셀렉스라이프사이언스, KLES(주), 가봄, 한국센서연구소, 차메디텍, 엠티디아이(주), (주)진켐, 청림이엔지, 엠텍, (주)씨에치씨
랩, (주)워터엠시스, TMR모터사이클, 플레이캐슬, (주)휴트리, (주)세이퍼존, 신양에너지(주), (주)한성시스코, (주)디오엔지니어링, (주)바램시스템, (주)세영엔지니어링, 엠티엔시
(주), (주)아록이엔지 (주)오믹시스, (주)원텍, (주)알엔에스, (주)에이티, (주)제이오텍, (주)텔코코리아아이에스, (주)휴비스, 에코필드(유), 죠이밸런스, 주식회사 파멥신, 케이맥(주)

대전

인셀(주), (주)써지코어, 주식회사 에덴뷰, 비에이에너지(주), (주)삼도환경, 21세기 메디칼 주식회사, 퓨처사이버주식회사, 에이치엔티환경건설개발(주), JNS환경기술, (주)리눅
스아이티, 유니온네트웍스, 뉴코애드윈드, 티비엠(주), (주)에어워터코리아, 현진기업, 코아볼트, 광주CGI센터, 대라종합건설(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다원엔지니어링, 신영한
와, GIST, 더 하모니, 파워텍, 대경이노텍, 탈렌티스(주), 청광솔라, 지엔에스티(주), 우성정공, (주)봉황씨원, 유니크메디케어, HNT환경건설개발(주), (주)랩코, (주)지앤아이, 원기
산, 하랑, 디에스피, 디케이 주식회사, (주)하이템, 벤텍프론티어, (주)성일이노텍, (주)스케일트론, (주)에너지와공조, (주)지아이엠텍, (주)허머, 기찬토건(주), 지엘기술(주), (주)거
도, 포엠(주), 에이스골프주식회사, (주)미주코리아, (주)점보알텍, (주)두린, (주)인송GE, (주)지에스엠코리아, 네오엔지니어링, (주)세연이앤에스, 주식회사 엠오그린, 아이밀, (주)
디알텍, 광주남문장례식장 주식회사, 한시스템,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에프엔엔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원, (주)한페이시스, 온솔, 다인종합건
설 주식회사, (주)누리일렉콤, 마빈디자인, 골드텔, 주식회사 나전, (주)일솔레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사단법인 전남지역발전포럼, (주)휴이컴퍼니, 광주체육
중학교,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재)광주기독병원, (주)다원엔지니어링, (주)멋있는 생활, (주)벤텍프런티어, (주)신성테크, (주)신성티케이, (주)아이멧, (주)이드엠, (주)이즈소프
트, (주)전진티티에스, (주)지오이엔씨, (주)천일, (주)첨단랩, (주)킴즈메드, (주)탑스코, (주)토브, 고려오트론(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극락초등학교, 남도금형(주), 누리오㈜, 
다원디엔에스, 대경보스텍(주), 대라주택건설(주), 무진기공(주), 세온피싱, 에스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에이치디티(주), 유한동력주식회사, 주식회사 그린인슐레이터, (주)뜨레찬, 
주식회사 오케이오, 주식회사 한국씨앤에스, 주식회사티디엘, 창테크(주), 한국승강기관리원, 한국제다

광주

농업회사법인 금산흑삼 주식회사, 비클시스템주식회사, 삼영기계(주), (주)소울네이처푸드, 에이비엠사이언티픽, 이엔코스, 주식회사 고산테크, 주식회사 화이트스톤, (주)득
영, (주)마루온, (주)엠큐더블유, (주)워텍, (주)코엠에스, (주)퓨리켐, 농업회사법인 푸디웜(주), 다산기업(주), 디씨에스이엔지(주), 비아이랜드(주), 성창주식회사, 에이스테크(주), 
에프엠전자(주), 엔티아이, 주식회사 세븐킹에너지, 주식회사 제이에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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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MNK 연혁

2007
엠앤케이 설립

2011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KIDP) 등록

2017
전국지식재산센터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수행사 

잉글리쉬 오케이 버전 1.0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2018
기술전문기업(K-ESP)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감사패＂표창

(주)태영미디어 설립

(주)승리커뮤니케이션 설립

2020
MNK CI 리뉴얼 및 비전 선포식

광주 사무실 이전 및 녹동 Campus 설립

2021
울산 지사 설립

명품강소기업 선정

2019
수출바우처 “우수”수행사 선정

전국지식재산센터 수행사 선정

(동영상, 디자인 분야)

온라인마케팅팀 신설

특허백화점팀 신설

2014
(재)광주테크노파크 선정 

지식서비스분야 종점육성대상 선정( ~2016) 

주식회사 엠앤케이 설립

2015
산업디자인전문회사등록 (종합)

기업부설연구소설립

여성친화가족기업선정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KS ISO 9001:2009/ ISO 9001:2008)

영상제작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설계 및 개발

비디오물 동영상 제작업 등록

초경량비행장치사업 등록

전국지식재산센터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수행기업 선정

수출바우처 수행사 선정

(동영상, 디자인 분야)

2016
서울,부산,대전 지사설립 

산 ● 학 ● 연구개발우수기업 

광주광역시장상 수상

광고 대행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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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MNK 조직도

3D팀

영상팀

온라인마케팅팀

미디어 사업부

전략기획본부

3D 융복합연구소

프로모션팀

대표이사

디자인 사업부

디자인팀

웹팀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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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Partnership – MK전자

1300여개 기업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오고 있는 MNK는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독자적인 ALL-IN-ONE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MNK의 ALL-IN-ONE SYSTEM 은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 3D시뮬레이션 등 통합적인 기술전문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함

으로서 한번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실제로 MNK의 ALL-IN-ONE SYSTEM은 기업의 니즈를 100% 

반영해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결과물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고객의 만족도를 최고로 향상시키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본딩 와이어를 생산하는 기업은 엠케이전자주식회사를 비롯해 독일의 헤라우스그룹, 일본의 다나카금속, 스미토모금속, 

니폰금속으로 5개 사다. 소재분야의 강국인 일본, 독일 등 선도 기업들과 당당히 선두 경쟁을 하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기술력과 품질로 

성장을 이뤄내 K제조업의 저력과 지속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

 엠케이전자주식회사는 1982년 창립 이후 40여년이라는 짧지 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반도체소재 부품 제조회사로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핵심 부품인 본딩와이어, 솔더볼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으로 수행기관이 10곳이 넘게 지정이 되었지만, 

1차 PPT 발표 후, 2차 3개 기업중 최종 선정됐다. 엠케이전자주식회사와의 협업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기업의 핵심 키워드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치밀한 시장조사를 토대로 경쟁업체를 세밀히 분석한 후 엠케이전자주식회사의 핵심

키워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다.

◀ MNK 촬영팀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MK전자 본사 전경

▲ MNK 촬영팀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MK전자 음성 센터 전경

▲ MK전자 국문 홍보영상 1:32:02 스틸컷

MNK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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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sible Connections
Enabling 
Incredible Changes

보이지 않는 연결의 힘

엠케이전자주식회사의 주요 제품은 본딩 와이어(bonding wire)다. 

반도체를 제작할 때 반도체 칩에 전기를 전달하는 아주 가는 전기선이 본딩 와이어이다. 

본딩 와이어는 금 1g으로 머리카락 5분의 1 굵기의 금실을 250m까지 뽑아낼 정도로 가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가는 금선을 고열이나 충격에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제작 기술의 핵심인 것이다. 

여기에서 착안해 우리는 기업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카피를 창조했다.

MNK의 ALL-IN-ONE SYSTEM 으로 결과물들이 하나의 컨셉으로 이어져

전자카탈로그와 홍보영상이 제작됐고, 고객이 만족하는 니즈를 창출해낸 것이다.

전자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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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Partnership – (재)광주관광재단
문화예술도시, 광주의 새로운 관광 기준을 만들다

 뉴 노멀 시대 트랜드를 뛰어 넘는 도시 브랜딩이 대세다.  ‘브랜드’ 라는 것은 ‘다른 것' 과 비교되는 가치를 말한다. 

결국 도시 브랜드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타 도시와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차별화된 도시 브랜딩을 위해 

각 도시는 도시 이미지 창출에 매년 수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현실이다. 

 도시 브랜딩은 차별화된 그 도시만의 역사, 사회, 문화적 특징과 연관될 때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우리는 광주의 이미지를 특정짓고 

제고할 수 있는 새롭고 감각적인 디자인 브랜딩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따라 광주 도시 브랜딩에 알맞은 헤드카피를 기획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지 무등산의 입석대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제작

하고 ‘하이힐을 신고도 만날 수 있는 무등산’ 이라는 주제로 (재)광주관광재단 

사무실 앞에 무등산 포토존을 조성했다. 

 실제로 포토존 제작을 기념하여 2020년 11월에는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해 

1,000여명의 광주시민이 참여해 많은 호응과 관심을 얻었다. 무등산 서석대 포토존 환경전시물

 이에 MNK는 단순히 디자인요소에 대한 접근뿐만이 아니라 (재)광주관광재단과 협업을  

통해 광주 도시 브랜딩의 의미를 확장시켜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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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3D 홍보영상 전문그룹 MNK는 (재)광주관광재단의 이런 일련의 모든 작업들에 ALL-IN-ONE SYSTEM을 적용시켜 가장 효율적이면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파트별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광주’ 의 도시 브랜드를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한 콘텐츠 발굴에도 MNK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모두에게 열린 관광, 1000만 관광도시 도약’ 이라는 슬로건 아래 광주의 관광은 이제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광주관광의 새로운 장을 열고, 포스트 코로나 일상시대, 

변화된 관광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광주대한민국 예술여행 
대표도시,

welcome

어서와요, 광주! 당신의 여행이 시작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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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예술여행 대표도시 광주

01
포스트코로나시대
관광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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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jto.or.kr

비전

예술로 열어가는 관광활성화

예술여행도시, 광주 만들기

2030년 아시아 예술여행중심도시 광주 도약

비전

목표

예술여행

인프라 조성

예술여행

생태계 구축

예술여행

콘텐츠 개발

예술여행

운영체계 구축
추진전략 예술여행

인지도 정립

www.gjto.or.kr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전략적 관광콘텐츠 발굴로 

지속가능한 광주관광 활성화 토대 마련

예술사업단 발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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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대한 모든 것! 세상의 특별함을 오픈하다!

차별화된 제품! 기술을 나누는 플랫폼! 특허백화점

Patent Department Store



www.themnk.co.kr 17

Patent Department Store
특허백화점

www.특허백화점.com

특허백화점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특허받은 제품과 
기술을 거래합니다.

기업 간의 협업과 
공동 R&D

특허에 대한 
토탈 솔루션 제공

특허백화점의 차별화된 
마케팅 서비스

patented
product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Total Solutions Marketing Services

특허백화점 해외 PG사

결제 시스템 연동

기업, 기술영상, 마케팅, 디자인, 

컨설팅 모든 상담 진행
기업 간의 기술교류를 통해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고 

시너지 발생

윤앤리 특허법인과의

 협업으로 특허의 등록에서부터 

기술이전 분쟁 소송까지

공동 R&D를 통한 

새로운 융합제품 개발

기술조사/출원 등록/

분쟁소송/지식 재산권 특허에 대한

모든 상담과 등록 가능성 검토

특허 기술 판매(구매),

투자시스템으로 기업 성장

입점 후 국내 지원사업

메일링 서비스

생활 소비재 , 식품에서 기계, 

공장 플랜트까지 모든 영역 취급

특허백화점 블로그 및

 SNS 마케팅 홍보 진행

특허백화점에서는 

입점고객을 모십니다.

< 특허백화점
   입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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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시뮬레이션은 특허제품의 홍보와 투자유치, 

기술 소개 프레젠테이션에 적합한 최적의 아이템입니다.

MNK는 3D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작하기에 앞서 기술을 이해하고 분석합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영상 제작은 기술의 디테일을 살리고, 

3D를 통한 정교한 기술 재현으로 영상의 전문성을 향상시킵니다.

3D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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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Simulation
3D 시뮬레이션 

www.지식재산영상.com

[기계] (주)국일인토트 [화학] LG화학 [Bio ● 의학] 주식회사 다원메닥스

[IT] 더블유알디(주) [제품] 모비스타 [제품] (주)백조씽크

[기계] 청우에이스(주) [IT] (주)릴리어스 [해양·플랜트] 주식회사21미터

[전기·전자] (주)솔라플렉스[IT] 비컴솔루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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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Simulation
3D 시뮬레이션 

[기계] 주식회사 에스알이엔지 [기계] 에스엠에이치(주) [Bio ● 의학] (주)엑소코바이오

[제품] 아이티플러스 [Bio ● 의학]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제품] 태평양물산(주)[해양] (주)푸른중공업

[건설] 한국도로공사 [전기 ● 전자] KEPCO 전력연구원

[환경] 기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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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청호나이스 [기계] 대산이노텍 [제품] (주)써보레

[건설] (주)페이스그래픽 [환경] 벤텍프런티어 [기계] 제이엔케이히터(주)

[화학]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계] 삼기산업(주) [식품] J&K글로벌리소스

[제품 ● IT] 한국파워셀[건축] (주)대동이엔지

[의료·제품] 주식회사 리브스메드 [Bio ● 의학] 피에스아이플러스(주) [기계] (주)영진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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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K의 미디어사업부는 기획부터 시나리오, 촬영, 편집까지 

다앙한 영상 기법으로 크리에이티브한 영상을 만듭니다.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품, 기술 등 핵심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구현합니다.

기획부터 편집까지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원스톱 시스템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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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film
동영상

www.themnk.co.kr

[홍보동영상] (주)대창 [홍보동영상] (주)바이오에프디앤씨 [브랜드영상] (주)승우비엔에스

[바이럴영상] 티비엠(주) 블레쥬 [홍보동영상] (주)지투지바이오 [홍보동영상] 안국약품(주)

[홍보동영상] (주)아이썸 [제품홍보동영상] (주)에이티로봇 [바이럴영상] (주)워너비코스메틱

[홍보동영상] (주)이노디스[홍보동영상] (주)유니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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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film
동영상

[홍보동영상] 엠케이전자(주) [제품홍보동영상] 피에스아이플러스(주) [인포그래픽영상] (사)지역고용정책연구원

[홍보동영상] 전남관광재단[제품홍보동영상] 비보존제약(주)

[홍보동영상]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바이럴영상] 농업회사법인 청맥(주)[제품홍보동영상] 봄텍전자(주)

[홍보동영상] 제주 미소포크 [홍보동영상] 광양시청 관광과

[홈쇼핑 인포모셜] (주)굿프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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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선포식 영상] (재)광주관광재단

[홍보동영상] 광주CGI센터 [브랜드영상] 엘페 [인포그래픽영상] 광주지식재산센터[홍보동영상] 광주CGI센터 [브랜드영상] 엘페 [인포그래픽영상] 광주지식재산센터

[홍보동영상]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홍보동영상] (주)엠티에스 [TV-CF] 모닝팜(주)

[메뉴얼영상] (주)킴즈메드 [TV-CF] 대라수건설(주) [제품홍보동영상] (주)제이오텍

[제품홍보동영상] 주식회사 로이스 [TV-CF] 광주남문장례식장(주) [제품홍보영상] 더 블레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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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K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라는 타이틀답게 그저 바라보기에 좋은 디자인을 넘어 

클라이언트와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내고 나아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 

차별화된 크리에이티브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시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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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design
시각디자인

www.themnk.co.kr

(주)대금지오웰 카탈로그 (주)동양금속 카탈로그 삼기산업(주) 카탈로그

(주)엔에스비에스 카탈로그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 카탈로그(주)키즈노트 카탈로그 

종이카탈로그
Paper Catalog

(주)에어포인트 카탈로그 (주)엠티에스 카탈로그 (주)케이씨엠테크놀로지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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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카탈로그
Paper Catalog

(주)새날테크텍스 카탈로그(주)에이블루 카탈로그 주식회사 굿플 카탈로그

(주)선우엔지니어링 카탈로그 탈렌티스(주) 카탈로그 (주)신성테크 카탈로그

전남공고 카탈로그 (주)리눅스아이티 카탈로그 (주)케이에스아이 카탈로그

(주)에이스바이옴 카탈로그 에이스테크(주) 카탈로그(주)씨유스킨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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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홍어(주) 카탈로그 코드마인드(주) 카탈로그 현대영농조합법인 카탈로그

(주)파워텍 카탈로그 해전산업(주) 카탈로그 (주)킴즈메드 카탈로그

코인자야(주) 카탈로그(주)엠큐더블유 카탈로그 성보산업 카탈로그

광주광역시청 카탈로그

늘품내진이엔씨 카탈로그

주식회사 승우비엔에스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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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탈로그
Electronic catalog

 광양주식회사 전자카탈로그

삼기산업(주)전자카탈로그 아륭기공(주) 전자카탈로그

엠케이전자(주) 전자카탈로그 태평양물산(주) 전자카탈로그 주식회사 굿플 전자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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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서

PPT

Company Profile

PowerPoint

(주)엔디디 회사소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PPT

록바이오텍 회사소개서

한국승강기관리원 지명원 PPT 

한주금속(주) 회사소개서 (주)KSI 회사소개서 비컴솔루션(주) 회사소개서

(재)광주관광재단 PPT 전남대학교 PPT 전남대학교 PPT

(주)아이센스 회사소개서

(주)천일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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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디자인
Advertising design

(재)광주관광재단 포스터 (재)광주관광재단 E-뉴스

(재)광주관광재단 입간판

전남공고 포스터

영산홍어(주) 배너(재)광주관광재단 인포그래픽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포스터 남문장례식장 포스터 광주체육중학교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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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
Product Design

씨앤보코 DOG HOUSE 대경이노택(주) 죽부인

(주)더블유피 솔라파인더

셀렉트쓰리디 말벌퇴치기 미니모터스 전동킥보드

이디에스(주) 레저파워 (주)명보에너지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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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디자인
Package Design

동명상회 스페셜티 콜드브루

동명상회 커피백 스페셜티 파우치 경향셀(유) 제품 패키지

주식회사 아이밀 패키지 (주)엔에스비에스 요실금 팬티 패키지 강원도 방울토마토 패키지

대륙식품(주) 김 패키지 철원 오대쌀 패키지 (주)예스바이오테크 패키지

(주)마린테크노 모이또 제품 패키지(주)아이티씨 수출용 키친타올 씨엘월드 키스오브더치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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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디자인
Package Design

퀴노아랑 다식 라벨 디자인영산홍어(주) 홍어콜라겐 패키지

(주)운석 락토스킨 비누 패키지

(주)예스폼 패키지 (주)플랫폼베이스 패키지 (주)황칠코리아 패키지

(주)다나메디컬 다나에코침 패키지 (주)첨단환경 새집증후군 패키지 법성포 참맛굴비 패키지

강원인삼농협 홍삼 패키지 도듬 노탄콜 애견간식 패키지 (주)킴즈메드 제품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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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 BI / 네이밍
CI / BI / Naming

(주)인터테라 CI 디자인 (주)리눅스아이티 CI 디자인 대경이노텍(주) CI 디자인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CI 디자인 누리오 CI 디자인 P&J 글로벌 CI 디자인

(주)일솔레드 CI 디자인 (주)건원 CI 디자인 테라플랜 CI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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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 BI / 네이밍
CI / BI / Naming

삼기산업(주) CI 디자인 대륙식품(주) CI 디자인 엔트리움 주식회사 CI 디자인

와이제이링크(주) CI 디자인 (주)원신그레이팅 CI 디자인 아륭기공(주) CI 디자인

(재)광주관광재단 CI 디자인 도듬 CI 디자인 뜨레찬 CI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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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만든 홈페이지는 회사의 가치와 매출을 올립니다. 

MNK는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심층분석하는 컨설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UX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현되는 반응형 사이트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개발합니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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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design
웹 디자인

www.themnk.co.kr

(주)백건준설 회사 홈페이지 아이브스(주) 회사 홈페이지 블레쥬 쇼핑몰

(주)비케이에너지 회사 홈페이지 (주)오케이오 회사 홈페이지 주식회사 인텀 회사 홈페이지

엠킨 쇼핑몰 가현푸드빌(주)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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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스 브랜드 홈페이지 (주)엔에스비에스 회사 홈페이지 대륙식품(주) 쇼핑몰

엠텍 주식회사 홈페이지 (주)득영 회사 홈페이지 (주)엑소코바이오 회사 홈페이지

Web design
웹디자인

후레쉬워터(주) 회사 홈페이지 삼기산업(주) 회사 홈페이지

(주)뜨레찬 쇼핑몰 코인자야(주) 홈페이지(주)부경 회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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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블럭 회사 홈페이지 원신그레이팅 회사 홈페이지 하나에너텍 회사 홈페이지

성보산업(주) 회사 홈페이지

주식회사 제리백 쇼핑몰 동준수산 쇼핑몰

탈렌티스(주) 회사 홈페이지 해전산업(주) 회사 홈페이지(주)한성스틸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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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K는 실제 한 걸음 한 걸음, 꼭 진행해야 할 마케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기적으로 실제 진행했던 마케팅 보고서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체크해 드립니다. "다양한 채널 운영과 함께 브랜딩에 앞서 가세요"

온라인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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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Marketing
온라인마케팅

각 채널별 체험단은 다양한 리뷰를 생성하며, 동시에 기업에서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어 인기가 좋은 마케팅 기법 중 하나 입니다.

온라인마케팅은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시대의 흐름과 맞춰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할 영역입니다.

온라인마케팅 경력 15년의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으로 가장 최적화된 마케팅을 제시하고, 진행합니다.

MNK의 종합마케팅은 20여개 가까운 채널들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다양한 채널의 체험단 마케팅

www.themnk.co.kr

유튜브 체험단

블로그 체험단 SNS 체험단

모델 체험단



44

Online Marketing
온라인마케팅

자사의 공식 블로그 및 SNS를 직접 관리 및 운영하여, 유입 유도 및 노출, 도달에 목표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표현하지 못한 다양한 컨텐츠 및 소식, 정보를 전달하는 최적화 마케팅입니다.

브랜드 블로그, 브랜드 SNS 관리 운영

NAVER 블로그 관리 대행 인스타그램 관리 대행

최근 NAVER의 점유율이 55%까지 떨어졌지만, 아직도 놓아서는 안되는 공간입니다.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 금액 및 광고 설정, 관리, 운영을 통해 유입에 중점을 둔 마케팅 입니다.

NAVER 광고 마케팅

브랜드광고

키워드광고

쇼핑광고

파워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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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론보도 마케팅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노출을 기본으로 한 온라인 매체의 마케팅입니다.

해외 언론보도는 국가별로 진행이 가능하며, 구글, 야후, 바이두 등에 노출 되는 해외마케팅입니다.

기자단 마케팅은 일정 방문자 및 팔로워를 가진 계정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마케팅입니다.

언론보도 및 기자단 마케팅

국내 언론보도 마케팅 해외 언론보도 마케팅

블로그기자단 마케팅인스타그램 기자단 마케팅

구글 배너광고는 다양한 채널에 배너 및 텍스트 광고를 진행하여 많은 유입을 유도합니다.

유튜브 광고의 경우 영상 시작 전, 영상 중간 등 다양한 위치에 포지셔닝되어 진행됩니다.

카카오비즈보드는 채팅목록창 상단 및 하단에 노출되는 영역으로 최근 많은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너 및 유튜브광고

구글GDN 배너광고
(국내, 해외)

유튜브 광고
(국내, 해외) 카카오 비즈보드 (국내만 가능)카카오 비즈보드 (국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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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에 필요한 전문 스튜디오 사진 촬영 및 바이럴영상 제작도 MNK 온라인마케팅팀에서는 가능합니다.

또한 상세Page의 일부 수정 보완이나, 제작까지도 모두 마케팅화로 변경해서 가능합니다.

사진촬영 / 바이럴영상 / 상세Page 제작

상세Page 제작

사진촬영

바이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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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본 진행결과들

매출

홈페이지 방문자 블로그 방문자

매출

MNK 온라인 마케팅은

 함께 나아가는것이

제일 첫번째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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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진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MNK는 클라이언트와 원활한 소통으로 상품의 본질과 가치를 포착하고,

마음을 흔드는 스토리와 매력이 담긴 최상의 이미지를 렌즈에 담아냅니다.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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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y
촬영

www.themnk.co.kr

록바이오텍 제품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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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ing
촬영

스페셜드림 신생아 베개 모델 촬영

스페셜드림 유아 베개 모델 촬영

(주)엑소코바이오 회사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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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스트벨리티엔텍 회사 촬영

티비엠(주) 제품 모델 촬영

(주)한국모바일택시복지사업단 회사 홍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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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K에서는 ALL-IN-ONE SYSTEM을 통해 기업의 니즈와 이미지에 맞게 

브랜드 아바타 모델을 세밀한 3D 작업으로 다양한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생산합니다.

MNK 가상 모델 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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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AVATAR
MNK 가상 모델 에이전시

www.instagram.com/__mina.__k

브랜드 아바타 기대효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브랜드 모델을 만나는 고객들에게는 모델의 실존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직접 대면하지 않고 브랜드 아바타와 미디어 환경으로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언택트 시대를 맞아 

MNK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세요!

SNS 플랫폼으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입소문 마케팅(WOM)과 부작용

없는 가상의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양한 화보 촬영을 통해 SNS등의

다양한 광고물 게시에 적합하며, 국경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해외 바이어와 신뢰도를 형성,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기대합니다.

CGI모델은 실제 모델보다 인건비 비용이 훨씬

저렴하며, 기업 제품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MZ세대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장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향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

비용측면에서

저렴해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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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