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PANY PROFILE



프레즌트만의 창의적 생각이 
고객의 Business에 현재 필요한 
최적의 마케팅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Creativity is to some extent a present, but ever one can be more creative.



Contents

01

About US
.....................................................................................................................

Fact sheet
Service
Design Process
Organization
Reference
Client

02

PORTFOLIO
.....................................................................................................................

Web
Online shop
Mobile



About Us

법인명                   ㈜프레즌트

대표이사                김형권

설립연월                2005년 5월 ( 2007년 6월 5일 법인전환)

본사소재지             F2, 40-7, Hyoja-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LAB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9, 용성비즈텔 1304호

                            03042,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13길 40-7, 2층             

연락처                   TEL : +82 (02)535-8793, MAIL : ipresent@ipresent.co.kr | B/N. 144-86-59935

사업분야                E-BI  (e-business integrator)

                            E-Consulting Service : UI/UX, GUI,  e-biz Strategy

                            E-Creative Service : Branding, Commerce integration, Interactive Multimedia

                            E-Contents Service : Mobile App, e-Learning, Public Kiosk

                            E-Marketing Service : Maintenance, Online Marketing, Buzz Marketing, Online Promotion



Service 프레즌트는 브랜드 가치와 마케팅 성과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E-Creative Design  
- Mobile GUI, UI/UX 
- Web, Mobile Web
 UI Analysis & Design
 Contents Architect Design

E-Market Consulting 

- E-Branding
- Shopping mall Maintenance
- Online Promotion Strategy 
 On/Off Line Integrated Marketing
 Promotion Tool Development 
 Online Advertising

Interactive Multimedia

- Mobile Application
- Web 2.0, UI/UX, RIA e-Catalogue
- E-Catalogue, Flash Animation
- Public Kiosk Software

Communications (Identity/Graphic Design)

- Culture & Products Contents Planning
- Package, Sign System
- CI. BI. CIP
- Books, Brochures, Magazine, Newsletters, Calendars 

- Advertising

Business focus area

Creative
Interactive Design

Multimedia Design UX Design
Communications Design

Multimedia
Character Design

System
Mobile Application Develop

Web/Wap Develop
Programming

System Tuning & Optimization
Solution Provide

Brand Customer

Strategy
Branding/Brand Identity
Web Strategy & Plan

Web Contents
Marketing

Web Promotion



프레즌트는 미학적 감각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합니다.Design Process

Insight

사용자의 니즈를 
기반으로

인사이트 도출

디자인 소비
트렌드 파악 및 최신

기술 동향 리서치

디자인 초안 평가 및 개선방향과 컨셉 설정

Deliver
Ideation

Needs Analysis
Insight

Design
Research

Defining
Concept

Design



Reference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비고

시화호 인포메이션 키오스크 UI/UX 19.07 ~ 19.08 미디어앤메세

롯데면세점 프로모션 19.03 ~ 19.03 롯데

쌍용자동차 앱 UI/UX 20.03 ~ 20.05 쌍용자동차

랭고 영어학습 BX 19.08 ~ 19.12 데모

서울시50+ 남부캠퍼스 디자인 운영 20.01 ~  현재 엑사브라㈜

팬라이트 앱 UI/UX 20.12 ~ 21.01 팬라이트

셀트리온 사내 캠페인 디자인 20.06 ~ 20.09 셀트리온

 올리브영 리뉴얼 구축 13.10 ~ 13.12

 프리머스시네마 홈페이지 운영 13.10 ~ 18.02 CJ CGV㈜

 CJ오쇼핑 르페르 홈페이지(브랜드사이트) 리뉴얼 13.09 ~ 13.10 CJ오쇼핑㈜

 한국사학진흥재단 고객지원센터 시스템 구축 개발 13.09 ~ 13.11  한국사학진흥재단

 CJ CGV 홈페이지 및 웹모바일 리뉴얼 13.07 ~ 13.12 CJ CGV㈜

 CJ 프리머스 리뉴얼 디자인 13.05 ~ 13.07 CJ CGV㈜

 CJ 헬로비전 홈페이지 디자인 13.04 ~ 13.06  CJ 헬로비전㈜

아모레퍼시픽 제품 상세보기 구조 및 디자인 리뉴얼 17.03 ~ 17.06 아모레퍼시픽㈜

지로스팅 커피 홈페이지 및 모바일 구축 15.05 ~ 15.10 프레즌트 지로스팅랩㈜

올리브영 

엑사브라, 라블리즈 홈페이지 운영 17.04 ~  19.11 엑사브라㈜

포스코 사내 켐페인 안내문 디자인 18.04 ~ 현재 포스코

KIMGU 화상영어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17.12 ~ 18.02
김구 화상영어



Reference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비고

 한국타이어 T-STATION 운영 09.04 ~ 09.07 한국타이어㈜

 신한카드 꼬마피카소 글그림 축제 웹사이트 09.03 ~ 09.05 신한카드(주)

 삼성 애니콜 온라인 프로모션 08.07 ~ 08.09 삼성전자㈜

 현대,기아 자동차 캠페인 프로모션 사이트 08.05 ~ 08.08 현대기아차그룹

 AUCTION 회사홈페이지 구축 08.04 ~ 08.07 (주)이베이옥션

 CJ CGV제휴사업팀 광고제작가이드 제작 운영 13.01 ~ 현재 CJ CGV㈜

 CJ CGV 홈페이지 운영 13.01 ~  현재 CJ CGV㈜.

 CJ CGV 메인 리뉴얼 개편 12.05 ~ 12.08 CJ CGV㈜.

 Cjmall 스타일오샵 리뉴얼 12.09 ~ 12.11 씨제이오쇼핑㈜

 메시지쿠폰 웹 서비스 구축 10.09 ~ 10.11 SK마케팅앤컴퍼니㈜

 T world 로밍쿠폰 서비스 리뉴얼 10.06 ~ 10.08 SK텔레콤㈜

 T world 메시지쿠폰서비스 리뉴얼 10.04 ~ 10.06 SK텔레콤㈜

 예본안과 웹사이트 리뉴얼 09.10 ~ 09.12 예본안과 네트웍스

 옥션 신상특구 웹 매거진 구축 09.09 ~ 09.10 (주)이베이옥션

 CJ홈쇼핑 회사소개 홈페이지 제작 09.09 ~ 09.11 CJ홈쇼핑㈜

 CJ홈쇼핑 전문샵 및 쇼핑기획전 제작 09.06 ~ 09.09 CJ홈쇼핑㈜

 한국타이어 T-스테이션 메인 디자인 09.05 ~ 09.07 한국타이어㈜

 현대,기아 자동차 캠페인 프로모션 사이트 08.09 ~ 08.12 현대기아차그룹



Reference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비고

한화증권 고객요 태블릿(IPAD) MTS 서비스 Smart T 구축 11.10 ~ 12.04 (주)한화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스마트 MTS(스마트폰, 타블릿PC)구축 11.09 ~ 12.02 (주)이트레이드증권

KDB대우증권 스마트폰전용 증권리서치매거진서비스 구축 12.03 ~ 12.04 (주) KDB대우증권

HMC투자증권 퇴직연금 모바일 H Pension 구축 11.05 ~ 11.10 (주)HMC투자증권

한화증권 스마트폰 MTS Smart T 구축 11.09 ~ 11.12 (주)한화증권

제클린 세탁서비스 어플디자인 20.03 ~ 20.04 제클린

동양미래대학교 홈페이지 리뉴얼 20.07 ~  20.10 동양미래대학교

자전거 속도계 어플 UI/UX 19.01 ~ 19.02 에이치엔이

블루투스 자물쇠 어플 UI/UX 19.03 ~ 19.04 에이치엔이

(주)엔엔에스피 whiteEDR 보안관리 화면디자인 18.09 ~ 18.10 NNSP(주)

(주)엔엔에스피 nNetDiode 보안관리 화면디자인 18.09 ~ 18.10 NNSP(주)

AXL 코인 월렛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18.07 ~ 18.09 더그룹(주)

KDB스마트 Smart Neo Global APP디자인 14.02 ~ 14.04 KDB대우증권(주)

CGV 영화예매 APP 리뉴얼 13.08 ~ 현재 CJ CGV (주)

KT렌트카 모바일(타블릿PC) 계약서 디자인 13.08 ~ 13.11 KT렌탈(주)

롯데홈쇼핑 TV상품관련주문 모바일 디자인 13.05 ~ 13.08 롯데홈쇼핑(주)

KDB대우증권 MTS 개발 및 운영 디자인 용역 13.03 ~ 13.06 KDB대우증권(주)

키움증권 스마트매체 어플리케이션 개발 디자인 12.11 ~ 13.01 키움증권(주)



Reference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비고

동양시스템즈 베트남향 MTS 구축 11.02 ~ 11.04 (주)동양시스템즈

동양종합금융증권 STS 구축 11.02 ~  11.08 (주)동양종합금융증권

대우증권 갤럭시탭 MTS 구축 10.10 ~ 10.12 (주)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터치디바이스(iPad) 증권서비스 구축 10.08 ~ 11.01 (주)우리투자증권

신영증권 STS iPhone/iPad 구축 10.05 ~ 10.10 (주)신영증권

대우증권 MTS 구축 10.03 ~ 10.06 (주)대우증권

현대카드 모바일 서비스 구축 08.04 ~ 08.07 현대카드(주)



Client 고객의 필요에 맞춘 프레즌트만의 효과적인 프로젝트 수행 능력은 국내외 다양한 기업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할 것 입니다.



영화 그 이상의 감동!
CGV의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활용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화

CGV 홈페이지 리뉴얼 및 운영





PromotionPromotion



Promotion



Promotion



Promotion



Promotion



PromotionPromotion



Promotion



Promotion



PromotionPromotionPromotion



PromotionPromotion



Promotion





Nice to app you!
차별화된 예매 서비스 및 풍부한 영화정보 전달에 최적화된 UI/UX구현

CGV 앱 리뉴얼 및 운영



PROMOTION



CGV Mobile 결제 UI Design 



커플링클럽 서비스 런칭 UI Design



프리머스 리뉴얼
영화와 감성이 만나다.
‘Some day One movie’ 프리머스의 영화 감성가치 전달





한화증권 SmartT 구축
사용자에 최적화된 UX 디자인으로   
효율성 강조 및 깔끔한 인터페이스 구현





아모레퍼시픽 상품 상세 UI/UX
영화와 감성이 만나다.
‘Some day One movie’ 프리머스의 영화 감성가치 전달 





엑사브라 홈페이지 운영
여성만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감성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담은 디자인 구현







라블리즈 홈페이지 운영
여성만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감성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담은 디자인 구현





 포스코 캠페인 디자인
일은 SMART하게, 여가는 SWEET하게!
목적성에 맞는 적절한 인포그래픽 사용으로 정보전달력의 최대화







롯데면세점 프로모션
재치있는 일러스트레이션과 타이포그래픽으로
사용자의 참여 유도 디자인





랭고 영어학습 BX
랭고 영어학습자의 편의에 맞춰 콘텐츠 사용을 유도하여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Brand Experience









셀트리온 캠페인 디자인
Be The Proud Celltrionian!
따뜻하고 친근한 일러스트를 통하여,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Campaign Design







쌍용자동차 APP UI/UX
간편한 사용성과 심플하고 직관적인 UI로
사용자의 주목성과 편의성 극대화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각종 일러스트와 아이콘들을 통해
50+세대의 눈에 확 들어오는 직관적인 디자인 구현







팬라이트 APP UI/UX
직관적인 화면구성을 통해
콘서트 응원봉과 쉽고 빠르게 연동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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