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모바일 제작 및 운영서비스, 프로모션/마케팅 관련 업체로
설립 14년의 웹 에이전시 입니다

설립일 : 2007년 02월 27일 설립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5-2번지 4층 (소닉밸류빌딩)
전화번호 : 02.529-5708
홈페이지 : http://www.4-m.co.kr.
인증/신고 :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b09-18605)
중소 기업중앙회 : 소프트웨어 직접생산증명 인증
한국디자인협회(KIDP) 회원
어워드 : 2014년 웹어워드
2015년 웹어워드

하기스몰 최우수상 선정
팬틴 광고, 브랜드 통합 대상 수상 외 2건

2015년 에코어워드 웹 접근성, 인증 부분 대상 기업 선정
2016년 웹어워드

르노삼성 SM6 웹어워드 최우수상

2016년 에코어워드 웹 접근성, 인증 부분 최우수 기업 선정
모바일 접근성, 인증 부분 대상 기업 선정
2017년 웹어워드

위닉스 사이트 대상 수상 외 3건

2017년 앱어워드

SK엔카”옥션“ 대상 수상

2019년 웹어워드

LG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 대상 수상 외 1건

2019년 앱어워드

LG화학 유디앱 대상 수상

2007년 2월 설립하여 업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까지 쌓여온 경험으로
포엠 크리에이티브만의 노하우를 구축해 왔으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07 (주)포엠크리에이티브 설립

2011 SKC&C 협력업체 등록

2015

유한킴벌리 하기스몰 연간 계약 운영

중소기업중앙회 등록

제이큐브인터렉티브(조인스)제휴업체 등록

맥도날드 연간 계약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직접생산업체 인증)

2011년 국민카드, 삼성카드 웹진 연간 계약 운영

참존 / 참존쇼핑몰 연간 계약 운영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사업자등록
2008 한국디자인협회(KIDP)등록
광고 기획팀 신설

2009 MBC 아카데미 업무조인
오성식 에듀아카데미 업무조인

2010 사업부개편
컨버젼스미디어사업팀 신설
어플개발팀 신설
멀티미디어팀 신설

2012 SBS 콘텐츠 허브 협력사 등록

2016

참존 / 참존쇼핑몰 연간 계약 운영

유한킴벌리 하기스몰 연간 계약 운영
2012년 SBS대선 사이트 제작 운영
2012년 국민카드, 삼성카드 웹진 연간 계약 운영

2017

참존 연간 계약 운영
돌체구스토 연간 계약 운영

유한킴벌리 하기스몰 연간 계약 운영

유한킴벌리 8개 브랜드 연간 계약 운영
참존 / 참존쇼핑몰 연간 계약 운영

맥도날드 연간 계약 유지보수
SK엔카 개발 운영

2013 2013년 국민카드 웹진 연간 계약 운영

2014 유한킴벌리 하기스몰 연간 계약 운영

맥도날드 연간 계약 유지보수

2018

LG 협력사 등록

~2019 맥도날드 연간 계약 유지보수
LG화학 이브아르 SNS 운영
세이브더칠드런 개발운영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장기고객의 비율은 고객의 니즈를 최우선으로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Ⅱ. 제안사강점

디자인 차별성 - 어워드

디자인 분야 수상 실적
사용자를 고려한 UI / UX로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6

2017

2019

광고,프로모션 부문 통합 대상 자동차 분야 최우수상
”르노삼성 SM6”
“팬틴 브랜드”

공공프로모션 분야 대상
”위닉스 해피워터릴레이”

글로벌서비스 분야 대상
글로벌브랜드 분야 대상
”LG화학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 ”LG MMA”

유통분야 우수상

전문정보분야 최우수상
“SK 엔카옥션“

제품브랜드 최우수상
“맥도날드 빅맥 원정대“

이벤트/프로모션 분야 대상
“맥도날드 25일의 크리스마스“

정보서비스분야 최우수상
“SK 엔카옥션 모바일“

건강/의료분야 대상
“LG화학 유트로핀 앱”

쇼핑몰 분야 최우수상
“네오팜샵 앱”

2015

“CJ대한통운 화물정보망”
전문쇼핑몰 분야 최우수상 선정
“하기스 오픈마켓”
화장품 분야 우수상

2020

공공서비스분야 최우수상
“SK 올댓옥션”

”참존 화장품”
공공서비스분야 대상
“SK 올댓옥션”

스마트 어워드 : 국내를 대표하는 인터넷전문가 3,00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이룬 모바일 앱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대 규모 모바일 어워드

웹 어워드 : 국내를 대표하는 웹 전문가 3,000명으로 구성된 웹어워드 평가위원단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우수 웹사이트 평가 시상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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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차별성 - 어워드

웹표준/웹접근성 분야 2년 연속 대상 수상
다양한 디바이스와 브라우저가 사용됨에 따라
웹표준 코딩, 크로스브라우징, 웹접근성 준수의 기술력은 매우 중요 합니다

2015
2015년 에코 어워드
인터넷 표준화 혁신부문 “웹 접근성분야” 대상

2016
2016년 에코 어워드
인터넷 표준화 혁신부문 “웹 접근성분야” 최우수상
2016년 에코 어워드
인터넷 표준화 혁신부문 “모바일 접근성분야” 대상

에코 어워드 : 인터넷 기술개발, 국민편익향상 서비스 및 인터넷 사회의 선진화의 기여를 위해 인터넷 협회에서 주관하는 기술 평가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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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차별성

하기스 오픈마켓 웹인증 경험과
롯데마트 웹접근성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

유한킴벌리 하기스 오픈 마켓 구축
2013.05~2013.10

이마트ㆍ롯데마트ㆍ이베이코리아 상대
57억 청구소송”
롯데마트 웹접근성 컨설팅 진행
2017.11~2018.01
PC, 모바일, IOS, 안드로이드

* 오픈마켓 웹인증 마크 획득
2014년 웹어워드 쇼핑몰 부분 최우수상 선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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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라이선스 및 이미지 제공

라이선스 걱정 제로!!
제작/ 운영에 필요한 “폰트와 이미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01

02 윤서체 라이선스 제공

이미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일러스트 포함)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 폰트 외에

연간 1만 컷 제공 가능

제품 촬영 제외

8

Ⅰ. 제안사소개

PORTFOLIO LIST 1
1. 구축 프로젝트
사업명

발주처

사업내용

개발기간

어워드

LG화학 유트로핀 앱 고도화

LG화학

성장주사 투여 관리 앱 고도화 ( 아이 용/ 간호사용 / 관리자용 )

20.09~20.12

LG MMA 웹사이트

LG MMA (LG CNS)

LG MMA 반응형웹사이트 제작 (국문, 다국어)

20.03~20.07

2020년 웹어워드 대상

네오팜샵

네오팜

네오팜샵 구축 (웹, 모바일,앱)

19.04~20.01

2020년 웹어워드 최우수상

맥도날드 25일의 크리스마스

맥도날드

25일의 크리스마스 온라인 프로모션

19.12~20.01

2020년 웹어워드 대상

LG화학 유트로핀 앱

LG화학 (LG CNS)

성장주사 투여 관리 앱 제작 ( 아이 용/ 간호사용 / 관리자용 )

19.04~19.10

2019년 앱어워드 대상

LG화학 글로벌 사이트

LG화학

글로벌 이노베니션 센터 반응형웹사이트 ( 다국어_속도개선)

19.03~19.08

2019년 웹어워드 대상

LG화학 연구자용 사이트

LG화학 (LG CNS)

LG화학 기술 연구소 웹사이트

18.08~19.01

에어부산 앱 고도화

에어부산

에어부산 앱 고도화 사업

18.03~18.10

LG화학 이브아르

LG화학 (LG CNS)

이브아르 필러 브랜드 사이트 ( 국문/다국어)

18.06~18.10

SK엔카 옥션경매

SK엔카 (SKC&C)

SK엔카 자동차 경매 사이트

17.05~17.09

2017년 웹어워드 PC 최우수상
/ Mobile 최우수상

위닉스 CSR 프로모션

위닉스

마이크로 사이트 및 PDP 제작

17.06~17.09

2017년 웹어워드 대상

맥도날드 리우올림픽 프로모션

맥도날드

리우 올림픽 응원단 마이크로 사이트 및 SNS 프로모션

16.07~16.09

닛산 올 뉴 무라노

닛산코리아

닛산 올 뉴 무라노 사이트 제작 및 프로모션

16.05~16.06

SK엔카 올댓옥션

SK엔카 (SKC&C)

SK엔카 자동차 공매 사이트

16.10~17.03

르노 삼성 SM6

르노 삼성

르노 삼성 SM6 사이트 제작 및 프로모션

16.01~16.03

삼성 버블샷 애드워시

삼성전자

마이크로 사이트 제작 및 프로모션

15.09~15.09

2017년 웹어워드
PC 최우수상 / APP 대상
2016년 웹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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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사소개

PORTFOLIO LIST 2
1. 운영 프로젝트
사업명

발주처

사업내용

운영기간

유니세프 온라인 프로모션

유니세프 코리아

연간 프로모션 진행

20.09~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사이트운영 및 연간 프로모션 진행

18.06~

맥도날드

맥도날드

맥도날드 웹사이트 개발 운영 및 프로모션 진행

15.01~20.01 ( 5년 )

SK엔카 개발 운영

SK엔카(SKC&C)

SK엔카 /경매사이트/공매사이트 개발 운영

17.01~17.12 ( 1년 )

참존 쇼핑몰

참존

참존 쇼핑몰 및 브랜드 사이트 유지보수

14.06~18.01 ( 3.5년 )

OB 브랜드

OB

OB 브랜드 4개 사이트 운영

16.10~19.12 ( 3.2년 )

네슬레 코리아 운영

SKC&C

네슬레 코리아 프로모션 제작 및 쇼핑몰 유지보수

17.01~17.12 ( 1년 )

하기스몰 운영

유한킴벌리

하기스 오픈마켓 유지보수

12.09~16.12 ( 4.3년 )

유한킴벌리 8개 브랜드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 8개 브랜드 개발 운영

12.09~16.12 ( 4.3년 )

삼성카드 웹진

삼성카드(조인스 닷컴)

삼성카드 웹진 컨텐츠 개발 및 운영

11.01~14.12 ( 4년 )

국민카드 웹진

삼성카드(조인스 닷컴)

국민카드 웹진 컨텐츠 개발 및 운영

11.01~14.12 ( 4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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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젝트

LG MMA 웹사이트 구축
클라이언트 :
개요 :
구축기간 :

LG MMA (LG CNS )
LG MMA 웹사이트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2019.03~2020.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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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젝트

네오팜샵 리뉴얼 ( PC / MOBILE / APP )
클라이언트 : 네오팜
개요 :
구축기간 :

네오팜샵 리뉴얼
2019.03~2019.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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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젝트

LG화학 유트로핀 성장관리 앱
클라이언트 :
개요 :
구축기간 :
비고 :
어워드 :

LG화학 (LG CNS)
LG화학 유트로핀 유디 APP
2019.06~2019.11
환아용APP, 간호사용APP/PC, 관리자용 PC
앱 어워드 대상 수상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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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젝트

LG화학 글로벌이노베이션 센터
클라이언트 :
개요 :

LG화학
LG화학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기간 :

2019.06~2019.10

어워드 :

웹 어워드 대상 수상

비고 :

해외 사이트 – 속도 개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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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젝트

에어부산 앱 ( 디자인, 퍼블리싱 참여 )
클라이언트 :
개요 :
구축기간 :

에어부산
에어부산 앱 ( UI )
2018.04~2018.11

15

Ⅱ. 제안사강점

주요 프로젝트

LG화학 이브아르(필러) 구축 및 SNS 운영
클라이언트 :
개요 :
구축기간 :
비고 :

LG화학 (LG CNS)
LG화학 이브아르 브랜드 글로벌 사이트
2018.06~2018.11
의료법 준수, 접근 제한 국가 설정 ( 국내접속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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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사강점

주요 프로젝트

LG화학 이브아르(필러) 브랜드 국문 사이트
클라이언트 : LG화학 (LG CNS)
개요 :
구축기간 :

LG화학 이브아르 브랜드 글로벌 사이트
2019.04~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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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사강점

주요 프로젝트

LG화학 이브아르 브랜드 SNS 운영
클라이언트 :
개요 :
운영기간 :
비고 :

LG화학 (LG CNS)
LG화학 이브아르 브랜드 SNS 운영
2018.07~2019.08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 운영 및 뉴스레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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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사강점

주요 프로젝트

제주시 가로등 관리 시스템 ( 디자인, 퍼블리싱 참여 )
클라이언트 :
개요 :
구축기간 :

SKC&C _ 엔텔스
주문,결제 앱 개발 및 연간 프로모션 개발 / 운영
2018.06~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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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사강점

주요 프로젝트

SK 텔레콤 FIMS ( 디자인, 퍼블리싱 참여 )
클라이언트 :
개요 :
운영기간 :

SK 텔레콤
사업관리 시스템
2018.01~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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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사강점

주요 프로젝트

롯데마트 웹접근성 컨설팅
클라이언트 :
개요 :
운영기간 :

롯데마트 _ 행복 ICT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련 _ 웹접근성 컨설팅
2017.10~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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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사강점

주요 프로젝트

신한 fan카드 App (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참여 )
클라이언트 :
개요 :
운영기간 :

신한카드 _ 오픈오브젝트
신한카드 UX개선 및 시스템 UX
2016.01~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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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사강점

주요 프로젝트

신한 앱 카드 App (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참여 )
클라이언트 :
개요 :
운영기간 :

신한카드 _ 오픈오브젝트
신한카드 UX개선 및 시스템 UX
2015.09~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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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사강점

주요 프로젝트

맥도날드 사이트 운영
클라이언트 :
개요 :
운영기간 :

맥도날드
주문,결제 앱 개발 및 연간 프로모션 개발 / 운영
2015.01~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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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사강점

주요 프로젝트

참존 화장품, 쇼핑몰, 그룹사 사이트 구축/운영
클라이언트 :
개요 :

참존
참존화장품/쇼핑몰/그룹사 사이트 구축

구축기간 :

2014.01~2014.10

유지보수

2014.06~2018.02

구축 :
어워드 :

고도화
2015년 웹어워드 웹분야 우수상

사이트 주소 :

http://cos.charmzone.co.kr
http://www.charmzone.co.kr(리뉴얼)

클라이언트 :

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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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사강점

주요 프로젝트

SK엔카 옥션경매 (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참여 )
클라이언트 :
개요 :
구축기간 :
구축 :
어워드 :
사이트 주소 :

SK엔카
SK엔카 자동차 경매 사이트
2017.05~2017.09
고도화 프로젝트
2017년 웹어워드 웹 최우수상 / 모바일 최우수상
https://www.encar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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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사강점

주요 프로젝트

SK엔카 올댓옥션 (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참여 )
클라이언트 :
개요 :
구축기간 :
어워드 :
사이트 주소 :

SK엔카
SK엔카 자동차 공매 사이트
2016.10~2017.03
2017년 웹어워드 웹분야 최우수상 / 앱분야 대상
https://www.allthat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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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사강점

주요 프로젝트

르노 삼성 SM6
클라이언트 :
개요 :
구축기간 :
어워드 :

르노삼성 ( 웰콤 )
르노삼성 SM6 런칭 사이트
2016.10~2017.03
2016년 웹어워드 웹분야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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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사강점

주요 프로젝트

팬틴 브랜드
클라이언트 :
개요 :
구축기간 :
어워드 :

P&G
팬틴 브랜드 사이트 및 프로모션
2014.11~2014.12
2015년 웹어워드 광고/프로모션 부분
통합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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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사강점

주요 프로젝트

유한킴벌리 Huggies Open Market 구축 / 운영
클라이언트 :
개요 :

유한 킴벌리
오픈마켓구축 ( 웹/모바일 _ 앱 추가개발)

구축기간 :

2013.05~2013.10

유지보수 :

2012.08~2017.12

어워드 :
사이트 주소 :
비고 :

2014년 웹어워드 쇼핑몰 부분 최우수상 선정
http://www.momq.co.kr(리뉴얼)
오픈마켓 최초 웹인증 마크 획득
회원 수 1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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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사강점

주요 프로젝트

SK플래닛 트럭킹 운영
트럭킹 사이트 운영 / 유지보수 2017년
클라이언트 : SK플래닛
수행기간 : 2017.02~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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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사강점

진행 프로젝트

진행 된 전체 프로젝트는
본사 웹사이트 www.4-m.co.kr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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