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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부



PC버전 : http://www.plthink.com
모바일버전 : http://m.plthink.co.kr

대표전화 : 02-837-6050 (FAX : 02-837-6150)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 20 2층 / 3층 / 4층

사진 / 영상 조명 및 촬영 기자재 유통, 제조, 도소매, 무역

2003년 4월 (임직원 수 : 36명 *2020년 1월 현재)

㈜유쾌한생각 (대표이사 : 김형태)회사명

설립연도

사업분야

소재지

연락처

홈페이지

사진 & 영상 & 1인미디어 선도 기업

㈜유쾌한생각 은 사진 & 영상 & 1인미디어 장비 분야 전문 기업으로 자사 브랜드 들을 비롯하여 주변기기 및 각종 전자기

기 10,000 여가지 제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 중에 있습니다. 

| 개요

“뛰어난 품질의 제품공급과 효율적 상품으로

고객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진 / 영상 장비 유통 기업”

http://www.plthink.com/


| 비전 & 경영 이념
고객 에게 최적의 가치를 제공하며

고객 에게 사랑 받는 기업

고객 의 가치 실현하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 제공

더 편리하고

더 즐겁고

더 풍요롭게

고객 중심의

가치 경영



고객 중심
경영

고객 에게 최적의 가치를 제공하며

고객 에게 사랑 받는 기업

조직 융화적, 혁신적, 능동적

리더 인재 육성 기업
인재 경영

기업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으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구현 기업
정도 경영

| 비전 & 경영 이념



2003

- ㈜유쾌한생각 법인설립

- 미니 스튜디오 개발

- 쇼핑몰 촬영세트 개발

- 원통형 촬영 장비 실용 신안 특허

- 유쾌한생각 상표 등록

2004

- 스트로보 촬영세트 출시

- 소형 스트로보 TTC시리즈 출시

- HMI 지속 조명 세트 출시

- 고 광택 제품 촬영 세트 개발

2005

- U2 PHOTON 제품군 판매 개시

- 디지털 스튜디오용 세트 출시

- 이동형 촬영세트 출시

- 본사 확장 이전

- U2 PHOTON 상표등록

2006

- 개인 스튜디오 시장 1위 선정

- Remandt 무선동조기 4종 개발

- Remandt PL-180 스트로보 출시

- 저가형 S-450 스트로보 출시

- PHOISM 상표 등록

2007

- 자체 스튜디오 설치,교육 확대

- 본사 확장 (40평->80평)

- SAVAGE롤 배경세트 출시

- AURORA 와 OEM 생산 계약

(PHOISM EURO 시리즈 외)

2008

- 다양한 배경 제품군 개발

(모슬린, 실사, 판타지시리즈)

- 007 가방형 미니 촬영 세트

개발, 판매개시

2009

- 마이크로박스 시리즈 출시

- 외장 플래시 광 조절 용품 출시

- Flux 라이트 직 수입 체제 구축

- 전동 배경 제품군 출시

- 제2 제품 창고 개설

| 연혁



2010

- Spyder 서울 대리점 계약체결

- 도매 판매 체계 확대

- 소형 LED라이트 시장 진출

(SN-120, YN-160등)

- 소형 LED 라이트 판매 1위

2011

- PHOISM DX 외장 스트로보

출시 (400W, 600W)

- 외장 플래시 시장 진입

(PHOISM TT-560시리즈)

- 영상 장비 분야 시장 진출 개시

2012

- VARAVON 대리점 계약

- 맨프로토 비디오 장비 판매 개시

- 대형 LED라이트 개발 출시

(PHOISM DB820, 2005)

- 본격적인 영상 시장 영업

2013

- 오픈마켓 전담 팀 신설, 매출증대

- KAMERAS 독점 총판 계약 체결

- SEVENOAK 독점 총판 계약 체결

- INEMATICS 독점 총판 계약 체결

- TT560 다양화, Xen 시리즈 출시

- 동영상 및 사진장비 전문업체로 성장

2014

- 개인 방송용 LUXPAD 출시

- 본사 확장 (80평->160평)

- 디스플레이용 모형책 사업개시

- COSMATIC 시장 진출

- 스마트폰용 촬영 장비 진출

- 원격 제어 무선동조기 출시

2015

- 본사확장 (본사:80평-> 240평/창고 160평)

- 제4,5창고 확장

- 전문 방송용 스튜디오장비 (DMX)세트 출시

- 1인미디어 촬영 장비 군 출시

- 제2세대 007촬영가방(LED타입) 개발,출시

2016

- 기업부설 디자인연구소 설립

- ZHIYUN 독점 총판 계약 체결

- MCN업체 (트레저헌터, 레페리등) MOU체결

- 한국MCN장비 유통 1위 업체

- 프로포토 대리점 계약 체결

- 고프로 대리점 계약체결

| 연혁



2017

- 본사확장 (본사:240평-> 320평 / 창고 200평)

- 군포 엠 테크 타워 분양계약

- 제1회 온라인 P & I 개최

- 제작 배경 및 소품 브랜드 HeartBridge 런칭

- 전문 소형 방송 시스템 출시

2018

- ROTOLIGHT 독점 총판 계약

- 제작 배경지 비스포크 브랜드 런칭

- 캐논 x 유쾌한생각 P&I 전시회 진행

- SHURE 방송용 오디오 대리점 계약

2019

- 본사 확장 고객 서비스센터 (2층)

- COMICA 독점 총판 계약 체결

- Z-CAM 독점 총판 계약 체결

- NANLITE 독점 총판 계약 체결

2020

- 본사 물류 창고 이전 (군포 엠 테크 타워)

- 크리에이터 마켓 브랜드 런칭

- 크리에이터 큐브 제조

| 연혁



㈜유쾌한생각 조직은 총 7개 부서, 1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 판매, A/S 등 모든 업무가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 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업무 분담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 조직

고객 지원부

사업 총괄
CEO

영업본부

오프라인 영업부물류 개발부 디자인연구소

총무팀 영업 1팀

영업 2팀

관리팀

행정팀

물류팀 홍보 디자인팀

SI

유통

온라인영업부

행정

매장

매입관리팀

경영지원부



중·소규모 의 방송시스템 개발

학교, 관공서 납품

다양한 제품군으로 유연한 판매

우수 브랜드 적극적인 소싱

국내 굴지의 MCN 회사와 MOU 체결

다양한 장르의 크리에이터와 협업

다양한 상품군으로 고객의 선택의 폭이 넓음

조명, 배경, 음향 등 1인미디어에 필요한

모든 장비 판매 올인원 시스템

대표브랜드 : ZHIYUN / Z-CAM / ROTOLIGHT

다양한 제품 군 및 세트상품

우수 브랜드 취급

고품질의 제품 취급

대표브랜드 : PROFOTO / GODOX

㈜유쾌한생각 은 사진장비, 영상장비, 음향장비, 1인미디어 장비 전문 으로 다양한 도전과 시도를 통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사업부문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사업 영역

대표브랜드 : 유쾌한생각 / 크리에이터마켓 / NANLIGHT

COMICA 독점 총판 계약 체결

SHURE MOTIV 판매 국내 1위

1인디미어 크리에이터 음향장비 판매

대표브랜드 : COMICA / SHURE

사진장비 1인 미디어

영상장비음향장비



㈜유쾌한생각 은 제품 디자인기획.연구 부터 생산,수입 이후 영업과 마케팅 까지 각 부문 단계별로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파트 전문화

| 파트

연구
디자인 연구

생산
자체 생산 라인 구축

수입
세계 각지 제품 수입

영업
비즈니스 전문 조직

마케팅
마케팅 전문 조직 활성화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안산시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용인시

수원시

의왕
성남시안양시흥

광명
부천

과천

군포

오산시

| 위치

본사

서울 관악구 조원로20 강남빌딩 2~4F

사진 & 영상 & 1인미디어 장비 전문 기업 본사

㈜유쾌한생각 은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 20) 2F / 3F / 4F 에 본사를 두고 매장 / 자체 서비스 센터 / 군포 물류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사 물류 창고

경기 군포시 당정동 181-42 



| 유쾌한생각 대리점

[부산] 대리점 3개

7. 부산 줌인
부산 중구 광복로 95-1

8.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부산 진구 가야대로 772

9. 신세계 백화점 부산 센텀점
부산 해운대구 센텀 남대로 35

[창원] 대리점 1개

10. 창원 줌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38번길 11

[대구] 대리점 2개

11. 대구 제닉디지털
대구시 북구 산격동 전자관 1층 238호

12. 대구 스타디지털
대구 북구 산격동 전자관 1층 300호

[서울] 대리점 7개

1. 서울 본사 유쾌한생각
서울 관악구 조원로 20

2. 서울 세기 P&C 
서울 중구 수표로 22-12 세기빌딩

3. 서울 휙스컴
서울 중구 남대문로 20-1

4. 서울 남대문 소니 전시장
서울 중구 남대문로 15, 1층

5. 서울 벤로코리아
서울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 1호별관 3층

6. 서울 강남 게임이너스 콘솔마켓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06 지하1층

7. 서울 용산 즐거운 카메라
서울 용산구 청파로 74 전자랜드
신관 2층 210호

[청주] 대리점 1개

10. 청주 아날로그 디지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11

전국 총14개의 유쾌한생각 공식 대리점 보유



㈜유쾌한생각은 시설내 기업부설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신용등급 우수 기업 이며, 상표권 16건 / 특허권 8건 / 국가인증서 86건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우수 중소 기업

| 우수 중소 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 연구소

한국 특허청,전파연구원
인증서 다수 보유 기업

한국 기업 데이터
신용평가 우수기업 선정



#2
핵심 역량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5억
35억

51억

73억

97억

130억
퇴보 없는 지속적인 성장력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업계 최초로 연 매출 13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유쾌한생각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0년 연 매출 160억원 달성을 목표로 전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매출



도매 유통 매출
카메라 장비 전문 기업 , 면세점

백화점 외 국내 몇백곳의 자사 입점 기업들과

촬영 장비 전문 파트너사 들간의 협력

각종 이벤트 & 세미나 진행

온라인 매출
G마켓,옥션,인터파크,11번가,스마트스토어

를 비롯하여 SSG몰,롯데백화점몰,CJ몰 종합몰

전문 온라인 샵 등에 입점하여

각 마켓의 MD 들과 협력

매월,시즌 마켓 이벤트 진행

상세페이지 홍보 영상 상시 게시

기업 단골 고객 집중 홍보

각종 쿠폰 이벤트 진행

홈페이지 매출

기존 단골 고객 에게 홍보

신규 가입 고객들 유치

각종 세미나 홍보 진행

SNS 마케팅 진행

리뷰, 영상리뷰 이벤트 진행

매장 방문 매출

기존 단골 고객 에게 홍보

신규 가입 고객들 유치

각종 세미나 진행

방문 고객 이벤트 진행

직접 장비 사용해보고 구매 가능

| 주요 매출 분야 현황
각 채널의 비율이 적절히 분산, 시장 상황 변동에도 안정적인 매출 구조 형성 되어 있음



이벤트 진행

A/S 보장

04

맞춤 견적

검증

㈜유쾌한생각

㈜유쾌한생각 의 오랜 노하우가 담긴 집약체

㈜유쾌한생각 자체브랜드 들은 기존 브랜드 제품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Top Brand 만큼의 고 퀄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개발된 상품으로 가격/용도에 따른 체계적인 Line-up과 Trend에 맞는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 노하우

1. 월별 / 분기별 자체 행사 이벤트 진행
2. 매장 / 온라인 이벤트 진행

구매 후 1년 이내 A/S 무상 수리 서비스 (고객 과실 제외)

검증 된 안전한 제품 판매

고객 맞춤 견적 서비스 진행

01 02

03 04

05 06

1. 자체 디자인연구소 & 영상기획팀 보유
2. SNS마케팅 과 영상 컨텐츠 제작에 강함

컨텐츠 생산 수입 & 유통 & 제조

일반적인 수입과 유통만 진행하는게 아닌OEM & ODM 제작 진행
하고 있습니다.



#3
운영 현황



연 매출
130억원 달성

(2019)

매출 증진

촬영장비 업계
유튜브, 인스타 등
인지도 상승
(2015 - 2019)

인지도 상승

인터넷쇼핑몰
고객 만족도 높음

(2019)

만족도 상승

도전을 통해 업계 리더 역할 수행

2003년 4월, 작은 소규모 기업으로 시작하여 2019년 업계최초 연 매출 130억원을 기록하는 지금의 ‘㈜유쾌한생각’ 으로 발전하기까지 가

장 큰 원동력이 된 것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도전이었으며 이를 통해 동종 업계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 성과



숫자로 알아보는 주요 운영 현황

㈜유쾌한생각 은 총 10,340 개의 판매 제품을 보유 하고 있으며 , 국내 국외 입점 업체 수는 870 여 곳의 다양한 기업들이 입점하여 협력 하고 있습니다

| 운영 현황

판매 중인 제품 수

주력 상품인 카메라조명 용품을 포함

하여 영상 / 배경 / 짐벌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별도 구성된

상품개발팀에서 새로운 상품 개발에

도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10,340
(2020.1.1 기준)

870
(2020.1.1 기준)

거래 업체 수

백화점,면세점,촬영장비 거래처 등을

주축으로 870 여개 업체들이 입점하여

제품 판매 및 광고 / 이벤트

진행을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4
파트너사



| 협력 브랜드

카메라 협력 브랜드

유쾌한생각 독점 총판 계약 브랜드

유쾌한생각 병행 수입 브랜드



유쾌한생각 국내 협력 브랜드

| 협력 브랜드



촬영 장비 전문 협력사와 꾸준한 교류

국내 촬영 장비 전문 기업들과 협력하여 협업을 통해 극대화된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파트너사



http://www.plthink.com

http://www.ticketmonster.co.kr

https://www.coupang.com

http://www.wemakeprice.com

오픈마켓 소설커머스

http://www.auction.co.kr

http://www.gmarket.co.kr

http://www.11st.co.kr

https://smartstore.naver.com

http://www.interpark.com

홈페이지

자사 입점 판매처

본사 자체 사이트 와 함께 더불어 국내 인지도 높은 마켓 등에 입점하여 보다 활성화 되는 판매와 기업인지도 상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오픈마켓

http://www.plthink.com/
http://www.ticketmonster.co.kr/
https://www.coupang.com/
http://www.wemakeprice.com/
http://www.auction.co.kr/
http://www.gmarket.co.kr/
http://www.11st.co.kr/
https://smartstore.naver.com/plthink
http://www.interpark.com/


http://www.fujifilm.co.kr

http://www.compuzone.co.kr

https://www.funshop.co.kr

http://www.ellotte.com

http://www.display.cjmall.com

http://www.ssg.com

http://www.theashop.co.kr

백화점 & 전문몰

자사 입점 판매처

본사 자체 사이트 와 함께 더불어 국내 인지도 높은 백화점 & 전문몰 등에 입점하여 보다 활성화 되는 판매와 기업인지도 상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백화점 & 전문몰

http://www.fujifilm.co.kr/
http://www.compuzone.co.kr/
https://www.funshop.co.kr/
http://www.ellotte.com/
http://www.display.cjmall.com/
http://www.ssg.com/
http://www.theashop.co.kr/


http://www.emart.com

http://www.e-himart.co.kr

http://kor.lottedfs.com/kr http://www.shilladfs.com

http://www.ssgdfm.comhttp://www.galleria-dfs.com

대형마트 면세점

http://www.hottracks.co.kr

http://www.starfield.co.kr

자사 입점 판매처

본사 자체 사이트 와 함께 더불어 국내 인지도 높은 대형마트 & 면세점 등에 입점하여 보다 활성화 되는 판매와 기업인지도 상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 면세점

http://www.emart.com/
http://www.e-himart.co.kr/
http://kor.lottedfs.com/kr
http://www.shilladfs.com/
http://www.ssgdfm.com/
http://www.galleria-dfs.com/
http://www.emart.com/
http://www.e-himart.co.kr/


#5
특장점



✓ 회원 등급에 따라 적립 및 할인 제공

✓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혜택

✓ 다양한 이벤트 상시 진행

합리적 가격

신속한 배송

편리한 A/S

✓ 당일 발송 택배를 통한 빠른 배송

(일부지역에 한함)

✓ 본점 매장을 통한 직접 수령 서비스 제공

✓ 간편한 A/S 접수 시스템

✓ 전문인력 상시 배치로 빠르고 전문적인 기술 상담

고객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다양한 혜택 및 이벤트를 통한 합리적인 가격, 신속하고 빠른 배송 및 오프라인을 통한 직접수령 서비스 제공은 물론, 구매 후 제품 불량에 대한 사후 관

리 및 다양한 편의 제공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키워드



전문인력

옴니 채널 확보 온라인(PC/모바일), 오프라인을 잇는 옴니 채널 확보

철저한 개인정보관리 높은 수준의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

체계적 물류시스템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고관리 및 배송시스템 운영

전문상담 인력 사양/용도에 맞는 제품 추천은 기본, 기술상담까지 가능한 전문인력 상시배치

전문설치 인력 A/S와 관련된 다수의 전문 인력이 빠르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

다양한 이벤트 진행 파트너사와 협업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 및 혜택 제공.

특화 서비스 제공 당일배송 서비스 신속한 답변 캠페인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 / 전문인력 / 서비스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유쾌한생각 은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옴니채널 관리로

고객에게 편의와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단골고객 (딜러 회원) 을 확보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강점



#6
시설 현황



최적의 서비스 공간 운영

㈜유쾌한생각은 100평 규모의 구로디지털단지 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사에는 방문수령, 내방객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매장





A/S 서비스 센터 운영

㈜유쾌한생각은 A/S 등 내방객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A/S 고객 서비스 센터



군포 물류 창고 운영

| 군포 물류 창고

군포물류창고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181-42 10층) 에는 통합 물류 창고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매장 물량용 물류창고 운영

구로디지털역 근처 본사(서울시 관악구 조원로20) 에는 매장물량용 물류 창고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본사 물류 창고



#7
홍보 채널



자체 제조 생산 크리에이터 큐브 사업

유쾌한생각은 2019년 부터 크리에이터 큐브 컨테이너 스튜디오 세트를 기획, 제조 생산 예정입니다.

| 크리에이터 큐브



개인방송실 주문 견적 사업

유쾌한생각은 소형 개인 방송실을 주문 견적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스튜디오 룸 주문 견적



유튜브 크리에이터 & 아프리카TV BJ 교류

유쾌한생각은 2016년 부터 초보 크리에이터 부터 유명 크리에이터, BJ 들과 컨텐츠 적 교류로 홍보 마케팅을 진행 중입니다.

| 크리에이터 교류



1인미디어 장비 세트 전용 브랜드 런칭

유쾌한생각은 1인미디어 전용 제품을 세트로 별도 구성하여 ‘크리에이터 마켓＇ 브랜드를 런칭 하였습니다.

| 크리에이터 마켓 브랜드 런칭



2015년 12월을 기점으로 유명 유튜버들과 협업하며 디지털 마케팅 시

대에 발맞춰 꾸준히 업로드 되어온 유쾌한생각의

공식 채널은 더 이상 일반 유튜브 채널이 아닌 1,300명의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으며 유쾌한 생각과 함께 지내온

레드미라쥬TV 채널은 현재 구독자 1만명 상태.

유쾌한생각 공식 유튜브 채널

Portrait Conference by Aries Tao 
GODOX AD200，AD600Pro

https://youtu.be/KTF4barFwNc

5분이면 끝나는 Zhiyuntech 스무스4 퀵가이드

https://youtu.be/UmtjJk2yhQU

춤추면서 라이브방송을 한다고?!
틱톡라이브 방송 세트

https://youtu.be/5w_DrWqOAW8

지윤테크 크레인2 랩 소개 영상

https://youtu.be/HQlZH_qwZe0

- Social Media Service : Youtube

| 마케팅 경로 Part.1

https://youtu.be/KTF4barFwNc
https://youtu.be/UmtjJk2yhQU
https://youtu.be/5w_DrWqOAW8
https://youtu.be/HQlZH_qwZe0


2011년부터 꾸준한 업로드와 카드뉴스, 
미디어클립으로 #해쉬태그를 활용한 홍
보활동을 함
211개의 고퀄리티 컨텐츠는 마켓에서의
독보적인 채널로 성장

현재 450 구독자와 36건의 태깅

유쾌한생각 공식 인스타그램

2014년 첫 시작 이후로 꾸준한 업로드와
카드뉴스, 미디어클립으로 #해쉬태그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의 홍보활동을 함

371개의 컨텐츠는 마켓에서 독보적인 채
널로 성장

유쾌한생각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유쾌한생각 카카오플러스 채널

제품 구매자 / After Sales / Q&A 등 고객과
의 꾸준하고 발 빠른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높
은 응답률을 제공하여 고객과의 관계성립에 있
어 탄탄한 기반이 됨

유쾌한 생각 네이버 블로그 채널

2017년 11월 첫 블로그 포스팅 이후로 한번
블로그를 이사하여 18년 7월부터 꾸준한 포
스팅을 다른 채널과는 다른 전문가급 필력으
로 제품의 상세설명과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
소하는 채널로써 홍보활동을 함.

통계로 볼 수 있는 꾸준한 방문객유입

- Social Network Service

| 마케팅 경로 Part.2



< 이마트 > < 삐에로쇼핑 >

< 에이샵 > < 핫트랙스 >

| 대형 마트 & 전문몰 전시
- 이마트 / 핫트랙스 / 에이샵 / 삐에로 쇼핑 등에 유쾌한생각 제품 전시



| 롯데 백화점
- 롯데백화점 본점에 유쾌한생각 제품 전시



| 대리점 전시
- 니콘 / 소니 / 캐논 / DJI 대리점 등에 유쾌한생각 제품 전시



“영상촬영 세미나＂

유튜브, 뷰티 메이크업에 쓸 수 있는
액세서리와 촬영법

“SORIZIO”

흡음판의 원리와 필요성

“Photo Lighting”

오픈스페이스 작가의 활동사례와
장소, 촬영기법 교육 및 공유

“뷰티유튜버 한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자
뷰티 크리에이터 한요의
메이크업 시연

- 주기적인 교육: 지식공유 세미나

| 각종 세미나 진행 Part.1



- 주기적인 교육: 지식공유 세미나

| 각종 세미나 진행 Part.2



P&I Korea Exhibition KOBA Exhibition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Comet Beauty
Comet Beauty Festival

KITAS Exhibition

| 각종 전시회 참가 Part.1



| 각종 전시회 참가 Part.2
- KOVA / INSHOW / KITAS 등 전시회 참가



| 각종 전시회 참가 Part.3



THANK YOU

w w w . p l t h i n k . c o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