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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씽크모션은 UX/UI, 디자인, 개발, 기획, 마케팅 전문 기업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IT시대와  쏟아지는 디바이스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남들과 다른 생각과  행동으로 시대를 앞서는

새로운 정보 서비스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bout
Thinkmotion

Overview

Company (주)씽크모션(Thinkmotion)

CEO 김민식

Business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광고/마케팅, 출판/인쇄.광고

Since 2014년 2월 20일

Web thinkmotion.kr

E-mail president@thinkmotion.kr

Tel 1666.0381 (Fax. 02.444.3131)

Certification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씽크모션입니다.

Our Network Clients
씽크모션의 클라이언트는 최고의 파트너들로 오랜 시간 함께 해 오고 있습니다.



집 홈페이지
주소 도메인

땅 호스팅

호스팅, 도메인이란?

(주)씽크모션은 호스팅은 홈페이지를 저장할 서버 공간이며, 

그 서버를 찾아 올 수 있는 주소가 도메인입니다.

원본 소스 제공이란?

사이트 제작 후 최종 원본 파일을 제공하여 추후 홈페이지 이전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소스를 제공합니다.

원본소스 미제공은 제작 업체에 따라 추후 홈페이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홈페이지 제작 시 사용되는 소스(내용/이미지/동영상 등)는 저작권이 보호 되어야 하며,

임의 사용 시 저작권 위반으로 법적 소송이 가능합니다.

씽크모션은 컨텐츠 자체 제작 및 소스구입을 통해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호스팅 서비스 1년 무료 지원

신규 홈페이지 고객님을 위해 일반형 호스팅을

1년 동안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형 호스팅 : 500M  /  800M

(일) – 36,000원/년 

[1년 이후 해당 금액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접속통계 서비스 무료 설치

효율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접속 통계 서비스를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네이버 애널리틱스 및

구글애널리틱스 서비스 기준 통계서비스를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최종 결과물 원본소스 제공

이미지 저작권을 보호하며, 추후 운영을 위해

결과물에 대한 원본 소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이미지투데이 유료 컨텐츠 사용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며,

PSD 원본 파일을 제공합니다.

Preparation
사이트 제작 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꼼꼼하게 읽어봐주세요.

Thinkmotion Supply Item
씽크모션은 고객의 성공을 기대하며 사이트 운영 아이템(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now-How
High-quality
Convergence 

Company

Professionalism
diversity

Career

Creative
Confidence
Innovation
Thinking

Culture & Spirit

Our Strength
씽크모션은 고객을 먼저 생각하며,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666-0381
thinkmotion.kr



Web Product

·  HTML5, CSS3, jQuery 구현으로 웹표준 코딩

·  다양한 브라우져 지원 (멀티브라우징)

·  고객 맞춤 디자인 커스터마이징

·  호스팅 서비스 1년 무료

·  홈페이지 통계 서비스 연동

·  제작 컨텐츠 저작권 보호

PC 홈페이지 

제작 기간 : 10~15일 최저 금액 : 80만원

·  HTML5, CSS3, jQuery 구현으로 웹표준 코딩

·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 지원 (크로스브라우징)

·  고객 맞춤 디자인 커스터마이징

·  호스팅 서비스 1년 무료

·  홈페이지 통계 서비스 연동

·  제작 컨텐츠 저작권 보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기간 : 5~10일 최저 금액 : 30만원

·  HTML5, CSS3, jQuery 구현으로 웹표준 코딩

·  다양한 브라우져 지원 (멀티브라우징)

·  다양한 디바이스 지원 (크로스브라우징)

·  고객 맞춤 디자인 커스터마이징

·  호스팅 서비스 1년 무료

·  홈페이지 통계 서비스 연동

·  ·  제작 컨텐츠 저작권 보호

반응형웹

제작 기간 : 15~20일 최저 금액 : 100만원

·  신속하고 저렴한 광고(이벤트) 페이지 제작

·  고객DB수집 및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

·  접속통계 제공에 따른 광고 설정

·  호스팅 서비스 1년 무료

·  홈페이지 통계 서비스 연동

·  제작 컨텐츠 저작권 보호

렌딩페이지

제작 기간 : 2~3일 최저 금액 : 30만원



Adevertisement Product
씽크모션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광고 상품을 소개합니다.

1666-0381
thinkmotion.kr

온라인 매체를 통해 상위노출을 통한 유입광고를 하는 방법이며,

검색광고, 상위노출, 언론홍보, 체험단, 페이스북, 카카오, 배너, 파워컨텐츠, 지도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온라인광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100% 타겟팅이

가능한 매우 효율적인 광고 형태로

광고주님의 잠재 고객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광고주의 사이트를 보여주는 광고입니다. 

검색키워드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검색광고

온라인 바이럴 컨텐츠는 고객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블로그 관리부터 PC와 모바일 컨텐츠를

국내 최고의 포털사이트에 노출되어

직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색키워드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블로그 상위노출 광고

언론홍보 마케팅은 일반적인 광고가

아닌 뉴스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언론사, 정보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언론홍보 광고

오프라인 디자인을 통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브랜딩 광고를 하는 방법이며,

잡지광고, 전광판(LED)광고, 버스(지하철)광고, 전단지광고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광고

다채로운 매체와의 제휴로 집중적인

타겟팅이 가능하며 복잡한 매거진 광고

프로세스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광고주의

업무 편의성이 대폭 증대됩니다. 

잡지사, 매체광고, 지역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잡지 광고

차량, 유동인구가 밀집된 다양한

지역이 설치된 LED 전광판을 통해,

날씨에 관계없이 또는 밤낮 상관없이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영상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집중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역, 광고범위, 전광판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전광판(LED) 광고

국내 최대의 이동 광고 매체로

지역마케팅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최적의 가시거리를 자랑하는 

달리는 현수막’이라 할 수 있으며,

지하철의 경우 광고의 주목도가 높습니다.

교통회사, 광고위치, 기간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버스(지하철)광고



Print Design Product
씽크모션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광고 상품을 소개합니다.

자동화된 인쇄 시스템을 통해 인쇄 디자인 및

다양한 소재 추천으로 맞춤형 인쇄 디자인을 진행합니다. 

·  홍보물 : 포스터, 카다로그, 브로셔, 리플렛,  책자

·  명함 : 일반지, 고급지, 카드, 하이브리드, 투명

·  실사 : 실사출력, 배너(실내/실외), 현수막, 실사포스터

·  스티커 : 재단형, 도무송형, 전자파차단, 실사스티커

·  봉투 : 대/중/소, 규격형, 자켓형

·  안내장 : 초대장, 상품권

인쇄 디자인

브랜드 컨셉에 따른 디자인 상품 제작으로 기업과 제품,

서비스의 아이덴티티를 담고 가치있게 디자인합니다.

·  드로윙 : 캐릭터, 캘리그라피

·  일러스트 : 로고, 아이콘

·  스토리 : 웹툰, 영상

·  상품 : 패키지 디자인

브랜딩 디자인

STEP 1
상담/기획

고객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안하며,

약금 입금시 홈페이지

기획 작업을 진행합니다.

STEP 2
디자인 시안

기획 후 디자인 작업이

진행되며 확인 후 수정작업을

거쳐 디자인 보안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STEP 3
코딩/개발

컨펌된 디자인으로

코딩/개발 작업이 진행되며

기능에 따른 개발작업이

이루어집니다. 

STEP 4
수정/완료

완성된 홈페이지 테스트 후

완료 보고와 함께

도메인 연결 및 사이트 등록이

이루어 집니다.

Work Process
씽크모션에서는 체계적인 단계를 통해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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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PC/Mobile 디자인 리뉴얼

www.arena.co.kr

고려은단 쏠라-C

공모전 사이트 구축

event.solar-c.com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컨퍼런스 사이트 구축

csc.cyber.go.kr

청운대학교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career.chungwoon.ac.kr

창원대학교

취업분석 시스템 구축

www.changwon.ac.kr

비어케이 칼스버그

공모전 사이트 구축

carlsbergbeer.co.kr/2015

이뤼지스터

PC/Mobile 디자인 리뉴얼

www.irresistor.com

선화예술학교

PC 디자인 리뉴얼

www.sunhwaarts.com

Our Portfolio
씽크모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1666-0381
thinkmotion.kr



씽크모션은 고객의 생각을 실현합니다.

This material is proprietary to THINKMOTION. 
It contains trade secrets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which is the property of THINKMOTION. 

This material is solely for the Client’s internal use.
This material shall not be used, reproduced, copied, disclosed, transmitted,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express consent of THINKMOTION

씽크모션에서 제작한 모든 문서에 대한 일체의 권리(수정,배포 및 열람을 포함)는

㈜씽크모션과 고객사에만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에 제출한 모든 항목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경쟁에 참여한 타 업체에 공유될 수 없으며 

타사가 제작한 아웃풋 (특히, 디자인 시안 및 아이디어 등의 일부 혹은 전체)이 씽크모션의 지적 자산을 도용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www.thinkmoti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