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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advertisement, Good advertising man, Good advertising agency

시시각각 변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날카롭게 읽거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광고가 좋은 광고,

변화에 맞춰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광고인,

광고주에게 변화를 설득할 수 있는 광고회사가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좋은 광고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예작기획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회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예작인들은 함께하는 광고주를 위해 Doing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광고주들이 경쟁에서 앞서게 하기 위해 Changing 하고 있습니다.

예작기획과 함께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영원히 우뚝 서시길 소망합니다.

is 
YEJARK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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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02
- 광고기획사 "예작" 설립

- 삼성전자, 대우건설, 한국전력공사, 보령제약, 캡스,
이수시스템, 보령시, 서광건설, 현대정보기술 업무제휴

- '화수분' 발간

2003
- 대한민국 국회, 인천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조선공업협회, 

화이트정보통신, 사카타코리아 업무제휴

- 삼성전자 '장미가족페스티벌' 기획 ∙ 진행

- 'Inaugural Meeting Northeast Asian Parliamentarians
Against Corruption(Hotel Lotte)' 기획∙ 진행

2004
- 한국선급,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선박안전기술공단 업무제휴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마케팅

- 삼성전자 '특집 공개방송 기쁨콘서트' 기획∙ 진행

2005
- 삼성중공업, 현대종합상사, 현대비나신, 한국화장품, CJ,

삼보이엠씨, 아산시, 인포섹코리아 업무제휴

2006
- ODC(Oman Drydovk Company), 세광중공업, 금호아시아나

업무제휴

- '제3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홍보마케팅

2007
- 이전(서울 마포구 동교동)

- 코아비스, 엠베스트 업무제휴

2008
- 대우조선해양, 아모레퍼시픽, NH농협, 삼진중공업,

명가원설농탕 업무제휴

- 업무부서 개편(광고, 출판)

- 한국해양연구원 업무제휴

2009
- 현대오일뱅크, LG전자, 세종문화회관 업무제휴

- MBC 광고 대행 업무제휴

- 'Vietnam summernight in Seoul' 공연 광고 대행

- SK건설 업무제휴

- 대우조선해양 신규 업무협약_쯔베즈다조선소 

2010
- 대우조선해양 업무범위 확대_기술이전 관련 업무

- '제4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홍보마케팅

- ODC(Oman drydovk Company) 추가 업무협약
홍보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총괄 진행

2011
- 이전(서울 마포구 서교동)

- 대우조선해양 추가 업무협약_동반성장 관련 업무

- ODC(Oman drydovk Company) 추가 업무협약

- 한국선급 '50주년 기념 사사집' 출판 관련 업무

2012
- 한국가스안전공사 업무제휴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마케팅

- 대우조선해양 추가 업무협약_기술이전 관련 업무

- '10th Anniversary 2002~2012'

- 선박안전기술공단 신규 업무협약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업무제휴

2013
- 페르노리카코리아, 두산인프라코어, ASP반도체 업무제휴

- 대우조선해양 신규 업무협약_단둥조선소, 중공업사관학교

- 디자인연구소 개소(서울 마포구 서교동)

- 업무범위 확대(3D ∙ 모션그래픽, 동영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신규 업무협약

- 호미와 씨앗_'과학탐험 12대문' 출판 관련 업무제휴

2014
- 대우조선해양 신규 업무협약_동반성장그룹

-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홍보마케팅

- NH농협 신규 업무협약

- 대천MUD맛김 업무제휴

- 코아비스 신규 업무협약_글로벌업체 홍보 관련 업무

- 이전(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제휴

- 보령사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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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대우조선해양 신규 업무협약_윤리준법그룹

- 한국토지주택공사 신규 업무협약

- '주식회사 예작기획'으로 사명 변경

- 한국화장품 신규 업무협약

- 대우조선해양 신규 업무협약_YAMAL PROJECT

- 보령시 신규 업무협약_보령머드축제 

2016
- 대우조선해양 신규 업무협약

- 한국토지주택공사 신규 업무협약

- 'Ad & Marketing Intelligence Team' 신설

- 자동차부품연구원 업무제휴

- 「출판사」∙「통신판매업」등록 신고

- '해양플랜트, 희망을 향해 다시 일어서다' 도서출간

2017
- 한국토지주택공사 신규 업무협약

- '한생컨설팅' 업무협력약정 체결

- 디섹, 포어시스 업무제휴

- 'Digital Contents Part' 업무시스템 강화

- 대우조선해양 추가 업무협약_YAMAL PROJECT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규 업무협약

2018
- 대우조선해양 신규 업무협약_TCO PROJECT

- 업무시스템 강화(온라인광고 / 기술번역)

- 디섹 신규 업무협약

- 대우조선해양 추가 업무협약_YAMAL PROJECT

- 코아비스 신규 업무협약

- '2019 Renewal Project For Customers' 업무진행

2019
- 예작_'2019봄, 놀랍고 멋진 커뮤니티의 시작' 캠페인진행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규 업무협약

- 오아시스 업무제휴

- 버틀러네트워크 '컨설팅 및 마케팅' 자문 위촉

- 자동차부품연구원 신규 업무협약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업무제휴

2020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규 업무협약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업무제휴

- Yejark Newsletter Vol.1 발행

- 중소기업 '품질환경안전 인증지원' 컨설팅 

-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마케팅

- 마르 업무제휴_리크루팅 플랫폼 개발

- 'IMC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 진행

- 코아비스 신규 업무협약

2021
- 포어시스 신규 업무협약

- 'V-TECH, FLEXA' 통합디지털마케팅 진행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규 업무협약

- 마포아트센터, C&P Inc. 업무제휴

- 디섹 신규 업무협약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신규 업무협약

- 대우조선해양 신규 업무협약_Petrobras Project

- 홍익대학교 산학협력센터 업무제휴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신규 업무협약

2022
- 코아비스 신규 업무협약

- 카본밸류 업무제휴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규 업무협약

- 'Online Contents Part' 업무시스템 강화

-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홍보마케팅

- '20th Anniversary 2002~2022'

-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업무제휴

2023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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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클라이언트와 소비자가 믿고 만족하는 

커뮤니케이션파트너

Client

CREATION

PASSION

VALUE

TRUST

국회사무처 | 에이스침대 | 삼립식품 | Sotheby's | KYUNGBAG PHILL | 아산시 | 보령시 | 한전KDN | 유나이티드 인터팜 | 동양엘리베이터 | 인포섹코리아 | C.G. SOFT | AECL | 
사카타코리아 | 아·태 경제연구소 | 삼보아트 | Hotel Lotte | 온양관광호텔 | 세종문화회관 | 삼성생명 | 동화주류 | 쌍용제지 | 신우 | 웅진출판 | 교원 | 한라공조 | 명가원설농탕 |
엠베스트 | CNH반도체 | 오아시스 외 다수

Advertising
Publising
Translation
Business Event
Consulting

Translation Team

Management Team

Progress Team

Planning Team

Advertising
Publising

Translation
Business Event

Consulting

Domestic Biz Overseas Biz

Strategic
Planning Dept

Marketing Dept

Translation Division

Business Event & 
Consulting Division

Planning Team

Production Team

Design TeamOffline

Planning Team

Marketing Team

Production TeamOnline

Advertising & 
Publising Division



Service
적정기술에 공감을 더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Good Solution입니다.

소비자를 움직인 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reative power

예작 미디어프로세스의 핵심은 '소비자의 기억에 남는 최고의 미디어 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각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목표고객에서부터 마케팅효과 예측까지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Media process

특화된 맨파워, 축적된 노하우, 다양한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기획, 디자인, 제작, 연출 등 프로모션의 각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Integrated promo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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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Print Media Digital Media Digital Contents

촬영/아트워크/요소개발(카피∙ 번역 등)계약 기획➡ ➡ 디자인 출력/인쇄/가공 사후관리납품➡ ➡ ➡ ➡

접수 번역 감수 편집 납품➡ ➡ ➡ ➡ ➡

Translation Part

유지보수

➡ ➡ ➡

Publishing Part

편집/교정 제작(인쇄출판∙ 전자출판) 시판 ➡ ➡ ➡계약 기획원고전달 저자교정

Advertising Part

Why 
YEJ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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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ness & Agency
• Advertising

- 인쇄

- 방송

- 옥외

- 온라인

- DM

• Publising
- 출판 관련 일체

• Translation
- 도면 ·기술문서

- 교육교재

- 광고

- 각종 문서 
- 번역공증 
 

• Business Event 
- Exhibition
- Conference ·Seminar
- Ceremony
- Promotion

• Consulting
- 광고 ·경영

- 경영교육

- 시스템 인증 
- ISO 품질 ·환경 ·안전보건 심사

What YEJARK Does



Portfolio

삼성중공업 삼성SDS 현대미포조선 인천공항공사

디엔에스한국선급

Advertising _Magazine · Newspaper

한국농어촌공사

LH

현대종합상사

OCEAN

YEJARK  16  |  17

한국선급

ODC

Interro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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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 Print _Brochure · CatalogueAdvertising _Broadcasting

Advertising _Outdoor

모바일플렉스 무빙플렉스

※ 상기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 걱정없는 10년의 여유 
10년 후엔 내 집 마련의 기쁨

전세 걱정없는 10년의 여유
10년 후엔 내 집 마련의 기쁨
대단지 프리미엄  총1,763세대  74m2 / 84m2

김포한강신도시 Ac-05BL김포한강신도시 Ac-05BL

시행 : (주)NHF 제1호       자산관리 : 

1600-1004  문
의 031)999-5794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김포한강신도시 Ac-05BL

누려
라!

한강
의 가

치,

즐겨라
! 한강

의 생
활

!!
!!

차량래핑광고

ODC현대비나신(베트남 법인) 세광중공업 세종문화회관 코아비스

이수시스템 한국농어촌공사

NH농협

현대중공업

한국선급

페르노리카

ASP

한국해양연구원

CLBANK

옥외광고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기아자동차 디자인센터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두산그룹

4차산업 인더스트리 산업플랫폼

유니세프

한국알미늄

농협



금호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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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 Print _Other

지침서기술이전자료집조선용어사전

사사집·약사집

학회지 모집요강

가이드북

사보

편람

뉴스레터

Edit · Print _Report

한국선급
CJ

DSME

LH

도서

캘린더 리플렛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교재

정치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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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Package

CI · BI

인포섹코리아(주)

ODC(DSME)
우정사업본부

한국선급 우정사업본부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KST

POST EXPO 2021

LH

PHILIPS

PHILIPS

대구도시공사

OPENTECH INC

KEIT

2011 서울국제도서전

2010 EBS 교육박람회

콘텐츠페어 이러닝박람회

한국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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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APP

ETC

Event

Photo

LANDSCAPE FOOD PEOPLE

PRODUCT ETCFASHION

삼성가족 페스티벌 Vietnam summernight in Seoul KST 본부사옥 기공식 NH농협 통합RPC 현대화사업 준공식

세계 디자인 서울 해외취업박람회 한국은행 부산본부 기공식 SEOUL FASHION WEEK

INTERIOR

TIONA

FORESYS

TAEWON AM

ACCUNIQ

FN COSMEDICS

두산동아

마포문화로드맵 C&P INC. PIKCV

현대자산운용 강동자치ON DREAMWITH

EUGENE GROUP 삼성중공업 DESIGN FOR WOMEN

WE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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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o-gu, Seoul, Korea)
Tel. 02 325 0077   Fax. 02 338 0010
E-mail. master@yejark.com
www.yejark.com

Contact,
kindly will guide.

은평구

성산대교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2번출구)

MBC

상암
초등학교

상암동
우편취급국

DMC
홍보관CJ

E&M센터

YTN
뉴스퀘어

SBS
프리즘타워

국
방
대
학
교

홍
대
 

DMC
사거리

상암초교
사거리

상암
사거리

누리꿈
스퀘어

JTBC KBS
미디어센터

상암
월드컵
경기장

CONSULTING

가족친화인증

Bridge to Global Top 30 School 
for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Bridge to Global Top 30 School 
for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미래인재양성사업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선거

YOU THINK  BIG
YOU GET  BIG

중소기업경영지원

SNS_BAND

ON-LINE MARKETING

SA/DA_NAVER SA/DA_Google DA_YouTube

SNS_Instagram VIRAL

SA/DA_kakao

8:30 8:308:30

SNS_Facebook

Visiting YEJ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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