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구조법안내
카드뉴스제작

#해양경찰청 #고급형 #일러스트 #사진

민간해양구조 활성화를위해 개정된
수성구조법의 달라진점을 소개하는카드뉴스



한국남동발전브랜드과제
카드뉴스제작

#한국남동발전 #고급형 #인포그래픽 #일러스트

한국형뉴딜 등정부정책에부합하는 차별적
경영성과 발굴을위한 KOEN의 10대과제 소개



로봇산업규제혁신
로드맵실행계획발표카드뉴스제작

#산업통상자원부 #고급형 #스토리기획 #일러스트

2021 로봇사업선제적 규제혁신로드맵
실행계획을 발표하는카드뉴스



2021 외신카드뉴스
연간계약진행

#문화체육관광부_해외문화홍보원 #고급형 #일러스트 #기사활용

외신기사를 활용한카드뉴스 및웹포스터제작
연간계약진행



아동학대예방
카드뉴스 1~3편제작

#서울특별시교육청 #고급형 #일러스트

학부모,아이가 알아야할
아동학대 예방및신고요령소개 카드뉴스



이러닝홍보
카드뉴스총 10편제작

#한국관광공사 #고급형 #스토리기획 #일러스트

내부직원대상 관광분야온라인 교육플랫폼
관광이러닝센터를 소개하는 카드뉴스



지재권분쟁대응센터
개소홍보용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고급형 #스토리기획 #일러스트

다양한지재권 분쟁위험에서
기업을지킬 수있는지재권분쟁대응센터 홍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홍보(SNS)운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고급형 #스토리기획 #일러스트

공동주택의 하자와관련된 분쟁을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수있도록 소개



인천생활/시민문화축제
소개카드뉴스제작

#인천문화재단 #고급형 #일러스트 #사진

인천연수구,서구,미추홀구 등에서 진행되는
생활/시민문화축제소개



플러스시티소개
카드뉴스제작

#서울관광재단 #고급형 #스토리기획 #일러스트 #사진

플러스시티 사업에대한소개 및
파트너도시들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온라인통합홍보
연속 3년진행

#인천테크노파크 #일반형 #스토리기획 #일러스트

인천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카드뉴스제작후
배너를추가 제작하여광고로 활용



디지털성범죄
카드뉴스총 5편제작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일반형 #일러스트

비대면시대 속디지털성범죄에
대처하는 방법을알리는카드뉴스



대한민국혁신제품
카드뉴스제작

#조달청 #일반형 #스토리기획 #일러스트 #사진

업체별대한민국 혁신제품을
일러및사진 형태로소개한카드뉴스



동두천숲속레저도시
콘텐츠제작

#동두천시 #일반형 #스토리기획 #실사촬영 #일러스트 #사진

동두천시 숲속레저도시
주요시설 및정보안내



금연캠페인
카드뉴스제작

#금연길라잡이 #일반형 #일러스트

금연도움을 받을수있는정보를
일러형태로 소개한카드뉴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온라인소통활성화용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일반형 #스토리기획 #일러스트 #사진

연수원주요사업 및대국민소통을 위한
대표캐릭터 활용콘텐츠제작



한국만화산업진흥원 2019
언론및 SNS 홍보용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일반형 #스토리기획 #일러스트

만화계동향 등만화영상에관련 된내용들을
카드뉴스 형태로소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통합홍보

#부천교육지원청 #일반형 #스토리기획 #일러스트

부천교육지원청 내행정업무 등을
소개하는 컨텐츠제작



중구직영돌봄센터
온라인카페연속 8회운영

#중구직영 돌봄센터 #일반형 #실사촬영 #일러스트 #사진

돌봄센터 내에서진행하는 활동과
환경등을소개



신규현장소식
카드뉴스제작

#씨앤에스자산관리 #일반형 #스토리기획 #일러스트 #사진

기업의인증 및신규현장소식 정보를
일러및사진 형태로소개한카드뉴스



연간온라인
통합홍보

#파파아이 #일반형 #스토리기획 #실사촬영 #일러스트 #사진

파파아이 연간인스타그램 운영및홍보
기획콘텐츠 제작



연간온라인
통합홍보

#뉴데이일일건강 #일반형 #스토리기획 #실사촬영 #일러스트 #사진

뉴데이일일건강 연간인스타그램 운영및홍보
기획콘텐츠 제작



함소아브랜드홍보
연간계약

#함소아 #일반형 #사진

함소아브랜드 연간전체 SNS채널운영 및
온라인홍보 콘텐츠제작



연간통합홍보및
SNS 채널운영

#라인강스피치 #일반형 #사진

라인강스피치 연간페이스북 운영및홍보
기획및콘텐츠 제작



통합홍보및
SNS 채널운영

#마더킴 #일반형 #사진

마더킴브랜드 인스타그램 운영및홍보
기획및콘텐츠 제작



통합홍보및
SNS 채널운영

#순상고 #일반형 #사진

순상고페이스북 및인스타그램 채널운영및홍보
기획및콘텐츠 제작



의료사고조정중재사례
카드뉴스제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반형 #사진

의료사고 분쟁에관한사례와
처리결과를 소개하는형태의 카드뉴스제작





당진테마관광알아보기
카드뉴스제작

#당진시청 #웹툰일러형 #대표캐릭터활용 #일러스트

당진시관광지를 소개하는 콘텐츠로
건물일러제작 활용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웹툰일러형 #대표캐릭터활용 #일러스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온라인소통활성화용역
대표캐릭터와 스토리에맞는 캐릭터를제작 활용하여
해기사를 소개하는웹툰형 카드뉴스제작



분기결산카드뉴스
총 2편제작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웹툰일러형 #제작일러스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소식을 전하는카드뉴스
편지보는사람, 우체부일러제작 활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홍보(SNS)운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웹툰일러형

공동주택에서 발생한하자를 해결할수있는
기관소개웹툰형 카드뉴스



태안
홍보(SNS)운영

#태안군 #웹툰일러형

태안해맞이 여행을즐길수있는
관광지소개 웹툰형카드뉴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리즈웹툰제작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웹툰일러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미내로사업
기관소개웹툰형 카드뉴스



영등포아트자이
시설안내웹툰

#영등포아트자이 #웹툰일러형

새로운주거문화를 위한
영등포아트 자이소개웹툰형 카드뉴스



병원소개및
턱관절질환설명웹툰제작

#이포치과 #웹툰일러형

턱관절질환에 대한설명과 치료의필요성을 소개하는
병원소개웹툰형 카드뉴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홍보(SNS)운영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웹툰일러형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기본내용 및
사례를소개하는 웹툰형카드뉴스



모발이식소개
웹툰시리즈제작

#초이스피부과 #웹툰일러형

피부과내에서 운영하는모발이식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웹툰으로 소개



연간온라인
통합홍보

#뉴데이일일건강 #웹툰일러형

브랜드대표 상품을재밌게파악할 수있게
컷툰형태로 소개하는기획컨텐츠



캐츄인스타툰
정기연재

#캐츄 #웹툰일러형

아기고양이 츄츄의일상을 소개하는
인스타툰을 시리즈로제작





특허침해손해배상제도
강화안내모션그래픽영상제작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상형 #모션그래픽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소개하는
모션그래픽 영상

▶영상보기

https://youtu.be/i6FtN-v5DUI


디지털성범죄카드뉴스
모션추가영상제작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영상형 #카드뉴스롤링

비대면시대 속디지털성범죄에
대처하는 방법을알리는영상

▶영상보기

https://youtu.be/aJBU-LeoQdM


극지연구소 2021
SNS홍보용역연간계약

#극지연구소 #영상형 #애니메이션

유튜브컨텐츠로 극지의전설에 대한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애니메이션 형태로제작

▶영상보기

https://youtu.be/7jfCyRR580c


캣스타TV 유튜브
인스타툰활용영상툰제작

#캣스타티비 #영상형 #영상툰

캐츄의인스타툰을 활용하여
아기고양이 츄츄를소개하는 영상툰제작

▶영상보기

https://youtu.be/pL5SyeixKWs




https://www.linep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