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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움을
담아,
보다

코비즈의 플랜은
새로운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THINKING

VALUE
고객이 원하는 그 무엇이라도
새로운 생각을 통해 얼개를 짜고,
의미를 담아 실현 가능한
하나의 가치로 만드는 것,
코비즈는 디자인 이상의
특별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소통과 흐름의 미학으로 빚어진
현대적인 디자인과 고객의 니즈에 충족한,
고객의 소구를 담은 완벽한 비주얼로,
코비즈는 아름다움과 어우러진
시각적 유희를 고객에게 선사합니다.

VISUAL
코비즈의 디자인은
아름다움을 넘어선
완벽한 시각적 가치입니다.

CREATION

새로운 시각으로 가장 이상적인 가치를 창조하고,
언제나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참신함을 담은
코비즈의 NEW LOOK이 지금 시작됩니다.

NEW LOOK
발상의 틀을 깨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는
보다 새롭고 놀라운
감동의 탄생을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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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IZ IS

지난 20년간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새로운 디자인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과의 인연을
생각하며 더 많은 성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COMPANY
PROFILE

회사명

법인설립일

주식회사 코비즈

2003년 3월 10일

Cobiz, Inc.

기업철학

구성원

기업의 비즈니스가

기획 부문

더 쉽고 가깝게 느껴지는

디자인 부문 및 아트 부문

종합 디자인 기업

웹 솔루션 부문
제작 부문

소재지

사업분야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광고, 홍보 디자인

오-1901호

정기간행물

(공덕동 롯데캐슬프레지던트)

웹디자인, SNS 마케팅

SPIRIT IS

코비즈의 핵심가치는
고객과의 첫 만남,
인연에서 시작합니다.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을 통해 고객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성공의 첫걸음.
코비즈는 고객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고객의 성공 DNA가
되겠습니다.

IDENTITY

기본

사람

흔들리지 않는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픈

사업의 연속성

코비즈의 열정

정열과 창작 태양과 발전
미래를 지향하는
COBIZ의 개방

VISION
COBIZ는 CO+BIZ의 합성어로서 CO는 영어 단어의 With, 또는 Together(함께)라는
의미의 접두어이며, BIZ는 영어 단어 Business(사업)의 약자로서, ‘함께하는 사업’이란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비즈’라는 사명은 ‘All Together in Business’
라는 핵심 철학에 고스란히 담겨, 대내적으로는 전 임직원이 주인이 되는 회사를
지향함을 뜻하고, 대외적으로는 고객의 성공과 발전이 곧 코비즈의 미래이자 비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EVOLUTION IS

2003년,
코비즈는
종합 디자인
그룹을 목표로
태어났습니다.

비즈니스 도입기

1996
•신무림제지 Q-Project Team 출범
•Alphagraphics, Inc.,
U.S.A의 Korean Master Franchisee

성장과 경험의 축적

2005
•미국 수출 백만 불
•온라인 쇼핑몰 런칭
opendesign.co.kr

2004
•해외시장 개척
성경/다이어리/플래너 수출

2003
•주식회사 코비즈 법인설립

전문 광고
기획 디자인 회사로 성장

2008
•조달청 사업 참여업체 등록

2007
•KIDP(한국디자인진흥원) 인증
•디자인전문회사 등록

그리고 현재,
온·오프라인
미디어의 경계를
넘어 컨설팅부터
제작까지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만의
색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종합 디자인
컴퍼니로 제2의 도약

2012
•정기간행물 출간
사보/사사

2011
•출판업 등록

2010
•사보기획팀 구축

지속 가능한
새로운 도약의 시대

2020
•본사 확장 이전
마포구 공덕동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019
•공장 등록 및 직접생산증명원 발급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 삼화페인트 『삼화앤피플』 대상 수상

2018
•바이럴 마케팅, 웹솔루션 부문 진출

2017
•한국사보협회
- SK텔레콤 매거진 『CONNEC+』
기획대상 수상

EXPERIENCE IS

코비즈의 남다른 경험은
고객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프로젝트의 안정성은 물론,
고객만족도, 기술력 모두
최고만을 고집하며 결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코비즈의 새로운 도전과
뜨거운 열정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DESIGN AWARDS
2017.12.6 한국사보협희 - SK텔레콤 매거진 『CONNEC+』 회장특별상 수상
2017.12.6 한국사보협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뉴스레터』 회장특별상 수상
2016.12.1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 『주식회사 코비즈』 최우수 기획•디자인회사상 수상
2016.12.1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 삼화페인트 『삼화앤피플』 인쇄•사보부문 대상 수상

CERTIFICATE
20년 동안 디자인 기업으로 쌓아온 Know-How와 디자인 전문성은
지금까지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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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S
코비즈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디자인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코비즈만의 차별화된 디자인 파워와 전문성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BUSINESS
FIELD
Web Marketing

Promotion

웹 마케팅 전반

Sales & Marketing Kits

(SNS 홍보, 온라인 광고)

Editorial

Web Services

브로슈어/카탈로그,

웹 매거진, 웹 배너,

사보/소식지/백서, AR/IR

디스플레이 AD, UI 디자인

AD

Identity

포스터, 신문광고, 잡지광고

CI, BI

Calendar & Diary
캘린더, 다이어리

MANPOWER IS
코비즈의 창의적 크리에이터들은 낡은 것을 거부하고
언제나 앞서가며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단순한 새로움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고객이 당면한 문제에 생각의 뿌리를 두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크리에이티브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RODUCTIVE
CREATOR
Account Executive

Designer

코비즈 디자인은 AE의 작은

코비즈 크리에이티브는 Designer의

크리에이티브에서 시작합니다.

손끝에서 채워집니다.

각자 전문 영역을 갖고 있는 최적의

다년간의 경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AE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수많은 성공

전문성을 가진 Designer를 편성하여

크리에이티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업종 별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Web Marketer

Web Creator

넘쳐나는 SNS 마케팅 속 승리는

웹 페이지 구축의 성공 요인은 Web

Web Marketer의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Creator의 독창적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SNS를 포함해 웹 공간 모든 마케팅이

고객이 원하는 기업의 디지털 브랜드

요구하는 철저한 분석, 매체 운용능력으로

구축을 위해 코비즈 Web Creator가

최적의 성공 효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A to Z까지 책임지겠습니다.

PROPOSAL PROCESS IS

01

05

코비즈에 연락하시면

사전 디자인 시안 보고가 끝나면

T 02-2272-1400
H www.icobiz.co.kr
M info@icobiz.co.kr
www.facebook.com/icobizdesign
www.instagram.com/icobizdesign

02

· 기획안 및 디자인 보완 작업
· 기획안 확정 및 구성 원고 작성

06
디자인 본 작업을 시작합니다
· 확정 시안을 바탕으로 디자인 본 작업 진행
· 상황에 따라 일러스트 제작 및 촬영 진행

저희가 찾아갑니다
· 상담 기업 방문
· 디자인 및 제작 컨설팅
· 자료 공유 및 스케줄 협의

07
편집과 수정 작업을 하고

03

· 디자인 수정 및 보완 작업
· 이미지 수정 및 보정 작업
· 전문가를 통한 교정·교열 작업

분석과 고민을 통해
· 자료분석 및 연구
· 콘셉트 도출
· 경쟁력의 스토리텔링

08
품평회를 거쳐 납품합니다

04
당신의 이야기가 탄생합니다
· 고객이 공감하고 세상이 공감하는 구성안 완성
· 활용 목적과 대상에 맞는 기획안 제출

· 1차 실무진 / 2차 임원진 보고
· 최종 수정 및 보완 작업
· 인쇄 감리 및 제작
· 최종 납품

CO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