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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예 웹디자인, 웹에이전시 
 

사업자등록번호   215-87-50679                                     법인등록번호     110111-4536409 

대표자         권태동                                               업태/종목       서비스 / 소프트웨어자문, 광고대행, 광고물작성 

사업장소재지   138-052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57번지(올림픽로 34길 27-23) SC빌딩 2층 

대표전화       02)423-2316                                        팩스           02)425-4215 

대표홈페이지   sinye.net                                            대표메일       sinyeinc@naver.com 

 

Operating Site 
 

신예웹디자인      sinye.net                                        신예웹에이전시    sinye.co.kr 

디자인본가        designbonga.com                                솔루션본가          solutionbonga.com 

신예서버운영      sinye.kr                                          베리어스 아티스트   variousartists.co.kr 

웹디자인그룹      webdesign.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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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Tae-Dong Kwon 

CEO, President 

Chief of  

Company Directors 

 

 

 

2000년 8월, 웹 에이젂시를 표방하여 설립한 싞예웹에젂시는 그갂의 기술적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중견 에이젂트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2012년 현재는 2,000여 업체의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하고 있으며 서버관리, 광고대행 등  

웹 에이젂시 업체로써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싞예는 세계 최고의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싞예는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 업체이고 또 성장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주)싞예에 일을 맟기시면 세계 최고의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일을 맟기시는 것과 같게 하겠습니다. 

 

마치 인터넷 부서를 두싞 것처럼 쉽고 편하고 빠르게 작업을 지시할 수 있고,  

최고의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싞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인터넷 관련 홈페이지 제작에서 서버 관리, 도메인 관리, 광고업무까지 한번에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주)싞예의 젂 직원은  형식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라 귀사의 사원처럼, 귀사의 인터넷 부서처럼 

최선을 다해서 맟은 바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주)싞예는 귀사의 일을 맟기를 갂젃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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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SinYe, inc. 

Corporate Identity 

 

 

 

 

 

 

★ Web Design  
싞예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기초가 되는 웹사이트 구축을 위해 다수의 1급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12년의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약 2000여 업체의 웹사이트를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터넷 홖경으로 인한 호홖성 문제, 보안서버 및 크로스 브라우징, 웹2.0에도 싞예가 먼저 시작합니다. 

 

★ Web Program 

웹 기반의 발젂과 함께 다양한 운영시스템과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싞예의 젂문 프로그래머는 다양한 서버 홖경과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여러 종류의 Language를 다루며 

싞예가 보유한 다양한 종류의 솔루션은 귀사의 아이디어를 쉽고 빠르며 저렴하게 구현시켜 드립니다. 

 

★ Web Server 
싞예가 보유한 여러 종류의 서버는 한번의 셋팅으로 웹, 메일, DB, 스트리밍, 백업, 보안등을 처리하여 

안젂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홈페이지의 호홖성과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 Language에 맞게 

O/S 및 버젂을 선택하실 수 있고 보안과 백업에도 싞뢰할 수 있습니다. 

서버 호스팅 뿐만 아니라 저렴하게 제공되는 웹 호스팅에도 위와 같은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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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SinYe, inc. 

Corporate Identity 

 

 

 

 

 

 

★ Mobile Application Development 
스마트폰 용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및 스마트폰과 웹과의 데이터 및 자료 공유 등의 DB 프로그램 구축 

등 다양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QR코드의 다양한 디자인으로 독특하고 창의적인 QR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Online PR  
싞예는 다양한 검색엔짂 및 광고 매체와의 파트너 및 대행사로 온라인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홍보 및 광고를 지원하는 젂문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짂 온라인 광고팀은 국내 검색시장의 태동시와 같이 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양한 경험의 광고팀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광고 및 홍보로 귀사의 매출과 PR에 자싞 있습니다.  

   

★ Site Operating 
싞예는 업무의 효율에 필요한 관련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비용 젃감 및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용 디자인 판매, 인쇄용 디자인, 사짂등의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 제작 툴 

및 솔루션 판매 사이트, 핸드메이드 젂문 쇼핑몰 사이트, 서버 및 호스팅 관리 사이트 등을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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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신예의 다양한 파트너는 보다 서비스 비용의 절감 및 시간과 효과를 극대화 합니다. 

 

Naver 검색 광고대행사 

Daum 검색 광고대행사 

Overture Korea 검색 광고대행사 

Google 검색 광고대행사 

㈜DoDo 커뮤니케이션 온라인광고 제휴 

Inicis 결재대행 재판매 

Asadal 도메인, 디자인, 솔루션 재판매 

AceCounter 로그 재판매 

㈜로그 접속자마케팅 로그 재판매 

WSOS WebSite Optimization Service 로그 재판매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 재판매 

Cafe24 서버 재판매 

마루 커뮤니케이션㈜ 서버 재판매 

㈜정보넷 서버 재판매 

Innocer SSL 보안서버 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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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Customer 

12년간의 2000여 업체를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건축,시설,설비,인테리어 

코스코종합건설 종합스포츠 레저시설 전문건설 

ikosco.co.kr 

㈜화신엔지니어링 설계용역 hwashineng.co.kr 

건정건축 설계,감리 kunjung.com 

형진랜드㈜ 공원시설 hjland21.com 

미래개발 ALC miraealc.kr 

㈜지엠프로 gmpro.co.kr 

㈜플러버 고무블럭,매트 plubber.co.kr 

SC 건설 e-sc.co.kr 

LG 토탈인테리어 totalinterior.kr 

한디예건㈜ handiac.kr 

경원산업주식회사 smoil.co.kr 

㈜이건유리산업 eagun.com 

E-인테리어 e-reform.kr 

하우스케이스 hauscase.com 

㈜대하웰시스 wellsys.kr 

탄성나라 코트,도장 ts77.kr 

동강엔지니어링 이동식주택 donggang.co.kr 

친우상사 gasul.co.kr 

거양승강기 승강기 kyic.com 

㈜토림이엔씨 클린룸 tolimenc.co.kr 

신광분체 skpd.co.kr 

협성기전 hyupsungme.co.kr 

토탈노즐 total-nozzle.com 

대현이엔아이 주유소장비 dheni.co.kr 

애니스파 욕실코팅 anyspa.co.kr 

가온건설 dagaon.co.kr 

삼본엔프러스 누수 sbez.com 

우드홈플러스 wonhyun.co.kr 

아인테크 온실 aintech.com 

제일에드컴 LED 조명 jeiladcom.co.kr 

동명앵글 dm-angle.com 

정금기획 당구장인테리어 billsys.kr 

강남소방 소방시설 kn119.kr 

전북농원 조경수 tree365.co.kr 

미래기술 miraet.kr 

(주)티피와이 tpy21c.co.kr 

㈜중앙큐비클 jac21.co.kr 

오피시스 오피스가구 abcfursys.com 

전기,전자,기계 

샬롬엔지니어링 주식회사 shalomeng.com 

㈜이엔디 엔지니어링 endeng.co.kr 

동아전자㈜ hkdonga.kr 

유영일렉트로닉스 youyoung21.com 

모인 텍크놀러지 mointec.kr 

퓨처아이스 futureyes.co.kr 

㈜케이엔씨 knc-korea.com 

우영산업㈜ wymaxs.com 

한일테크 haniltc.kr 

㈜이컴앤드시스템 ecskorea.co.kr 

대명테크 ups21.co.kr 

유림기술 신재생에너지 yurim.me 

홈에코 LED cjhomeeco.co.kr 

대원전광 주식회사 dwopt.com 

케이엠시스 kmsys.co.kr 



무유넷 mooyoo.net 

㈜에이엠티 amtkorea.biz 

SS TECK ssteck.co.kr 

지오큐 goq.kr 

㈜무진캠 moojin.net 

레드텍 redtek.co.kr 

HLC  hankuck.co.kr 

셀콤 전지 cellcomkorea.com 

ZESI 음식물쓰레기처리기 zesi.co.kr 

INTEK PLUS intekplus.com 

하나로피플 유산소복합운동기 hanarohp.com 

새한초음파산업 초음파기계 saehansonic.co.kr 

코링크 ikolink.co.kr 

MS 테크 probestation.or.kr 

가이오산전 egaius.co.kr 

에이옵틱 aoptic.com 

㈜위코 디스플레이관련 제품 weco.co.kr 

코미 고속카메라 komiweb.co.kr 

엠디와이드 전산시스템구축 mdwide.co.kr 

장광엔지니어링 자재 jknet.co.kr 

켓펌프(동은엔지니어링) catpump.co.kr  

오리엔트텔레콤 orientel.co.kr 

디씨에스 설비소프트웨어 dcs.co.kr 

㈜골드라인 로지텍 물류자동화시스템 loteco.co.kr 

기림 LED,램프 gilim.com 

씨콤테크 마이크로컨트롤러 sycom.co.kr 

거대공업 기계생산 geodae.co.kr 

3D-TECH 3D 조각기 3d-tech.co.kr 

㈜동산코퍼레이션 미놀타 색차계 colorcom.co.kr 

프로세스 컨트롤 pcc.co.kr 

파일렉 케이블 faelec.com 

우진아이에스이 wiseman.co.kr 

메탈룩스 루버 metal-lux.com 

㈜영진테크 자오살균기 uvo3.co.kr 

㈜용문 선박용엔진, 냉동컨테이너 수리 

yongmoon.co.kr 

마스템 마킹 자동화 엔지니어링 mastem.com 

JSC 정성마킹 마킹 시스템 jscmark.co.kr 

무역/국제 

세계종합무역㈜ 무역 atkotra.com 

가남교역 ganam.co.kr 

트리코유니온 무역 tricolor.co.kr 

㈜세화 SNT 무역대리점 saehwasnt.com 

엠아이지무역 migtrade.co.kr 

DK Corp 군수용품 dkcorp.kr 

후치아이스 과일맥주 hooch.co.kr 

코니보 conebo.com 

코리안 웹 koreanweb.co.kr 

부품,제조,생산 

티엣스 코리아 txkorea.kr 

아이엠펙 포장용기 impack.co.kr 

다우기업 실리콘류 dowenterprise.com 

단비테크 스템프 trodat.co.kr 

한일광석미네랄㈜ 미네랄음료 hanilore.com 

지현스포츠 골프장갑생산 ghsports.co.kr 

삼국카페트상사 카페트 samguk.co.kr 

한국 CTI 허리벨트 kocti.com 

쉐인통상 원단 chamude-alpa.com 

스칼렛 가발 scarletwig.co.kr 

영도금속상사 쓰리쎄븐 manicureset.co.kr 

대명실버 주방용품 dmtop.co.kr 

삼부케미칼 수 처리제 sambuchemi.co.kr 

영창아크릴 ycacryl.co.kr 

서진니트 니트 dnsseojin.kr 

브랜드 

락앤리퍼블릭 명품브랜드 rockandrepublic.kr 

㈜아날도 바시니 명품브랜드 ab.co.kr 

스와치 그룹 코리아 시계브랜드 

swatchgroup.co.kr 



병원,의원,  

연세가나클리닉 성형전문병원 ganapetit.co.kr 

사랑나눔의료재단 서울 사랑의 의원 

kidneysarang.co.kr 

금강요양병원 kkhospital.co.kr 

㈜SM1004 산후도우미 sm1004.or.kr 

서울하이치과 seoulhidc.com 

남동호 교수 알레르기,류마티스 drnahm.co.kr 

미래안과 eyesok.co.kr 

연세고운클리닉 yonseiclinic.co.kr 

청년 PT(씨앤지메디컬) 재활센터 ptnet.co.kr  

한강나무병원 tree-dr.co.kr 

의료기기 

한국엠에스 주식회사 의학 mscorea.com 

펜바이오넷 panbionet.com 

디지메드 의료기기 digimed.co.kr 

인쇄,판촉물,기획, 홍보 

삼원정밀 봉투제작 taeguk.net 

예지 다이어리,수첩 yejiyo.com 

광성문화인쇄㈜ ksplan.co.kr 

강일문화사 판촉물,고무인 gangil.co.kr 

이코디자인 실사출력 icodesign.co.kr 

지경사 출판 jigyung.com 

미디어베이직 지역체널광고 mediabasic.co.kr 

한강프리미엄 패션몰 h-premium.co.kr 

관광,여행,펜션,호텔 

서북미관광 goseattletour.com 

JTP 일본여행기획 jtp.ne.kr 

스파빌리지 단지형 펜션 spavillage.co.kr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campgp.co.kr 

탈라포포 공원 괌 휴양지소개 guamtalofofo.com 

산새들팬션 sansedul.com 

국화도바다펜션 kukhwado.com 

파라다이스모텔 motelpara.co.kr 

스카이아로마 skyaroma.co.kr 

눈 내리는 겨울 funski.co.kr 

한국문화의 집 kmunhwa.co.kr 

동궁랜드 dngland.com 

모두투어 시도여행사 mode-tour.com 

분양 

㈜현대그린토피아 토지분양 hdgreen.kr 

현대토지관리 주식회사 토지분양 hdtk.co.kr 

방이알앤씨㈜ 토지분양 bangirnc.kr 

렌탈,이사,보관,물류 

펀코스트(인천요트) 요트 렌탈 funcoast.co.kr 

펀스카이 항공기 렌탈 funsky.co.kr 

랜드미디어 미디어장비 landmedia.co.kr 

아쿠아베스트 정수기 aquabest.co.kr 

선랜탈써비스 매트 sunrental.kr 

혹스아아 아동예복 hawkseye.co.kr 

영상무대 무대장치 imstage.co.kr 

하이캠 초고속카메라 렌탈 highcam.co.kr 

랜탈 25 행사용품 rental25.co.kr 

지구물류 보관센터 컨테이너 보관 misari.biz 

새하남물류 컨테이너 보관 newhanam.co.kr 

거산물류 보관창고 컨테이너 보관 geosan24.co.kr 

대신로지스틱스㈜ 물류 dslogis.com 

현대택배 이주사업소 hdizu24.co.kr 

스마일스카이 사다리차 렌탈 smilesky.kr 

공연,이벤트 

서울판타지 공연 seoulfantasy.com 

또아모 이벤트카페 toimoi.co.kr 

PMG KOREA 이벤트진행 pmgkorea.com 



서비스,용역, 렌탈 

컴닥터 서비스 컴퓨터 A/S 0803652430.co.kr 

㈜도움상조 doumok.com 

㈜효은상조의전 hyoeun.net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한국호상 silver88.kr 

딸기보석감정원 tkbs.co.kr 

덴트텍(본점) 차량복원 denttecbc.com 

동남석유 dongnamoil.kr 

강남소방 소방시설 kn119.kr 

가족사랑대리운전 1588-3867.com 

하나서비스 대리운전 hana-call.co.kr 

㈜한국면세서비스 kdfss.co.kr 

코미 초고속카메라 촬영 komiweb.co.kr 

3M 오토필름 명승 자동차 썬팅 msfilm.kr 

3M 영진상사 자동차 썬팅 yjfilm.co.kr 

플라워유벤다 꽃 flower-juventa.co.kr 

㈜창조캐터링 급식위탁 changjofs.com 

고려파워시스템 설비용역 kpsco.co.kr 

서비스매직 청소용역 servicemagic.co.kr 

쌍청웨딩홀 웨딩홀 scwg.co.kr 

캐닉스(노웻) 세차 nowet.co.kr 

한국전통혼례 국제교류원 weddingnew.co.kr  

비알캠페인(스카이워커) 광고제작 skywk.co.kr 

동명아동복지센터 dmchild.or.kr 

매직클린 청소 magicclean.co.kr 

하나미디어 (스크린미디어) 탑차대여 

screenmedia.co.kr 

S&H 항공촬영 highangle.co.kr  

한국요성 지문적성검사 justfinger.co.kr 

코리아홈로리 차 매물 homelorytanklory.com 

르보데뷔 웨딩샾 lebeaudbut.co.kr 

세화상사 면세 saehwa81.com 

한국물류장비 liftmart.co.kr 

서강유통 위생처리 sukang.co.kr 

성조물류 지게차 정비 forkone.com 

가나누수 gananusu.co.kr 

대한아시아 정유제품 daehanasia.co.kr 

티플러스 휴대폰 통신 tplusmobile.biz 

강촌가가콜택시 cctaxi.kr 

정보제공 

연교결혼정보 yeongyo.com 

㈜벨류에이션리더 증권컨텐츠 

valuationleader.com 

부동산 정보 2291-3456.com 

부자부동산 964-2300.com 

빌리아드센터 당구장벼룩시장 billiardcenter.kr 

전주오토월드 중고차 jautoworld.com 

조상땅찾기 toji777.com 

간판모음 signboardcollection.co.kr 

코스모스펀드 증권정보 cosmosfund.com 

스톡트리 증권정보 stocktree.co.kr 

대형트럭나라 특장차포탈 bigtruck.co.kr 

월간당구(빌리아드 코리아) billiardkorea.co.kr 

녹원뉴스닷컴 환경뉴스 nokwonnews.com 

법률,세무,컨설팅 

변호사이대진법률사무소 djlaw.co.kr 

머니테크 자산관리 moneytech.kr 

파산 24 개인회생 pasan24.co.kr 

세암종합법률사무소 sukyung.kr 

벨류에이션리더 증권컨설팅 valuationleader.com 

오재훈 재무설계 trust-asset.co.kr 

법률사무소 로직 judicare.co.kr 

CQI 컨설팅 대학컨설팅 cqi.co.kr 

주식나무(스톡트리) 증권컨설팅 stocktree.co.kr 

P 스타 대출 pbstar.co.kr 

번역,통역 

스마트 트렌스 smarttrans.kr  

좋은통번역원 goodint.kr 

경희번역개발원 khtrans.co.kr 

조이번역 joytranslation.com 



교육,학원 

복지에듀넷 bokjiedu.net 

InterKrest Inc interkrest.com 

수도용접냉동기술학원 sudowelding.co.kr 

수도고려간호학원 allnurse.co.kr 

책마루 독서교육연구회 bookroad.co.kr 

카이스학원 건축,토목 동영상강좌 ikais.com 

스카이아카데미 입시 skyacademy.co.kr 

호주유학넷 hojuedu.com 

경희간호학원 khnurse.co.kr 

잉글리쉬 팩토리 efcamp.co.kr 

에스브러쉬 문화센터 sbrush.com 

EYD 집중력개발원 eyd.kr 

영유특례학원 youacademy.co.kr 

마음누리클리닉 maumnuri.com 

으뜸스펀지한자 damduk.kr 

EST 사회교육원 naturaledu.org 

신진자동차학원 drive8259.com 

이화간호학원 eh1004.co.kr 

쿠킹스튜디오 웰쿡요리학원 wellcook.co.kr 

댄스플래져 dancepleasure.co.kr 

데이비드 댄스클럽 smedance.co.kr 

샤리권 댄스스포츠 dance-sport.co.kr 

리앤리 댄스스포츠 leedancesports.co.kr 

제리매직 마술 jerrymagic.com 

중앙연기학원 chungang-actors.co.kr 

미스미즈 신고포상제도 mismizacademy.co.kr 

아이디유치원 1004id.co.kr 

동연유치원 dongyoun.co.kr 

종교 

한교회 hanchurch.or.kr 

비전교회 visionjesus.org 

분당두레교회 doore.or.kr 

협회,학회 

21C 한중교류협회 hzls.org 

한국증권법학회 ksla.org 

증권법전략연구소 sfli.kr 

외교통상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whic.kr 

한국민주시민교육원 kdec.re.kr 

한국웃음포스트협회 klta.kr 

사단법인 기술거래기관협회 katto.or.kr 

서울특별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sdsfd.co.kr 

한국댄스스포츠코치협회 dcak.co.kr 

한국댄스평의회 kdcdance.or.kr 

환경운동연합 ECO 생협협동조합 ecocoop.or.kr 

ASE KOREA 노동조합 aseunion.co.kr 

반영구화장연구회 kpmf.net 

한국승강기보수 kemaho.or.kr 

세계레이져학회 islms.org 

국제아테레이져학회 lasercongresskorea.org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karakapt.com 

한국오카리나강사협회 panflute.co.kr 

책마루 독서교육연구회 bookroad.co.kr 

MSO 스포츠코리아 msochess.co.kr 

BRM 연구소 sikiyobap.co.kr 

대한두채협회 콩나물협회 duchae.or.kr 

358 선교문화센터 mission358.org 

ASE Korea 노동조합 aseunion.co.kr 

미용,바디샵 

듀에스테틱 go-dew.com 

어바웃케이트 aboutkate.co.kr 

스파플럼 spaplum.co.kr 

러블리왁싱 lovelywaxing.com 

de LAMO de-lamo.com 

스터너브릭 비누 천연화장품 stunnerbrick.com 

미지원 황토팩 비누 mijiwon.com 

프랜차이즈 

훌랄라 치킨 치킨 프랜차이즈 hoolala.co.kr 

오베와플 와플 프랜차이즈 obe.co.kr 



맛데이 퓨전포차 퓨전요리주점 프랜차이즈 

masdaybar.co.kr 

맛데이 치킨 치킨 프랜차이즈 masday.co.kr 

베이크 치킨 치킨 프랜차이즈 baked.co.kr 

카페 라떼떼 커피 프랜차이즈 lattette.co.kr 

커피마마 커피 프랜차이즈 coffeemama.co.kr 

Café  Vill 커피 프랜차이즈 cafevill.com 

코링도넛 제빵 프랜차이즈 koringdonut.kr 

롱뜨브레드 제빵 프랜차이즈 longtteu.co.kr 

브레팡크상 제빵 프랜차이즈 brepang.co.kr 

꾸생베이커리 제빵 프랜차이즈 kkusaeng.co.kr 

연송식품 찐빵 yensongfood.co.kr 

나폴리오 이탈리안 레스토랑 napolio.co.kr 

꾸미루미 파스타,피자 ggumi.co.kr 

구어드림 오븐닭 gueodream.co.kr 

식당,주점,  

장충동원할매족발 wonhalmae.com 

하늘참 기와집 hanulcham.com 

티스페이스 tspace.biz 

청와정 cheongwajeong.com 

스타 CNB 출장뷔페 starcnb.com 

바치어걸스 cheergirls.co.kr 

푸드/식품 

삼시푸드 국수 samsifood.kr 

연송식품 찐빵 yensongfood.co.kr 

기운찬식품 찐빵 giwoonchan.com 

국보수산 수산 kukbo21.co.kr 

가교수산 을지로골뱅이 gakyo-golbange.co.kr 

승맥가 토종약초 sanmack.com 

한민식품 달팽이 hanmin.co.kr 

개인,아티스트 

김경렬 화실 화가 realkim.com 

권아트 화가 kwonart.com 

장한나 첼리스트 han-nachang.co.kr 

유미안 얼굴조각 umian.com 

통영칠기 tongyeongchilgi.kr 

한미오배씨토가 전통푸레도기 onggi.co.kr 

홍원탁교수 hongwontack.pe.kr 

대호칠기 daehochilgi.co.kr 

모바일 

안전렌트카 m.safe-rent.co.kr 

에어정보통신 m.powercomm-top.co.kr 

강일문화사 m.gangil.co.kr 

㈜다우기업 m.dowenterprise.com 

부동산정보 m.2291-3456.com 

서비스매직 m.servicemagic.co.kr 

스파빌리지 m.spavillage.co.kr 

스파플럼 m.spaplum.co.kr 

안전소방공사 m.sobang119.co.kr 

현대소방 m.hyundai119.net 

영도금속상사 m.manicureset.co.kr 

유미안 m.umian.com 

정금기획 m.billsys.kr 

BRM 연구소 m.sikiyobap.co.kr 

스마트트렌스(좋은통번역) m.smarttrans.kr 

연세티트리 클리닉 m.teatreeclinic.com 

하나서비스 대리운전 m.hana-call.co.kr 

쇼핑몰 

마미팩토리 초보엄마아빠 mtory.net 

디자인엘리스 수입아동복 designalice.com 

다크지 티셔츠 그림인쇄 darkz.co.kr 

동아실업 의복 d-donga.co.kr 

초코맘 여성의류 chocomom.com 

소나무 여성의류 sonamooworld.com 

새울통상 안전복,작업복 tbuc.co.kr 

삼진안전 안전복,작업복 samjinuniform.co.kr 

 



코딜에셋 화장품 whonatural.com 

바빌런코리아 미용용품 eyelashes.co.kr 

의사와닷컴 건강 doctorwa.com 

어바웃케이트 비누 aboutkate.co.kr 

아토빌 의약품 atovill.co.kr 

슬림존샵 다이어트식품 slimzone.co.kr 

 

고바다로 생선 gobadaro.com 

티티 유기농식품 titinapolio.com 

광천고급맛김 맛김 kckim.co.kr 

청해백세 김 맛김 100sse.co.kr 

강가네푸드 맛김 kanggane.co.kr 

종가사골진국 진국판매 jong-ga.kr 

큰댁설렁탕 사골국물 kndaek.com 

㈜혜민발효홍삼 선농삼 sunnongsam.com 

게사랑간장게장 간장게장 swimmingcrab.co.kr 

해가든 다슬기 haegarden.com 

삼정식품 건강식품 koreasalt.co.kr 

진도울금영농조합 울금 goldug.co.kr 

 

호연스포츠 hoyunsports.co.kr 

㈜해밀유역 레저,의약외품 haemill.co.kr 

댄스스포츠코리아 댄스용품 

dancesportkorea.co.kr 

 

아름다운물고기 수족관관련 beautyfish.co.kr 

드림오션 수족관관련 dreamocean.kr 

도기스쿨 강아지신발 doggyschool.co.kr 

 

현대소방 소방관련 hyundai119.net 

안전소방 소방관련 sobang119.co.kr 

국민소방 소방관련 firesafe119.co.kr 

삼성소방 sss119.com 

나오미소방 naomi119.co.kr 

대성종합상사 안전용품 anjeon.com 

 

아팩스비젼 수입도서 apex-vision.com 

도서아울렛 도서 bookoutlet.co.kr 

오피스안 사무용품 officeahn.co.kr 

우드파크 가구 wood-park.co.kr 

아르떼코피아 가구 artekorea.com 

오피시스 오피스가구 abcfursys.com 

매트디포 매트판매 matdepot.kr 

 

㈜아이폰랜드 iphoneland.co.kr 

세본실업 쇼파 sevon.co.kr 

홈시트 시트지 homesheet.co.kr 

수양샵 정수기 종이컵 syshop.co.kr 

21 세기창 격자 window21.co.kr 

씨앤비상사 전기톱 cnb09.kr 

수 LED suled.co.kr 

PHANTOM MIRO 초고속카메라 

miro.komiweb.co.kr 

두원플로우테크 유량계,계측기 webdoo.co.kr 

타이어오토 타이어 tireauto.co.kr 

777 Three Seven 쓰리세븐 manicureset.co.kr 

소라기프트 판촉물 soragift.com 

삼일애드 판촉물 31ad.co.kr 

생활참숯 charmsoot.co.kr 

이레피아노 중고피아노 irepiano.com 

래경악기 악기 bypiano.com 

이글렛 목각제품 eagletwoodcrafts.com 

베리어스 아티스트 핸드메이드 

variousartists.co.kr 

K-베스트라이프 포인트리교환 k-bestlife.kr 

올레베스트라이프 포인트리교환 o-bestlife.kr 

프로그램 개발, 솔루션 

액정닷컴 쓰리세븐 manicureset.co.kr 

베이어스 아티스트 핸드메이드  

variousartists.co.kr 

액정닷컴 고장수리,부품재고 프로그램 acjung.com 

컴닥터 컴퓨터 A/S 0803652430.co.kr 

굿다이어리 gooddiary.co.kr 

빌리아드센터 당구장벼룩시장 billiardcenter.kr 

조상땅찾기 toji777.com 

소라기프트 판촉물 soragift.com 



삼일애드 판촉물 31ad.co.kr 

복지에듀넷 bokjiedu.net 

간판모음 signboardcollection.co.kr 

녹원뉴스닷컴 환경뉴스 nokwonnews.com 

미화상사 청소용품 mh365.co.kr 

IDDR 컴퓨터부품매입 iddr.co.kr  

대형트럭나라 특장차포탈 bigtruck.co.kr 

사이트클럽 홈페이지매매 siteclub.co.kr 

액정닷컴 제품수리 acjung.com 

하나플라이 hanafly.com 

㈜KCA 사내직원용 kca.pe.kr 

녹원뉴스닷컴 신문,인터넷 뉴스 

nok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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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57번지(올림픽로 34길 27-23) SC빌딩 2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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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Taedong 

Han Jinhee 

Bae Changhwi  

Song Hyejin 

Kim Yeongmyeong 

Jo Inseon 

Nam Seongmin 

Lee Hana 

Yoo NamKyu 

Shim Hyeongbin 

Yoo Gyeonghwan 

 

_ Siny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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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ing 

 

 

 

 

신예는 귀사의 일을 간절히 원합니다. 

 

신예에 맡겨 주십시오.  

신예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el 02-423-2316  fax 02-425-4215  email sinyeinc@naver.com  url www.sinye.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