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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결과의 차이



Mclass Biz                                            는 
웹에이전시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는 Web, Design, Marketing, Consulting, Photograph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RM에서 B2B까지 우리는 혁신과 기술에 창의력을 더한 감성으로 
고객님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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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Make
The World
More Beautiful



온라인 광고,  컨설팅,  디자인, 사진촬영 등 
전문 토탈 비즈니스 웹에이전시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진행으로 시각적/비용적인 측면을 
확실하게 절감하여 퀄리티는 높여드립니다. 
오랜 경험과 수많은 클라이언트와의 조화로 
쌓아온  노하우, 각 분야별 최고의 팀 구성으로 
언제나 고객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으로 한발 앞서
생각하며 완벽을 추구함을 약속드립니다.

Our Vision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반응형 홈페이지로 클라이언트의 
스타일에 맞춘 홈페이지 제작

Service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언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고객의 비즈니스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 기획해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방향 제시

제작 후에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Web Design Mobile UX/UI

Photographing

Idea & ConsultingMaintenance Work

Online Marketing
다년간의 마케팅 노하우를 토대로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 광고 효과 극대화
다양한 컨셉의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 보유 및 전문 포토그래퍼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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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Work



PROJECT_01

의료 소외계층을 인술로 치유하는 고대구로병원의 CDM 연구지원센터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구축되었습니다. CDM은 병원별로 다양한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를 일정 규격화된 데이터 구조로 정리하고 식별 정보를 제외하여 
구축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의료 데이터의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다기관 연구를 손쉽게 하기에 적합한 데이터 베이스를 의미합니다. 
고려대학교 대표 색상인 레드 컬러와 포인트 컬러로는 골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일반형 홈페이지

CDM 연구지원센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CDM 연구지원센터

Overview

Release Date. 2020.01.17

Type.

Client.

#A00B29 #AB0529 #BD0026 #D1C0A5



PROJECT_02

싱그러운 제주의 자연을 담은 서귀포농협 프리미엄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제주의 자연을 담아 신선하게 판매한다는 느낌으로 제품 위주로 표현이 
되며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쇼핑몰 반응형 홈페이지

서귀포농협

서귀포농협 가치가게

Overview

Release Date. 2020.10.15

Type.

Client.

#EF9E3F #F9F9F9 #333333



엠에스팀 엔터테인먼트

PROJECT_03

#E1D4B3 #E1B778 #FCFCFC #DFDFDF #111111

엠에스팀 엔터테인먼트는 1993년 설립된 배우 전문 연예 기획사로 손예진, 
이민정, 고성희, 위하준이 소속돼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작품 및 연예 활동 전반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엠에스팀 엔터는 소속 연기자들이 팬들과 좀 더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최적화를 하였고, 시각적 계층 구조를 활용하여 UI 콘텐츠에 
가시성 높였습니다. 톤 앤 매너는 우아하고 화사한 느낌을 주기 위해 
샴페인 골드와 클래식 실버를 엠에스팀 시그니처 컬러로 개발했고 
모든 요소엔 라운드를 조절하여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더했습니다.

반응형 홈페이지

엠에스팀 엔터테인먼트

Overview

Release Date. 2020.08.05

Type.

Client.



PROJECT_04

N&N WORKS 엔터테인먼트는 배우 매니지먼트, 광고모델 
에이전시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게 타이포 형식과 가독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심플하지만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 
그레이 컬러와 블랙 컬러를 사용하였습니다.

엔앤엔웍스 엔터테인먼트

Overview

#FFFFFF #333333 #999999

반응형 홈페이지

엔액엔웍스

Release Date. 2020.09.15

Type.

Client.



PROJECT_05

#FE9B26 #E18928 #313131

감성스터디카페

감성스터디 카페는 휴식과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배경은 블랙 컬러와 가까운 색상을 사용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로고 컬러에 맞춰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반응형 홈페이지

감성스터디카페

Overview

Release Date. 2020.07.23

Type.

Client.



PROJECT_06

#FFFFFF #F7C60A #1D4E89 #000000

유어파트너는 생활건강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생각해서, 아기자기하게 동글동글한 
느낌의 라운드를 주었습니다. 또한 클래식 블루 컬러와 옐로우 
컬러를 사용하여 부드러우면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유어파트너

Overview

쇼핑몰 반응형 홈페이지

유어파트너

Release Date. 2020.09.27

Type.

Client.



PROJECT_07

#F24A53 #0A4594 #303030

(주)현진하드웨어

(주)현진하드웨어는 동판넬, 수배전반, 정보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산업용 하드웨어 외장ACCESSORY를 
생산공급하는 브랜드로, 제품 레이아웃에 중점을 두어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는 고객님들이 쉽게 알아보고 검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기업 홈페이지

(주)현진하드웨어

Overview

Release Date. 2020.06.19

Type.

Client.



PROJECT_08

#FFFFFF #F9B800 #616161

세무법인 예산은 조세 분야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세무 기장 및 조정, 세무조사 대응, 조세 불복 등 
세무법인의 기본 업무 영역은 물론 기업 진단, 가업 승계,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화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 특이성을 생각하여 신뢰감과 정보 제공 위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세무법인 예산

Overview

반응형 홈페이지

세무법인 예산

Release Date. 2021.02.25

Type.

Client.



#ffffff #dddddd #555555

디스플레이컴퍼니

디스플레이 컴퍼니는 시도하고 도전할 줄 아는 
영상 사업 기업입니다. 심플하면서 간결한 선을 사용하여 
깔끔한 분위기와 블랙과 그레이 컬러, 화이트를 사용하여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반응형 홈페이지

디스플레이컴퍼니

Overview

Release Date. 2020.12.21

Type.

Client.

PROJECT_09



PROJECT_08

#a23af1 #6b7786 #000000

StoDESIGN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위한 스튜디오 
Studio to Design을 모토로 차별화된 건축, 인테리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젊은 디자인 그룹입니다.
타 웹사이트와 차별화를 주기 위해 로고 컬러를 메인으로 
사용하여 유니크한 페이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주에스투디자인

Overview

반응형 홈페이지

(주)에스투디자인

Release Date. 2021.01.04

Type.

Client.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14 중앙타워빌딩 3F

MAIL. mclassbiz@mclass-biz.co.kr

WEB. www.mclass-biz.co.kr 

TEL. 1644-0395 / 1644-0795 | FAX. 070-8228-3300

OFFICE.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14 중앙타워빌딩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