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보다 빠르고 창의적 발상으로 고객만족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포시즌인사이드의 광고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종합광고대행 / 분양광고 / 분양컨설팅 / SIGN / 온라인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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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의 이상 그리고 현실, 

그 끝없는 괴리를 좁혀나갈 해답을 찾고자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으로 수행한 결과.

(주)포시즌인사이드는 2007년 설립 이래 다양한 수주 프로젝트의 성공적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업계의 중심에 서서 신뢰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우수인재의 영입 및 양성으로 업계 최고의 맨파워를 구축하고

고객 서비스 마인드 및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전문화를 추구하여 

많은 고객에게 만족할 만한 고퀄리티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포시즌인사이드는 이에 그치지 않고【맞춤형 토탈마케팅 서비스 제공】이라는 

대명제에 따라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광고대행사의 리딩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지나 직관을 바탕으로 한 감성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확신하고 

이에 고객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최고의 서비스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주)포시즌인사이드는 외형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보다는 고객을 위한  

전략 솔루션 및 마케팅 역량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서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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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2 ~ 2 0 1 3
양산신도시 반도유보라 4차 BTL 제작

울산 화봉동 쌍용예가 광고대행

마산 마린파이브 광고대행

창원 STX칸 BTL 제작

서면 유림더블루 옥외광고

양정 경도블리스타워 광고 제작

밀양 리베라움 광고대행

문현 동원베네스트 BTL 제작

창원 SK테크노파크 BTL 제작

서부산 금강펜테리움 BTL 제작

괴정 더월드 아파트 / 오피스텔 광고 제작

남양산 2차 이편한세상 옥외광고

해운대 아이파크 상가 옥외광고

해운대 대우 아라트리움 옥외광고

해운대 푸르지오시티 BTL 제작

김포 고촌 대주보 환급현장 BTL 제작

강원도 강릉 베네치아 시티 BTL 제작

김해장유 제17차 직장지역 주택조합 BTL 제작

사직동 자이언츠파크 상가 광고대행

경주 외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BTL 제작

시티밸리 오피스텔 광고 제작

신평 우리미소요양병원 사인 실사 공사

신화명리버뷰자이 광고 제작

로텍스부산 기업 PR 광고

하경산업 제품홍보 및 기업 PR 광고

팡팡워터파크 옥외광고

해운대 장산역 신동아 파밀리에펄시티 BTL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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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경동제이드 BTL 제작

IS 동서 W(더블유) BTL 제작  

창원 성주동 중앙 블루아템 광고대행

사하 이편한세상 BTL 제작 

양산신도시 반도유보라 6차 광고대행

해운대 중동역 센트럴타워 BTL 제작

범천동 평광 우리家 분양광고

대연동 월드메르디앙 대연마루 분양홍보관 시공

구서 SK뷰 옥외광고

양산신도시 반도유보라 5차 광고대행

해운대 센텀비스타 동원 옥외광고

포항 상도동 삼도뷰엔빌 BTL 제작 

서산 신일 해피트리 옥외광고 

창원마린서희스타힐스 광고대행

창원 경화동 블루힐스 분양광고 대행

금정우진더클래식 광고대행

해운대라마다앙코르호텔 광고대행

범천동 평광우리家 내·외부 전체 Sign

김해 삼계 I-PARK 광고대행

창원 엠스테이호텔 광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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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더레지던스 광고대행

남울산 온양 두산위브 광고대행

사직롯데캐슬 더클래식 단지내상가 광고대행

옥포 자이온 더퍼스트 광고대행

광안 코오롱 하늘채 센텀비치 광고대행

서린엘마르 센트로뷰 광고대행

김해 쌍용예가 더 클래스 광고대행

사상역 포르투나 더 테라스 광고대행

아이리스 에비뉴 광고대행

광복롯데 키즈테마랜드 광고대행

프라이빗재즈클럽 CHESS 154 광고대행

베스트루이스해밀턴호텔 광고대행

충무대로 봄여름가을겨울 광고대행

일광신도시 비스타동원 2차 광고대행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광고대행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광고대행

어반힐즈 연산 광고대행

해운대 아이파크 펜트하우스 광고제작

범일역 이즈팰리스 베스트 광고대행

동래 동서 허브H 광고대행

용호동 한양 수자인 LEEPS 광고대행

광양 한일 베라체 광고대행 

범내골역 이즈팰리스 광고대행

사상역 이즈팰리스 광고대행

임호산 쌍용예가 광고대행

호텔 마리나베이 서울 광고대행

제주 타운하우스 더헤븐 광고대행

(주)포시즌인사이드 설립

동래 SK허브스카이 BTL 제작

명륜동 SK VIEW BTL 제작

동래 2차 SK VIEW BTL 제작

금정산 SK VIEW 광고 제작

해운대 중동 문화관 사인 실사 공사

대연동 SK VIEW BTL 제작

김해세관 사인 실사 공사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사인 실사 공사

오륙도 SK VIEW 광고 제작

구서 쌍용예가 BTL 제작

해운대 자생한방병원 사인 실사 공사

핫요가코리아 광고계약 체결(부산/경남)

해운대 SK VIEW BTL 제작

금정산 쌍용예가 1차 광고대행

타워큐 도시형생활주택 광고대행

구서 쌍용예가 상가 광고 제작

거제시 칠천도 종합레져타운 개발 기획

차세대 DID 개발 착수

포스코 센트럴스타(서면) 분양홍보관 시공

회동, 석대 첨단 산업단지 광고 제작

파티마 성형외과, 미소래 성형외과 BTL 제작

핫요가코리아 광고계약 체결(대구/경북)

다대포 해비치 사인 실사 공사

경성대 삼정그린코아 오피스텔 BTL 제작

양산신도시 반도 유보라 2차 BTL 제작

금정산 쌍용예가 2차  BTL 제작

좌천동 에미레쳐타워(오피스텔)  BTL 제작

광안동 쌍용예가 디오션 광고 제작

김해 이진캐스빌 2차 광고대행

미국 필라델피아 철도 무선장비 디자인(현대로템) 

2 0 0 7 ~ 2 0 1 1 2 0 1 4 ~ 2 0 1 6 2 0 1 7 ~ 2 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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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롯데캐슬 더클래식 단지내상가 광고대행

옥포 자이온 더퍼스트 광고대행

광안 코오롱 하늘채 센텀비치 광고대행

서린엘마르 센트로뷰 광고대행

김해 쌍용예가 더 클래스 광고대행

사상역 포르투나 더 테라스 광고대행

아이리스 에비뉴 광고대행

광복롯데 키즈테마랜드 광고대행

프라이빗재즈클럽 CHESS 154 광고대행

베스트루이스해밀턴호텔 광고대행

충무대로 봄여름가을겨울 광고대행

일광신도시 비스타동원 2차 광고대행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광고대행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광고대행

어반힐즈 연산 광고대행

해운대 아이파크 펜트하우스 광고제작

범일역 이즈팰리스 베스트 광고대행

동래 동서 허브H 광고대행

용호동 한양 수자인 LEEPS 광고대행

광양 한일 베라체 광고대행 

범내골역 이즈팰리스 광고대행

사상역 이즈팰리스 광고대행

임호산 쌍용예가 광고대행

호텔 마리나베이 서울 광고대행

제주 타운하우스 더헤븐 광고대행

(주)포시즌인사이드 설립

동래 SK허브스카이 BTL 제작

명륜동 SK VIEW BTL 제작

동래 2차 SK VIEW BTL 제작

금정산 SK VIEW 광고 제작

해운대 중동 문화관 사인 실사 공사

대연동 SK VIEW BTL 제작

김해세관 사인 실사 공사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사인 실사 공사

오륙도 SK VIEW 광고 제작

구서 쌍용예가 BTL 제작

해운대 자생한방병원 사인 실사 공사

핫요가코리아 광고계약 체결(부산/경남)

해운대 SK VIEW BTL 제작

금정산 쌍용예가 1차 광고대행

타워큐 도시형생활주택 광고대행

구서 쌍용예가 상가 광고 제작

거제시 칠천도 종합레져타운 개발 기획

차세대 DID 개발 착수

포스코 센트럴스타(서면) 분양홍보관 시공

회동, 석대 첨단 산업단지 광고 제작

파티마 성형외과, 미소래 성형외과 BTL 제작

핫요가코리아 광고계약 체결(대구/경북)

다대포 해비치 사인 실사 공사

경성대 삼정그린코아 오피스텔 BTL 제작

양산신도시 반도 유보라 2차 BTL 제작

금정산 쌍용예가 2차  BTL 제작

좌천동 에미레쳐타워(오피스텔)  BTL 제작

광안동 쌍용예가 디오션 광고 제작

김해 이진캐스빌 2차 광고대행

미국 필라델피아 철도 무선장비 디자인(현대로템) 

2 0 0 7 ~ 2 0 1 1 2 0 1 4 ~ 2 0 1 6 2 0 1 7 ~ 2 0 1 9



CLIENT

부산시청 / 부산지방 검찰청 / 부산 상공회의소 / 한국선물거래소 / 벡스코 외 다수관공서 / 유관기관

유건 WBC / 유건 S&A / E&G / (주)메가플랜 / 디엠씨플래닝 / 넥스텝디엔씨 / 네스트디엔씨 / 아토디엔씨 외 다수시행 / 분양

한국토지신탁 / 아세아신탁 / 대한주택보증 / 코람코자산신탁 / 하나다올신탁신탁사

현대건설 / 대림산업 / 경동건설 / 동원개발 / 서린건설 / 대우건설 / SK건설 / 쌍용건설 / 반도건설 / 이진종합건설 / 삼정기업 / 유림 / 서희건설 / STX건설 / 중앙건설 외 다수건설

부산은행 / 우리은행 / 부산MBC / 국제신문 / 부산일보 / 미래에셋 / 극동방송금융 / 언론

제일고시학원 / 엘프어학원 / 경성대학교 / 동명대학교 외 다수학교 / 학원

롯데백화점 / 롯데면세점 / 르네시떼 / 칸데오 / 까페 두 외 다수판매 / 유통

에버2000 / 핫요가 / 늘푸른여행사 / 한국 스토리지텍 / fmk코리아  기타

파티마성형외과 / 자생한방병원 / 대성한의원 / 미소래 성형외과 / 센텀밝은빛안과 / 우리미소요양병원 외 다수병원

주요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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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season inside

Total Advertising Corporation...

The Communication Creators



Four season inside

Total Advertising Corporation...

The Communication Creators



HYUNDAI ENGINEERING CONSTRUCTION 

HILLSTATE SOKCHO CENTRAL

NEWSPAPER

HILLSTATE SOKCHO CENTRAL

■현대건설 * *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HB GOLF&RESORT

HAEUNDAE BEACH GOLF&RESORT

NEWSPAPER

HAEUNDAE BEACH GOLF&RESORT

■에이치비골프앤리조트 * *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KIHAE CONSTRUCTION CO., LTD.

SASANGYUK FORTUNA THE TERRACE

NEWSPAPER

SASANGYUK FORTUNA THE TERRACE

■기해종합건설(주) * *사상역 포르투나 더 테라스



SSANGYONG CONSTRUCTION

KIMHAE SSANGYONG YEGA THE CLASS

NEWSPAPER

KIMHAE SSANGYONG YEGA THE CLASS

■쌍용건설 * * 김해 쌍용예가 더클래스



SEORIN CONSTRUCTION 

SEORIN ELMAR CENTRO VIEW

NEWSPAPER

SEORIN CONSTRUCTION

■서린건설 * * 서린 엘마르 센트로뷰



KOLONG GLOBAL 

GWANGAN KOLON HANEULCHAE CENTUM BEACH

NEWSPAPER

KOLON GLOBAL 

■코오롱글로벌 * * 광안 코오롱 하늘채 센텀비치



DOOSAN CONSTRUCTION 

NAMULSAN ONYANG DOOSAN WE’VE

NEWSPAPER

DOOSAN CONSTRUCTION

■두산건설 * * 남울산온양 두산위브



YOUNGJIN D&C  

OKPO ZION THE FIRST

NEWSPAPER

YOUNGJIN D&C

■영진D&C * * 옥포 자이온 더 퍼스트



POSCO ENGINEERING & CONSTRUCTION 

HAEUNDAE LCT THE SHARP

NEWSPAPER

POSCO ENGINEERING & CONSTRUCTION

■(주)포스코건설* * 해운대 엘시티 더샵



POSCO ENGINEERING & CONSTRUCTION 

HAEUNDAE LCT THE RESIDENCE

ADVERTISEMENT

POSCO ENGINEERING & CONSTRUCTION

■(주)포스코건설* * 해운대 엘시티더레지던스



POSCO ENGINEERING & CONSTRUCTION 

HAEUNDAE LCT THE RESIDENCE

ADVERTISEMENT

POSCO ENGINEERING & CONSTRUCTION

■(주)포스코건설* * 해운대 엘시티더레지던스



POSCO ENGINEERING & CONSTRUCTION 

HAEUNDAE LCT THE RESIDENCE

ADVERTISEMENT

POSCO ENGINEERING & CONSTRUCTION

■(주)포스코건설* * 해운대 엘시티더레지던스



HYUNDAI DEVELOPMENT COMPANY 

HAEUNDAE I PARK PENTHOUSE

CATALOGUE

HYUNDAE DEVELOPMENT COMPANY

■현대산업개발 * * 해운대 아이파크 펜트하우스 카다로그



INTRODUCTION OF FOUR SEASON INSIDE

M
ASTER OF ADVERTISEM

ENT

TOTAL ADVERTISING CORPORATION



KYUNGDONG CONSTRUCTION

HAEUNDAE KYUNGDONG JADE

NEWSPAPER / REFLET

E & G

■이엔지* * 해운대 경동제이드



INTRODUCTION OF FOUR SEASON INSIDE

MASTER OF ADVERTISEMENT

TOTAL ADVERTISING CORPORATION

■이엔지* * 해운대 경동제이드



SHINHAN CONSTRUCTION  

HOTEL MARINABAY SEOUL

NEWSPAPER

SHINHAN CONSTRUCTION

■신한종합건설(주) * * 호텔 마리나베이 서울



INTRODUCTION OF FOUR SEASON INSIDE

M
ASTER OF ADVERTISEM

ENT

TOTAL ADVERTISING CORPORATION

■SK D&D * * 엠스테이호텔 창원

SK D&D

M-STAY HOTEL CHANGWON

NEWSPAPER

M-STAY HOTEL CHANGWON



  

BANDO CONSTRUCTION 

YANGSAN BANDO U’BORA 

REFLET / CATALOGUE

BANDO CONSTRUCTION

■반도건설 * * 양산신도시 반도유보라 6차



INTRODUCTION OF FOUR SEASON INSIDE

M
ASTER OF ADVERTISEM

ENT

TOTAL ADVERTISING CORPORATION

  



BANDO CONSTRUCTION 

YANGSAN BANDO U’BORA 

NEWSPAPER

BANDO CONSTRUCTION

■반도건설 * * 양산신도시 반도유보라 3차



SSANGYONG CONSTRUCTION 

GEUMJUNGSAN SSANGYONG YEGA

MAGAZINE

SSANGYONG CONSTRUCTION

■쌍용건설 * * 금정산 쌍용예가

INTRODUCTION OF FOUR SEASON INSIDE

M
ASTER OF ADVERTISEM

ENT

TOTAL ADVERTISING CORPORATION



NEWSPAPER

HYUNDAE DEVELOPMENT COMPANY

■현대산업개발 * * 김해북부아이파크

HYUNDAI DEVELOPMENT COMPANY 

GIMHAE NORTH I-PARK



SSANGYONG CONSTRUCTION  

IMHOSAN SSANGYONG YEGA

NEWSPAPER

IMHOSAN SSANGYONG YEGA

■쌍용건설 * *임호산 쌍용예가



JOONGANG CONSTRUCTION

CHANGWON SUNGJOO BLUEATEM

NEWSPAPER

JOONGANG CONSTRUCTION

■중앙건설* * 창원 성주동 중앙 블루아템 타운하우스



■중앙건설 * * 창원 성주동 중앙 블루아템 타운하우스

INTRODUCTION OF FOUR SEASON INSIDE

M
ASTER OF ADVERTISEM

ENT

TOTAL ADVERTISING CORPORATION



JOONGANG CONSTRUCTION

CHANGWON SUNGJOO BLUEATEM

CATALOGUE

JOONGANG CONSTRUCTION

■중앙건설* * 창원 성주동 중앙 블루아템 타운하우스



■중앙건설* * 창원 성주동 중앙 블루아템 타운하우스

INTRODUCTION OF FOUR SEASON INSIDE

M
ASTER OF ADVERTISEM

ENT

TOTAL ADVERTISING CORPORATION



YOUNGBO CONSTRUCTION  

TOWN HOUSE THE HEAVEN JEJU

CATALOGUE

TOWN HOUSE THE HEAVEN JEJU

■영보건설(주) * * 타운하우스 더헤븐 제주



■영보건설(주) * * 타운하우스 더헤븐 제주

INTRODUCTION OF FOUR SEASON INSIDE

M
ASTER OF ADVERTISEM

ENT

TOTAL ADVERTISING CORPORATION



WOOJIN CONSTRUCTION 

GUEMJUNG WOOJIN THE CLASSIC

NEWSPAPER

WOOJIN CONSTRUCTION

■우진건설 * * 금정 우진더클래식



INTRODUCTION OF FOUR SEASON INSIDE

M
ASTER OF ADVERTISEM

ENT

TOTAL ADVERTISING CORPORATION

■중앙건설 * * 창원 경화 중앙블루힐스

JUNGANG CONSTRUCTION

CHANGWON KYUNGHWA JUNGANG BLUEHILLS

NEWSPAPER / REFLET

CHANGWON KYUNGHWA JUNGANG BLUEHILLS



SHINDONGAH CONSTRUCTION

JANGSANSTATION FAMILIE PEARLCITY

NEWSPAPER

NEXTEP D&C CORPORATION

■넥스텝디엔씨* * 해운대 장산역 신동아 파밀리에 펄시티



INTRODUCTION OF FOUR SEASON INSIDE

M
ASTER OF ADVERTISEM

ENT

TOTAL ADVERTISING CORPORATION■넥스텝디엔씨* * 해운대 장산역 신동아 파밀리에 펄시티



CENTRAL CITY

JUNGDONGSTATION CENTRAL TOWER

CATALOGUE

CENTRAL CITY

■센트럴시티* * 해운대 중동역 센트럴타워 카다로그



INTRODUCTION OF FOUR SEASON INSIDE

M
ASTER OF ADVERTISEM

ENT

TOTAL ADVERTISING CORPORATION



SAMJUNG CONSTRUCTION

SAJIK GIANTS PARK

NEWSPAPER

SAMJUNG CONSTRUCTION



■삼정건설 * * 사직 자이언츠 파크

INTRODUCTION OF FOUR SEASON INSIDE

M
ASTER OF ADVERTISEM

ENT

TOTAL ADVERTISING CORPORATION



POSTER

BEXCO

■벡스코* * 2015 부산국제보트쇼

BEXCO

2015 BUSAN INTERNATIONAL BOAT SHOW



INTRODUCTION OF FOUR SEASON INSIDE

M
ASTER OF ADVERTISEM

ENT

TOTAL ADVERTISING CORPORATION

■벡스코* * 2014 부산 조경.정원 박람회

BEXCO

2014 LANDSCAPE & GARDEN SHOW

POSTER

BEXCO



NEWSPAPER

SEOHEE CONSTRUCTION

■서희건설 * * 창원마린서희스타힐스

SEOHEE CONSTRUCTION

CHANGWON MARINE SEOHEE STARHILLS



INTRODUCTION OF FOUR SEASON INSIDE

M
ASTER OF ADVERTISEM

ENT

TOTAL ADVERTISING CORPORATION

■서희건설* * 창원마린서희스타힐스



NEWSPAPER

CHANGVI CONSTRUCTION

CHANGVI CONSTRUCTION 

BEOMIL IZ PALACE

■창비건설 * * 범일역 이즈팰리스 베스트



NEWSPAPER

DONG SEO DEVELOPMENT

DONG SEO DEVELOPMENT 

DONG RAE DONG SEO HUB H 

■(주)동서종합개발 동래 동서 허브H

INTRODUCTION OF FOUR SEASON INSIDE

M
ASTER OF ADVERTISEM

ENT

TOTAL ADVERTISING CORPORATION



NEWSPAPER

HANYANG CONSTRUCTION

HANYANG CONSTRUCTION 

YONGHODONG HANYANG SUJAIN LEEPS

■한양건설 * * 용호동 한양수자인 LEEPS



BROADCASTINGFour season inside

Total Advertising Corporation...

The Communication Creators



TVCF

■(주)삼정기업 * * 자이언츠파크 상가

TVCF

SAMJUNG COMPANY

SAMJUNG COMPANY

GIANTS PARK



TVID

TVID

SAMJUNG COMPANY

SAMJUNG COMPANY

GIANTS PARK

■(주)삼정기업 * * 자이언츠파크 상가



OUTDOOR ADVERTISING

OUTDOOR ADVERTISING

BANNER

■지정게시대

■실내.실외현수막

■비지정게시대(게릴라현수막)



OUTDOOR ADVERTISING

OUTDOOR ADVERTISING

BANNER

■전시부스  및  각종 배너



OUTDOOR ADVERTISING

OUTDOOR ADVERTISING

POP & SIGN

■조명용간판

■LED 채널간판 ■각종 사인물

■모델하우스 내부 광고물

■지하철 와이드칼라 광고



OUTDOOR ADVERTISING

OUTDOOR ADVERTISING

WRAPPING

■스타렉스 ■45인승 버스

■LED차량



www.fs3747.com

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1407,8호

종합광고대행 / 분양광고 / 분양컨설팅 / SIGN / 온라인마케팅

INSIDE

Since 2007

센텀중
영화의전당

A P E C  나 루 공 원

수 영 강

센텀
그린타워 KNN더샵센텀스타

더샵센텀파크
1단지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센텀시티몰

롯데백화점

BEXCO홈플러스
센텀119

시청자
미디어센터

센텀고

센텀센시빌

센텀SKYBIZ

센텀역
큐비e센텀 1407호

포시즌인사이드

동해
선

센
텀
시
티
역

지하철
2호선

성공과 미래의 중심, 센텀시티 -  그 중심에 포시즌인사이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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