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SIGN YOUR CREATIVE
Our company respects everybody is doing a best. Thinks the customer first of all. Loves the customer. 

Will increase in the customer and thanks. Will become the company which endeavors always. Thanks.

company respects everybody is doing a best. Thinks the customer first of all. Loves the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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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지앤글로벌

설 립 년 도 : 2002년 3월(2006년 8월 법인전환)

본 사 :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5-9번지 3층

대 표 이 사 : 이 우 짂

임 직 원 수 : 총 20명(2016년 현재)

연 락 처 : Tel. 02-523-2813 / Fax. 02-523-2863

맞춤형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쇼핑몰 구축을 위해
최싞 웹 트렌드를 연구하며 만족도 높은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Introduction



클라이언트의 Need 분석.
시장,환경,고객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마케팅전략 구축.

클라이언트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 

클라이언트의 Need에 맞는
디자인 설계. CREATIVE한

디자인의 지속적인 개발.

사용자와 관리자의 편의성과
접귺성 을 위해 끊임없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Business 
Marketing

Planner Designer Programmer General 
Affairs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경영지원, 회계 및 인사관리

CEO
대표

Organization Chart



GN Global Business

모바일
홈페이지제작

맞춤형
홈페이지제작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웹
호스팅

반응형
홈페이지제작

•맞춤형 홈페이지제작
해당 업종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효율적인 홈페이지 제
작이 가능하도록 기획, 디자
인, 개발을 체계적인 작업
시스템에 따라 고객맞춤홈
페이지를 제작합니다. 

•반응형 홈페이지제작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홈페이지 접속 디바이스에
따라 최적화되는 화면구성
으로 제작되는 반응형 홈페
이지를 제작합니다.

•웹호스팅서비스
웹호스팅이란? 고성능 서버
컴퓨터의 일정 공간을 고객
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쇼핑몰 홈페이지제작
개인사업 쇼핑몰, 기업형 쇼핑몰
등을 독립형 쇼핑몰 제작을 통해
서 커스터마이징 작업이 어려운
탬플릿 쇼핑몰 솔루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제작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기능으로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

Business Area



Step 1.

제작문의

• 상담 및 미팅
• 초기 내용정리
• 견적서 발송

Step 2.

계약짂행

• 계약 및 대금결제
• 자세핚 내용정리

Step 3.

• 화면설계
• 화면&컨텐츠 구상
• 프로젝트 스케줄 관리
• 기능&디자인 정리

기획 및 설계

Step 4.

• 메인화면 작업 및 컨펌
• 서브시안 작업
• HTML코딩
• 플래시&스크립트작업
• 세부페이지 디자인

디자인 작업

GN Global Process

Step 5.

• 관리자모드 &  DB셋팅
• 커스터마이징 작업
• 추가 프로그래밍 작업

개발 작업

Step 6.

• 수정 및 버그 테스트
• 최종 검수
• 홈페이지

오픈

Process



History

2015년

History of GN Global

.12 ㈜한케이골프웹사이트구축

.12 인터그레텍웹사이트구축

.12 ㈜도기뮤니티웹사이트구축

.11 이룸커뮤니케이션웹사이트구축

.11 ㈜시온인터내셔널웹사이트구축

.11 ㈜중산하이픽스웹사이트구축

.11 ㈜지인이노베이션웹사이트구축

.10 지에스아이㈜웹사이트구축

.10 조양국제종합물류웹사이트구축

.10 관세법인조양웹사이트구축

.10 한국바둑학회웹사이트구축

.09 ㈜부경에스엠웹사이트구축

.09 ㈜KDA파트너스웹사이트구축

.09 경희사이버대학교입학처웹사이트구축

.09 채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웹사이트구축

.08 갤러리씨씨웹사이트구축

.08 ㈜로컬피앤디웹사이트구축

.08 숭실대유기신소재공학과 웹사이트구축

.08 스텔라마리나호텔모바일웹사이트구축

.07 근화모피웹사이트구축

.07 나한리더스웹사이트구축

.07 유니퀘스트웹사이트구축

.07 라이넥스웹사이트구축

.06 한림교육개발원웹사이트구축

.06 고려대학교암연구소웹사이트구축

.06 대웅통상웹사이트구축

.06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웹사이트구축

.06 서광종합개발㈜교수웹사이트구축

.05 다큐로직스㈜웹사이트구축

.05 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공사지부 웹사이트구축

.04 ㈜신진에스코웹사이트구축

.04㈜불레부웹사이트구축

.04  서강대MO대학원웹사이트구축

.03 ㈜파멥신웹사이트구축

.03 극지연구소웹사이트구축

.03 USC총동문회웹사이트구축

.02 베스페로엔터프라이즈웹사이트구축

.02 코리아스탠다드감정평가법인웹사이트구축

.01 블루카이트웹사이트구축

.01 ㈜소프트툴웹사이트구축



2014년

History of GN Global

History

.12 아주대학교융합전자특성화사업단웹사이트구축

.12 서울대학교협동과정생물정보학웹사이트구축

.12 MSC홀딩스웹사이트구축

.11 한국혈액암협회웹사이트구축

.11 재인컨설팅웹사이트구축

.11 삼원프라자호텔웹사이트구축

.11 메이필드호텔학교총동문회웹사이트구축

.11 종현엔지니어링웹사이트구축

.10 대의건설㈜웹사이트구축

.10 HNC로지스 웹사이트구축

.10 새누리당경기도당웹사이트리뉴얼구축

.10 노블호텔웹사이트구축

.09 법무법인온유웹사이트구축

.09 바이킹웹사이트구축

.09 카이스트 ADNC연구실웹사이트구축

.09 고려디자인웹사이트구축

.08 코리아엔지니어링웹사이트구축

.08 조영엔지니어링웹사이트구축

.08 하트포칠드런웹사이트구축

.08 한국방재안전학회웹사이트구축

.07 국민대학교 BK사업단웹사이트구축

.07 나한리더스웹사이트구축

.07 유니퀘스트웹사이트구축

.07 라이넥스웹사이트구축

.06 드림토이웹사이트구축

.06 고려대학교보건과학부웹사이트구축

.06 서울대해양연구소웹사이트구축

.06 한국장애인농축산협회웹사이트구축

.06 포항공대국성종교수웹사이트구축

.05 원흥기계웹사이트구축

.05 힐링크린웹사이트구축

.04 단우A&A건축사웹사이트구축

.04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웹사이트구축

.04  한국통신인터넷기술웹사이트유지관리

.03 ㈜아이스쿨웹사이트구축

.03 기흥인터내셔널웹사이트구축

.03 ㈜다원D&I건설웹사이트구축

.02 아하페이웹사이트구축

.02 관악구수화통역센터웹사이트구축

.01 고려대학교생명과학부 웹사이트구축



2013년

History of GN Global

.08 수원여대에듀케어센터웹사이트구축

.07 솔로몬신용정보수원지사웹사이트구축

.07 국회의원이완구의원웹사이트구축

.07 서천군생활환경협동조합웹사이트구축

.07 아이쿱양천생협웹사이트구축

.07 주식회사경신웹사이트구축

.07 STN국제특허법률사무소웹사이트구축

.06 ㈜선인나노기술웹사이트구축

.06 신촌국제유학원웹사이트구축

.06 홍익병원웹사이트구축

.06 한국주거복지포럼웹사이트구축

.05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웹사이트구축

.05 법무법인와이비엘웹사이트구축

.05 울진광광호텔웹사이트구축

.04 홍익대학교총동문회웹사이트구축

.04 와우힐즈게스트하우스웹사이트구축

.04다음소프트웹사이트구축

.03 SN 유스호스텔웹사이트유지관리

.03 The-K서울호텔모바일웹사이트구축

.03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웹사이트구축

.03 광운대학교법학과웹사이트구축

.02 충남대분자생물공학과웹사이트구축

.02 이종훈국회의원웹사이트구축

.01 가톨릭대학교예방의학교실
웹사이트구축

History

.12 사단법인카프웹사이트구축

.12 포항공과대학교웹사이트구축

.12 BCD여행사웹사이트구축

.11 한국투어캠프웹사이트구축

.11 고려대학교실용해부센터웹사이트구축

.11 대련한국인(상)회웹사이트구축

.11 ㈜글로메디스웹사이트구축

.11 연세대학교치과대학통합구강생명과학
웹사이트구축

.10 김경아토익스피킹웹사이트구축

.10 ㈜하나인터네셔널 웹사이트구축

.09 ㈜코레스코치악웹사이트구축

.09 한국미래연구원웹사이트구축

.08 주식회사위노스웹사이트구축

.08 ㈜유승건설 (스텔라마리나호텔)
웹사이트구축

.08 한국달크로학회웹사이트구축

.08 인천대학교컨퍼런스웹사이트구축



.12 한국네타핌유한회사웹사이트구축

.0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웹사이트구축

.04 (사)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웹사이트구축

.04 문화관광부경영지원센터웹사이트구축

.01 여수시보건소웹사이트구축

.07 우정사업정보본부웹사이트구축

.03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업무제휴

.01 재단법인푸른한국웹사이트구축

.01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웹사이트구축

.01 본사웹사이트리뉴얼

History of GN Global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History

.12 (재)일자리원스탑센터 웹사이트 구축

.11 새누리당 경기도당 웹사이트 유지관리

.0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PP센터 웹사이트 구축

.08 여수 HS관광호텔 웹사이트 구축

.04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웹사이트 구축

.04 The-K 서울호텔(4개 지역) 웹사이트 구축

.02 한겨레S&C(미풍양속) 웹사이트 구축

.01 남경필 국회의원 웹사이트 구축

.12 한국도로전산㈜ 웹사이트 구축

.11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웹사이트 구축

.11 경기도태권도협회 웹사이트 구축

.09 ㈜에스엔지에너지 웹사이트 구축

.07 발안 프리미엄 아울렛 웹사이트 구축

.06 솔로몬 신용정보 웹사이트 구축

.04 농협대학교 웹사이트 구축

.03 목포사랑방신문 웹사이트 구축

.11 예쁜사람치과그룹 웹사이트 구축

.10 대우조선해양건설(엘크루) 웹사이트 구축

.10 국립공원 자원총람 웹사이트 구축

.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선거관리위원회)웹사이트 구축

.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우공제회)웹사이트 구축

.05 서울시 미래도시관광정보 웹사이트 구축

.03 사단법인 아시아디자인센터 웹사이트 구축



History of GN Global
2007년 2006년 2005년

2002년 ~2004년

-감각디자인기획설립 -국회웹사이트구축밀관리

- Web Sever 구축, Web Hosting 사업 - Gamgakdesign Intranet 개발

-온라인광고대행업, 웹프로모션추가사업진행

History

.12 한국금연운동협의회웹사이트구축

.11 ㈜대우건설(푸르지오) 웹사이트구축

.11 문화관광부웹사이트구축

.03 W-MALL웹사이트구축

.01 로얄호텔웹사이트구축및업무제휴

.12 중국지역포털(13개시)웹사이트구축

.10 백악미술관웹사이트구축

.08 ㈜지앤글로벌법인전환

.06 사세확장이전

.05 ㈜대우건설업무제휴

.12 ㈜삼광중개법인웹사이트구축

.09 서울대학교총동문회웹사이트구축

.06 ㈜대우건설(디오슈페리움) 웹사이트구축

.03 LG전자웹사이트구축



코어인사이트㈜ - http://www.coreinsight.co.kr

주식회사샤인광학 - http://shineoptic.co.kr

조양국제종합물류㈜ - http://joyang.com

블루카이트주식회사 - http://bluekite.co.kr

㈜시그넷시스템 - http://www.signetsys.com

텍스메이드 - http://tex-made.co.kr

지에스아이㈜ - http://higsi.com

Arooinc - http://arooinc.com

관세법인조양 - http://joyangcs.com

소프트툴 - http://www.softtool.co.kr

㈜신테카바이오 - http://www.syntekabio.co.kr

좋은번역 - http://www.nicetranslate.co.kr

㈜CNEGS - http://cnegs.com

코리아테크엔지니어링 - http://www.koteceng.com

코막중공업 - http://komac.co.kr

㈜경인디앤피 - http://kyungindnp.com

서해인사이트주식회사 - http://seohaein.co.kr

㈜경신 - http://www.kyungshin.co.kr 

㈜시뮬라인 - http://simuline.com

Portfolio(일반/제조/무역)



한국혈액암협회 - http://www.bloodcancer.or.kr

사단법인나눔과이음 - http://shinkim.or.kr

한국독서지도사협회 - http://www.krtsca.or.kr

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 - http://mheri.org

서울농아인협회관악구지부 - http://www.kadeaf.com

재단법인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 - http://korp.or.kr

율목아이쿱생활협동조합- http://ucoop.org

재단법인중앙자활센터 - http://www.cssf.or.kr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 http://korp.or.kr

평화나눔연구소 - http://sharepeace.net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http://kath.co.kr

홍익브릿지 - http://www.hongikbridge.com

재단법인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 - http://www.rmhc.or.kr

한국법교육센터 - http://www.lawedu.or.kr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http://www.icoop.re.kr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 http://www.shwfc.or.kr

(사)한국방재안전학회 - http://dssms.org

포정문화재단 - http://www.pojung.org

Portfolio(관공서/재단/단체)



㈜아이앤씨테크놀로지 - http://inctech.co.kr

에스지비스타 - http://www.sgvista.net

주식회사글로베인 - http://www.glovane.com

우리엔텍 - http://woorintech.co.kr

㈜파츠뱅크 - http://partsbank.net

온스타 - http://www.onsta.kr

산일전기 - http://www.sanil.co.kr

아하페이 - http://ibtkr.kr

인퀘스트주식회사 - http://www.inquest.co.kr

배운전자- http://www.baewoon.kr

유니퀘스트- http://www.uniembedded.com

온스타 - http://www.onsta.kr

㈜삼전전기– http://www.samjeon7.co.kr

미륭에이스 - http://mrace.co.kr

(주)한국산업데이타베이스 - www.bimserp.co.kr 

㈜브로스파워 - http://brospower.kr 

(합)국제전기공사 - http://kuckje.com

(주)글로벌미디어테크 - http://mycine.co.kr

서울전자통신(주) - http://www.seoulset.co.kr

미륭에이스 - http://mrace.co.kr

Portfolio(전기/전자/IT)



경희사이버대학교입학관리처 - http://www.khcu.ac.kr/nadmission2015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 http://nursing.catholic.ac.kr

성균중국연구소 - http://sics.skku.edu

로이드배관용접학원 - http://www.weldschool.co.kr

숭실대학교지능형초분자나노재료연구실 - http://ssnl.ssu.ac.kr

고려대학교전력계통연구실 - http://powersys.korea.ac.kr

가주유학원 - http://www.musicuhak.com

국민대학교미래금융정보보안사업팀 - https://fis.kookmin.ac.kr

서강대학교MOT대학원 - http://woorintech.co.kr

신촌국제유학원 - http://me.hongik.ac.kr

농협대학교 - http://nonghyup.ac.kr

아주대학교융합전자특성화사업단– http://ece-conv.ajou.ac.kr

서울대학교천문학과 - http://astro2.snu.ac.kr

카이스트 ADAC연구실– http://adnc.kaist.ac.kr

서울대학교해양퇴적학연구실 - http://tidalsed.snu.ac.kr                    

서울대학교협동과정생물정보학전공- http://ipbi.snu.ac.kr

Portfolio(교육/학원/학교)



서광종합개발㈜ - http://i-skd.com

㈜건축그룹건축사사무소 - http://건축그룹.com

티드플랜 - http://www.tidplan.com

고려디자인㈜ - http://koreadesign.org

평창건설주식회사 - http://www.p-chang.co.kr 

단우A&A건축사사무소- http://danuana.com

주식회사에스엠디자인 - http://test14.gamgakdesign.com

종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http://www.jonghyun.co.kr

㈜케이디에이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 http://kdapartners.com

토방토건㈜ - http://tobangcon.com

MSC 홀딩스 - http://mscholding.co.kr

㈜다원디앤아이건축 - http://dawongroup.com

청명건설산업주식회사 - http://www.cmenc.co.kr

대의건설- http://dy-const.co.kr

㈜도심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http://www.do-sim.co.kr

야촌주택건설주식회사 - http://www.yachon.com

진성테크 - http://www.jsawning.co.kr

디자인갤러리림 - http://www.designgallerylim.com

하나인터내셔널 - http://hanainternational.net

Portfolio(건설/건축/인테리어)



서울성모병원암병원 - www.cmcseoul.or.kr/cancer

홍익병원장례식장 - http://www.hihfuneral.or.kr

송파YMCA - http://spymca.or.kr

송치과 - http://songdent.com

여의도수치과 - http://www.yoidosudental.com

㈜리버스휘트니스 - http://www.lsquare.kr

Q프라임 - http://qprime.co.kr

(주)라인치과기공소 - http://www.linelab.kr

웰빙명인치과 - http://nopain-dent.co.kr

홍익병원 - http://www.hih.or.kr

홍익병원건강증진센터 - http://www.hih.or.kr

인체삽입형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 http://www.smc-mdrc.com

화림요양병원 - http://www.whalimmd.com

닥터윤성형외과 - http://dryun.co.kr

글로벌강남뷰티 - http://global-jiangnanbeauty.com

대한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학회 - http://kgks.co.kr

바른해치과 - http://barunhae.com

美다듬치과 - http://www.midadum.com

Portfolio(병원/의료/건강)



우경 K아트홀 - http://www.wkarthall.co.kr

본태박물관 - http://bontemuseum.com

둘다북스 - http://doolda.com

백악미술관– http://baegak.co.kr/

선린감리교회 - http://sunlin.org

우경K뮤직아카데미 - http://www.wkmusic.co.kr

쇼마켓 - http://show-market.co.kr

자이온엔터테인먼트(김윤진) - https://yunjinkim.co.kr

유라시안코퍼레이션 - http://euroasianphil.com

베스페로엔터프라이즈 - http://vespero.kr

허니써클 - http://honeycircle.co.kr 

놀자컴퍼니– http://noljaedu.com

㈜갤러리씨씨 - http://managementcc.com

출판사준 - http://junbooks.com

마나스아트센터 - http://manas.co.kr

도서출판동명사 - http://dmsbook.com

오렌지에그푸드디자인공간 - http://orange-eggs.com

(주)이엑스엔터테인먼트 - http://exentertainment.co.kr

Portfolio(예술/문화/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바른식 - http://barunshik.com

㈜얌샘 - http://www.yumsem.co.kr

주식회사엑스페리얼 - http://www.xperealcorp.com

아빠통닭 - http://www.abtongdak.com

오이시 - http://jumpnori.co.kr

크림비어33번가 - http://크림비어33st.com

TPC - http://www.thepubliccafe.com

파샤 - http://www.pashacafe.co.kr

코나야 - http://www.konaya.co.kr

통큰백정– http://www.통큰백정.kr

의미더하기(맵찌롱) - http://www.mapzzilong.com

선도F&B - http://www.kimbeer.co.kr

점프노리 - http://jumpnori.co.kr

바이킹– Vikingshabu.com

쏘렌토 - http://www.sorrento.co.kr

(주)에스케이푸드 - http://www.tacoudonburi.com

Portfolio(창업/요식/프랜차이즈)



더케이호텔- http://temf.co.kr

노블관광호텔 - http://www.noblehotel.co.kr

코쿤스테이 - http://www.cocoonstay.com/chang

엘림게스트하우스 - http://www.elimguesthouse.com

㈜최강국제여행사 - http://www.pkgtour.co.kr

BK여행사 - http://bktravel.kr

우노레지던스 - http://www.unoresidence.com

굿데이리조트(펜션) - http://gdpension.co.kr

가평설악관광호텔 - http://www.gshotel.co.kr

두근두근세부 - http://www.gshotel.co.kr

굿파리여행사 - http://goodparis.com

삼원프라자호텔 - http://samwonhotel.co.kr

신세계게스트하우스 - http://신세계게스트하우스.com

서로수펜션- http://seorosoo.com

스텔라마리나호텔 - http://stellarmarinahotel.com

㈜코레스코치악 - http://korescochiak.com

터키여행사(SSR투어) - http://ssrtour.co.kr

㈜코리아홀딩스썬비치호텔 - http://sunbeachhotel.co.kr

동해콘도 - http://donghaecondo.co.kr

저스트포유게스트하우스 - http://www.housejust4u.com

Portfolio(여행/호텔/펜션)



㈜디엠에스인터내셔날 - http://www.dmsc.co.kr/

㈜불레부 - http://www.vulevu.co.kr

에버가닉 - http://www.everganic.com

㈜근화모피 - http://khfur.com

지나워싱볼 - http://www.jinawb.com

프로방스홈 - http://provencehome.co.kr

㈜미디어다모 - http://jinmiseafood.com

㈜지앤씨 - http://www.goodcafemall.com

FSG스포츠 - http://fsgsports.co.kr

리비티나 - http://libitina.co.kr

주식회사삼육구 - http://www.369drink.com

(주)윙하우스 - http://www.iwinghouse.com

나무그늘– http://aromamultishop.com

CMA인터내서녈 - http://www.cmacos.co.kr

쓰리골자연농원 - http://쓰리골자연농원.com

덕순네푸드 - http://www.sdsfood.com

에프씨엔제이씨티코리아㈜ - http://www.fcnjct.com

㈜엘루오 - http://eluo.co.kr 

Portfolio(패션/뷰티/쇼핑몰)



새하얀의료잡 - http://www.새하얀의료잡.com

스타에이전시 - http://star-agency.co.kr

유니원 - http://unionesnk.net

케이원아카데미 - http://koneacademy.co.kr

KGA에셋㈜ - http://renthaja.co.kr

신우아카데미컨설팅 - http://swedc.co.kr

앰포먼스 - http://mcduo.co.kr

제물포고등학교 17기동기회 - http://jmp17.com

시온미팅 - http://www.zionmeeting.com

Portfolio(부동산/취업/커뮤니티)

메이필드호텔스쿨총동문회 - http://mhs.mayfield.or.kr

동남중고등학교총동문회 - http://www.동남중고총동문회.com

사람과공감 - http://www.saramgonggam.com

홍익대학교총동문회 - http://www.hiuaa.or.kr

산내들부동산(주) - http://snd114.co.kr

지니스포스(주) - http://www.zenithforce.co.kr

커리어우먼 - http://www.cw-careerwoman.com

나는요 - http://nanunyo.com

캐드앤그래픽스 - http://www.cadgraphics.co.kr



법무법인아모스 - http://www.amoslaw.co.kr

상표친구 - http://상표친구.com

법무법인민(바로로닷컴) - http://barolaw.com

새누리당경기도당 - http://visiongg.com

주식회사로컬피앤디(고덕면) - http://희망찬마을고덕.com

화인특허법률사무소 - http://lawonsesang.co.kr

S & IP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http://www.snip.co.kr

워너비특허법률사무소 - http://wnbip.com

법무법인온세상 - http://lawonsesang.co.kr

고성춘법률사무소 - http://lawyergo.co.kr

이종훈국회의원사이트 - http://withbundang.com

이완구국회의원 - http://leewankoo.com

채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 http://chaewoom.com

법무법인창- http://changlaw.co.kr

법무법인 YBL- http://www.lawybl.com

STN국제특허법률사무소 - http://stnpat.com

Portfolio(국회의원/법무법인)



까사미아모바일 - http://m.casamiashop.com

바른식모바일- http://m.barunshik.com

스텔라마리나호텔모바일 - http://stellarmarinahotel.com/mobile

점프노리모바일 - http://jumpnori.co.kr/mobile

다림건설모바일 - http://darimkorea.co.kr/mobile

한국네타핌모바일 - http://www.netafim.co.kr/mobile

닥터윤성형외과모바일 - http://dryun.co.kr/mobile

정립회관모바일 - http://jeongnip.or.kr/mobile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모바일 - http://kgta.org/mobile

㈜오메가포인트 - http://m.cmath.co.kr

타라유통- http://tarapaper.co.kr/m_main.asp

Portfolio(모바일 홈페이지)



다큐로지스모바일 - http://paybay.co.kr/mobile

(주)벨르 - http://djellechou.com

빅터스연기학원 - http://ivictorsm.com

㈜경신모바일 - http://www.kyungshin.co.kr/mobile

고성춘변호사모바일 - http://lawyergo.co.kr/mobile

서울교육문화회관모바일- http://thek-hotel.co.kr/mobile

미소지음생활건강모바일 - http://misosarang.kr/mobile

포트텍모바일 - http://forttec.co.kr/mobile

동해콘도모바일 - http://uljinhotel.co.kr

Portfolio(모바일 홈페이지)



㈜지앤글로벌 “감각디자인”

TEL. 02-523- 2813

Fax. 02-523-2863

E-mail. gamgak2003@gmail.com

Contact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