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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SINCE

2011년 4월 창립 이래로, 나인파이브는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제일기획, 현대,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글

로벌 기업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나인파이브만의 높은 디자인 퀄러티, 책임감 있는 딜리버리, 모든 고객

층을 만족시키는 커뮤니케이션 스킬로 인정 받으며, 제일기획 협력회사(2012~), 삼성 반도체 협력회사(2014~),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회사(2014~), 국내 첫 페이스북 협력회사(2014~), 넷플릭스 협력회사(2015~)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UX 디자인

나인파이브

나인파이브는 디지털 디자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경계

는 없다는 마인드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디자인하며, 꾸준히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고객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최고의 솔루션을 고민합니다. 신선한 

구조와 네비게이션, 심미성, 직관적이되 함축적인 UX를 추구합니다.

95%의 노력, 과정이 중요하다는 철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최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디자인합니다

APPLICATION WEB MOVIE
DIGITAL 

CONTENT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디자인합니다.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

로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UX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으며, 꾸준히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RESEARCH
PRE- 

PRODUCTION
PRODUCTION COMPOSITING DELIVERYDEFINE

PROTOTYPING

95Q95Q 95Q

Repeat for better quality

Meticulous 

Quality Assurance

우리의 철학은 프로세스에 녹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최상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최적의 반복작업, 

꼼꼼한 검수를 거쳐서 완료합니다. 제작하는 즐거움, 고객사의 만족, 사용자의  

사용하는 즐거움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추구합니다. 



조직 구성

DESIGNPLANNING

MEDIADEVEOPMENT

기획, 디자인, 미디어, 개발, 총 4개의 팀으로  

구성 됩니다. 각 팀은 자체의 고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분업화되면서도 유기적으로 협력 

합니다. 디지털 디자인을 향한 열정, 95퍼센트

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 성실함을 중요시 합니다. 



파트너스
고객과의 약속은 나인파이브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이 원하

는 것 이상으로 창조하고자 노력하며, 신뢰할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정확한 딜리버리를 약속 

드립니다. 이와 같은 열정은 여러 글로벌 어워드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2013

01 ㈜제일기획 2013년도 협력업체 선정/계약 

01 SK Broadband & BTV 홈페이지 개편 디자인 제작 

02 삼성반도체 글로벌 웹사이트 Key Visual 리뉴얼 제작 

03 삼성전자 Galaxy Note 8.0 글로벌 마이크로사이트(웹&모바일) 제작 

03 The 17th WEBBY AWARDS 수상(AppsPlay SmartBox - connected product부문) 

04 삼성전자 Galaxy Note 8.0 국내 마이크로사이트(웹&모바일) 제작 

07 삼성전자 Galaxy Note 3 체험관 제작 

09 red dot award 2013 수상 (Creon MTS) 

10 red dot award 2013 수상 (AppsPlay Smartbox, Creon MTS) 

12 삼성전자 월드컵 캠페인 Galaxy 11 티저사이트 제작

01 ㈜제일기획 2012년도 협력업체 선정/계약 

01 팬택 스마트폰 앱스토어 GUI-2차 개발 계약 

02 벤처기업 확인(기술보증기금/제 20120101408호) 

04 앱솔루트 코리아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 제작 

06 팬택 스마트 박스용 앱스토어 개발 

07 한국타이어 글로벌 웹사이트 프로토타입 제작 

08 삼성전자 Galaxy Camera 웹사이트 및 모바일 사이트 제작 

08 행복한 중소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인증) 

09 삼성전자 가전 세일즈 어플리케이션 제작 

10 삼성반도체 Green Memory Solution 웹사이트 및 무비 제작 

10 기업부설 디자인연구소 설립 (한국산업기술협회 인증 2012113209 호) 

11 대신증권 Creon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 

12 iF communication design award 2013 수상 (Pantech AppsPlay Smart Box) 

12 사무실 확장이전(구로구 KM타워 9층 -> 마포구 서교동 395-106 정현빌딩 4층)

2012

04 나인파이브(주) 법인 설립 

05 삼성전자 Galaxy S Wifi 마이크로사이트 제작 

06 ㈜제일기획 Cannes 광고시상식 디자인 프리젠테이션 컨설팅 

09 ㈜제일기획 런던올림픽 캠페인 디자인 제안 컨설팅 

10 삼성전자 디지털카메라 MV800 Facebook 어플리케이션 오픈 

11 삼성반도체 모바일 프로세서 Exynos 온라인 캠페인 오픈 (웹, 모바일, 영상) 

11 Google Green Zeitgeist 캠페인 인포그라픽 제작 (Fi 社 스톡홀름 지사 Co-Work) 

11 본점 사무실 확장 이전 (광진구 자양동 KT연구소-> 구로구 구로5동 KM타워 9층) 

12 팬택 스마트폰 앱스토어 GUI-1차 개발 (구글 안드로이드 O/S 진저브래드 버전용)

2011

연혁



2016

01 ㈜제일기획 2016년도 협력업체 선정/계약 

02 iF Design Award 수상 (맘앤맘 모바일 Application) 

04 삼성전자 갤럭시S7 제품정보 디자인 제작 

07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제품정보 디자인 제작 

08 GM 페이스북용 포켓TVC 영상 제작 

09 삼성전자 반도체 엑시노스 사이트 리뉴얼 수주 

10 페이스북 협력사 국내최초 선정/계약 (모바일광고 부문)

01 ㈜제일기획 2015년도 협력업체 선정/계약 

02 삼성전자 Exynos 브랜드사이트 연간운영 계약 

02 삼성닷컴 글로벌 B2B 섹션 갤럭시S6 PDP 제작 

03 삼성닷컴 한국총괄 갤럭시S6 Flat/Edge PDP 제작 

03 삼성전자 2016 브라질 리오올림픽 공식 App UX/UI 제안참여 

06 삼성닷컴 한국총괄 갤럭시S6 Iron Man Edition 제작 

06 ㈜씨어스테크 웨어러블 라이프로그 카메라 61N App UX/UI 개발 

07 삼성닷컴 한국총괄 갤럭시 TabS2 PDP 제작 

07 ㈜어니컴-SK C&C 온라인 자동화 App 테스트서비스 UX/UI 개발 

08 삼성디스플레이 커브드 마이크로사이트 제작(중국어) 

08 삼성닷컴 한국총괄 갤럭시 TabS2 이벤트 캠페인 제작/운영 

08 삼성디스플레이 커브드 마이크로사이트 제작(중국어) 

09 삼성닷컴 한국총괄 갤럭시 Gear S2 PDP 제작 

09 삼성전자 글로벌캠페인 마이크로사이트 제작/운영(런칭&Befearless) 

11 현대엠엔소프트 mConnect 네비게이션 UX/UI 디자인 제작 

12 본점 확장이전 -> 마포구 토정로 38, 2층

2015

01 ㈜제일기획 2014년도 협력업체 선정/계약 

01 삼성전자 Galaxy NotePro 마이크로사이트 제작 

01 기업부설 디자인연구소 확인 (한국산업기술협회 인증 2012113209 호) 

01 벤처기업 확인(기술보증기금/제 20120101408호) 

02 삼성닷컴 한국총괄 갤럭시 그랜드2 PDP 제작 

02 삼성닷컴 한국총괄 NX30 PDP 제작 

02 삼성닷컴 한국총괄 모션싱크 PDP 제작 

04 일하기좋은 으뜸기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제2014-237호) 

07 삼성닷컴 글로벌 B2B 비주얼 제작 

08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인증 (중소기업청 제140107-00907호) 

09 ㈜어니컴 클랩 서비스 사이트 & 어플리케이션 GUI 개발 

10 삼성전자 TourApp GUI 개발 

11 삼성닷컴 글로벌 Active Wash 세탁기 PDP 제작 

11 삼성닷컴 한국총괄 갤럭시노트엣지 PDP 제작 

12 BMW mini 브랜드사이트 디자인 제작

2014

연혁



01 ㈜제일기획 2018년도 협력업체 선정/계약 

01 현대엠엔소프트 네비게이션 UI/UX 연간 운영계약 체결 

01 펑타이그레이터차이나 유한회사 연간 협력업체 선정/계약 

01 삼성전자 시스템LSI 반도체 사업부 웹사이트 연간 운영대행사 선정 

01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웹사이트 연간 운영대행사 선정

2018

01 ㈜제일기획 2016년도 협력업체 선정/계약 

01 현대엠엔소프트 네비게이션 UI/UX 연간 운영계약 체결 

01 펑타이그레이터차이나 유한회사 연간 협력업체 선정/계약 

04 삼성전자 갤럭시 S8 뉴욕 런칭행사 OOH 촬영 진행 

06 넷플릭스 협력업체 선정/계약 

08 삼성전자 반도체 엑시노스 사이트 리뉴얼 오픈 

09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8 런던 워털루역 OOH 런칭행상 촬영 진행 
10 사무실 확장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38, 2층) ->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38, 2층, 3층)

2017

연혁

01 펑타이그레이터차이나 연간 협력사 선정 

01 제일기획 연간 협력사 선정 

01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웹사이트 연간 운영 대행사 선정 

01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웹사이트 연간 운영 대행사 선정 

06 빅히트엔터테인먼트 BTS, TXT 아티스트 웹사이트 연간 운영 대행사 선정 

07 삼성전자 DS사업부 채용웹사이트 연간 운영 대행사 선정 

08 본아이에프 웹사이트 연간 운영 대행사 선정 

09 야놀자 KIOSK GUI 개발 

10 삼성 아이소셀 심볼 개발

2019



PORTFOLIO



빅히트 아티스트 사이트



빅히트는 글로벌 센세이션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유명합니

다. 빅히트는 아티스트의 자율성을 중시하여, 그들의 개성과 크리에이티브를 최대

한 끌어낼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인파이브는 이러한 빅히트만의 철학을 반영하

는 아티스트 사이트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티스트의 다양한 개성, 각 앨범의 독

특한 개성이 사이트에 전체적으로 드러나면서도, 빅히트 아티스트 사이트만의 일

관성을 가져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For Artist’라는 컨셉 하에, 다양한 스타

일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배경에 해당 컬러와 패턴을 적용하고, 아티스트별로 폰트 

및 로고도 다르게 적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일관성을 위해서 공

통된 그리드를 쓰되, 배치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우 좁은 간격을 지닌 바둑

판 그리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덕분에 모든 아티스트 페이지는 동일한 구조를 따르

지만 페이지별로 매우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빅히트 아티스트 사이트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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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엠엔소프트 사이트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가 주목받고 있습니

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위해 정밀지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

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밀지도는 이미지 인식 기술, 딥 러닝 및 AI를 통해 도로 

위의 차선과 같은 세부 정보를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현대엠엔소프트는 차량 IT 및 

인포테인먼트 글로벌 리더로서 자율주행을 위한 필수 기술인 정밀지도 제작 솔루

션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인파

이브는 ‘Advanced Simplicity’를 통해 현대엠엔소프트의 미래지향적 이미지

를 동적인 컨텐츠로 제작하였습니다. 

현대엠엔소프트 사이트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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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KIOSK



여행&레저 플랫폼인 야놀자는 한국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NINEFIVE는 야놀자와 협력하여 호텔용 키오스크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양한 호텔

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키오스크 문제를 개선하고, 야놀자 브랜드 이미지를 녹

여 내는 것이 주 목표였습니다. 일반적인 키오스크는 다소 긴 절차와 복잡한 화면으

로 사용성이 낮고, 비대면 서비스로 인해 차가운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야놀자 키

오스크는 ‘Modern Crew’를 컨셉으로 다양한 호텔에 알맞은 모던한 분위기와 

호텔 직원으로써의 친절함 및 스마트함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 조작에 반

응하는 키오스크의 조명과 심플한 화면 및 프로세스로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야놀자 KIOSK

KIOSK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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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태양광 에너지 R&D 사이트



최근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인파이브는 태양광 에너지의 상용화 및 보급화를 선도하는 

한화 그룹의 태앙광 에너지 R&D 사이트를 제작하여 환경 문제에 따른 에너지 산업의 변

화, 그리고 태양광 업계를 선도하는 한화의 핵심 기술이 누구에게나 쉽고 재미있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태양, 지구, 자연을 모티브로 한화의 R&D 현황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하여 태양 에너지의 장점과 한화의 기술력, 그리고 이를 통해 실현되는 깨

끗한 지구를 표현하였습니다. 독창적인 UI와 재미있는 인터랙션으로 구성하여 몰입감을 

더하였으며, 핵심 내용을 시각화 하여 방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HANWHA SOLART ENERGY R&D Site

Website



35

'태양에서 지구로의 여행'이라는 개념으로 설계 되었으며 태양, 지구 및 자연으로의 이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한화의 태양광 비즈니스 규모와 업계 최고의 기술 전문성을 

소구하였습니다. 사용자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이트를 탐색할수록 콘텐츠의 전문성이 점점더 깊어지는 형태로 디자인 하였습니다. 한화의 기술을 시각화하기 위해 그래픽과 그

래프를 사용하여 컨텐츠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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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FUEL CELL CONCEPT



HYUNDAI FUEL CELL CONCEPT
Concept Car Display

현대 자동차는 2017 제네바 모터쇼에서 자동차 공해가 없는 미래를 위한 비전과 함께 수소와 공

기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IONIQ FUEL CELL CONCEPT을 공개하였습니다. 나인파이브는 FUEL 

CELL CONCEPT의 친환경적인 이미지와 차세대 커텍트카의 사용자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디스플레이 UI를 디자인하고자 하였습니다. ‘Clean Energy’와 ‘Next Mobility’을 디자인 

컨셉으로 정의하여, 와이드한 디스플레이에 원형, 선, 푸른빛과 함께 유기적인 흐름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 표현하였으며, 주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형되는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

보가 운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대 엠엔소프트 

MAPPY



현대엠엔소프트는 자사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앱 '맵피'의 사용성 개선을 위한 리뉴얼을 진

행하였습니다. 기존 맵피의 기능들을 보다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UI 구조를 단

순화하고 익숙한 UX로 정보를 제어하도록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나인파이브는 현대엠

엔소프트에서 추구하는 사용성 개선에 대해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경쾌한 맵피'를 컨셉

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앱 아이콘과 함께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정보의 우선 순

위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필요한 정보와 기능은 전면에 배치하고, 부가적인 요소는 숨김으

로써 화면을 단순화하고 정보 인지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일관된 인터랙션 및 디자인 모

티브를 적용하여, 맵피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

MAPPY

Mobile Application









삼성 OOH 촬영 

GALAXY S8 – TIMES SQUARE TAKEOVER



삼성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Galaxy S8 제품을 공개하는 Unbox Your Phone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타임스퀘어 거리의 12개 건물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하나의 

크리에이티브를 선보였습니다. 거대한 고래가 건물 사이를 자유롭게 유영하는 강렬한 퍼

포먼스로 Galaxy S8의 ‘Infinity Display’를 표현했습니다. 나인파이브는 푸른 바다

로 물들은 타임스퀘어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영상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한 화

면에 거리 전체를 보여 주는 구도로 Galaxy S8 - Unbox Your Phone의 특징을 고스란

히 담았습니다. 또한 일반 영상뿐만 아니라 360 영상을 촬영하여, VR 기기를 통해 실제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듯한 생동감 넘치는 현장감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GALAXY S8 – TIMES SQUARE TAKEOVER

Fil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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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Exynos 

브랜드 사이트



엑시노스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브랜드로 스마트폰과 더불어 

다양한 IoT 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됩니다. 나인파이브는 엑시노스 브랜드 이미지 제

고와 함께 삼성 브랜드에 대한 일관된 경험을 전달하고자, 2014년부터 운영한 엑시노스 

사이트를 리뉴얼하였습니다. 삼성의 심플한 스타일과 엑시노스 기술 중심의 콘텐츠를 구

성하기 위해 ‘Simple, Bold, Trusty’로 디자인 컨셉을 정의하고, 새로운 로고와 함께 

사이트 구조 및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모바일 중심으로 새롭게 단장한 엑시노

스 사이트는 반응형 웹사이트로 제작되어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일관된 경험을 제

공합니다.

Samsung Exynos Brand Site

Website







삼성전자 

Gear IconX 캠페인



나인파이브는 제일기획과 함께 삼성 Gear IconX 캠페인 사이트를 제작하는 프로젝

트를 진행하였습니다. Gear IconX 캠페인은 영국과 독일에 출간되는 패션 매거진 

GQ와 Glamour에 지면 광고를 실어 NFC와 QR 코드를 통해 오프라인 사용자에게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는 O2O (Offline to Online) 기반의 캠페인으로 기획되었습

니다. Gear IconX 캠페인 사이트는 접근성과 사용성을 고려하여 모바일에 최적화

된 반응형 사이트로 제작하였으며, 그리드 형식의 레이아웃과 카드를 넘기는 듯한 

쉬운 인터렉션으로 직관적인 콘텐츠 전달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선을 최

소화하였습니다. 매거진의 톤&매너와 동일한 라이프스타일 이미지를 활용하고 보

다 구체화된 제품 관련 콘텐츠를 추가하여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이 온라인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매로 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스토어로 연계되는 다양한 

구성요소를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삼성 Gear 

IconX 캠페인은 영국과 독일의 패션 매거진 GQ와 Glamour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스토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GEAR ICONX REMEDIA CAMPAIGN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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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NMom



휴대폰과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 워킹맘을 대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워킹맘의 육아 문

제에 도움이 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태블릿과 모바일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태

블릿은 보모(Baby Sitter)가, 모바일은 워킹맘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태블릿 어플리

케이션의 경우 보모가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UI를 구성하였습니

다. 육아 일지를 기록하기 위해 보모가 해야할 거의 유일한 인터랙션은 ‘Drag&Drop’

으로, 메인 화면의 정중앙으로 기록할 항목의 아이콘을 드래그하면, 아이템의 종류와 시

간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원한다면 수동으로 수정할수도 있습니다. 기록된 데이터

는 원형 GUI에 기록된 시간/아이템의 유형이 표시됩니다.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 알림으

로 엄마에게 전송되며, 엄마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Setting에 대한 온전한 권한을 갖

는 대신에, 육아 일지 기록 관련해서는 Viewing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 독특한 UI와 컨셉으로 2015 iF Design Award 수상

MomNMom

Application











LANCOME 

Facebook Pocket TVC



글로벌 뷰티 브랜드 랑콤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청조하고 밝은 이미지의 배우 김고

은과 함께, 자외선 차단제 UV 엑스퍼트 아쿠아 젤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나인파이브는 

페이스북에서 20~30대 소비자에게 제품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2가지의 PockeTVC

를 제작하였습니다. 제품 중심의 첫 번째 PockeTVC는 시즈너블한 소품들과 함께 제시함

으로써 자외선 차단제가 여름 휴가에 꼭 필요한 아이템임을 강조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였습니다. 두 번째 PockeTVC는 배우 김고은 및 비주얼을 강조한 '움

직이는 잡지'를 컨셉으로 아름다움에 철학을 둔 랑콤의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하였습니

다. 두 PockeTVC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4:5 비율로 제작하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

램에 기제되어 소비자의 많은 관심과 함께 세일즈 기대치 이상의 효과를 얻었으며, 페이

스북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케이스 스터디로 제작되어 국내외 세미나 자료로 활용되

고 있습니다.

LANCOME

Pocket TVC













BMW MINI



나인파이브는 The DNA와 함께 Collabration으로 한국 BMW MINI 웹/모바일 사이트 리뉴얼 프

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NINEFIVE: 디자인/The DNA:기획/개발) BMW MINI는 세계적으로 젊

은 연령대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로 패셔너블하고 자유분방한 이미지로 잘알려

져 있습니다. 이번 Renewal 프로젝트에서는 MINI만의 개성을 강조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

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이 페이지 내의 컨텐츠 흐름에 따라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도

록 Vertical 형식으로 페이지를 구성하고, 또한 중요 정보를 심플한 UI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안정

적인 사이트 Performance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이트 디자인과 비주얼 컨텐츠는 MINI가 가지

고 있는 브랜드 Attitude를 전달하기 위해 ‘ONLY MINI CAN DO.’라는 컨셉으로 진행하였으

며, MINI의 브랜드 코드를 사이트 전반적으로 적용하여 풍부한 비주얼과 MINI만의 개성이 살아

있는디자인으로 제작하되, Editorial Layout을 필요한 곳에 적용하여 컨텐츠가 복잡해 보이거나 

산만해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BMW MINI

Web/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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