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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ONTEST SERVICE

PR / MARKETING ONESTOP
PROCESS PLAFORM

G콘테스트
G콘테스트의 크리에이티브한
파워를 경험하세요
콘테스트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G콘테스트는 주최
기관 스스로 손쉽게 운영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을 무료
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G콘테스트는 콘테스트, 대외활동, 교육 및 세미나, 이벤트
등 클릭만으로 홈페이지 제작/운영/관리 까지 ONE- STOP으
로 통합관리 할 수 있으며 참여자 확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어 참여자 사후 관리도 가능한 콘테스트 전용 플랫폼 입니다

4

G.CONTEST SERVICE

PR / MARKETING ONESTOP PROCESS PLAFORM

Biz as a Solution
AS IS

PAIN & NEEDS

■ 합리적인 예산운용 부재
참여자들 과의 소통 도구인 홍보/프로모션 보다 제
작에 많은 비용을 투입으로 예산 운영 어려움

TO BE

OUR SOLUTION
[ G콘테스트 플랫폼]
무료 템플릿 홈페이지 제작
클릭만으로 접수 홈페이지 구축

■ 효율적 운영관리 부재
이메일 접수관리, 심사위원 위탁, 온라인투표, 심사
운영, 표절신고, 결과데이터 관리 등 이로 인한 많은
업무과중

■ 참여자관리 부재
참여자의 확인증 사후관리 부재
수상작 사후관리 부재

온라인 운영관리 솔루션
홍보  접수 설문  투표  심사위촉 심사운영  갤러리  표절 통계 까지
담당자 부재 시 프로젝트 공유, 담당자 변경 시에는 프로젝트 이관 솔루션 제공

참여자 사후관리
참가확인증/수상확인증 온라인에서 실시간 출력 솔루션
수상작 온라인 전시 및 사후 홍보

5

G.CONTEST SERVICE

콘테스트 전용 홍보/제작 관리서비스
콘테스트 전문 온라인 홍보 서비스
콘테스트 전용 온라인 제작 서비스
콘테스트 전용 운영관리 솔루션 서비스
콘테스트 운영 시 온라인 설문조사 서비스
참여자를 위한 온라인 참가확인증/수상확인서 출력 서비스

온라인 마케팅 & 프로모션
키워드 분석을 통한 타깃 마케팅
프로모션 타깃 마케팅
SNS 타깃 마케팅
언론홍보 온라인 마케팅
PR / MARKETING ONESTOP PROCESS PLAFORM

SERVICE DOMAIN

G콘테스트는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와 운영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온라인심사/시상/전시 기획 및 운영
분야별 심사위원 위촉 TOOL 데이터 베이스 구축
온라인 심사/온라인투표/표절신고 관리 시스템 구축
온/오프라인 시상식 기획 및 운영 수행
온/오프라인 수상작 전시회 기획 및 운영 수행

디자인 & 시스템 구축
콘테스트 전용 웹사이트 디자인 개발
모바일 사이트 디자인 개발
포스터디자인/작품집/ 홍보물 일체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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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ONTEST SERVICE

G콘테스트를 활용한 콘테스트 운영

성공포인트

빠르고 편리한 콘테스트 홍보
콘테스트 기획이 완료되었다면 클릭만으로
5분 안에 콘테스트 등록이 가능합니다

최적화된 관리 기능
콘테스트 전용 홈페이지 무료 서비스
접수관리, 심사운영, 통계분석 까지 온라인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설문조사, 표절관리, 이벤트관리,갤러리 관리 등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운영지원이 필요하거나 및 부득이하게 담당자 변경이 필요할 때
프로젝트 공유, 이관 시스템 구축

비용 절감으로 합리적인 예산 운용
콘테스트 운영 시 아직도 비싼 예산 투입하시나요?
제작 및 운영비 예산이 항상 부족하셨나요?
프로젝트 예산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효율적인 홍보효과 관리
여러 곳에 홍보를 하고 계신 가요?
통계/분석 솔루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홍보결과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능률적인 사업관리
매년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는 콘테스트 매년 변경되는 담당자.. 계
정 하나만 있으면 프로젝트 별로 공유 및 이관이 가능합니다.
매년 진행되는 콘테스트 개최 시 프로젝트 복사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손 쉽게 프로젝트를 개최할 수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역대 수상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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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ONTEST
ONLIN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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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OLUTION

콘테스트 등록 및 홈페이지 제작
30분 만에! 클릭만으로
콘테스트 개최서부터 운영/관리,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G콘테스트플랫폼
로그인접속

● 주최사 무료 회원가입
● 플랫폼 콘테스트 무료 홍보게재, 광고/마케팅 (선택-유료)

주최사운영관리모듈
● 콘테스트 정보 등록 및 개최신청
● 콘테스트 사이트 (빌더) 무료 구축
● 온라인 운영관리 무료 솔루션 (접수/심사위촉/온라인심사/온라인투표/표절관리/갤러리관리)
● 콘테스트 운영 통계(접수/홍보/방문) 데이터 무료 솔루션
● 참여자를 위한 수상작 전시 및 참여확인증/수상확인증 출력 무료 솔루션

ONE STOP !
ONE D A Y !

ON-LINE SOLUTION

01

G 콘테스트접속

02

기업회원가입/로그인

03

콘테스트신청/등록

04

승인/개최

05

콘테스트 홍보/마케팅
1. 키워드 분석 및 SEO최적화
2. SNS마케팅 & 온라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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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모듈접속/운영

콘테스트 주최사

ONLINE PROCESS

무료 템플릿 사이트 빌더
1. 홈페이지 제작 설정
2. 도메인/디자인 설정
3. 운영 메뉴 설정
4. 접수/설문/심사 설정
5. 콘테스트 개요 설정
6. 통계데이터 설정

주최자 운영관리 모듈
1. 심사위원 위촉 및 운영
2. 접수작품 관리
3. 수상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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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홍보/관리
결과 데이터
1. 참가확인증/수상확인증 관리
2. 수상작 온라인 전시

1. 접수/홍보/방문 실시간 통계 데이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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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OLUTION

콘테스트 참여자

ONLINE PROCESS

01

G 콘테스트접속

02

개인회원가입/로그인

03

콘테스트정보탐색

04

관심콘테스트등록

05

공동출품 (팀)구성

06

바로 참여

07

나의공모정보관리

팀원모집

마이 G콘테스트
1. 참여 콘테스트 관리
2. 수상 콘테스트 관리
3. 관심 콘테스트 관리
4. 참가확인서 /수상확인서

접수증- 인증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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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OLUTION

심사 관리 솔루션
심사위원 위촉/ 심사운영
온라인투표/표절관리

04
온라인 접수 솔루션
접수작품 관리
설문조사 관리

03

05

수상 작 관리 솔루션
역대 수상작 관리 솔루션

PR / MARKETING ONESTOP PROCESS PLAFORM

운영관리 SOLUTION
02

G콘테스트는 기획/홍보/시상/전시/보고까지 콘테스트
전체 프로세스를 통합 추진 및 관리하는 콘테스트 전문 플랫폼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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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홈페이지 제작
도메인/디자인 설정
메뉴설정

01
콘테스트 등록/G스튜디오 생성
프로젝트 공유/이관/복사

운영 통계/분석 솔루션
접수/홍보/방문/유입 통계

07
사후 관리 솔루션
참여확인증/수상확인증 출력
수상작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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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OLUTION

G. CONTEST 운영관리 솔루션

01.콘테스트 홍보 솔루션
콘테스트 등록 후 관리자 승인 시
G스튜디오가 생성됩니다.G스튜디오를 통해
홈페이지 제작/운영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콘테스트 기본정보 등록

2. 콘테스트 상세정보 등록

3. 이미지/파일 등록

4. 접수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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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OLUTION

G. CONTEST 운영관리 솔루션

02.홈페이지 제작 솔루션
클릭만으로 콘테스트 전용 홈페이지를
무료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1. 마음에 드는 템플릿 선택

2. 무료 홈페이지 도메인 설정

3. 사용할 홈페이지 이름 작성

4. 홈페이지 개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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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OLUTION

G. CONTEST 운영관리 솔루션

03.홈페이지 디자인 설정
홈페이지 개설이 완료되면
디자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배경 및 글자크기 설정

2. 로고 및 링크 설정

3. 메인/서브 디자인 설정

4. 디자인 설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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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OLUTION

G. CONTEST 운영관리 솔루션

04.홈페이지 메뉴 설정
운영환경에 맞는 메뉴 별 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메인 메뉴 1depth 설정

2. 서브 메뉴 2 depth 설정

3 기능 별 사용여부 ON/Off

4. 메뉴설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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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OLUTION

G. CONTEST 운영관리 솔루션

05.홈페이지 기업정보 설정
홈페이지 하단에 회사정보 및
주최/주관/후원 로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정보 설정

2. 문의/담당자/상담시간 설정

3. 주최/주관/후원 로고 설정

4. 회사정보 설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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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OLUTION

G. CONTEST 운영관리 솔루션

06.온라인 접수 솔루션
이메일 접수,정리하기도 힘들고 보관하기도 어렵습니다.
G콘테스트 접수솔루션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참여자는 설정에 맞게 참여가 되며 모든 접수 데이터는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1. 참여자 접수설정

2. 접수 시 설문조사 설정

3. 참여자 약관동의 설정

4. 접수현황및접수확인 관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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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OLUTION

G. CONTEST 운영관리 솔루션

07.심사관리 솔루션
G콘테스트 심사관리를 활용하시면 심사위원 TOOL 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촉 된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페이지에서 온라인 심사와 심사 총평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심사점수와 총평은 엑셀 다운로드를 제공합니다
1. 심사위원 위촉 및 승인

2. 심사기준 및 상격 설정

3. 심사위원 심사평가 하기

4. 점수 확인 및 상격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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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OLUTION

G. CONTEST 운영관리 솔루션

08.대국민 투표 솔루션
G콘테스트 공정한 심사를 위해 온라인 투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점수와 온라인 투표 점수 설정에 맞게
자동 합산 된 점수를 통해 상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대국민 투표 설정

2. 온라인 투표 진행

3. 심사점수+투표 점수 반영

4. 점수 확인 및 상격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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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OLUTION

G. CONTEST 운영관리 솔루션

09.표절관리 솔루션
G콘테스트는 표절 예방을 위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참여자 신고 기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표절신고 ON/OFF 설정

2. 표절신고 페이지 오픈

3. 표절신고 관리 확인

4. 심사결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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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OLUTION

G. CONTEST 운영관리 솔루션

10.참여자 관리 솔루션
G콘테스트는 참여자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참가/수상 확인서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상작은 전시 홍보를 제공하여
홍보될 수 있도록 참여자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접수확인 > 확인증출력

G콘테스트 수상작 갤러리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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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OLUTION

G. CONTEST 운영관리 솔루션

11.홍보,운영 통계/분석
G콘테스트는 접수통계, 방문통계, 홍보통계를
기간을 선택하여 그래프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연령,성별, 채널별, 기기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홍보/방문 통계 설정

G스튜디오 대시보드 확인

접속기기 별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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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SOLUTION

G. CONTEST 운영관리 솔루션

12.스마트 보고서
G콘테스트 자동결과보고서를 활용해보세요.
홍보날짜, 접수결과, 심사결과,홍보결과,수상결과 등
운영했던 모든 데이터들을 문서화 할 수 있습니다
1. 표지/목차 편집

2. 개요/접수결과 데이터 편집

3. 오프라인 항목 추가 입력

4. 보고서 저장  인쇄/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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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 MARKETING ONESTOP PROCESS PLAFORM

G.CONTEST
SERVICE DOMAIN

25

SERVICE DOMAIN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개발

포스터 디자인
카드뉴스/SNS 홍보물
작품집 디자인

콘테스트 홈페이지 제작
모바일 사이트 제작

콘테스트 운영 및 컨설팅
운영기획 및 컨설팅
솔루션 세팅
홍보대행
전체대행

심사/시상식 운영
온-오프 홍보/마케팅
키워드 분석을 통한 타깃 홍보
온라인 : 전문사이트, SNS , 언론홍보,
구글, 네이버 광고 운영
오프라인 : DM홍보, 대학교 포스터

G.콘테스트

All IN ONE 케어 서비스

온/오프 심사, 시상식 운영
장소 섭외, 시스템 설치
홍보물 제작 및 설치

각 운영 부문 별 전문 인력을 통해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업무수행으로 성공적인 콘테스트로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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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DOMAIN

G콘테스트 운영관리솔루션

G.콘테스트

SOLUTION 케어 서비스
G콘테스트가 제공하는 온라인 솔루션 세팅 및
운영/관리 모두 대행하여 서비스해드립니다.

01

콘테스트등록

02

콘테스트홈페이지구축

03

운영관리 솔루션세팅
접수관리 / 심사운영관리 / 수상작관리
통계관리/ 표절관리 등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04

결과보고서솔루션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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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DOMAIN

G.콘테스트

DESIGN 케어 서비스
콘테스트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용 홍보물을 기획, 디자인 개발,
인쇄/제작 까지 ONE –STOP 케어 해 드립니다.

포스터
온라인 콘텐츠
오프라인 홍보물

포스터기획 / 디자인/ 제작
온라인홍보물 디자인(SNS , 배너, 카드뉴스)
X배너/ 현수막 / 리플렛/ 작품집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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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DOMAIN

G.콘테스트

홍보/관리 케어 서비스
G콘테스트는 성공적인 콘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마케팅 툴과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콘테스트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

온라인

온라인 바이럴 포스팅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페이스북
■ 네이버 포스트 / 네이버 지식인
■ G콘테스트 회원 e-DM 홍보
■ 대학생 타겟 학교 및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검색포털/ 콘테스트전문 사이트광고마케팅
■ G콘테스트 및 주요 콘테스트 사이트 배너 광고
■ 네이버 / 구글 키워드 광고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언론사 뉴스 송출

오프라인

오프라인홍보프로모션
■ 콘테스트 포스터 부착
■ 콘테스트 현수막 부착
■ 리플렛 및 홍보전단 배포
■ 우편 DM 발송 (포스터&공문)
29

SERVICE DOMAIN

G.콘테스트

EVENT 케어 서비스
G콘테스트는 수년간 많은 콘테스트 운영 노하우를
통해 마지막이 빛나는 성공 프로젝트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AWARDS

온 / 오프라인콘테스트시상식

EXHIBITION

온/오프라인수상작품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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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 EVENT

“

디지털 마케팅 : 키워드 분석 홍보전략

”

콘테스트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분석하여 홍보를 진행합니다.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 중에서 월검색량이 높으면서, 월발행량이낮은 키워드분석한효율적인홍보
예시)

잘 못 된 키워드 홍보방법
‘ 닭가슴살’ 키워드 홍보 시 발행 량이 많아 상위권 등록이 안됨
올바른 키워드 홍보방법
키워드 분석 시 검색 량은 많고 발행 량이 적은 키워드를 선택하여 상위권 노출확률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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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 EVENT

콘테스트 마케팅 홍보전략
매체 별 바이럴 특성에 최적화된 포스팅을 진행합니다.

블로그바이럴

지식인바이럴

카페바이럴

■키워드 분석>2차키워드추출

■키워드 네이버지식인 검색

■질문–답변 형으로내용작성

■키워드 적용 된SEO최적화

■ 키워드를 찾아답글작성

■이미지 답글포스팅이 아닌텍스트 형태의

■네이버 환경에맞게본문최적화 (삭제 됨)

■키워드와 질문생성이후답글작성

답글 포스팅 (최적화 안될시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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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제안사운영플랫폼내수상작갤러리

사후 : 온라인 갤러리 홍보전략
공익목적의취지홍보확산을위한 수상작온라인갤러리구축 운영

1. 수상작 갤러리 주요 수록 내용
주요 수상작 이미지 노출
콘테스트 수상작 정보 (수상자명, 작품명, 세부 설명 등)
시상식 리뷰 및 수상자 인터뷰 기사

2.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VR갤러리 수상작전시운영

3. 연계 홍보 방안
G콘테스트 및 주최사 SNS 활용,
수상작 갤러리 URL 노출용 콘텐츠 제작 후 홍보 확대

PORTFOLIO

FORTPOLIO

한국도로공사, 서초구청, 한국양성평등교
육진흥원 등 여러 기관, 기업의 각종 콘테
스트 및 홍보대행, 전시행사를 기획, 진행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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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INFORMATION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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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INFORMATION

G.콘테스트

CARE SERVICE
각 운영 부문 별 전문 인력을 통해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업무수행으로 성공적인 콘테스트를 만들어 드립니다.

솔루션 케어

디자인 케어

홍보관리 케어

올인원 케어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부터

견적 별도 협의

(VAT별도)

(VAT별도)

(VAT별도)

(VAT별도)

콘테스트 등록

포스터 디자인 시안 2종

온라인 홍보

기획/운영

홈페이지 제작

( 수정 3회 )

( 데이터 관리 )

디자인 홍보물 제작

운영솔루션 세팅

------

-----

홈페이지 구축

결과보고서 세팅

SNS 콘텐츠 디자인 및

오프라인 홍보

홍보 관리

인쇄홍보물 디자인 별도 협의

( 보고서 제출 )

심사 운영
시상식 운영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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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INFORMATION
G 콘테스트[ 메인] 페이지

G.콘테스트

메인디스플레이광고

500만원/월
150만원/주

● 메인 상단 노출
● 노출구좌 : 10구좌 롤링
● 사이즈 : 1920 X 600

( V.A.T 별도 )

PLATFORM
온라인 광고

메인배너광고

400만원/월
120만원/주

● 메인 상단 노출
● 노출구좌 : 8구좌 롤링
● 사이즈 : 280 X 75

( V.A.T 별도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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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INFORMATION
G 콘테스트[ 콘테스트] 페이지

콘테스트전체배너광고

500만원/월
150만원/주

● 메인 상단 노출
● 노출구좌 : 5구좌 롤링
● 사이즈 : 1180 X 200

( V.A.T 별도 )

G.콘테스트

PLATFORM
온라인 광고

스
페
셜
배
너

프
라
임
배
너

베
이
직
배
너

300만원/월
90만원/주
( V.A.T 별도 )

노출구좌 : 10구좌 ㅣ 사이즈 : 238 X 238

200만원/월
60만원/주
( V.A.T 별도 )

노출구좌 : 20구좌 ㅣ 사이즈 : 238 X 238

120만원/월
35만원/주
( V.A.T 별도 )

노출구좌 : 20구좌 ㅣ 사이즈 : 238 X 23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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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INFORMATION
구분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

G.콘테스트

온/오프라인
MARKETING

온라인 광고

구성

DM 홍보

포스터 부착

현수막 부착

품목

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고

기획기사

회

1

500,000

500,000

SNS용 기사 원고 작성

회

1

25,000

25,000

카드뉴스 제작

회

5

40,000

200,000

5pgae 내 구성

키워드 분석

회

1

100,000

100,000

키워드 맵 설정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개

20

20,000

400,000

최소 20건 등록

네이버 카페 포스팅

개

20

20,000

400,000

최소 20건 등록

네이버 지식인 포스팅

개

20

20,000

400,000

최소 20건 등록

네이버 포스트 포스팅

개

20

20,000

400,000

최소 20건 등록

인스타그램 포스팅

개

20

20,000

400,000

최소 20건 등록

언론사 뉴스 송출

회

1

500,000

500,000

30건 이상 게시

네이버 키워드 광고

회

1

500,000

500,000

구글애즈 광고

회

1

500,000

500,000

페이스북 및 인스타 광고

회

1

500,000

500,000

기획기사 생산
본문 최적화 구성

광고 집행금액 별도
(최소금액 50만원 부터)

품목

수량

단위 (회)

단가

비고

포스터 DM 홍보(봉투)

1

회

2,500

봉투디자인/포스터/공문/라벨
등 인쇄품목 포함

포스터 DM 홍보(지통)

1

회

4,500

포스터/공문/라벨 등 인쇄 포함

공문 FAX 홍보

1

회

50

서울

20부

대학 별

25,000

경기

20부

대학 별

35,000

지방

20부

대학 별

45,000

서울

2매

대학 별

55,000

경기

2매

대학 별

65,000

지방

2매

대학 별

75,000

공문발송
*최대 20장 기준.
*부착 매수 및 게시물 위치는 부
착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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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T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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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이비㈜ 주요 연혁
2022.01
G콘테스트 통합 솔루션 서비스 오픈

2021.03
[ 2021년 대한민국 산업대상 ]
콘테스트 플랫폼 혁신기업 수상
2021.01
[ 특허등록 ] 블록체인기반 상장관리장치 및 방법
2020.12
자본금 증자
2020.12
한서대학교 가족회사 인증
2020.011
[ 특허등록 ] 사용자 활동이력 기반 협업 필터링을
통한 추천시스템 및 방법
2020.08
[ 저작권등록 ] 응용프로그램 2건 등록

2020.05
G콘테스트 서비스 오픈
2020.0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청년창업사관학교 10기 ] 수료
2019.10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인증
2019.10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인증

2019.08
내일채움공제 가입 등록
2019.07
[ 특허등록 ] ‘빅데이터분석을 활용한 콘테스트 관리시스템＇외 1건

2020.04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공유기업 등록

2019.04
자본금 증자

2020.04
고려대학교 기술이전사업 계약

2019.02
비에이비㈜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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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이비㈜의 앞서가는 기술

[ 특허 10-1738826호 ]
콘테스트 관리 시스템

벤처기업 확인서

[ 특허 10-1846122호 ]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콘테스트 관리 시스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특허 10-2180271호 ]
사용자 활동이력 기반
협업 필터링을 통한
콘테스트 추천시스템

성과공유기업확인서

[ 특허 10-2203811호 ]
블록체인 기반 상장관리
장치 및 방법

내일채움공제가입증서

[ 저작권 등록증 ]
사용자 활동이력 기반
협업 필터링을 통한
콘테스트 추천 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저작권 등록증 ]
핑거 프린트 활용 문서
발행 및 조회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사업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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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이비㈜의 파트너쉽

“

”

다양한 분야의 노하우와 파워를 보유한
전문기업들과 함께합니다.

기술개발 협력기업

연구개발 협력기업

전문매체 협력기업

마케팅 협력기업

웹 / 앱 플랫폼 개발 및
CMS 데이터 관리 협력

핵심특허 협력 및
블록 체인 ,추천 시스템
기술 이전

디자인 포털 운영 인프라 활용
콘테스트/온라인 홍보 협력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컨텐츠, 디자인, 데이터 분석
컨설팅 협력

홍기획

주부예술단

FPD

마케팅 협력기업

콘텐츠개발 협력

프로모션 협력기업

내용입력

내용입력

내용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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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24길 5 동양빌딩 1층
Website : http://www.gcontest.co.kr
Tel No. : 02- 6953 – 1996
E-mail : gcon@gcont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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