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기크리에이티브
들려주고싶은우리의디자인, 크리에이티브로시작하다

info@s-creative.co.kr

070-7092-0999



업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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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내일

ˎ일관성을가지고꾸준히ˏ
소나기크리에이티브는사회적경제우수기업으로서

누구보다한발앞서지역사회에공헌하고

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꾸준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더나은세상을만들어나갈소나기크리에이티브의어제를기억해주세요.

ˎ새로운시대에발맞춘변화ˏ
소나기크리에이티브는빠르게변해가는시대에맞춰트렌드를이해하고

수집한정보와터득한노하우를원하는서비스에부합하여

편리함을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더나은세상을만들어나갈소나기크리에이티브의오늘을응원해주세요.

ˎ구성원모두의발전과더나은내일을위해ˏ
소나기크리에이티브는

디자인을통해모두의발전과목표를실현하는것을도와

더나은세상을만드는데에기여하겠습니다.

어제오늘을통해그려나갈소나기크리에이티브의내일을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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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크리에이티브는

이렇게일합니다.

‧ 직급없이호칭을사용하고수평적문화를만들어갑니다.

‧ 적극적이고솔직하게본인의의견을제시합니다.

‧ 혼자업무를담당하지않고함께기획하고진행하여업무효율을높입니다.

‧ 효율적으로업무시간을관리하고자유롭게휴가를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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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인증현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법인설립

(주식회사착한넷)

출판사신고

(제 333-251002014000004호)

부산예비사회적기업지정

사회적기업육성사업선정

벤처기업인증

잡지사업등록

인쇄사신고

(제 333-2016-000004호)

통신판매업신고

(제 2016-부산해운대-1204호)

사회적기업인증

(제2017-013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제07280호)

동남권디자인전문회사

(제abc-146호)

기술역량우수기업인증

(T4)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B18-156139-001)

종합디자인회사등록

(제07280호)

인쇄직접생산증명서

(제 2019-0562-00427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직접생산증명서

(제 2019-0507-00909호)

디자인연구소등록

(제 2020110953 호)

강소기업인증

회사명변경

(소나기크리에이티브주식회사)

본사이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영강변대로 140, 707호)



서비스소개



웹디자인

뉴스레터

홍보마케팅

편집디자인정기간행물

기념품

영상

홈페이지디자인 / 기획 /

호스팅 / SEO최적화

정기·비정기뉴스레터기획및제작 /

메일링관리및발송

연간 SNS 관리 / 카드뉴스제작 /

운영가이드제공 / 유료광고

광고디자인 / 북디자인 / 잡지디자인 /

패키지디자인 / 모바일디자인

정기·비정기간행물기획및제작 /

현장취재및촬영 / 인터뷰 / 교정교열

지역문화와연계 /

문화콘텐츠관광기념품기획및제작

맞춤영상기획및제작 /

라이브중계 / 행사취재및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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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크리에이티브는종합디자인회사로

아래와같은서비스를제공합니다.



고객맞춤웹사이트제작전문소나기크리에이티브는

20년의디자인노하우와콘텐츠제작경험을토대로

홈페이지웹사이트를제작및디자인하고있습니다.

스타트업 , 기업, 관공서, 공공기관, 대학교, 학과의

홈페이지제작과유지보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웹디자인WEB DESIGN



웹디자인

원페이지

쇼핑몰

의뢰인의제작의도에맞도록

꾸준히의사소통하여맞춤솔루션을제공해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접근이용이하게반응형웹으로디자인해드리며

이에맞는웹배너와팝업디자인까지제작해드립니다.

원페이지웹사이트는

메뉴나카테고리로웹사이트를다른페이지와구별하는것이아닌

콘텐츠를섹션별로나누어제작합니다.

단순하면서도깔끔한디자인이돋보일뿐만아니라

중요한정보를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습니다.

현재브랜드를운영중이라면온라인쇼핑몰을시작하세요.

쇼핑몰입점, 콘텐츠기획및구성, 제작까지쇼핑몰개설상담으로

막막했던쇼핑몰개업을빠르고수월하게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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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과데스크탑해상도에맞는

홈페이지디자인을한번에!

사용자의디스플레이크기에따라유동적으로변환, 최적화되는반응형홈페이지로

고객과소통할수있습니다. 전문디자이너와개발자가제작합니다.



뉴스레터 NEWS LETTER

뉴스레터제작전문소나기크리에이티브에

내용만주시면알아서맞춤제작해드립니다.

소식을보다빠르게전달하고홍보해드리며,

정기적인뉴스레터로효과적인고객관리를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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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마케팅전략

뉴스레터를이용하여홍보하자!

소식지, 공지사항, 이벤트등을직접기획하고제작하여

고객에게도움이되는내용의정보를빠르고간편하게발송해드립니다.

스마트폰이나태블릿이대중화된시대에맞춰이용자기기의화면이나환경에

최적화된템플릿을기획하고제작해드립니다.

반응형뉴스레터

뉴스레터콘텐츠와함께설문조사기능을통하여구독자의반응을이끌어냅니다.

데이터(오픈율,클릭률,수신거부등)를기반으로개인화,세분화하고

주기적으로구독자반응을분석해드립니다.

반응분석

기업에맞게메일링발송및관리해드립니다.

메일링시스템에대해서는소나기크리에이티브에서설명해드리니걱정하지마세요!

발송및관리



홍보마케팅 PROMOTION MARKETING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등 SNS 특성에맞춘

홍보채널콘텐츠를기획하고제작해드립니다.

뿐만아니라고객유입을위한홍보영상, 카드뉴스,

이벤트, 타겟광고까지제공해드립니다.



키워드광고 1:1 전담마케터 광고분석

사용자들이서비스내용을

보다쉽게찾을수있도록

특정단어를다양하게뽑은

키워드광고를통해모바일과웹에서

상단노출이될수있도록해드립니다.

미팅후본격적인과업이시작되면

내부인원한명이전담하여진행합니다.

창구를하나로통일하여

더욱세밀하고전문적인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매달광고성과분석을진행하고

유입경로와도달빈도를체크하며,

상황을분석하고문제점을도출해내어

소비자를더욱끌어들일수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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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마케팅으로

신규고객을확보하세요!

수월한고객유입을위해네이버와구글키워드광고를활용하여

효과를배로늘려보세요.



우수한기획력, 편집디자인믿고맡겨주세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멀티미디어,

동남권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신고된디자인전문회사입니다.

리플렛, 브로슈어, 책자, 잡지까지! 포토샵, 일러스트디자인을전문으로합니다.

편집디자인 EDITORI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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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기획력

믿고맡기는편집디자인!

첫인상을결정짓는명함, 종이한장으로여러가지효과를낼수있는리플렛,

사업소개와서비스혹은전하고자하는정보를종합해만들수있는브로슈어/책까지!

소나기크리에이티브가원하시는데로맞춤디자인해드립니다.

사업서비스소개, 안내서, 교재,

메뉴얼과같은브로슈어및책자제작

사업, 행사, 교육등의소개를

한눈에전달하는리플렛제작

명함, 엽서, 안내포스터,

홍보전단지와같은내부홍보물제작
도무송, 후가공등맞춤디자인제작



일정한간격을두고연속적으로출판되는간행물.

소나기크리에이티브에서매호통일감있고, 주제에따라다양하게표현되는

일간, 주간, 월간, 계간, 연간정기간행물을제작해보세요!

정기간행물 PERIOD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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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팔도를모두돌아콘텐츠기획부터

취재촬영, 인터뷰그리고디자인까지!

‧ 정기간행물의명확한목적과구체적인목표를시작으로
콘텐츠기획을시작합니다.

‧ 누구에게, 어떤메시지를어떤방식으로전할지에대한과정을
충분한커뮤니케이션을통해기획하고일정을계획합니다.

‧ 매 호바뀌어야하는표지요소를방해하지않는디자인으로
소식지컨셉을잃지않도록디자인해드립니다.

‧ 더해대표콘텐츠와다양한주제를다룰수있도록통일성을
유지하면서융통성있는내지디자인을제작해드립니다.

‧ 모든원고와디자인은거래처내부검수와실무자검수
과정에서나온피드백을반영하여최종결과물을제작합니다.

‧ 최고의품질로작업파일을납품합니다.

‧ 콘텐츠기획이어느정도구성되었다면, 기고자섭외및인터뷰
그리고콘텐츠디자인에필요한사진을직접취재하고촬영합니다.

‧ 콘텐츠디자인에필요한사진을직접취재하고촬영합니다.

콘텐츠기획 취재촬영

디자인 인쇄및납품

크리에이티브한소나기가쌓은노하우로

매호 ˎ같으면서도다른디자인ˏ의정기간행물을
함께하세요.



영상촬영및편집은소나기크리에이티브!

인터넷방송, 홍보영상, 애니메이션제작, 생중계등

소나기크리에이티브는고객의요구사항에맞게결과물을만들어드립니다.

영상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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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디한맞춤영상제작은

소나기크리에이티브와함께!

원하는영상목적에맞는정형화되지않고최신트렌드에가장적합하게

현장스케치영상부터메이킹영상, 바이럴영상기획그리고취재촬영마지막으로

편집까지. 크리에이티브한소나기에서맞춤영상을제작해드립니다.

맞춤영상 직접운용

상황에맞춘홍보적솔루션과

실무자의적절한제안을통해

기간에맞는빠른제작기획과

완성도높은영상을제공해드립니다.

촬영및장비의직접적인운용으로

최고가성비영상을제작해드립니다.

더해외주업체없이자체제작팀

운용으로더욱빠르고확실한

의사소통을보장드립니다.



주요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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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거래처



회사설립 2014년 2월 25일

대표 조덕현

주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영강변대로 140, 707호

주요서비스
정기간행물, 편집디자인, 웹디자인, 뉴스레터, 홍보마케팅,

영상, 기념품

대표메일 info@s-creative.co.kr

제휴문희 070-7092-0999

소나기크리에이티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