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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Innovation

어린날의 상상의 꿈
그 기억의 꿈들을 현실로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디자인을 사랑하고
열정을 표출할줄 알며
때론,
어린날의 상상의 꿈을 기억하며
그 기억을 거슬러 현실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꿈꿉니다.

Creative한 능력들을 
이 곳 'Bin Box'에 모두 담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Bin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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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 프로그램북 제작

한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개편

거미디지털 업무 관리 시스템 개발

케이뷰티 쇼핑몰 구축

2015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한국전쟁 실향민 이야기 사이트 구축

광주은행 명함시스템 구축

KWAVE 매거진 태국판 제작 및 배포

성남산업진흥재단 '티몬 상품상세페이지 제작'

한태상공회의소 '디렉토리북' 자동화 페이지 구축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국어 리플렛 및 인터렉티브 페이지 제작

고양시 참게축제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행신동 문화거리 축제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삼성전자 '세탁기 부문 에너지라벨 관리 시스템' 구축 

2015 filemaker japan conference 쇼케이스 참가 및 전시출품(에

너지 라벨 온라인 생성 관리 시스템) 

(주)디엠파워 ERP솔루션 구축 계약

제천 월악산힐링푸드영농조합법인 사이트(쇼핑몰 포함) 구축

'모시', '옥화', '팔봉콩밭', '고구락' 등 다수의 농가맛집 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본사 확장이전, 자본금 증자

2014
미국 파일메이커사 FBA 업체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스마트매뉴얼 특허출원(출원번호 : 10-2014-0071549)

벤처기업 인증

다국어 명함 주문 사이트 개발

2014 filemaker japan conference 쇼케이스 참가 전시출품(라벨통

합관리시스템)

노틀담복지관 자세유지기구센터 erp솔루션 구축

중소기업 수출협동조합 홈페이지 구축

2013
예천 브랜드 ‘맛질예찬’ BI 개발 및 각종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성주 브랜드 ‘고방찬’ BI 개발 및 각종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신흥정밀 전 제품매뉴얼 (인쇄용, E-매뉴얼, 모바일 웹 매뉴얼) 개발 

계약

화성시 공룡팝업북 및 탁상용 달력 기획, 디자인 및 제작  

태국 현지 법인 BIN THAI communication 설립

질병관리본부 위험물질 알림 솔루션 개발

기업형 및 기획사용 명함제작 사이트 개발

Automation Solution

Web Business

Single Sourcing
Multi-Channel Publishing

Editorial & Graphic Design 

History

Business Areas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서 인정

FBA(Filemaker Business Alliance) 인증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회사인증



Automation Solution

아직도 고가의 ERP시스템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소규모 회사나 여러 중소기업들은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고가의 ERP 솔루션을 구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빈코리아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인 FileMaker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
고 빠르게,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각 기업의 요구에 맞추
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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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aker 플랫폼을 사용하면 비즈니스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귀사의 고유한 요구 사항에 따라 iPad, iPhone, Windows, Mac 및 웹용 맞춤형 
솔루션을 쉽게 구축할 수 있으며 고객 데이터 관리, 자산 추적, 프로젝트 관리, 보
고서 작성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FileMaker 플랫폼은 업무 흐름을 개
선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전반적인 생산 효율을 향상 시킵니다.

(주)빈코리아는 FileMaker Business Alliance(FBA) 공식지정 전문 개발사로
서 2004년부터 FileMaker 기반의 기술 투자 및 솔루션 개발을 지속해 오고 있
습니다.

제품의 생산 및 공정관리, 판매관리에 이르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입니다.
각 부서별 데이터 연계 강화 및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 부서간 중복 데이터 관
리로 인한 일관된 데이터 유지의 어려움을 해결 하였습니다.
데이터 신뢰도 및 업무의 효율을 향상 시킴으로써 직접 투자시간 감소 및 업무량 
감소를 통한 고용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고비용으로만 생각했던 ERP시스템을 합리적 비용과 방법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주요기능

ERP 시스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결재 관리 디자인팀 > 신규상품 작업지시서 관리

영업팀 > 판매상품구성 및 관리 (단품, 세트상품, 선택상품)

생산팀  > 발주관리

물류팀 > 케이라벨 관리

CS팀 > 고객 AS관리 (교환, 반품, 배송전취소, 변경, 문의 )

재무팀 > 인사조직, 매입/매출, 자금/재무, 판매 분석 관리

물류팀  > 입출고,반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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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Order Manager
PowerSeller는 다수의 오픈마켓(쇼핑몰)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자들
을 위한 배송 및 고객관리 솔루션입니다.
다양한 오픈마켓(쇼핑몰)의 주문자료를 가공 없이 취합하여 송장발행부터 고객 대
응(AS) 및 출고관리까지, 업무 프로세스별로 분류된 화면구성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각 단위 업무의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직접 투자 시간 
감소 및 업무량 감소를 통한 직접적인 고용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룹웨어는 회사규모와 업무에 맞게 필요한 기능만을 선택하여 맞춤식 기능을 제공
합니다. 프로젝트, 인사, 일정, 재무, 업무일지 등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하여 고객님
의 회사의 업무효율성을 보다 저렴하고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게 지원합니다. 

PowerSeller

Groupware

BIN's SI

인천시가 지정한 노틀담복지관은 자세 유지기구 보급분야의 선도 기관으로서 장애
인 개개인에 대한 상담 및 평가관리, 정보제공 자료관리, 시험적용 관리, 맞춤제작 공
정관리, 사후관리의 모든 업무를 맞춤형 ERP구축을 통해 시스템관리가 가능하게 하였
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고 서울아산병원이 관리•감독하는 의사결정 및 안전가이드 
관리 시스템은 위험요소 감지로부터 2시간내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ipad 
& iphone용 솔루션 입니다.



Single Sourcing
Multi-Channel Publishing

스마트한 세상의 기술변화에 맞춘
싱글소스 퍼블리싱 

 

스마트폰, 테블릿PC시장의 보편화로 기업의 제품 매뉴얼, 카다로그 등의 
출판물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주)빈코리아는 빠른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콘텐츠의 편집, 출판비용,제작기간등을 단축하기 위한 
싱글소스 퍼블리싱을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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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Flow

도입효과

Authoring Tool과 Data Base를 기반으로 상호 연동하여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배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컨텐츠의 일관성, 출판비용, 제작기간등을 단축시키는 효
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용분야

싱글소스 퍼브리싱을 통해 인쇄된 책을 웹에서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데이타베이스
화 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Authoring Tool

Publication	 PDF	 HTML	 APP	 EPUB

DB
Rendering

인쇄 매뉴얼 스마트매뉴얼Cost Sep.

① 편집 단가 낮음
②  인쇄물량에 따라  

비용 편차 높음

①  서비스  
이용료만 지불

② 인쇄비용 Zero화
Making

①  재고 및 출력물 "관리 
비용 높음

②  수정 편집 시 추가 
인쇄 비용 높음

①  재고 및 출력물  
관리 비용 Zero화

②  수정 편집 시 서비스 
이용료만 발생

Management

①  고객 서비스  
효율 낮음

② 수정 시 재배포 불가

①  고객 서비스 효율 
높음(홈페이지 등…)

②  수정 시 언제든  
재배포 가능

Customer 
Service

디렉토리 북

도록 사외보/뉴스레터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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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주최측과 각 디자인 협의후 폼완성 

2차 회원사가  Company Profile을 입력 

3차 Preview파일을 통해 수정사항 입력

4차 최종파일 반영, 각 용도에 맞게 Publishing

구축사례
한태상공회의소 디렉토리북

DB
Rendering

입력값 Output
입력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 수정가능

USER

입력값 Input
각 사용자가  정형화
된 폼에 정보 입력

	 Publication	 PDF	 DATABASE	

The Thailand Board of Investment (BOI) extends its warmest congratulations to the Korean-Thai Chamber of 

Commerce (KTCC) on the publication of the 2015-2016 KTCC Membership Directory. 

The first Korean investment project was promoted by the BOI in 1978, since then companies from Korea 

have been part of Thailand’s industrial development. Indeed, investment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become stronger with the establishment of a BOI office in Seoul in April 2009. 

For several decades, Korean investors hav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Thai economy especially 

in the manufacturing area. In 2014, 63 project applications were submitted to the BOI, which accounted for 

18.3 billion baht, making Korea the 13th largest investor in the country. These figures highlight the successful 

economic presence of Korea in Thailand and illustrate the opportunities that exist to other Korean investors who 

are searching for a new market in ASEAN.

The KTCC has played a vital role in the promotion of a strong and growing relationship between our 

respective private sectors and the BOI is committed to working with the KTCC to strengthen further our 

mutually-beneficial partnership. Recently, the success of our cooperation was reflected in the seminar “New 

Investment Promotion Strategies: Towards Sustainable Growth” held in Seoul, this past April. 

Thailand has a vision to move towards creating innovative, well balanced, and sustainable industries. 

Building on this perspective, the new BOI policy, which already has taken effect since the beginning of 2015, 

will focus more on investment that promotes equilibrium between economic growth, on the one hand, and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on the other. 

With a liberal market-oriented economy, located in the geographic center of mainland Southeast Asia and a 

signatory to a multitude of bilateral FTAs, Thailand offers investors a number of competitive advantages within 

the ASEAN region. Moreover, Thailand remains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with 

incentive packages, which are comprehensive and substantive. 

In the near future, the BOI will be looking to attract more investment from Korean businesses through its 

investment promotion campaign, which has strong support from strategic partners such as the KTCC. We 

aim to enhance further our partnership with the KTCC in order to fulfill our goal of creating the best business 

environment for investors.

I firmly believe this publication will prove to be a valuable and useful resource for advancing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Thailand and Korea and expanding bilateral flows between our two great nations.

To the Korean-Thai Chamber of Commerce and its members,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tend 

my best wishes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in all current and future endeavors. 

                                    

      Mrs. Hirunya Suchinai

Secretary General

July 2015

Message from
Mrs. Hirunya Suchinai

Secretary General of B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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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Profile

Contact Information

Representatives

A

Reservation : +66 2-263-8333   Ticketing : +66 2-263-8334~6    Suvanabhumi Airport : +66 2-134-2895~8   
Phuket Airport : +66 7-632-8610   Cargo Reservation Office : +66-2-263-8389    Cargo Airport : +66 2-134-4827~8

No. of employees : Korean : 8   Thai : 90   (Airport 11, Thai Cabin Crew 79)   Total : 98 

Business Activity

Type of Business : Air Transportation ( Air Transportation, In-Flight Sales, Refueling Service, etc.)
Fleet :  85 aircrafts (as of June 9, 2015)
Route :   Domestic - 10 cities, 10 routes 

Int ‘l Passenger - 24 countries, 75 cities, 89 routes 
Int ‘l Cargo - 12 countries, 27 cities, 23 routes

Company
Add: 18th Fl, Ploenchit Center, 2 Sukhumvit Soi 2, 

Klongtoey, Bangkok 10110
Tel: +66 2-263-8333
Fax: +66 2-263-8398
E-mail: bkkreservation@flyasiana.com
Web: http: / /flyasiana.com

Head Quarter
Add: Asiana Town, 443-83, Ojeong-ro, Gangseo-gu, 

Seoul, Korea
Tel: +82 2-2669-8000

Lee, Won Young
Regional Manager

Jung, Jong Soo
Suvarnabhumi Airport 

Service Manager

Yu, Dong Lim
Cargo Manager

Kim, Chang Dong
Phuket Airport Service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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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Profile

Contact Information

Representatives

A

Name : Jeong, Yong Sik   Position : President    Tel : +66 086-350-3505   E-mail : 6647383@gmail.com
Name : Sumate Supanya   Position : Designer    Tel : +66 080-927-8541   E-mail : graphicworld2003g@hotmail.com

ATOZ GRAPHIC CO.,LTD.

No. of employees : Korean : 1   Thai : 6   Total : 7 

Business Activity -  Interior & Construction : Coffe shop, Dessert Cafe, Restaurant, Office, House, 
Apartment, Condo, Shopping Plaza, Factory, Church, EXPO, Spa & Souna etc.

  -  Sign & Advertisement : LED, Channel Sign, Loader Sign, Neon Light, Bill Board, 
Road Sign, Acrylic Board, CNC, Inkjet(Indoor/Outdoor), Sticker, Stencil etc.

  -  Printing : Business Cards, Invitation Cards, Brochure, Meeting Picket, Bills, 
Magazine etc.

Company
Add: 394/7 Sukhumvit95, Bangchak, Phrakhanong, Bangkok 10260
Tel: +66 2-001-4311
Fax: +66 2-001-4312  
E-mail: graphicworld2003g@hotmail.com, 6647383@gmail.com
Web: www.facebook.com/atozgraphic

Jeong, Yong Sik
President

Sumate Supanya
Designer

Amnat Kovitvanitcha
Designer

Thanawat Boonyeun
Field Manager

Chalearmlat Hawuttin
Field Manager

106    www.korchamthai.com

Company Profile

Contact Information

Representatives

  107

Company Profile

Contact Information

Representatives

F

Name : Yun, Byung Soo   Position : Sales Director of Fusheng Thailand    Tel : +66 83-020-7284    
E-mail : ybsis2014@gmail.com

FS COMPRESSOR (THAILAND) CO.,LTD.

No. of employees : Korean : 1   Thai : 38   Taiwan  : 4   Total : 43 

FU SHENG Industrial Co.,Ltd. founded in 1953 is the largest manufacturer and distributor of air 
compressors in Taiwan, greater China and many parts of Southeast Asia. It has been expanding 
aggressively around the world, with the completion of its golf plant in Vietnam, expansion of its 
compressor and golf plants in China, acquisition of FS-Elliott, FS-Precision Tech and Curtis-Toledo in 
the United States, and creation of FS-Europe to focus on the European compressor market.

FS Compressor (Thailand) Co.,Ltd. is subsidiary company of FU SHENG Group in Taiwan, 
established in 1998, and located in Bangkok, is selling for all FU SHENG Air Compressor, Refrigerant 
Compressor and Centrifugal Compressor products in Thailand. Our main existence in Thailand is to 
provide Total Solution to customer with regards to compressed air system as well as distributing all FU 
SHENG products and FU SHENG guineas parts around Thailand through our Dealership program. 

YBSIS Co.,Ltd. is an authorized dealer of Korean market in Thailand, and has its coverage of Laos, 
Myanmar, Cambodia and Korea also.

Company
Add: 140 /1-2 Soi 9 /1 Moo 12, Kingkeaw Rd, 

T.Tachataywa, A.Bangplee, Samutprakarn 
10540

Tel: +66 2-312-4547
Fax: +66 2-312-4530
E-mail: airate.kr@fusheng.com
Web: www.fusheng-thailand.com

YBSIS Co.,Ltd. (An Authorized Dealer)
Add: 455 Soi Ratchadanivet, SamsenNok, Huai 

Khwang, Bangkok 10310
Tel: +66 2-023-0639
Fax: N /A

Hsu Kuo-Chun
Managing Director

FS Compressor(Thailand) Co.,Ltd. 

Yun, Byung Soo 
Managing Director       

YBSIS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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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Profile

Contact Information

Representatives

G

Name : Lee, Jong Hwan   Position : GM    Tel : +66 86-778-2994   E-mail : support@g3th.com

G3 GLOGISTICS (THAILAND) CO.,LTD.

No. of employees : Korean : 6   Thai : 50   Total : 56 

- CSA of Korean Air, Thai Air Asia, Thai Air Asia X, Hong Kong Airline
-  CK Line (Thailand) Co.,Ltd. as share-holder.(CK Line is one of Korean Flag container shipping 

company)
- A Member of the TAFA (Thai Air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 A Member of the Korean–Thai Chamber of Commerce (Certificate No.: KMCO-11-101)
- Total Logistics and Airline /Shipping Liner’s Agency.
- Vientiane, Laos, Myanmar Border Transportation Service
- All kinds of business related Laos, Cambodia, Myanmar
- Container (COC /SOC) Shipping Agency and Trading Service
-  Powerful agent of handling for any kind of perishable shipment ( fresh shrimp, octopus, mango, 

vegetables )
-  G3 Glogistics is the warmest Logistics solution to develop your business with the most competitive 

freight and high quality through One-Stop Service.

*** SUBSIDIARY COMPANY OF G3 GLOGISTICS ***

Company
Add: 75 /37 Richmond BLDG., 12A FL., Sukhumvit 

Soi 26 , Klongtoey, Bangkok Thailand 10110
Tel: +66 2-665-6653
Fax: +66 2-665-6348
E-mail: support@g3th.com
Web: www.g3th.com

Head Quarter
Add: N /A
Tel: N /A
Fax: N /A

Shin, Suk Ho
MANAGING DIRECTOR

Choi, Kyung Yong
MANAGING DIRECTOR

Lee, Jong Hwan
GENERAL MANAGER

Lee, Min Jeong
CLERK

Kim, Joo Hee
CLERK



Editorial & Graphic Design 

뜨거운 열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꿈꾸다!!
 

빈코리아는 16년 이상의 디자인 및 인쇄 분야의 풍부한 경험으로 
상상 이상의 Creative Value를 이루어 내고 있으며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디자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아이디어를 통해 고객에게 감동 있는 디자인 &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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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ategory

Portfolio
Editorial	Design

자연과 더불어 힐링이 되는 우리집…

Healing Space 
고기동 힐스

시행_ 흥주건설

문의  1588–9307

현장위치_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04-5번지 

홍보관위치_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99-10번지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에 나만의 색깔을 입히다... 

•층간소음 없는 전세대 단독형 타운하우스

•단지 기본토목(단지내 도로 및 세대별 상하수도 인입등)

•계약자 본인의 취향에 맞는 설계(계약 후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설계 및 시공가능)

•주말농장 &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당신이 꿈꾸어 오던 마당이 있는 집…

Healing Space 
자연과 더불어 힐링이 되는 우리집-

모란역

신분당선

신분당선(예정)판교JC

8호선

판교IC

2.5km 5km

대장IC

서분당IC

경부고속도로

서울~용인고속화도로

서판교

남판교

동판교

수내역

보정역정자역

고기초등학교

동판교

청계산
입구역

미금역

서현역

판교역

AK플라자
분당점

분당
재생병원

판교
테크노밸리

이매역야탑역모란역태평역가천대역

성남시청

판교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롯데
백화점

한성컨트리클럽

이마트

한백골프연습장

신세계
백화점

동천역

서수지역

제2영동고속도로
(공사중)

서울외곽순환
고속화도로

동천2지구

서판교

남판교

고기리유원지

고기동 
힐스

동천역

중앙공원중앙공원

분당서울
대학교병원
분당서울
대학교병원

오리역오리역

죽전역죽전역

•용인서울고속도로로 

 서울 20분대 진입가능

•본인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설계 가능

•인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시세차익 기대

언제나 꿈꾸던 넓은 정원이 있는 이 곳, 

도심속의 전원주택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도심속에서 자연을 가슴에 담다...

•교통
 동막로로 분당을 7분 / 용인서울간 고속도로로 강남을 20분만에 진입!!! 

•생활
 남판교 및 분당생활권의 편리한 인프라

•문화
 광교산 / 낙생저수지 / 고기리 유원지등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주거환경

•교육
 고기초등학교 / 소명중고등학교 / 국제학교 및 친환경 어린이집 다수 인접

•개발
 대장동 도시개발예정구역이 인접하여 향 후 미래가치상승이 기대되는 입지

Healing Space 
자연과 더불어 힐링이 되는 우리집-

Healing Space 
자연과 더불어 힐링이 되는 우리집-

고기동 힐스

고기동 
힐스

토지매매계약서

고기동 힐스 

고기동 힐스 _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호별구분 호

토     지 전용면적 ㎡ 공유도로면적 ㎡ 총공급면적 ㎡

▶ 계약내용
[제1조]  (토지매매금액 및 납부방법)  

토 지 대 금 금                                     원(₩                                             ) 총매매대금

금                     원정
(₩                       )주차장공사대금 금 삼천팔백오십만원(₩38,500,000 VAT 포함)

계  약  금 금                                     원(₩                                             ) 201      년           월           일

중  도  금 금                                     원(₩                                             ) 201      년           월           일

잔     금 금                                     원(₩                                             ) 201      년           월           일

※ 납부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상기 총공급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미포함 금액이며 추후 부과되는 실제금액은 “매수인”의 부담

으로 한다.
※ 위 공급대금을 지정한 날짜에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하나은행 846-910006-01604 (주)흥주건설

[제2조]   매도인은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자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잔금납부 후 당일 등기이전 접수를 완료
하기로 한다.

[제3조]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소유권 이외의 일체권리(임차권포함)등을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자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제4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단,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및 제반손해배상금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 및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 및 의무를 불이행한 상대방
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를 끼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하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고기동 힐스

Editiorial Design Package Design

Identity Design

카달로그 / 브로슈어 / 북 / 
사내외보 / 포스터 / 선거공보물

제품 패키지, 쇼핑백, 제품 라벨

CI / BI / 캘리그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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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가' 조선일보 광고 고양시 도시어부의 메아리 "참게야 놀자" 행사 

꽃밭과 정원, 연못이 어우러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곳

전원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갖추면서도 적절한 분양가

도심을 벗어나 세컨 하우스로 이용하고 싶은 곳

첨단 보안시설로 안전한 방범 및 방재 관리

지열냉난방시스템으로 자연친화적인 ‘웰가 타운하우스 ’

사방으로 자연을 품은 집..

명품 타운하우스 

프랑스 지베르니 모네의 정원을 한국에 담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타운하우스 웰가. 프랑스 지베르니의 ‘모네의 정원’을 

우리 고유의 정서적 문화와 자연에 맞게 옮기고 싶어 했던 공간미학의 꿈을 잘 보

여주고 있다.

8400여평 대지에 1500여 평의 규모로 조성된 중앙정원  ‘정가원(情家園)’에는 자

연폭포, 다양한 꽃과 나무들, 생태연못, 사이사이 조성된 산책길 등이 하나의 어

우러짐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타운하우스 웰가는 전원주택을 꿈

꾸거나 세컨하우스를 갖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선물이 될 것이다.

자연을 심고 자연을 품은 

Well(좋은) 家(집)

용인 타운하우스 웰가를 선택하는 순간, 내 집 창밖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액자처럼 품고 

살아가는 여유와 힐링의 시간을 선물처럼 받게 될 것이다.

요즘 확산되고 있는 ‘四都三村의 의미처럼,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전원에서 보내는 게 현대인의 꿈이 되어버린 현실 앞

에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50여분 거리에 위치한 ‘웰가’

처럼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 주거단지가 그 첫번째 대안이 

아닐까 싶다. 

여유와 문화를 즐기다

대부분의 다른 타운하우스와는 달리 주택은 독채로 떨어져 있고, 최첨단 보안시설

을 갖추고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방범, 방재에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천연 골프퍼팅 그린, 로맨틱한 야외가든, 무료 카페 및 파티룸으로 활용되는 

커뮤니티센터가 갖춰져 있어 가족끼리, 혹은 이웃과 공유하며 도시의 바쁜 일상을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여유와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아름다운 경기 건축물 선정” “양재 IC에서 1시간”

www.wellga.net

문의 031-323-0980  

모든 사진은 웰가타운하우스의 실제 전경입니다.

“합리적 가격, 획일적 주택을 탈피한 29채의 

개성이 담긴 건축가 주택단지

웰가는 용인시 처인구 문촌리에 위치, 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자랑한다. 건축부지는 각각 826㎡부터 1190㎡까지 마련되어 있는 곳에 맞춤형 건

축자재 도입으로 우리 가족만을 위한 꿈의 궁전을 설계, 시공해 주고 있으며, 최고의 자재품질과 

기획부터 단지 완공,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시공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의

미 있는 여생의 장소로 또는 세컨하우스, 주말 전원주택 등의 다양한 기호에도 부응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단지 전체에 ‘지열냉난방 시스템’ 도입 

단독주택의 최대 고민거리인 냉난방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 웰가는 국내 최초로 단지 전체에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 우리나라 단지 시공 첫 사례로 건축 업계에서 획기적인 기획을 단행

했다.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 자연친화적이며, 기름 연료 대비 70~80% 절감, 심야 보일러 대비 

약 ⅓정도로 일반전기가 아닌 산업용 전기로 분류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웰가 속 CF (비오비타) 웰가 속 CF (피자헛) 웰가 속 CF (오리온 초코파이) 웰가 속 MV (김동률 뮤직비디오 - 그게나야)

단지 내 정원 ‘정가원’

커뮤니티 센터

단지 내 퍼팅그린

정가원 바베큐장

중앙정원 전경 찬현재 야경

웰가 의 중앙정원
중앙정원 내 티가든 

웰가 찬현재 내부 인테리어

웰가 찬현재 내부 인테리어
커뮤니티센터 내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 440-30 

검색창에 ‘타운하우스웰가’를 쳐보세요!

2015. 10. 24(토) 13:00~20:00 │ 25(일) 10:00~20:00 
고양시정연수원

1일차(10/24) - [개막식] 행주나루 음악회
2일차(10/25) - [폐막식] 청소년 “끼” 경연대회 / 밴드 Festival / 시민 노래자랑 / 참게 골든벨

주요 행사

참게 직거래 장터 / 참게잡이 체험 /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 참게요리 전시 / 먹거리 장터 / 포토존부대 행사

아나운서 / 미스터 브라스  / 퓨전국악 실크로드 / 엑시트(아카펠라그룹) / 경기도립무용단
경기팝스 앙상블 / '그대 그리고 나' 의 소리새 / '매화 · 와라와라' 의 가수 

주요 출연진

주최 ·  주관  경기문화지원센터

후원

문의  031-978-3974

"참게야 놀자"

2015

※ 위 프로그램은 사정 상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게야 놀자"

2015

주요 행사 프로그램 및 배치도 

24일 

13:00 여는마당

16:40 개막식

17:55 행주나루 음악회

25일

12:20 청소년 ‘끼’ Festival

13:50 BAND Festival

15:30 참게골든벨

18:00 행주나루 노래자랑

1. 콘솔(운영부스)

2. 종합안내소

3. 맘쉼터

4. 건강선인장 백세건강

5. 참게 직거래 장터

6. 산림청 홍보 및 표고버섯 판매

7. 머그컵 만들기

8. 화원체험

9. 클레이아트

10. 참게 우드아트

11. 게맛살피자 만들기+트럭

12. 목각체험

13. 어탁본체험

14. 참게잡이 체험과 인증샷 & 타임캡슐

15. 행주관광안내

16. 참게 우드버닝

17. 페이스페인팅

18. 캐리커쳐

19. 법무부 법사랑 위원  

20. 지도농협

21. 팝콘, 젓갈 판매

22. 행주산성마을 전통토속 두부체험 

23. 행주산성마을 전통토속 묵체험

24. 참게라면

25. 참게튀김

26. 새우튀김, 튀김구이, 전어

27. 가을날엔 아메리카노커피

28. 응급의료

27

26

25

24

여성화장실

체험부스

체험부스

직거래 부스

종합안내 및 맘쉼터

콘솔

휴지통

출입구

휴
지

통

먹거리 부스 

출연진 주차

엠뷸런스
(구급차 및 부스)

2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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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

7

6

5

4

3

2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

무대 및 객석

경기도 인재개발원 인터렉티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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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영통 힐링마을 만들기 음악축제 

더마랩 잡지 광고 문화의전당 '작은 음악회'

Natural Skin Natural Life 
the botanical beauty story 

www.dermalab.co.kr

Beautiful value creation for tomorrow

231, Munmakgongdan-gil, Munmak-eup, Wonju-si, Gangwon-do, South Korea
TEL. +82-33-732-7561 FAX. +82-33-732-7563 e-mail. info@dermalab.co.kr

Resource to Restore a Youthful Skin
INCI name : Hydrolyzed Collagen

NEUROCOL Y

Vitamin D like Epidermal Energizer
INCI name :  Methoxy PEG-7 

Dehydrocholesteryl Succinate

SUNSHINE VITA 1000   

Skin Shield against Environmental Stresses
INCI name : Glycosaminoglycans

SKINPRO QM   

Double Effects of Brightening & Anti-Inflammation
INCI name :  Nicotinoyl PEG-5  

Tocopheryl Succinate  

VitaPEG EB3 1000  

Elastin Formation Booster
INCI name : Hydrolyzed Elastin

EC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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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연

사전예약 1인 4매 한정 (현장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예약방법.  E-mail 접수 (event@ggac.or.kr)

예약기간.  6월 문화가 있는 날 6.   8(월) 9:00 ~ 6.22(월) 17:00   

  7월 문화가 있는 날 7.13(월) 9:00 ~ 7.27(월) 17:00

입장연령.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 (미취학아동 입장 불가)

신청예시.  메일제목: 문화가 있는 날_홍길동

  메일내용: 문화가 있는 날_홍길동 / 010. 1234. 5678 / 참석인원 (마감 후 당첨자 개별 연락)

※ 예약시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좌석권은 공연 1시간 전(18:30) 부터 배부합니다.  

    좌석 배정은 선착순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좌석 변경이 어렵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 031-230-3267 ┃ www.ggac.or.kr 

2015. 6.24 WED 19:30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소극장

즐거움을 두드리다
타악앙상블 리드미코 

2015. 7.29 WED 19:30
경기도문화의전당 아늑한소극장

클래식에 취하다
심준호&김재원 듀오

P R O G R A M

하나를 위한 3중주 - 3악장  지브코비치

Trio Per Uno 3rd mov. N. J. Zivkovic

나무조각을 위한 음악 스티브 라이히

Music for pieces of wood Steve Reich

아프리칸 블루스 볼프강 로겐캄프

African Blues Wolfgang Roggenkamp

G선상의 아리아  바흐

Air on G string J.S. Bach

테이블 음악 티어리 드 메이

Musique du table Thierry de Mey

걸프렌드 메들리 밥 베커 

Girlfriend Medley Bob Becker

하나를 위한 3중주 - 1악장 지브코비치 

Trio Per Uno 1st mov. N. J. Zivkovic

즐거움을 두드리다

WED

타악앙상블 

리드미코 (Ritmico) 
김광원·정수경·윤재현·박라영

06
24

앙상블 리드미코(Ritmico)는 퍼커셔니스트(percussionist) 부천시립교향악

단 김광원을 리더로 한국 타악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연주자들로 이루

어진 타악그룹이다.

현대음악의 실험적 시도뿐만 아니라 클래식, 뮤지컬, 동요 등을 다채로운 타

악기 앙상블로 편곡하여 들려주는 등, 일반 관객들도 타악기 음악에 보다 친

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으며, 박창수 하우스 콘서트, PLATEAU 

갤러리 초청 특별 연주회, 나주 현대 음악제, 부천 시립 합창단 초청 연주회, 

고양 시립 합창단 초청 연주회, 영등포 아트홀 청소년 음악회 그리고 매일 클

래식에 초청되어 전국 순회 공연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다.

리드미코만의 매력적인 음악을 선보이다.

다양한 음악적 색깔과 소질을 가진 연주자들이 모여 

앙상블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새로운 음악을 보여주다. 

즐거움과 설렘이 함께하는 색다로운 

타악앙상블 공연!!

피아니스트  

김 재 원

WED

첼리스트  

심 준 호

07
29

P R O G R A M

베토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가장조, Op. 69

L. v. Beethoven Sonata for Cello and Piano No.3 in A Major, Op.69

I. Allegro, ma non tanto

II. Scherzo. Allegro molto

III. Adagio cantabile - Allegro vivace

 

그리그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가단조, Op.36

E. Grieg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A Minor, Op.36

I. Allegro agitato

II. Andante molto tranquillo

III. Allegro molto e marcato

클래식에 취하다

첼리스트 심준호는 금호 영재 콘서트를 시작으로 2006년 제32회 중앙 음

악 콩쿠르 우승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2010년 쥬네

스 뮤지컬 국제콩쿠르 우승, 2012년 안토니오 야니그로 국제 첼로콩쿠르 2

위에 입상하였다. 국내외 여러 교향악단과 협연을 하였고 에쎈 필하모니 콘

서트 홀, 독일 프리드리히 홀, 그리고 지난해 예술의 전당 IBK 홀 등에서 독주

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앙상블 OPUS 멤버이자 ECMA(European Chamber 

Music Academy) 멤버로서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김재원은 2007년 제 47회 동아음악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하며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피아니스트 김재원은 일찍이 아시아 인터내셔널 피

아노 아카데미 금상, 틴에이저 콩쿠르 1위, 한국일보 콩쿠르 1위, 한국브람스

협회 콩쿠르 2위, 서울 내셔널 필하모닉, 콩쿠르 1위 등에 입상하며 두각을 나

타내었다. 금호 영재로 선발되어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

라 서울 내셔널 필하모닉과의 협연, 서울예고 협연, 이원아트독주회, 아시아 

그랜드 피아노 콘서트 등의 협연 및 솔리스트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편안하고 서정적인 음악을 통해 아름다운 

선율을 느끼다.

첼리스트 심준호의 섬세함과 

피아니스트 김재원의 풍부한 감성이 묻어나는 

한여름 밤의 음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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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출연자 및 프로그램은 출연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출연자 및 프로그램은 출연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수원시 영통구청       후원      

2015. 08.22 (토) ~ 10.24 (토)

힐링마을
음악 축제

제2회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만들기

세부 프로그램 안내

해금6중주 '어울림'은 6명의 연

주자로, 서양의 현과 동양의 현이 

만나 서로 어울리며 아름다운 선율

을 들려드리고자 하여 연주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시_ 2015. 09. 19 (토) 19:00~20:30 
장소_ 살구골 공원

어울림 해금6중주

“삶의 활력을 더하는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과 “사람이 

건강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영통구

내 주요 근린공원에 야외무대를 기반으로 지역 예술인과 

동호인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공연마당을 열어 지역문화 

활성화 및 영통구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영통 주민참여 한마음 축제를 열고자 합니다.

제2회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영통 힐링마을 만들기

음악축제

기간_ 2015. 08. 22(토) ~ 2015. 10. 24(토) 중 6회

장소_ 살구골 공원, 미로어린이 공원, 벽적골 공원

일시_ 2015. 10. 17 (토) 19:00~20:30
장소_ 살구골 공원

영화<미인도>주제곡, MBC 드라마 

<대장금> '오나라' 삽입곡 등을 불

렀고, MBC <우리가락 우리문화>, 

KBS <그곳에 가면> MC를 맡고있

습니다.

가수 이안

아마추어 출연팀_

우리힘 국악합창단, 청명고 댄스동아리, 

수원시 태권도 시범단, 어린이 태권도 시범, 

줌마기타, 영일중 오케스트라동아리, 

영동초 국악동아리 출연

살구골 공원, 미로어린이 공원, 벽적골 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그림자극단으로 

출발하여 인형극과 뮤지컬, 그리

고 마당극을 아우르는 가족 극 전문

단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시_ 2015. 10. 24 (토) 19:00~20:30 
장소_ 벽적골 공원

모차르트와 마술피리 그림자공연

영통구청장   

김  주  호

경기도의회도의원   

안  혜  영

인사말 축 사

세부 프로그램 안내

마술사 김학영은 수많은 무대경험

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빈병마술, 

악보마술, 로프마술 등 관객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마

술사 입니다.

일시_ 2015. 09. 05 (토) 19:00~20:30 
장소_ 미로어린이 공원 

김학영 마술공연

가야금, 대금, 바이올린, 판소리로 

구성된 여성4인조 퓨전국악그룹 

시즌오브소울은 전통국악을 우리

만의 색깔로 현대화하여 대중적 다

가가려하는 그룹입니다.

일시_ 2015. 09. 19 (토) 19:00~20:30 
장소_ 살구골 공원

Season Of Soul 퓨전국악

일시_ 2015. 08. 22 (토), 09. 12 (토) 19:00~20:30 
장소_ 보배로운교회, 벽적골 공원

수채화 작가 출신의 샌드아티스트

로서 여성의 섬세함을 손끝에 담아 

모래로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스

토리텔링으로 풀어가는며 관객과 

소통하며 관객의 마음까지 읽어내는 

섬세함이 담겨있습니다.

신미리 샌드아트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주호입니다.

우리지역 영통구에서 문화와 예술을 꽃 피울 수 있는 영통 힐링마을 

음악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우리 영통구는 주민 평균 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문화욕

구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을 통한 “사람중심 더 큰 수

원”, “사람이 중심되는 젊은도시 영통” 건설과 건강하고 활력이 넘

치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명품도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근린공원 야외공연무대에서 각종 문화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영통주민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젊은도시 영통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공연에 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안혜영 도의원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힘들었던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극복

하고 이제는 올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우리 영통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 가족단위의 산책과 

가벼운 운동 외에는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저는 늘 안

타깝게 생각하여 작년부터 영통구청과 힘을 모아 풍요로운 가을 공원

을 만끽할 수 있는 음악회를 준비하였고 올 해 그 두 번째 가을 음악

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제2회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영통힐링마을 만들기 음악축제”와 같

은 작은 마을 음악회를 통해 내 집 앞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행복과 

활력이 넘치는 영통. 가정과 세대가 공감하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 소

통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밤낮없이 준비하신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박광온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마

음을 전하며 어려운 이 시대에 문화예술을 통해 온 가족이 하나 되고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 마을의 가을 정취에 흠뻑 빠지는 귀한 시

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풍성한 가을이 되

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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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

바이오 사운드랩

Portfolio
Editori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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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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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4S 인비트로 플랜트 리플렛

웰가 타운하우스

Portfolio
Editori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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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Package	Design

차마을타임교육 Ican! Phonics

땅끝누리 사월차 담양죽부인 장아찌 평강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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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Identity	Design	(C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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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농가맛집 모시

서천농가맛집 모시

서천농부의식탁 모시

서천농부의식탁 MOSI

농가맛집

MOSI CI 시안

MOSI는 모시를 사용한 전문 국수집으로 모시잎을 모티브로 캘리그라피를 이용하여 

내추럴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모시의 그린을 사용하여 건강하고 신선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청양농가맛집



Web Business

자신의 첫인상을 어떻게 보여
주고 싶습니까?
 

첫인상은 소통의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첫인상은 상대가 바라보는 성격등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심리 때문에 일단 형성된 이미지
는 쉽게 바뀌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측면도 같습니다. 
수많은 경쟁적 사이트들을 통해 첫인상을 어
필하지 못하게 되면 경쟁에 살아남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빈코리아의 웹개발팀은  축적된 기술력을 통
해 웹 비즈니스 영역에서 다양한 솔루션 개
발 및 웹사이트 개발 서비스를 통해 당신의 
첫인상을 바꾸어 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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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ategory 온라인 명함 주문 시스템

명함 디자인 및 인쇄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명함 포털 사이트, 중소기
업 이상의 기업 전용 명함 사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자체 개발한 온라인 명함 주문시스템으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장에서 그 영
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개발 서비스

철저한 기획으로 고객사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
빈코리아 웹사이트 개발팀은 고객의 사용목적에 맞는 기획과 디자인, 기술력 있
는 프로그램, 철저한 A/S로 안정된 유지보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용도에 적합한 웹사이트 개발로 원가절감과 제작시간을 단축해 드립니다.

명함주문 시스템
기업형

• 후불결재 방식
• 기업이 사용하는 명함 템플릿 제공
• 대량 명함 주문시 엑셀파일 업로드
• 주문과정 중 미리보기 가능
• 관리자(경영지원부 등)의 주문 승인, 취소 가능
• 접수, 진행사항 정보부터 배송까지 단계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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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Web	Site

중소기업수출협동조합  KOSMEC kosmec.com
개발환경 : php,  반응형, 웹표준, 관리자페이지 포함

다국어 제작(국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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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국 쇼핑몰
개발환경 : php, 웹표준, 반응형웹, 관리자페이지 포함

다국어 제작(국문, 영문, 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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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Web	Site

통웨이  tongway.co.kr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수려선'  theme.library.kr/Suryeoseon

한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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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엠 www.logemlogistics.com

달이랑  dal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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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국전쟁 실향민 이야기(경기도 사이버도서관)  theme.library.kr/korean-war

푸른솔  ps7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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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설 상세페이지 플러크  pluq.co.kr



고객사

석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2동 40번지
전화  032-546-2345
팩스  032-456-2344
홈페이지  http://www.ntd.or.kr (자세유지기구센터)

4  0  7  -  0  5  2

경기도사이버도서관

SEESCAPE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인재개발원 

CLIENT



(주)빈코리아  www.binkor.com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75-8(인계동 369-20) 2층

T. 1599-2085 (代)    F. 02-6455-2083   

www.binkor.com / www.biznambut.com
28 /1-1 Moo 12, Soi KingKaew 9, KingKaew Road,RachaThewa District, BangPhli, Samutprakarn

T. +66 2-170-8051~2   F. +66 2-170-80503   

D e s i g n & D a t a B a s e  I n n o v a t i o n



BIN
 KOREA

www.bink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