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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상상하고 창조하며
트렌드를 혁신하는 IMC 에이전시
< 12년 경험의 노련한 파트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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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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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Office 

주식회사엔데버 Endeavor Inc.

2009 . 12

최세은

19

620,000,000(KRW)

06642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8길 109, 

엔데버는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On / Offline 통합 마케팅
프로모션 기획, 크리에이티브 디자인까지 고객에게 최적화된 마케팅 전략을 서비스하는
IMC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에이전시 입니다.



엔데버는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On / Offline 통합 마케팅
프로모션 기획, 크리에이티브 디자인까지 고객에게 최적화된 마케팅 전략을 서비스하는

IMC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에이전시 입니다.

Offline Marketing Business Online Marketing Business

Marketing Synergy

+



기업의고민을함께상상하고, 함께창조하며, 함께혁신한다.

고객이신뢰하고고객을감동시켜고객과함께더불어성장하는기업!

고객최우선

( CS . 창조 )

인재존중

( 선행 . 실행 . 존중 )

소통과협력

( 배려 . 소통 .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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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Marketing
Campaign Marketing
Exhibition Marketing
Webinar Marketing
BTL Marketing

통합마케팅 서비스

12년 경력의 노련한 파트너

엔데버는 2002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LG, SK Telecom 등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들과 협력을 해왔으며, 전략적인 BTL Plan부터 대규모 컨퍼런스 및
워크숍, 신제품 런칭 홍보, 아이템 기획까지, 엔데버는 언제나 가장 이상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특화된 맨파워,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통합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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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 Marketing
Webinar Marketing
Social Media Marketing
Web/Mobile Promotion
Contents Marketing

디지털마케팅 서비스

One Source Multi Use를 통한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완성해주는 Digital business Team

엔데버의 온라인 프로세스의 핵심은 소비자의 기억에 남는 유저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프로모션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업계 최고 실력의 전문 디자이너와 웹 프로그래머, 컨텐츠 관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 됨으로써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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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obile Site Creative
Promotion Creative
CI/BI Creative
Brochure/Catalog Creative
Exhibition Creative
POP Creative

크리에이티브 서비스

장소 및 공간에 최적화된 디자인이 가능한 최고 실력의 크리에이티브 팀

엔데버의 광고디자인 팀은 다양한 실전경험을 쌓은 실력자들의 전문집단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맞는 창조적 시각으로 오프라인 광고디자인 전반의 통합된 만족을 실현시켜 드리며, 온.오프라인 통합 프로모션 물론 Creative까지
One Stop 마케팅 솔루션의 진수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코리아나 라비다 파워셀 Promotion

ASUS 신제품 발표 간담회

알리프 디자인 Website

삼성전자 IT 비즈니스 Samsung Family 초청행사

매머드커피 Website

Azure Everywhere

IoT in Action Seoul event

Surface launching

물리적 망분리 온오프라인 캠페인

2019 Microsoft Calendar 제작

Azure Everywhere

IoT in Action Seoul event

Surface launching

마이크로소프트 디바이스데이

마이크로소프트 DPE 프로모션

중국 심천 LDP 매니저 브리핑

MS IT Cluster digital VM campaign

삼섬전자 삼성 패밀리 파트너 프로모션

MNA 파트너제주도 워크샵

마이크로소프트 디바이스데이

LG전자 파트너 용산 트레이닝

Web Modernization Seminar

하이센스 바이오 개소식

레노버 파트너 데이

HP코리아 year-end Party

CDS 파트너서밋

삼성전자 파트너 세미나

마이크로소프트 디바이스 데이

SMB 파트너 세미나

정품 OS 사용 캠페인

마이크로소프트 AYB 파트너 세미나

ST마이크로 IOT 세미나



반다이남코 한글화대폭발 페스티벌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버센터 개소식

UNITE 2016 SEOUL

현대차 신기술 개발 전시회

풀무원 스파클링 아일랜드 출시 기념회

서피스4 파트너 킥오프

마이크로소프트 APAC LINC Event

Azure Hands-on Lab Seminar

Microsoft CCG Strategic Partner Summit 2015

G마켓 Microsoft 브랜드관 운영 스마트 글로벌 포럼 개최

서피스3 사전 예약 판매 MVP 컴캠프 10개국 개최

Microsoft COEM 윈도우 서버 세미나

도전 마이크로소프트 퀴즈왕 전국 퀴즈쇼

G스타 Microsoft B2B관 Azure Booth 네트웍 파티 진행

2015 CCG Korea Partner Conference

2015 LINC Conference Microsoft Musical Christmas event

다크소울2 디렉터 방한 기념 기자 간담회

한국 EMC 시스코 컨퍼런스

유비소프트 와치독 런칭기념 기자 간담회

SMB 오피스 365 홍보 카페트럭 서피스3 폴바셋 체험관

2014 에픽 메가 파티



㈜팜플 설립기념 기자 간담회

탭조이 코리아 설립 1주년 기념 디너 파티

나루토, 원피스 개발자 방한 기자 간담회

윈도우8 전국 대학교 캠퍼스 투어2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이전 기념식

월드오브탱크 전국 PC 대회 벙커러시

비발디 파크 - 디즈니 체험관

철권3DS 디렉터 방한 간담회

윈도우7 - 전국 캠퍼스 투어

넥슨 카트라이더2.0 발표 기자간담회

에픽게임스 언리얼 서밋 2012

Xbox360 인비테이셔널 2012

언리얼 써밋 2011 서울

2011 이매진컵 한국대표 선발전

Windows Embedded Solutions Day 2011

IT운영고도화 전략세미나 사이퍼즈 론칭 기자간담회

손오공 듀얼 레전드 전국 토너먼트

기어스 오브 워 3 게이머 파티

Xbox360 인비테이셔널2011

헤일로AE 코리아챔피언쉽 탑기어 포르자 프로모션



Xbox 360 용평 스키장 언리얼 써밋

에픽게임스 팀스위니 CEO 방한

XBOX360 부산 모터쇼 LG 라일라폰 캠퍼스 프로모션

윈도우라이브 메신저 이벤트

Windows 7 Personal Cloud Life 지스타 게임쇼

서울시 서울서체 공모전 Xbox360 3주년 기념 이벤트

Xbox360 CGV 체험존 SK텔레콤 콘텐츠 사업 정책 발표회

Xbox360 버스 이벤트

에픽게임스 한국지사 설립 간담회

마그나카르타2 발매기념 기자 간담회

Windows 7 Retail Launching Promotion

Window7 Pre-Launch Partner Night

Xbox360 Invitational 2009

Windows 7 체험존 컴퍼니오브히어로즈 간담회

Windows 7 Experience Bus Tour

철권6 아시아 대표 선발전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웨비나

엔데버는 코로나19로 직접 대면이 어려운 시기에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맞춰 온라인 실시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활용한 라이브 세미나는 수 백명이 동시 접속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발표를 하거나 상호간 질의 응답도 가능합니다.



Microsoft Azure의 기술, 클라우드의 혁신. Azure Everywhere는 국내 최고의 클라우드 컴퍼런스! Microsoft Azure의 오늘과 내일을 시작으로 Data 보안,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의

적용 사례 등을 공유 하는 컨퍼런스로 진행 되었으며 약 1000명이사전 신청하고 참여한 컨퍼런스로 성공적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CCG 전략 파트너들과 마이크로소프트 2016년컨슈머 전략을 소개하고 전략 파트너분들의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회담 !

CCG 전략 파트너 서밋 2016 행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 파트너들과의 상호 협력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전략 파트너 분들은 기업의 대표 및 임원분들을 위한 컨퍼런스 진행 !



신학기를 맞은 대학생들이 새로워진 윈도우 8을경험해 볼수있는 윈도우 8 캠퍼스 투어! 전국의 총 20개대학의 학생들에게 윈도우 8 및최신 디바이스 체험 기회제공 ! 

희망 등록금 및 최신 PC 증정, 오피스 및 취업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유익한 정보도 공유한 윈도우 8 캠퍼스 투어!

전국 주요대학 개



아시아 최대규모의 단일 콘솔 게임쇼 XBOX 360 초청 경기 2012! 국내 출시예정 기대작들의 체험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콜라보!

헤일로 4, DOA 5, 댄스센트럴 3 등 올 하반기 국내 출시 예정인 기대작들을 가장 먼저 체험해보며, E3 (Entertainment / Education / Exercise)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모션 진행!



노홍철, 스타워즈와 함께하는 XBOX 360 KINECT PALY! 온몸으로 플레이하며 즐거움이 배가되는 XBOX 360 KINECT!

게임 속 스타워즈들의 반가운 등장에 웃고, 노홍철 특유의 쾌활함과 리액션에 한번 더 웃고! 웃음 가득한 유쾌한 분위기 속에 남녀노소 함께 플레이하며 즐겁게 게임을 즐겼던 행사.



아시아 최대 규모의 단일 콘솔 페스티벌로서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성공적프로모션 으로롯데월드 포함아이스링크를 전체대관 하여 진행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본사에 성과를 인정받아 Xbox360 Inviational 총 3회 연속 운영



신제품 발표 간담회

ASUS 디바이스 신제품 출시에 맞춰 미디어와

주요 파트너를 초청하여 진행된 세미나

삼성전자 초청행사

삼성전자 우수 파트너사 초청하여 ,  최신 IT 트렌드와 향후 비전 정보 공유

향후 세일즈에 발전적인 방향 논의 및 유대감을 강화를 위한 세미나

IoT in Action 이벤트에서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와 함께 폭넓은 파트너십, 

에지 및 클라우드 솔루션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소개 하는 세미나 진행



윈도우10 제품의 효과적인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파트너 초청 방식의

세미나로서 향후 비전에 대한 안내 세션으로 구성된 세미나

ST마이크로에서 진행한 개발자 컨퍼런스관련업계 종사자 및 파트너를

대상으로 신제품 안내 및 활용방법에 대한 컨퍼런스를 효과적으로 운영

마이크로소프트 AYB 2017 세미나는 국내 중소기업 오너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버전의 OS에 전파 제품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한 세미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6번째 랩탑인

서피스 프로6 런칭 프로모션 진행

마이크로소프트 에서 진행한 세미나 중 참여자 수가 500명이

넘는 엄청난 호응을 받은 커뮤니티 오픈캠프 2016을 진행

Surface Pro 4 Launch 기념 사전예약 온라인 프로모션

Surface Pro 4 무료체험 이벤트까지 함께 진행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시아 두번째로 사이버 보안센터를 한국에 설립 !

정보통신부 장관, 주한 미국대사 등 고위급 간부도 참석하여

타블렛PC를 이용한 디지털 테이프 커팅식 진행

국내에서는 2012년을 시작으로 IT, 게임 및 컨텐츠 업계에서 조명 받는

기술 컨퍼런스로 자리 잡았으며 약 2500명이 참가자가 방문한 세미나

CCG 코리아 파트너와 함께 다사다난 했던 2015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살펴볼 수 있었던 회담!



다크 소울 2에 대한 소개와 감독과 함께하는

다양한 게임이벤트 간담회!

탭조이 코리아의 첫돌맞이 감사 디너파티!

댄스팀과 함께하는 디너로 더욱 뜻깊은 파티진행

철권 프로게이머들이 펼치는 흥미진진 스폐셜 매치! 

추첨을 통한 다양한 경품과 디렉터 사인회까지 진행!



2015 Microsoft CCG Strategic Partner Summit EPIC GAMES KOREA가 주최한 UNREAL SUMMIT 2012!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최대 규모의 최고 강연!





풀무원다논 위솔루션

풀무원 다논 위솔루션 프로모션 사이트 제작 진행위와 장건강에 좋은 6가지 성분에대한 위솔루션 제품정보 제공및 예약시스템 구축



코리아나 라비다 파워셀

코리아나 설립 18주년기념 파워셀 에센스S 체험 및프로모션 사이트 제작 체험참가 신청 시스템 구축



Azure Everywhere Conference 행사 안내 및 사전모집 홈페이지 개발!

행사 타이틀인 Wave를 모티브로 하여 로고타입을 개발하여 Website 전반적으로 Wave 느낌으로 반응형 웹 으로 개발

Conference 개요 소개 및 사전 신청으로 구성 하여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 하고 사전신청이 직관적으로 신청하기 편하게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포르쉐 서울 모터쇼

포르쉐 다칸 사전공개 프로모션 사이트 제작!

포르쉐 다칸 쇼룸 위주로 브랜드북 형태의 갤러리 사이트로 구축 진행



레드불 웜업

레드불 웜업 프로모션 사이트 제작 ! 

제품 소개 및 이벤트 정보 제공 사이트로 구축



World of Tank : Bunker Rush - 전국PC방 랜파티 Website 제작 !

전국PC방 랜파티 스케줄 및 이벤트 내용 소개 및 사전 참여신청 시스템 구축



치의학 분야 기업인 하이센스바이오 회사 홈페이지 개발

트렌드에 맞도록 깔끔한 디자인과 반응형웹으로 개편

외모지상주의 게임 사전예약

외모지상주의 게임 사전예약 사이트 개발 !

케릭터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게임 소개 및 예약 시스템 구축

통계의창 겨울호

2020 통계의창 웹진 제작 !

통계교육원 웹진을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제작



알리프 디자인

알리프 디자인 제품소개 Website 개발

제품소개 및 쇼핑몰 시스템 구축

결핵예방 검진

질병관리본부 결핵예방 검진 안내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오곡현미빵

오곡현미빵 소개 Website 개발



매머드커피

매커드커피 브랜드 소개 사이트 구축

포르쉐 주년

2018년 포르쉐 70주년 기념 웹사이트 구축

물리적 망분리

Microsoft 물리적 망분리 디바이스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크로스파이어 해외워크샵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 해외워크샵 프로모션 사이트 제작

김재중

김재중 일본 팬페이지 웹사이트 제작

스마일게이트

스마일게이트 뉴스룸 웹사이트 제작



헬라코리아

헬라코리아 웹사이트 제작

프렌즈 스케치북

SK텔레콤 T프렌즈 웹사이트 제작

아이엠샘

아이엠 샘 웹사이트 제작



Surface Pro4 Launch 사전 예약 및 온라인 프로모션 사이트 제작 Microsoft PCA Facebook 운영 및 이벤트 프로모션 진행

Microsoft PCA 신학기 Online Promotion & Viral 진행

11번가 기획전 및 광고 운영



Winsows7 Personal Cloud Life 홍보사이트 제작

홍보 웹툰 제작하여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Winsows7 Personal Cloud Life 홍보사이트 제작

인기 개그맨을 활용한 CF 홍보영상 제작하여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Microsoft Imagine Cup 소개 및 참가자 모집 사이트 구축

전체 프로모션 운영까지 진행



정품 소프트웨어 캠페인

Microsoft 정품 소프트웨어 캠페인 사이트 제작

후지제록스 슈퍼맘 프로젝트

후지제록스 슈퍼맘 프로젝트 진행

성향테스트를 기반으로 자신에게 맞는 제품 검색등 기능 구축

디아블로 온라인 프로모션

Windows7 & 디아블로3 온라인 프로모션 사이트 제작 운영



현재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경로와 구매패턴은 예전과 달리 매우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광고나

단발성 이벤트 한가지만으로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에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엔데버는 오랜 경험과 매체와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ATL 과 시대의 트랜드에 맞춘 BTL을 소비자의 패턴에 맞게

수행 함으로서 클라이언트가원하는 것 이상의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02.521.3925  |  ndeavor@ndeavo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