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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FEELCORP

WE CREATIVE DESIGN

늘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것에 대응하여 새로운 것을 생각합니다.

+

since 2012.05



 CREATIVE & DESIGN

필커뮤니티는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감동과 
행복을 디자인하여 영상과 액자 
인화지에 담았으며,
소중한 추억과 기쁨을 모두 다 나누어 
느낄 수 있도록 스마트폰 웹 상으로
접목시키는 크리에이티브한 감성적인 
디자인을 창조해 나아갔습니다.

WE CREATIVE DESIGN

2012년 5월에 최초 설립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시작한 사업으로 11년지기 친구이자 같은 디자인 대학, 
같은 전공을 한 둘이서 젊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최초 디자인 이라는 항목을 접목시킬때 많은곳에서 궁금함을 가지고 
과연 저 회사는 어떤 디자인을 할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마다 저희의 대답은 "혁신적인 디자인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좀 더 소중한 추억을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자" 였습니다. 이에 업계 최초로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모바일 초대장과 고퀄리티의
영상 및 액자 등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필커뮤니티는 최고의 제품들을
최고의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기 군포시 번영로 515 7층 ( 15865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42-1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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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커뮤니티는 자율속에서 존재하는
디자인 회사입니다.
자율속에는 책임감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모든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책임감과
그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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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과 서비스로 고객의 신뢰를 얻다 그리고 고객의 마음을 읽다.
필프레임은 2012년에 시작하여 롯데아쿠아리움 외 194곳의
스튜디오 및 갤러리에 액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프레임의 모든 액자는 UHD 화질을 자랑하며
신뢰와 품질을 기반으로 정직한 가격과 고품질 액자를 제작해
수많은 고객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액자는 상품이 아닌 또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하며 고객님들에게
작품을 담아드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필프레임은 다르며 특별합니다".

사이트 주소 :  https://feelframe.co.kr/

아트룩스 액자

네츄럴 우드 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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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메이커는 고객이 직접 손쉽게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자동화 영상제작 솔루션 입니다.
사진만 있다면 누구나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료로 제작해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영상 제작업체보다 합리적인 가격, 짧은 작업시간이 강점입니다.

더이상 번거롭게 업체에 요청하여 수정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작한 영상은 DVD 및 USB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식전영상, 영상편지, 성장영상, 부모님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고퀄리티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사이트 주소 :  https://www.feelma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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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모션은 전문 포토리터쳐들로 구성된 팀이
고객님들의 웨딩사진을 보다 빠르고 퀄리티 높게
보정을 해드리는 솔루션입니다.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을 작품으로 만들어 드리며
불필요한 요소 제거, 합성, 옷 주름, 바디라인, 페이스, 헤어 등
화보 리터칭으로 섬세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고객의 편리성을 중시하여 사진 업로드 또한 메일 형식이 아닌
전용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여 사진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무척 간편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1차 시안 후 재수정 또한
횟수 제한이 없음과 동시에 추가금이 없는 솔루션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필모션만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실 것입니다.

사이트 주소
: https://smartstore.naver.com/feelframe/products/337317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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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카드는 누구나 쉽게 모바일 초대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디자이너들이 작업한 고퀄리티의 초대장을 제공합니다.

전화하기, 문자하기, 갤러리, 디데이, 방명록, 초대영상, 길찾기,
SNS공유, 라이브 스트리밍 등등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들을 활용해 나만의 초대장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놀랍게도 모두 100% 무료 입니다.
또한 SNS시대에 맞춰 인스타그램 초대장 까지 손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무료라고는 믿기지 않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다양한 스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 :  https://feelmotioncard.com/

(무료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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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세가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모바일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의 A to Z,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실시간 미리보기 기능과 편리하면서 깔끔한 제작 화면,
내 취향에 맞게 만드는 커스텀 효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카카오 송금 기능, 화면 확대 방지, 참석 여부 체크, 
폰트 변경과 크기 조절 갤러리 앨범 30장 업로드 등
모든 기능은 ON/OFF 되는 편의성까지!

필카드는 항상 고객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동안 모바일 청첩장을 운영해온 기술과 노하우를 집약하여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함께 고객님들의 니즈를
연구해가며 보다 더 만족스럽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프리미엄 모바일 청첩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카드의 고급스러운 모바일 청첩장을 제작해 보세요.

사이트 주소
:  https://smartstore.naver.com/feelframe/products/6804568774

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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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클라우드는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 입니다.
용량이 높은 자료를 고객과 손쉽게 직접 주고 받을수 있는 클라우드 입니다.

사이트 주소 :  http://feelclou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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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비즈의 강점과 바른손의 강점을 합한 비즈니스 솔루션 입니다.
스마트 명함, 스마트 초대장은 물론이며 종이명함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종이명함은 스마트에디터를 활용해 디자인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할줄 
모르는 분들도 손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전문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으며 맞춤 제작 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사이트 주소 :  https://barunsonbiz.com/

종이명함



많은 기업이
필커뮤니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필커뮤니티 에서는 수많은 기업들과 제휴를 맺어 협업하고 있습니다.
바른손카드, 바른손몰, 비핸즈카드, 디얼디어, 더 카드, 프리미어페이퍼 등등 100여곳
이상의 기업이 필커뮤니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Business Part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