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9 Comms Company Brief 2022
di9 communication Corporation has been rapidly growing for the tomorrow’s innovation with

a unique approach to think about future-oriented thoughts, questions and attitudes.



Partnership Clients

많은고객들과시선과, 호흡을맞춰
성공적인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습니다.
디나인컴즈는사용자이해, 사용자경험그리고트렌드에맞는독창적인아이디어를제공하며클라이언트의아이덴티티를
사용자에게가장흥미롭고적합한방법으로전달할수있는디지털커뮤니케이션방법을제시하고실행합니다.



History & Awards

한걸음씩성장하는디나인컴즈
지난 10년간매해다양한분야에서상을수상하는결과를얻었으며,
앞으로도끊임없이스스로를보완하고단련하여성장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생활브랜드/고객지원서비스부문대상 리앤케이스토어대상수상
세이브더칠드런대상수상
롯데칠성몰홈서비스대상
롯데칠성음료브랜드사이트웹접근성수상
제이에스티나사이버전시관마이크로사이트대상

생활브랜드/식음료부문최우수상 동서벌꿀브랜드사이트최우수상수상
홈플러스세계맥주모바일웹QR 최우수상
발렌타인스피카음료브랜드사이트최우수상

교육문화부문통합대상 SC 스탠다드차타드은행착한도서관

화장품분야최우수상 웅진코웨이리엔케이최우수상

커뮤니케이션여성가족부장관상대상 금호건설어울림웹진
롯데멤버스웹진전자사보대상



Project End Result

성공적인프로젝트를위해고객의
목표설정에맞는결과물을만들어드립니다.
디나인컴즈는고객의성공적인프로젝트를위해이용자가잘사용할수있는환경을구축하고,
그에따른결과물은공신력있는분석툴을활용하여성과를만들어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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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오픈전월매출대비증가율

코웨이**몰전년매출대비증가율

이마트***** 일페이지뷰

세이브더칠드런
UI/UX컨설팅및사용성개선에따른매출증가율

추가프로젝트연계진행율



일일평균
100만뷰

2015
~현재

누적회원
800% 
상승 매출

340%
상승

Project End Result

2015년구축부터현재까지장기적관점의효율적운영시스템으로
이마트***** B2C 마케팅 APP의성과(최근 2년 데이터기준)



Project End Result

신세계코스메틱플랫폼시코르 UI/UX 컨설팅
(코스메틱플랫폼의후발주자로아이덴티티확립을위한소비자 GFD정성조사및 UI/UX 컨설팅진행)



Project End Result

제주관광공사스마트플랫폼구축컨설팅
(디지털환경에맞춰외국인관광객을위한스마트플랫폼구축컨설팅진행)





더한섬닷컴 PC/Mobile/APP 리뉴얼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UIUX 구축
브랜드의 이미지를 재고하고 브랜드, 고객 그리고 고객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 기획.

진행 중

on going



신한은행 디지털 ODS 서비스
신한은행 PB들이 ODS를 더 원활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된 서비스.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CX의 만족도를 상승시키고
실 사용자인 PB들의 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UIUX로 설계/ 구축

진행 중

on going



신한은행 S-솔루션 자산관리
AI를 통해 개개인의 성향과 니즈에 맞는 자산관리형태를 제안하는 초개인화 자산 관리 솔루션.
고객의 사용성을 향상시키고 초개인화된 서비스 UI/UX 구축

진행 중

on going



이마트 온디맨드 APP 구축
신세계 그룹사 전체가 동원되는 이마트 온디맨드 APP 서비스 구축 중
쿠팡마트, B마트 등 퀵 서비스에 대응하는 서비스 구축의 UI/UX 진행 중으로 현재 정용진 부회장 및 임원 보고 준비 중



롯데홈쇼핑 PC 리뉴얼
오래된 PC 서비스를 운영공수 절약을 위해 OSMU로 전체 서비스 개편
개인화 초기 서비스와 전체 디자인 리뉴얼 UI/UX 진행



신세계포인트 APP 구축
신세계 아이앤씨 클라우드멤버십 기반으로 신세계포인트 APP 리뉴얼 구축 중
각 가맹점 및 관계사의 확장 연동으로 고객들에게 더욱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구성



신한 쏠 PB서비스 구축
신한은행 스마트뱅킹 앱 쏠의 현금 10억 이상 보유 자산가 고객을 위한 PB 서비스 구축
자산가를 위한 구독 및 개인화 서비스 UI/UX 구축



신세계아이앤씨 클라우드멤버십
신세계아이앤씨 그룹 자체 멤버십 플랫폼구축으로 특정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위한 멤버십 플랫폼 구축
확장성 및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반영하기위해 다양한 UI제공 및 관리자 서비스 제공



신세계건설 주거서비스 빌리브
신세계건설 빌리브의 주거서비스 플랫폼 구축작업으로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예약, 알림, 홈IOT 컨트롤 등의 서비스를 구축
입주자 사건 점검 및 단지별 기능 베리에이션을 위한 확장성을 고려한 플랫폼 사업



SSGPAY
간편결제 모바일앱 SSGPAY 의 UIUX 유지운영 작업과 전체 디자인 스타일가이드 고도화, 대표 메인페이지 고도화
각종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콘텐츠 추가 및 개선 등 유지운영 작업 진행

현재



올리브영 Cosmetic PB브랜드 운영
올리브영 코스메틱 PB브랜드 7개(바이오힐보, 아이디얼포맨, 컬러그램, 웨이크메이크, 라운드어라운드 등)의 브랜드사이트 운영 및 올리브영
쇼핑몰 운영작업을 병행하여 제품 상세페이지, 이벤트, 기획전, 메인 개편 등 작업. 특히 바이오힐보는 매번 기획전 완판 기록

현재



아벤느
아벤느 코리아의 유지운영 작업으로 신제품 프로모션, 제품상세 페이지 및 루틴한 이벤트 작업 진행
올리브영과의 합작 프로모션에서 높은 판매율 기록



SSG.COM
SSG.COM의 운영 작업으로 SSGPAY와 병행하여 진행

현재



SC제일은행 사내커뮤니케이션
SC제일은행 본점과 영업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매주 배포되는 당행 관련 소식 및 사내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디자인으로
데일리로 나뉘어진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배포되며 콘텐츠 제작 및 인터뷰도 함께 진행

현재



웅진씽크빅 경량화 프로젝트
웅진씽크빅 5개의 사이트의 통합관리를 위한 플랫폼으로 UI/UX 개편 및 전체 리뉴얼 진행
개발을 제외한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참여



교보생명 교보에듀케어 UI 디자인 개편
전인교육, 독서중심, 가족중심의 Total-Care 서비스 교보 에듀케어의 콘텐츠 개편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
UI/UX 개편 및 디자인 작업 진행



신세계I&C 클라우드POS 구축
사업주가 나만의 POS를 구성할 수 있는 클라우드 형태의 고객 맞춤형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편의성과 정보성을 고려한 직관적인 UI 디자인 구현



상상인증권 HTS 개편
사용자가 주식거래를 시각적, 경험적으로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사용자의 익숙한 경험을 위한 대시보드 UI/UX 개편 진행



AVK 퓨처모빌리티 어워드 웹사이트 구축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되어 미래자동차 방향성과
대학생, 스타트업의 도전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Look & Feel 전략의 시각화 구현. 



캐논
캐논코리아 컨슈머이징 온라인 사이트 UI/UX 유지운영으로 웹사이트 고도화, 
각종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유지운영 작업진행



리프레시 바이 리엔케이 구축
코스메틱 신규 브랜드 사이트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화 비주얼 강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 디자인



푸른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구축
푸른저축은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대면 서비스 등의 전자금융 업무 강화,
핀테크 등의 신기술 기반 플랫폼 구축 및 반응형 웹 UI/UX 개편 진행



제주관광공사 조이제주 APP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을 위한 all in one 매칭 서비스 앱으로 맛집, 택시, 친구찾기, 채팅, 
쿠폰할인 등이 가능한 서비스 앱



엔지니어링 공제 조합
브랜딩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딱딱하고 보수적인 기업이미지를 세련된 이미지로 개선하였으며, ‘금융’ 관련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한 디자인 구현 이미지를 강 이미지를 강 이미지를 강조한 디자인 조한 디자인 조한 디자인



리치앤코 중앙일보 기업연구소 구축
주 타깃인 40~50대 연령층의 사용성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컬러 중심의 디자인으로 중앙일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화



SC 제일은행 착한도서관 시즌7 APP
기업 CSR  활동 소개, 시각장애인의 사용 편의성 강화, 웹접근성 인증
콘텐츠 접근 프로세스 간소화



SBI 저축은행 바빌론 구축
상품중심의 정보제공 서비스에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웹/모바일 채널 UI/UX 개편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웹접근성 향상 및 인증마크취득 작업 진행



SBI 저축은행 운영
상품중심의 정보제공 서비스에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웹/모바일 채널 UI/UX 개편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웹접근성 향상 및 인증마크취득 작업 진행



아프니벤큐액 사이트 구축
브랜딩에 중점을 둔 사이트로 제품의 패키지 컬러를 key-color로 사용하여 사이트 내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표현하였고
제품의 컨셉인 Quick & Easy를 UX/UI에 적용하여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사이트로 구축



제닉 셀더마 온라인몰 웹 모바일 구축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구매/결제 시스템과 함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는 비주얼 제시, 전 상품 컨셉에 맞는
브랜드 전략 및 컨텐츠 기획으로 판매와 브랜딩 모두 최적화하여 진행. 



스마일게이트 사회공헌 사이트 구축
스마일 게이트 재단의 활발한 사회공헌활동 홍보에 적합한 사이트 구조와 사용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잘 조화된 사이트. 



현대 EMS 관리자
통합 리스크, 계약, 제작, 물량, 업무, 커뮤니티, 업무분석, 제어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자 사용단 UI/UX 개편 진행



희망아파트 담보대출 모집인 전용사이트 구축
SBI저축은행 희망아파트 담보대출 영업 관계자를 위한 사이트로 판매와 직결되는
정보제공을 쉽고 용이하게 만든 사이트



메조미디어 개발자 & 광고주센터 구축
개발자&광고주센터 구축 프로젝트는 MEBA A-plus 모바일 애드네트워크를 개발자와 광고주의 사용 편의성을 위해
웹, 모바일 앱 채널 확장과 UI,UX 가이드 수립, 해당 작업으로 서비스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뚜레쥬르-CJ ONE
발렌타인데이에 맞춰 CJ 뚜레쥬르에서 진행된 발렌타인 이벤트로 오프라인 상품과 톤앤매너를 맞춰
진행된 달콤 영상 공유 이벤트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을 살리는 선물가게
아동을 살리는 선물가게는 아동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건, 영양, 위생을 위한 물품에서부터 적절한 수준의 학교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물품까지 다양한 선물 제공에 필요한 금익을 후원자가 친구나 가족, 연인의 이름으로 기부 선물로 후원하는 사이트 리뉴얼.



이마트 에브리데이 B2C APP
에브리데이리테일의 『B2C 모바일 프로모션 앱』을 구축하여 에브리데이의 홍보 강화 및 마케팅 활성화로 매출확대에 기여하고자 함과
향후 B2C 온라인쇼핑몰 구축의 기반을 마련. 



신세계 L&B 모바일 카탈로그
오프라인의 직원과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태블릿 최적화의 모바일 카탈로그 구축으로
실제 매장에서 사용하는 화면으로 진행



헬시그루 웹 모바일 구축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구매/결제 시스템과 함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는 비주얼 제시, 전 상품 컨셉에 맞는 브랜드 전략 및 컨텐츠
기획으로
판매와 브랜딩 모두 최적화하여 진행. 



이마트 에브리데이 정회원몰
에브리데이 정회원몰의 사용자 UI,UX 개선 및 차별화된 개인화서비스 강화를 통한 매출증대 전략강화, 신규 브랜드 및 컨텐츠
업데이트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관리기능 강화,신규개발을 목표



형지 엘리트 사이트 리뉴얼 및 운영
청소년 타깃의 사이트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하이퀄리티 비주얼을 보여줄 수 있는 UX/UI와
컬러감이 살아있는 디자인이 돋보이는 사이트.



삼성메디슨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구매/결제 시스템과 함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는 비주얼 제시, 전 상품 컨셉에 맞는
브랜드 전략 및 컨텐츠 기획으로 판매와 브랜딩 모두 최적화하여 진행. 



코웨이 셀 에이지 뷰어 APP
코웨이에서 자체 개발된 자가 피부진단 서비스 앱으로 개인별 피부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제품까지 매칭해주는 서비스 개발



엘리트 학생복 리뉴얼
청소년 타깃의 사이트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하이퀄리티 비주얼을 보여줄 수 있는
UX/UI와 컬러감이 살아있는 디자인이 돋보이는 사이트.



세이브더칠드런 메인개편
노후화된 세이브더칠드런 메인페이지를 전략적 UI/UX 개편으로 후원자 증대를 이루어낸 프로젝트로
사용자 입장에서의 개편으로 인해 후원률 상승 기록



노스페이스 NSD 웹사이트 유지운영
영원아웃도어 그룹의 노스페이스 NSD 웹사이트 유지운영 작업



세이브더칠드런 모자뜨기 시즌9
세이브더칠드런의 big 캠페인인 모자뜨기 9기 캠페인과 뮤지컬 시카고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시너지 효과 의도. 
또한 모자뜨기 9기 키트 판매 참여 및 시카고 티켓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여 윈윈 캠페인



카책
중고차판매 영업사원을 위한 정보공유 및 제품안내 어플리케이션으로
영업사원들끼리의 정보 교류화 현황 정보 노출



신세계 – With Me
신세계 계열사인 위드미 편의점 공식 사이트로 점포 소개 및 판매 제품, 가맹 진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모바일 서비스 진행
그 후 운영업무 진행으로 지속적인 고도화 진행



SC 제일은행 착한도서관
착한도서관 프로젝트 시즌6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꿈을 소개시켜주는 캠페인으로 중심이 되는 프로모션 활동인
목소리 기부,
SNS 공유, 이벤트 참여가 용이한 웹/모바일/앱 구축



HGR
미국 클리브랜드의 중고거래 쇼핑몰 웹/모바일 구축으로 미국 현지 출장을 통해 현지화 작업으로 진행된 프로젝트
그후 2년간 운영업무 진행



현대건설
현대건설 오피셜 웹 모바일 사이트 구축으로 반응형으로 제작된 사이트로 현대건설의
CI 및 컬러 아이덴티티를 강조한 구축 작업



LG 생활건강 - WHY
엘지생활건강에서 럭셔리 라인으로 출시된 why 브랜드 공식 사이트로 브랜드 스토리를 담아
표현한 사이트 제안



수려한 프로모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수려한 제품을 선물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모바일웹으로 제작



SC 제일은행 착한도서관 시즌4 APP
시각장애인들에게 명화를 읽어주는 ‘착한 도서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을 제작하여, 총 500점의 명화 해설 오디오 컨텐츠를
만들어 시각장애인들이 실제 머릿속에 명화를 그려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오휘 사이트 리뉴얼
엘지생활건강 오휘 사이트 리뉴얼 프로젝트로 기존의 오휘라는 브랜드를 파악해 아이덴티티를 창출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프로젝트로써
결과적으로 오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특징을 웹과 모바일에 표현한 프로젝트.



이지웰 모바일 복지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구매/결제 시스템과 함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는 비주얼 제시, 전 상품 컨셉에 맞는
브랜드 전략 및 컨텐츠 기획으로 판매와 브랜딩 모두 최적화하여 진행.



알리오 경영공시 화면 설계 개편
복잡한 경영공시의 사용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개편 작업



신세계 L&B
신세계 L&B 웹사이트로 접속하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해상도에 최적화된 반응형 디자인을 적용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잠재고객이 많은 브랜드 정보와 제품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창차법 준수 적용을 목표



신세계 백화점 웹접근성
신세계백화점 유지운영 및 고도화 진행 과 더불어 웹접근성 인증 작업 진행
또한 신세계백화점 웹진 구축 및 운영 병행



신세계 백화점 2013 추석 카달로그
추석선물세트 카달로그는 제품들만 나열하고 있지만 신세계추석카달로그 웹과 모바일 카달로그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TPO를 설정하여 디지털카달로그를 제작



웅진코웨이 코스메틱 연간운영
웅진 코웨이 웹사이트 유지보수는 리엔케이, 올빚, 네이처런스 프롬, 헬시그루 등 4개의 브랜드사이트의 각종 이벤트, 제품정보, 
기획전 업데이트와 운영 업무를 진행하며 웹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 



KB금융지주 프로모션 APP
KB금융그룹의 오프라인 CM송을 전국민이 함께 한다는 컨셉으로
온라인상으로 CM송을 모집하는 프로모션



롯데칠성몰 온라인 광고
롯데칠성몰의 웹과 앱오픈으로 다양한 경품 프로모션 진행



삼성생명 모바일 창구
모바일 환경 최적화와 추가 컨텐츠 확보, 타사와 차별화된 서비스 구축을 통해 이용율을 높이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채널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이번 삼성생명 모바일창구 리뉴얼을 하게 되었다.



티몬 유지운영
오픈마켓 티몬의 상품운영 및 블로그 운영 진행



이마트 에브리데이 유지운영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페이지의 유지운영 및 고도화 진행과
이마트에브리데이 B2C APP 구축 및 운영 진행

현재



감성과 경험을 공유하는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DESIGN



신세계 백화점 웹진
신세계 백화점 온라인 매거진 작업으로 기획, 촬영, 제작, 웹/모바일 작업 모두를 총괄하여 제작 및 운영
전문 에디터와 포토그래퍼, 웹전문가들이 모여 작업 제작



리엔케이 SNS
프레스티지 브랜드 리엔케이가 좀 더 젊은층에게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담긴 부드럽고 캐주얼한 이미지 컨텐츠로 SNS 운영



올빛 SNS
젊은 한방화장품 올빛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 감각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이미지 컨텐츠로 인스타그램 운영



세이브더칠드런 모자뜨기9기 (feat,시카고 뮤지컬팀)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된다는 컨셉으로 세이브더칠드런과 뮤지컬 시카고가 함께하는 핫파티 총괄 진행으로
온/오프라인 연계 및 콘텐츠 기획, 제작, 영상촬영 등 제작 및 운영



아모레 퍼시픽 온라인 웹진
아모레퍼시픽 애드벌타이징 총괄 진행 작업으로 아모레 퍼시픽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온라인 웹진을 통해 알린 프로젝트



롯데 멤버스 웹진
롯데멤버스 애드벌타이징 총괄 진행 작업으로 롯데멤버스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온라인 웹진을 통해 알린 프로젝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