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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식회사 두에(DUE) 커뮤니케이션 대표자 김성겸 

사업분야  광고, 홍보, 기획, 디자인, 인쇄, 교육서비스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3 휘닉스빌딩 806 

연락처  전화 : 02-3142-3800  FAX : 02-3143-0037  모바일 : 010-2664-2822 

회사설립년도  2007년 2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2007년 2월 ~ 2017년 6월 현재 (10년 4개월) 

주요연혁 

∙ 2007. 02    .대학문화 런칭 브랜드 "DUE(두에)" 설립 
∙ 2007~2015 포항공과대학교 학부(입학사정관실) 종합 입시홍보대행 / 연간 뉴스레터 제작대행 
∙ 2007~2012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 종합 입시홍보대행 
∙ 2007~2016 강원도 전문대학연합회(8개대학) 입시홍보대행 
∙ 2007~2012 카이스트"2+3융합학사과정 프로그램“ 홍보대행 
∙ 2008~2009 월간전문대 광고 대행 
∙ 2008.          한밭대 / 한국교원대 / 송호대 / 강릉영동대 홍보물 제작대행 
∙ 2009.       .  강릉영동대 / 한림성심대 홍보제작물 제작대행 
∙ 2012. 08   . 2013학년도 순천향대학교 대외교류팀 홍보물 제작대행 
∙ 2012~2016 아주자동차대학 홍보물 제작 대행 / 모터쇼 부스제작 및 행사대행   
∙ 2013~2016 경기도 전문대학연합회(22개대학) 공동모집요강 제작 및 발송대행 
∙ 2014~2016 전문대박람회(50여개대학) 공동모집요강 제작 / 전문대 부스 제작대행 
∙ 2016.          대전(4개대학) 공동모집요강 제작 및 발송대행 
∙ 2016.          포스텍 학과브로슈어(영문) 제작 
∙ 2016.          동서울대학교 입시홍보기획물 연간 디자인 대행 
∙ 2016.          한국관광대학교 입시홍보기획물 연간 디자인 대행 

1. 일반현황 
DUE COMMUNICATIONS 



대표 
김성겸 

카피라이터 

포토그래퍼 

일러스트레이터 

캘리그라퍼 

기획고문 

디자인고문 

 
 

김민경 기획팀장 
이수영 사원 

본부장 
김영도 

홍보기획팀 

 
 

 송정근 디자인실장   
이온순 디자인팀장  

디자인팀 

 
 이진영 기획2팀장 

기획영업팀 

 
 

권희영 컨설턴트 
김지은 컨설턴트 

교육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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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표 
DUE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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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발주처 비고 

포항공과대학교  소식지 
연간 제작 및 DM발송대행 

2007.2.~2016.2 소식지 제작 및 DM발송 용역대행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학과브로슈어 및 리플렛 

2007.~2016. 학과 브로슈어 및 리플렛 제작 

포항공과대학교 
글로벌 기업 취업박람회 행사운영 

2009.~2013. 
취업박람회 행사 기획 및  

홍보물 제작대행 / 행사운영 

강원도전문대학교 연합  
공동자료집 제작 및 DM발송대행 

2007.~2016. 공동 모집안내책자 제작 및 발송대행 
강원도 전문대학 

연합회 

아주자동차대학  
브로슈어, 리플렛 제작 

2007.~2017. 입시 홍보물 제작대행 아주자동차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취업캠프/리더십캠프 
교육기획 및 행사운영  

2013.~2016. 아주자동차대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아주자동차대학 

경기도전문대학교 연합  
공동자료집 제작 및 DM발송대행 

2014.~2017. 교사용 모집안내 제작 경기도 전문대학 
연합회 2014.~2017. 학생용 모집안내 제작 

전문대학교 입학정보박람회 
2013.~2017. 공동 모집안내책자 제작(수시/정시 2회) 전문대학 

연합회 

자료집 

2013.~2017. 대학부스 백월 디자인 및 시공 부스백월 

대전전문대학교 연합  
공동자료집 제작 및 DM발송대행 

2016. 공동 모집안내책자 제작 대전전문대연합회 

대전충청세종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 행사운영 

2014.~2016. 
박람회 행사 기획 및  

홍보물 제작대행 / 행사운영 

동서울대학교 입시홍보물 디자인대행 2016. 연간 입시홍보물 디자인 동서울대학 

한국관광대학교 입시홍보물 제작대행 2016. 연간 입시홍보물 제작 한국관광대학 

2017학년도 
전문대학 수시입시박람회 개최 

2016. 
입시박람회 행사 기획 및  

홍보물 제작대행 / 행사운영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3. 주요사업 수행실적 
DUE COMMUNICATIONS 



▣ 포항공과대학교(연간 입시홍보 용역대행) 

· 입학사정관실 2000년 2월 ~2016년 2월 

· 입시홍보전략 기획대행 

· DM 홍보 – 내신 10%이내 전국 고교생 명단 입수대행 

· 포스텍 소식지 “포스테키안” 기획제작 및 발송대행 

· 메일링 웹진 제작 및 발송 / Mobile SMS 발송대행 

· 지역별 입학사정관제 설명회 행사 용역대행  

· 학부모 간담회 개최대행 

·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대행 

· 우수고교 방문특강 행사지원 

· 이공계학과 대탐험 행사지원 

▣ 포항공과대학교 부서별 홍보 및 제작대행 

· 대학원업무팀 2000~2014 대학원생 모집을 위한 입시설명회 행사용역대행 

                                    입시홍보제작물 디자인 및 제작대행 

· 창의IT융합공학과 2011~2013 학부 및 대학원생 모집을 위한 홍보대행 

· 학생지원팀 각종 행사 브로슈어 및 리플렛 제작대행 

· 기계공학과 브로슈어 및 뉴스레터 제작대행 

· 화학공학과 브로슈어 제작대행 

· 엔지니어링대학원 브로슈어, 포스터, 리플렛 제작대행 / 홍보대행 

· 영재기업인교육원 브로슈어, 리플렛 제작대행  

· 학생상담센터 /  리더십센터 / 포스코기술지원센터(PLC) 브로슈어, 뉴스레터 

· 포스텍 오케스트라 리플렛, 뉴스레터, 로고심볼 제작대행  6 

4. 주요사업 실적 포트폴리오 
DUE COMMUNICATIONS 



▣ 카이스트 (단일 입시 홍보대행) 

· 입학사정관실 2007~2013 

· 입시홍보전략 기획대행 

· 2+3 편입과정 홍보를 위한 입시설명회 행사대행 

· 우수 편입학원 홍보대행 

· 학생 모집안내 브로슈어 제작대행 

· 홍보 리플렛 제작대행 

· 고교생 및 고등학교 DM발송 대행 

· 전국 우수대학 포스터 부착대행 

·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대행 

· 메일링 웹진 제작 및 발송대행  

· Mobile SMS 발송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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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 실적 포트폴리오 
DUE COMMUNICATIONS 



▣ 포항공과대학교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 학생지원팀 2009~2013 

· 기업 취업박람회 전체 행사 기획 및 홍보 대행 

· 홍보 브로슈어, 리플렛 제작대행  

· 기업별 행사 부스 일괄 제작    · 행사 STAFF 구성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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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 실적 포트폴리오 
DUE COMMUNICATIONS 



▣ 대전충청세종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 개최 

· 대전충청세종전문대학입학실무자협의회 2014~2016 

· 박람회 전체 행사 기획  

· 홍보물 및 부스 일괄 제작 

· 행사 STAFF 구성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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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 실적 포트폴리오 
DUE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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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 실적 포트폴리오 
DUE COMMUNICATIONS 

▣ 아주자동차대학 서울모터쇼 개최(수제슈퍼카 전시) 

· 서울모터쇼 참가 2013~2017 

· 아주자동차대학 슈퍼카 전시를 위한 부스 디자인  및 시공 

· 행사 STAFF 구성 및 행사운영 대행(레이싱모델 프로모션 동시 진행) 



▣ 전문대학 수시입시박람회 개최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6 

·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함께하는 전문대입시박람회 전체 행사 기획  

· 홍보물 및 부스 일괄 제작 

· 행사 STAFF 구성 및 행사대행(이벤트 프로모션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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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 실적 포트폴리오 
DUE COMMUNICATIONS 



+ 2000~2016  포항공과대학교(학부/대학원) 모집안내 책자 / 학과 브로슈어    

                      문화프로그램 리플렛 / PLC 리플렛 및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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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쇄제작물 실적 포트폴리오 
DUE COMMUNICATIONS 



+ 2007~2015 포항공과대학교 소식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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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쇄제작물 실적 포트폴리오 
DUE COMMUNICATIONS 



+ 대학 (순천향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 강릉영동대학교 / 강원도립대학교 / 한림성심대학교 브로슈어 등 ) 

   2007~ 2016  강원도 7개 전문대학연합 공동자료집 제작 및 발송 

   2012~ 2016  아주자동차대학교 브로슈어 / 리플렛 제작  

   2014~ 2016  22개 경기(남부)전문대학연합 공동입시자료집 제작 및 발송 / 전국전문대학교 입학정보 공동자료집 제작  
14 

5. 인쇄제작물 실적 포트폴리오 
DUE COMMUNICATIONS 



6. 대학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행사운영 
DUE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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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7 

▣ 학생 취업역량강화 캠프 교육기획 및 행사용역 진행 

   -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전략 커뮤니케이션/모의면접 

   - 이미지메이킹 

▣ 성공하는 프리젠테이션 훈련 교육기획 및 행사용역 진행 

   - 보이스메이킹 / 스피치메이킹 / 설득 프리젠테이션 

▣ 학생 셀프리더십 캠프 교육기획 및 행사용역 진행 

▣ 대학 재학생 대상 예비직장인 캠프  교육기획 및 행사용역 진행 

▣ 학생 자기성장 캠프 교육기획 및 행사용역 진행 

▣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 진행 



NO.1 대학 입시홍보 전문대행사 
과업수행 업체로 선정 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입시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23 휘닉스빌딩 806호  Tel.02-3142-3800 / Fax.02-3143-0037 
사업자등록번호 : 299-81-00540 /  상호 : 주식회사 두에(DUE) /  대표 : 김 성 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