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광고대행사 (주)엑스원

1599-1086

(주)엑스원

기업 홍보에 특화된  세심하고 차별화 된 컨텐츠 제작

풍부한 업력과 전문인력으로

차별화 된 제작/서비스 제공

외국어 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작



· 다양한 언어로 제작가능

전문작가 / 기자 / 디자이너(영상,웹) / 촬영제작팀

각 기업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전문분야별 프로젝트 책임제 실시

· 우수한 인프라 인력보유 / 전문 능력을 인증받은 준비된 기업

세계신지식인협회
WORLDS SINJICIKIN ASSOCITION

뉴스홈 > 경제 > 산업/기업 2016년 11월 24일

종합광고제작대행사 (주)엑스원
김치훈 대표,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주식회사 엑스원의 김치훈 대표가 23일 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중소기업 분야 신지식인으로 인증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엑스원)

㈜엑스원 김치훈 대표(42)는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신지식인협회 중앙회(회장 김종백, 이하 협회) 주관의 제28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중소기업 분야 신지식인에 선정됐다.

협회는 각 분야에서 정보 습득성 창조적 적용성 방법의 혁신성 가치 창출성

사회적 공유성 미래 발전성 등 총 6가지 항목에 걸쳐 1단계 기초자격 

검토(서류심사)와 2단계 선정적격 검토(면접심사), 현장심사 그리고 3단계 

최종심사의 엄정한 과정을 거쳐 총 72명의 신지식인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대한민국 신지식인에 선정된 엑스원의 김치훈 대표는 중소기업의 홍보영상 

제작, 방송광고 제작, 언론홍보의 통합홍보광고시스템을 개발해 콘텐츠 제작비용 

절감과 효과적인 노출,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통해 제품 및 브랜드를 알리는 

새로운 홍보시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KIDP 디자인전문회사 확인증

4DI 상표등록/특허증직접생산확인증명서

ISO 9001:2008 인증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ISO 14001:2004 인증 동남권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4차원 영상구현장치 특허증부산영상 선도기업 인증서

벤처기업 확인서

· 자체 뉴스통신사 보유, 언론홍보 지원
마케팅 성공의 핵심! 언론홍보! 이제는 꼭 필요합니다!

            자체 통신사보유 / 아시아뉴스통신사와의 연계로             ,             ,           포털사이트에 노출

▶국내 : NAVER, DAUM   ▶국외 : GOOGLE

국내/해외 텍스트뉴스 + 영상뉴스 + 외국어뉴스 + 외국어영어뉴스 지원

텍스트뉴스

영상뉴스

국문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영문/중문/일문 홈페이지 제작

언어 : 국문 / 제 1외국어 - 영문, 일문, 중문 / 제 2외국어 - 불어, 독어, 스페인어 등 모든언어 제작가능



사업종료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철저한 사후관리

① A/S처리

② 자료관리

(주)엑스원의 전자 카달로그 제작 진행 프로세스
고객의 요구사항에 최적화 된 홈페이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③ 최소비용

④ 보안시스템

■01

■02

■03

■04

■05

■06

■07

■08

제작 상담 및 커뮤니케이션

고객 원본 파일과 자료 수집·정리 및 전달

디자이너와 제작 방향 및 컨셉 협의

스킨 및 인트로 등 기획

스킨 및 인트로 시안 제작 후 컨펌

디자인 최종 확정 후 e-catalogue 본 제작

고객 최종 확인 및 수정 작업

e-catalogue 납품 및 사후관리

외국어 전자카달로그 제작



회사명

대표이사

사업분야

주소

연락처

(주)엑스원

김치훈

외국어 전자카달로그제작, 외국어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작,

모바일 웹 제작, 홍보동영상, 기업홍보영상, 제품홍보영상 제작, 제품광고제작, 광고기획,

제품시뮬레이션, 언론홍보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센텀벤처타운 506호

1599-1086

(주)엑스원 소개

(주)엑스원은 타사와 차별화된 전자카달로그를 제작하겠습니다.

국내/해외 언론홍보 및 다양한 지원과

전문인력으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해외홍보 및 판로개척이 어려운 기업 

다각적 해외마케팅 사업추진기업,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이 필요한 기업

2. 제대로 된 전자카달로그가 필요한 기업
▶ 기업(기관)의 이미지 및 인지도 향상, 기업 홍보비용의 절감, 홈페이지 및 이메일, 모바일 등 다양한 활용방안

◆ 다양한 외국어 전자카달로그가 필요한 기업
▶ 대상국가 : 미국, 중국, 일본 및 동남아, 유럽 미주등 세계 각국

언어 : 제 1외국어 - 영문, 일문, 중문 / 제 2외국어 - 불어, 독어, 스페인어 등 모든언어 제작가능

이런 기업에게 (주)엑스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적인 감각! 차별화 된 CREATIVE로 최선을 다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드는 믿음을 주는 파트너

관련사업 실적

Table of Contents

Company Profile • Summary of company
• Introduction by production site
• Changwon
• Sacheon
• Sancheong

Sales and production
Capacity analysis

• Sales analysis
• Open capacity

Competitive Edge • Long stringer manufacturing
• High speed and Heavy machining
• Hard metal
• Assembly

Shared vision 
with Customers

• Total solution for turnkey base service
• Enhanced Machining capability
• 3D Fuselage Skin manufacturing

Sales and production capacity analysis

Sales analysis – By Domestic and export

※ Material Cost included

$1,000USD

Sales and production capacity analysis

Open capacity – Investment



사업종료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철저한 사후관리

① HDD 1GB/트래픽(월(1일)) 30GB(1GB/일)

② A/S처리

③ 최소비용

1. 매칭상담 및 커뮤니케이션
■ 홈페이지 제작 상담을 거쳐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협의하고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 요구사항 총정리

3. 세부내용 선정 및 준비작업
■ 언어 선정(개발언어), 프레임웍 선정, 서버환경 선정, 서버 준비, GIT 및 콜라보레이터 작업

　 홈페이지 디자인 시안 작업 후 컨펌 진행

4. 홈페이지 디자인 및 개발
■ 프론트앤드:(디자인작업)와 백앤드:(UX설계-DB설계) 진행

(주)엑스원의 홈페이지 제작 진행 프로세스
고객의 요구사항에 최적화 된 홈페이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홈페이지 제작 견적
■ 상담 내용을 토대로 홈페이지 개발 비용 견적 및 계약

5. 시사·수정 및 완료 (포털사이트등록)
■ 홈페이지 구동 테스트 및 수정 후 제작완료 + 포털 사이트 등록(NAVER, DAUM, NATE)

6. 사후관리
■ 사업종료 후 철저한 사후관리

Preparations

Development
& Design

After
Service

⑦ 데이터 소멸시 복원 (당일 새벽 5시 기준, 최근 5일간 보유된 데이터 이용)

⑧ 트래픽, 페이지뷰 측정·애널리틱스 연동으로 방문자/방문페이지 분석

⑨ 검색엔진 최적화 작업 / SEO(Search-Engine Optimization)

⑩ CMS / 관리자 매니저 모듈 무상지원

④ 1일1회 데이터/DB백업 (최근 5일간 보유)

⑤ 자료관리

⑥ 보안시스템

외국어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회사명

대표이사

사업분야

주소

연락처

(주)엑스원

김치훈

외국어 전자카달로그제작, 외국어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작,

모바일 웹 제작, 홍보동영상, 기업홍보영상, 제품홍보영상 제작, 제품광고제작, 광고기획,

제품시뮬레이션, 언론홍보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센텀벤처타운 506호

1599-1086

(주)엑스원 소개

(주)엑스원은 타사와 차별화된 홈페이지를 제작하겠습니다.

국내/해외 언론홍보 및 다양한 지원과

전문인력으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해외홍보 및 판로개척이 어려운 기업 

다각적 해외마케팅 사업추진기업,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이 필요한 기업

2. 제대로 된 홈페이지가 필요한 기업
▶트래픽, 페이지뷰 측정, 애널리스틱 연동 등으로 효과적인 홈페이지 관리

◆ 다양한 외국어 홈페이지가 필요한 기업
▶ 대상국가 : 미국, 중국, 일본 및 동남아, 유럽 미주등 세계 각국

언어 : 국문 / 제 1외국어 - 영문, 일문, 중문 / 제 2외국어 - 불어, 독어, 스페인어 등 모든언어 제작가능

이런 기업에게 (주)엑스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적인 감각! 차별화 된 CREATIVE로 최선을 다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드는 믿음을 주는 파트너

관련사업 실적



사업종료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철저한 사후관리

① A/S처리

② 최소비용

1. 제작 상담 및 견적
상품페이지 제작 상담을 거쳐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협의하고 상담 내용을

토대로 상품페이지 개발 비용 견적 및 계약

3. 아이디어스케치
시장조사를 통해 얻은 현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상세페이지 아이디어스케치 진행

4. 원고작성 및 프로토 타이핑
상품에 최적화 된 원고 작성 후 컨펌 및 프로토 타이핑 진행

(주)엑스원의

해외 온라인쇼핑몰

상품페이지 제작

진행 프로세스

고객의 요구사항에 최적화 된 상품페이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세부내용 선정, 시장조사 및 준비작업
언어 선정, 상품정보 및 자료준비 후 시장조사를 진행

5. 디자인 및 퍼블리싱/발행
준비 된 자료와 구성을 다듬고 페이지 디자인 작업 진행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컨펌

확정된 디자인을 페이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퍼블리싱 작업 진행 후 발행

7.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철저한 사후관리

XONE- +1

③ 최소비용

④ 자료관리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작



회사명

대표이사

사업분야

주소

연락처

(주)엑스원

김치훈

외국어 전자카달로그제작, 외국어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작,

모바일 웹 제작, 홍보동영상, 기업홍보영상, 제품홍보영상 제작, 제품광고제작, 광고기획,

제품시뮬레이션, 언론홍보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센텀벤처타운 506호

1599-1086

(주)엑스원 소개

(주)엑스원은 타사와 차별화된 상품페이지를 제작하겠습니다.

국내/해외 언론홍보 및 다양한 지원과

전문인력으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해외홍보 및 판로개척이 어려운 기업 

다각적 해외마케팅 사업추진기업,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이 필요한 기업

2. 제대로 된 상품페이지가 필요한 기업
▶발빠른 시장조사와 자료준비로부터 탄탄하고 효율적인 상품페이지 업로딩

◆ 다양한 외국어 상품페이지가 필요한 기업
▶ 대상국가 : 미국, 중국, 일본 및 동남아, 유럽 미주등 세계 각국

언어 : 제 1외국어 - 영문, 일문, 중문 / 제 2외국어 - 불어, 독어, 스페인어 등 모든언어 제작가능

이런 기업에게 (주)엑스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적인 감각! 차별화 된 CREATIVE로 최선을 다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드는 믿음을 주는 파트너

관련사업 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