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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일의 성공여부를 넘어서는 성공은, 

좋은 사람과 일하는 것입니다. 

모든 파트너, 업종별 전공자/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 협업 
수십년 경력이 쌓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보유 



공공/기업/사회적경제영역을 아우르는 Know-how 보유 

브랜딩, 펀딩, 마케팅 주요 프로젝트 운영 

각종 매체를 통한 고객(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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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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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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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Event 
Mentoring 

campaign 



Campa i gn P ro j e 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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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프로젝트 기획 : 사업 계획서/제안서 및 프로젝트 관리 

성공적인 캠페인의 기획부터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NGO, 지원사업, 입찰/기업 등의 제안 프로젝트 
경쟁PT 코칭 및 캠페인 운영 대행 



Workshop ,  Sem in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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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연계 교육/행사 프로젝트 기획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전시 등 행사 진행 

전문적인 행사 시나리오 기획력 & 사회 진행 능력 

학술행사, 기업세미나, 체육대회, 전시회 등 
고객사의 needs에 맞춘 다양한 행사 운영 경력 다수 



Brand i ng  & de s i 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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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체/기업의 사업 방향에 맞는 

브랜드 디자인 – CI를 통한 이미지 제고 

영향력 강화 전략을 통한 Milestone 구축 

BI/CI 를 포함한 각종 홍보물, 웹/앱 디자인 제작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 이미지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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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복잡한 온라인 마케팅의 세계, 

어떤 대행사와 함께 할 지 더 고민될 겁니다.  

패키지 제작과 쇼핑몰, 스토어팜-쇼핑윈도, 메이커스 등 

온라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홍보에 

필요한 자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피플앤워크의 마케팅 전문 파트너사와 함께 합니다. 
(웹 개발사, 온라인 광고/홍보 전문 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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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Work 스타트업 CI/BI 



People &Work 스타트업 CI/BI 



2015 업사이클 컨퍼런스 “업사이클의 현재와 미래” 행사 운영  

People &Work 광명시(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행사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개관 1주년 입주작가 전시전 기획/설치 

People &Work 광명시(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전시 



2019기브런 마라톤/걷기 대회 행사  

People &Work 국제구호NGO 굿피플/행사 

행사 기획 및 VIP(션, 남보라) 섭외 등 홍보마케팅 포함 총괄 진행 



People &Work 비영리단체 CI 



People &Work 비영리단체  브랜딩 

기업 CI / 명함 / 리플릿 디자인 제작 / 홈페이지 기획 



People &Work 기업 CI, 홍보물 제작 

기업 CI / 명함 / 홍보 리플릿 디자인 제작 



People &Work 화장품 더마허브 브랜드 

BI, 제품 디자인 리뉴얼,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마케팅 (SNS, 바이럴, 키워드 광고), 네이버 쇼핑윈도 입점 



People &Work 화장품 더마허브 브랜드 

크라우드펀딩 Wadiz 펀딩 운영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3840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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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허브 지역액션리서치 워크숍 (2015) 

 업사이클 컨퍼런스 “업사이클의 현재와 미래” 행사 운영 (2015)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개관 1주년 입주작가 전시 (2016) 

 국립중앙도서관 올웹툰체험전 기획/시공 총괄 (2016) 

 서울산업진흥원 디지털사회혁신기업 육성사업 데모데이 진행 (2017) 

 50+재단 남부캠퍼스 IT 교육 기획 및 강의 (2018) 

 굿피플 연말모금 캠페인 기획 운영 (2018) 

 기브런 마라톤대회 기획/운영 (2019) 

 굿피플 희망박스/에어서울 기내 모금 캠페인 및 기타 CSR 사업 제안 기획 (2019)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관정갤러리 전시기획 (2019) 

 강원광역자활센터(한국전력 강원지부) CSR 사업 기획 운영 (2020) 

*사업자명 변경 : 타이프(2015)→피플앤워크(2020) 



피플앤워크 

peoplework2020@gmail.com  

02-6384-2280 

이지원 대표  010-8894-5785  

 

About Us 

Gangseo-Gu, Seoul,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