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디자인

홈페이지 _
제작 제안서
최고의 가치는 고객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저희는 모두의디자인입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us.



비즈니스의
시작은 _
디자인입니다.

모두의디자인은 성공적인 전략의 첫 시작은 디자인이란
생각으로 기업의 경영과 마케팅 전략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_ 더
좋은
디자인

모두의디자인은 다양하고 풍부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쉽고 보다 좋은 디자인을 마케팅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verview about us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라이프 테크노관 8150호

T 02. 2157. 6380

ssiso35@naver.com

modoodesign.net

인터넷과 모바일이 뿌리 깊게 보급화 되어 있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마케팅은
디지털 기술과 창의성이 접목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통해 색다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두의디자인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가치 또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전략의 첫 단계는 디자인이다.’라는 생각으로
고객의 경영 마케팅 전략에 최적화 된 솔루션과 웹사이트에서 카탈로그까지
기업홍보에 필요한 디자인을 최상의 퀄리티로 제공하고있습니다.



CEO

경영 기획팀
Management Planning Team

전략 마케팅팀
Marketing Team

광고운영 관리팀
Management Planning Team

총무팀
General Affairs Team

디자인팀
Design Team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_ 것

고객의 경영 마케팅 전략에 최적화 된 솔루션과
웹사이트 에서 카탈로그까지 기업홍보에 필요한
최상의 디자인을 제공하고있습니다.

ORGANIZATIONvision 

+ +
Everything for 
Design
마케팅 영역의
확대를 위한 경영

Management 
for win-win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경영

Design for
Everyone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라는 기업경영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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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제안 _
모두의디자인이 제안하는
차별화된 홈페이지 제작

제안배경 및 목적	

우리의 차별성	

제작의 차별성	

성격의 차별성	

구성의 차별성	

디자인의 차별성	

디자인 예시	

포트폴리오	

CONTENTS

Thank you for watching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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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배경 및 목적

Proposal Background and Purpose

HCG Website

요즘 지하철이나 카페 등지에서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대부분의 정보를 온
라인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과 스마트폰, 컴퓨터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
렸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뿌리 깊게 보급화 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는 
그만큼 스마트폰, 컴퓨터에 의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가장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하는 기업의 대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의 제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의디자인에서는 방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한 정확한 기
업의 정보와 장점을 제공받고 나아가 뚜렷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1년 부터 현재까지 국내 HR 컨설팅 및 e-HR Solution 시장의 유일한  
Total Solution Provider 대표 기업인 HCG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
으로 대응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 운영관리의 효율화, 효율적인 고
객관리체계 구축, 대외 이미지 개선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 
홈페이지에 대한 보완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필요 조건들을 완벽히 해결함으로써, HCG의 양질의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대외 이미지 개선, 효율적인 고객관리 등을 위해 홈
페이지의 디자인 및 기획에 대한 Renewal 작업을 제안합니다.

대표 홈페이지를 통한
대외 이미지 개선 필요

홈페이지 보안을 통해
효율적인 정보 제공

어느 기기에서나 동일한
유저 경험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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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차별성

Renewal 작업의 차별성

Our Differentiation

현 홈페이지를 분석, 제작·성격·구성·디자인 측면에서
모두 발전시킨 홈페이지로 차별화

현재 홈페이지 RENEWAL 홈페이지

JavaServer Pages PHP기반 워드프레스로 제작

적응형 웹(Adaptive Web)
- 디자이스별 별도의 페이지 제작

반응형 웹(Responsive Web)
-	 접속하는 디스플레이의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변하도록 만든 웹페이지

자료 나열식 구성 유입 방문자의 사용 환경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및
가독성을 고려한 콘텐츠 구성

정적이고 단조로운 디자인 기업의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과
사용자 위주의 인터페이스

제작

성격

구성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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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의 차별성

제작의 차별성

Production Difference

워드프레스란?
워드프레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MS(콘텐츠 관리 시스템)로 코카콜라, Sony Music, 뉴욕타임스 블로그, 
ESPN 블로그,  BBC America 등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워드프레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MS(콘텐츠 관리 시스템)로  강력한 확장성과

다양한 플러그인 시스템입니다.

강력한 플러그인 시스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CMS인 만큼 셀 수 없는
플러그인 라이브러리를 갖추고 있으며, 그만큼 강력한
확장성과 특화된 기능을 구연할 수 있습니다.

검색엔진 최적화

웹페이지를 검색엔진에 최적화(SEO)해서 제작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기능

스케쥴 관리 및 컨택트폼등을 이용하여 
방문자와 관리자간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최적화

웹표준을 준수하여 모바일 기기에도 최적화되어 표현되며, 
다양한 디스플레이 환경에 적응하는 반응형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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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의 차별성

성격의 차별성

Production Difference

다양한 디바이스에 반응하는(Responsive)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듭니다.

PC MOBILE

TABLET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접속하는 디스플레이의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변하는
반응형 웹사이트는 모바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재 매우 효율적이고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할 수 있는
웹사이트 제작 기법입니다.

모두의디자인은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한 반응형 웹사이트를 제작한 경험으로 모바일과 태블릿에서도 일반 PC와 동일한
최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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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의 차별성

구성의 차별성

Production Difference

유입 방문자의 사용 환경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및
가독성을 고려한 콘텐츠 구성

메인 페이지

홈페이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 페이지는 기업의 정체성을 잘 
들어내는 구성이어야합니다.
최상단은 풀슬라이드 또는 풀이미지
에 기업의 슬로건을 배치하고 그 아
래로는 각 사업분야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적절한 이미지를 배치하여 
직관성 있는 구성으로 브랜드 이미
지를 구축합니다.

상세 페이지

각 사업분야 및 콘텐츠의 상세페이
지는 서로 상호 연결되고 쉽게 찾고 
알아볼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야 하
며, 텍스트와 이미지등 페이지의 구
성요소들은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배
치되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과 대답은 여러가지 소통의 방
법중의 하나입니다.
일반 방문자의 시선에서 궁금할만한 
질문을 선별하고 그에 맞는 설명을 
통해 한번 더 기업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컨택트폼

손님 방문 일정, 문의사항 등을 이메
일 또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컨택트폼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확장
이 가능하며, 관리 또한 간결하고 쉽
게 구성됩니다.

POINT

 모든 구성은 사용자 중심으로 디자인되어야 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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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차별성

디자인의 차별성

Design Difference

기업의 정체성을 방영한 디자인과
사용자 위주의 인터페이스

장점을 부각 시킬 수 있는 디자인

다양한 디자인 표현 방법으로 HCG 홈페이지만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여기에 기업의 정체성을 반영한 컬러의 활용과 장점(글로벌 기업, 전문가 집단, 양질의 콘텐츠, 1위 기업  등)을

전체 레이아웃과 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해 표현합니다.

Simple한 디자인

와이드한 레이아웃과 White컬러의 적절한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 Simple한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합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모든 구성 페이지의 디자인은 방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디자인 되어야 하며, 짧은 시간안에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디자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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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Thank you for watching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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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나잇 마이크로 패치

화장품 전문 기업의 다국어 웹사이트

글로벌 화장품 전문 기업의 상품 홍보를 위해 제작된 다국어(중문, 영문, 국문) 웹사이트로서,
제품 홍보뿐 아니라 다양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메뉴 구성과 기획 디자인이 접목된
반응형 웹사이트입니다. 오버나잇 마이크로 패치 웹사이트는 제품의 전문적인 홍보 목적에
부합하는 일러스트레이션과 다양한 디자인적 요소가 사용됐으며,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게
전체적인 톤과 컬러의 사용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Feature 화장품 전문 웹사이트
반응형 웹사이트
다국어(3개 국어) 사이트

Client 엔더도마

Date 2017. 12

WEBSITE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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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나잇 마이크로 패치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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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마잘

반응형 웹사이트 + 쇼핑몰

헤어 케어 전문 기업 주식회사 마잘의 회원가입형 쇼핑몰로서 기업 소개, 쇼핑몰 기능, 회원관리, 게시판 등 
쇼핑의 기능뿐 아니라 기업의 홍보와 소개를 한 번에 가능하게 하는 사이트입니다. 특징으로는 일반 고객과 
가입 회원의 권한을 다르게 하여 특정 고객을 타깃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인으로 레드계열의 포인트 컬러 요소를 사용하여 깔끔한 느낌을 살린 디자인입니다. 전면은 복잡하지 
않은 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사용하여 중요한 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할 수는 있는 버튼을 배치하여 사용 
친화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Feature 헤어 케어 쇼핑몰
가입형 쇼핑몰
반응형 웹사이트
비즈니스 사이트

Client 주식회사 마잘

Date 2018. 03

WEBSITE



16디자인의 예시

휴먼컨설팅



17디자인의 예시

휴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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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마잘

WEBSITE



19

AQ 미디어

기업 솔루션 및 APP 소개 반응형 웹사이트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화하는 설루션 전문 기업 웹사이트로서, 기업의 브랜드를 더욱 알리기 
위한 비즈니스 웹사이트입니다. 기업의 전체적인 대표 웹사이트 보다 서비스 홍보에 집중할 수 있는 메뉴 구
성과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Feature 반응형 웹사이트
브랜드 서비스 홍보
비즈니스 사이트

Client AQ 코퍼레이션

Date 2017. 05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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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 미디어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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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연 미디어

컬러풀한 전면 디자인의 비즈니스 반응형 웹사이트

전면이 Full 슬라이드 이미지로 디자인되어 기업의 정체성을 잘 전달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메뉴의 구
성 또한 기업 소개부터 비즈니스에 관한 설명과 채용 페이지, 게시판 등 회사에 관한 홍보와 소식을 잘 전달
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

Feature 반응형 웹사이트
기업 소개 및 홍보

Client 청하연 미디어

Date 2018. 01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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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연 미디어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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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TCA 2019 Busan

국제 행사 관련 다국어 웹사이트

AOTCA 2019 Busan 사이트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주최하고 부산에서 열린 제17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 총회 및 AOTCA 국제조세 컨퍼런스의 웹사이트입니다.
행사의 목적과 일정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주된 목적에 맞게 사이트가 제작 되었으며,
국문과 영문으로 만들어진 다국어 사이트입니다.
전체적인 컨셉은 복잡하지 않은 깔끔한 타이포와 이미지 위주의 디자인과 행사의 메인 컨셉과
이어지는 일러스트와 컬러를 사용되었습니다.

Feature 반응형 웹사이트
다국어 사이트(국문, 영문)
비즈니스 사이트

Client AOTCA

Date 2019. 10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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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TCA 2019 Busan

WEBSITE



저희의 제안서를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us.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라이프 테크노관 8150호

T 02. 2157. 6380

ssiso35@naver.com

modoodesig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