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여년간 국내외 다양한 IT 대기업 및 정부기관과 함께 디자인 관련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해 온 ㈜포트폴리오인터액티브에서 디자인 역량과 마케팅 홍보 노하우를 집약하여
스타트업 디자인 서비스 패키지 브랜드 CONNECT를 론칭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실정과 눈높이에 맞춘 프리미엄 서비스를 경험해 보세요. www.portfolio.ne.kr/connect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 23, 베델회관 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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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 3444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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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ortfolio.ne.kr/connect
facebook.com/connectportfolio

CONTACT PERSONAL INFO

스타트업 프리미엄 디자인 패키지 서비스
새로운 도전의 출발 근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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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국내외 다양한 IT 대기업 및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디자인 관련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해 온 ㈜포트폴리오인터액티브에서 그동안 구축해 
온 디자인 역량과 마케팅 홍보 노하우를 스타트업으로 이전하여 스타트업 디자인 서비
스 패키지 브랜드 CONNECT를 론칭하였습니다.

신생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CONNECT, 시작합니다.

스타트업에 프리미엄 서비스를지원합니다.

(주)포트폴리오인터액티브의 스타트업프리미엄디자인서비스입니다.
ABOUT US

브랜드 웹사이트 개발에서
인터액티브 콘텐츠 개발에 이르는 디지털 마케팅

브랜딩 기획│개발 웹/모바일 기획│개발 마케팅 기획│개발

WHY CHOOSE US
Create Something New

Over 20 Years
Experience

Sinc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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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F

신생기업의 사업모델은 뛰어난 아이디어에 비해 
부족한 경험으로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CONNECT는 20년 이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출발
에서 올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 드립니다.

기업이 가져야 하는 이미지의 방향성에서부터 기
업의 첫 인상 로고 디자인부터 미팅의 첫인상 명
함 디자인 등 기업을 표현하고 소통하고 발전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브랜드 디자인을 도와드립니다.

다양한 SNS채널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으로 기업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개설하고 고객들과 소통하며 기업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마케팅 방향을 제시하고 서비스합니다.

무겁고 복잡한 홈페이지가 아닌 신생기업의 규모
에 맞춘 온라인 페이지를 제작하여 속도가 중요한 
온라인에서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업의 랜
딩페이지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작/지원 합니다.

CONNECT의 서비스는 브랜드의 시작 단계에서  
성장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스타트업 프리미엄 디자인 패키지 서비스를 지금 
시작하세요.

컨설팅│사업모델 검토 및 조언 브랜딩│브랜드 디자인

마케팅│목표달성을 위한마케팅

온라인│랜딩페이지 제작

커넥트│연결의 지속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스타트업에 필요한 다양한 원스탑 디자인 솔루션

CONNECT의 전문 컨설턴트는 다양한 분야
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여 뛰어난 아이디어
에 비해 부족한 경험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시행착오를 줄여드립
니다.

스마트 시대에도 기업 홍보 인쇄물은 영업과 
마케팅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스타트업의 목
적과 고객층을 명확히 파악하여 반드시 필요
한 정보로 최적화된 인쇄물을 디자인 해드립
니다.

다양한 기업의 브랜딩을 주도해온 CONNECT
의 전문가들은 기업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담
는 것은 물론이고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로
고 디자인으로 스타트업의 지속성과 브랜딩
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스피드가 중요한 온라인에서 기업을 효과적
으로 알리기 위해 무겁고 복잡한 형태의 기존 
홈페이지를 탈피하여 스타트업의 규모에 맞
는 잘 정돈 된 팜플렛 형태의 온라인 랜딩페이
지를 디자인 합니다.

CONNECT는 스타트업에 당장 필요한 명함 
등의 디자인은 물론,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
상 되는 다양한 물품들을 함께 디자인하여 차
후 제작시에도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게 방향성을 제시해 드립니다.

CONSULTING

LEAFLET│CATALOG

LOGO│CI│BI

LANDING PAGE

STATIONARY

WE DO

ALL SOLUTIONS FOR
STAR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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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빠른 입소문, 커지는 효과! 블로그 마케팅
기존의 온라인 광고와 달리 소비자와 기업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둔, 블로그 마케팅.
쌍방향 매체의 빠른 발달로 인해 1인 미디어인 블로그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맞는 다양
한 마케팅 방식으로 요율적인 홍보가 가능합니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커넥트와 함께 성공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PR은 브랜딩+신뢰+파급력+도달률
언론홍보는 언론이라는 공신력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마케팅 분야 중 하나로 기사 내에 
상품, 서비스, 기업 등을 노출 시켜 홍보를 실시 합니다.

이미지로 소통하고 콘텐츠를 공유하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브랜딩+파급력+도달률+팔로워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마케팅 방법입니
다.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브랜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효과적인 브랜딩을 도와드립니다.

콘텐츠 축적 및 타케팅 광고로 확실한 매출 증대! 페이스북 마케팅
페이스북을 활용한 마케팅은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광고 집행이 가능한 플랫폼입니
다. 실질적 소비자 유입률을 높이고 진정한 바이럴 효과를 창출하는 SNS마케팅을 운영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광고 소통으로 공유한다! 카카오스토리 마케팅
국내 스마트폰 95%가 사용하는 SNS 1위 사용률인 카카오스토리 30-50대까지의 여성 
이용자가 특징.
브랜딩+파급력+게시물을 한번에!

STARTUP WI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