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출품목록 리스트 (List Your Entries)
No
Korea 60

Korea 61

Korea 62

Korea 63

Entry Title

Category Code

(주)씨에스디

C01-b Public Relations Agency of the Year

CSD

in Asia

(주)씨에스디

C02 Communications Department of the

CSD

Year

(주)씨에스디

D01 Advertising/Editorial/Design Agency of

CSD

the Year

(주)씨에스디

D03 Creative Team of the Year

CSD

Korea Entry 62

Category
Entry Title

D01 Advertising/Editorial/Design Agency of the Year
(주)씨에스디
CSD

(주)CSD는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국내 굴지의 환경 ․ 에너지 기업 사
보인 <중부가족>, <수차와 원자로>, <드림파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보를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해
앞장서는 기업의 비전을 사내외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에너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
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청에서 발행하는 사보 <쾌한도시>를 제작해 시청과 시민들이 앞장서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양주시민들의 자부심 고취는 물론 지역의 관
광산업과 농산물을 간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어
린이판으로 별도 제작해 미래 사회의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도 마
련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cultural foundation of national museum of korea>는 전통문화의
재발견에 초점을 맞춘 매거진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통해 국민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기획기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CSD의 매거진 제작팀은 전
통문화를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전통문화를 독자의 눈높이에 맞는 현대적 감
각으로 승화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빙그레와 무림제지에서 발행하는 사보 <빙그레가족>과 <I'm moorim>은 사내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사보입니다. 이들 사보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공장 근무 사우들의 소통 매
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각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현장 주재기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우
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사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SK Telecom 사회공헌백서, 삼천당제약 사외보 <elixir>는 사회 환원과 문화 보급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춘 제작물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회사의 사외보, 사내보, 브로슈어 등을 제작하고 있는 (주)CSD의 Creative Team은 기업의
비전을 사내외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iology/보충자료 Web address
❶주요 고객사 홈페이지
·한국중부발전 www.komipo.co.kr
·한국수력원자력 www.khnp.co.kr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www.slc.or.kr
·남양주시청 www.nyj.go.kr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www.cfnmk.or.kr
·SK Telecom www.sktelecom.com
·삼천당제약 www.scd.co.kr
❷디자인 전문 매거진 <디자인 하우스> 2007년 10월호 (주)CSD 유상준 대표 인터뷰 기사
http://www.simonsearch.co.kr/story?at=view&azi=56860&s_y=&s_m=&e_y=&e_m=&gen_mm=&keyword=%EC%9
C%A0%EC%83%81%EC%A4%80&exclusion_keyword=&stype=0&category1=&category2=&copyrightyn=&adult_y
n=&magazine=&exclusion=&page=1&zoompage=&arr_magazine=&mode=&order_t=new&words=&gourl=http%3A
%2F%2Fwww.simonsearch.co.kr%2Fstory%3Fat%3Dlist%26keyword2_l%3D%26stype%3D0%26keyword%3D%2
5EC%259C%25A0%25EC%2583%2581%25EC%25A4%2580

❸ (주)CSD의 실적물을 살펴볼 수 있는 홈페이지
http://www.csd.co.kr
편집디자인.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