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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아이굿의 의미

“

눈

우리가모든것을볼때눈을이용하여보게됩니다

좋은제품, 서비스는눈을통해서인지하게됩니다.

E Y E G O O D

좋다

좋다! 모든것이좋을때나오는감탄사입니다. 

아이굿과함께하시는모든분들은아이굿과일을진행후

굿! 이라고말씀하십니다.



회사비전
“

Creative design 을 바탕으로 효과적이

고 창조적인 business model 을 구축

하기 위해 자체 개발팀과 디자인팀으로

나누고있습니다.

차별화된 기획력과 마케팅으로 이 시

대에 가장 어울리고 독특한 웹사이트

를만들어드립니다.

고객에게 보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항상 귀 기울이며 다가가는

기업입니다.



기업 CI/BI 제작

기업의이미지와제품특성을시각적으로디자인하여경쟁력

과차별화를노리는이미지통일화작업이필요합니다.

아이굿은기업의원하는이미지를 CI/BI로단순하고깔끔한

디자인으로완성시켜드립니다.

*2020 (사)서울경제인협회 로고제작 수행기관 中최다 제작 기업 (20개기업 로고 제작)



회사소개서
제작



매장배너
제작



회사소개서
제작



도전과나눔유라스텍러시아기업

기업에서필요한브로슈어를 제작합니다.

브로슈어제작



런칭에필요한신제품에대한상세페이지기획및제작.
기획부터촬영디자인까지 원스톱서비스

크라우드펀딩기획및제작



“
사업내용

DEVELOPMENT OF WEB
아이굿소프트는 고객이 원하는 웹(WEB)을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기에도 알맞은 화면으로 대응하는

반응형홈페이지를제작해드립니다.

웹 표준 퍼블리싱 기술(크로스 브라우저)는

자체 개발 전문 인력을 통해 다채로운 솔루션

과레퍼런스를제공해드립니다.검색엔진최적화 (SEO)은꼭필요한기술로써

사용자를위한최적화처리작업을합니다. 

가장 중요한 고객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

는서비스를제공해드립니다.



“ 1.랜딩페이지

몰라이브

반응형웹사이트

mallive.co.kr

초콜릿소프트

반응형웹사이트

chocolatsoft.com/soullike2



“ 1.랜딩페이지

젤리소프트

반응형웹사이트

jellysf.com

피그로맨스

반응형웹사이트

pigromance.com



“ 2.회사홈페이지

무등기업

반응형웹사이트

http://moodng.com/

제주유나이티드

반응형웹사이트

jeju-utd.com

http://moodng.com/


“ 2.회사홈페이지

북쌔즈

반응형웹사이트

booksays.co.kr

R-Lab(울산과학기술대반도체학부연구실)

반응형웹사이트

Jyklab.org



“ 3.쇼핑몰

바노바기코스메틱

다국어쇼핑몰

banobagicosmetic.com

Mm컨설팅

반응형웹사이트

mmconsultinglab.com

http://banobagicosmetic.com/
https://mmconsultinglab.com/


http://eyegood.co.kr/eyegoodvideo_project/5842
http://eyegood.co.kr/eyegoodvideo_project/5842




“ 6.인플루언서마케팅



“ 6.인플루언서마케팅



“ 6.인플루언서마케팅



행사홍보및온라인광고 아이마켓서울유
주관: 서울산업진흥원 (SBA)

역할: 언론보도, 페이스북파워페이지, 블로그 30건작성



-UFC 라이트급챔피언벤핸더슨& 사이보그참관
-동시간스포츠방송시청률1위기록

│2017.03.18 동시간 케이블 스포츠 채널 시청률

출처 : 닐슨 2017.3.18 시청율

2017.03.18 이종격투기경기배틀필드개최

행사기획및운영



종합광고대행

영상촬영

홍보물제작

홈페이지제작및유지보수

바이럴마케팅

인플루언서마케팅

IMC 기업광고협력사

북쌔즈



IMC 기업광고협력사

북쌔즈

종합광고대행

영상촬영

홍보물제작

홈페이지제작및유지보수

바이럴마케팅

인플루언서마케팅



북쌔즈 – 키워드검색광고

-북쌔즈네이버키워드검색량이

꾸준히증가하고있음. 



북쌔즈 – 페이스북광고진행



북쌔즈 – 네이버블로그



북쌔즈 – 사진촬영



1 2 3

5 64

동영상보기

북쌔즈 –영상촬영

https://www.youtube.com/watch?v=ZbNZgPZD6wo
https://www.youtube.com/watch?v=ZbNZgPZD6wo


종합광고대행

네이버광고

영상촬영

홍보물제작

블로그운영

IMC 기업광고협력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 김지철교육감

블로그홈페이지디자인 김지철교육감홍보이미지



충청남도교육청 – 진로뻥뻥토크쇼 4회분촬영및편집

동영상보기

1 2 3

4 5 6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C%A7%84%EB%A1%9C%EB%BB%A5%EB%BB%A5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C%A7%84%EB%A1%9C%EB%BB%A5%EB%BB%A5


EYEGOOD 고객사





하나의목표, 하나의마음그리고오직하나. 아이굿의 목표입니다.

언제나 고객에게 편하고 도움이 될수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기획력과 마케팅으로 브랜드 성공의 발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고객이 행복한 회사 그리고 모든 임직원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직장이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굿의 비전은 얼음이 아닌 빙산입니다.

위에 올라온 얼음은 총빙상의 1/8이라고 합니다.

얼음은 아이굿 지속성장의 핵심입니다.

아이굿은 꾸준히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항상 First Mover가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