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us 



빠르게 바뀌는 온라인 환경 속에서 한 걸음 더 빨리 

움직이는 마케팅 기업, 
프로를 소개합니다. 

프로는 다양한 감각과 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과제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즐깁니다. 

우리의 일은 다시 오지 않을 청춘과 여유로운 저녁을 맞바꾸어도 
후회되지 않을 만큼의 성취감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We Are Pro! 



About us 각 팀별 디지털 광고 전문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CEO 

IMC 본부 

Performance 
Marketing Team 
퍼포먼스 마케팅 팀 

Brand 
Marketing Team 
브랜드 마케팅 팀 

Creative 
Team 

크리에이티브 팀 

SA (검색광고) 
DA (디스플레이 광고) 
광고 전략 수립 및 운영 
광고 성과 분석 
모바일 광고 진행 

온라인 채널 운영 
브랜드 콘텐츠 기획 
바이럴 마케팅 

디지털 캠페인 기획 
SNS 콘텐츠 기획 

콘텐츠 디자인 기획 제작 
콘텐츠 영상촬영 및 편집 
인포그래픽 제작 

웹툰 및 모션그래픽 제작 
 UI, UX 서비스 

홈페이지 기획 및 제작 



About us 사업 기간 : 2017년 07월 ~ 2019년 02월 

기술 용역 등록 분야 : 광고대행 / 웹디자인 

2017년 9월 

2017년 7월 

2017년 11월 

2018년 1월-4월 

2018년 5월-9월 

2018년 10월-현재 



Business 



Business Business Area 
ATL부터 디지털마케팅까지 통합마케팅이 가능한 사업영역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내 기획 기사 보도 
자료 배포 

모바일 광고 
App 타겟팅 광고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 및 언론사 검색광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블로그/네이버 포스트/ 

카카오 등 채널 운영 및 광고 

블로거/대형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마케팅 

주요 포털/ 언론사 
커뮤니티 등 배너광고 

바이럴 영상 제작, 
편집 및 미디어를 

통한 광고 

PR 
Mobile 
& APP 

Search 
Ad 

SNS 
운영 

Viral Video 
Display 

Ad 



Business People 
캠페인에 따라 기획부터 제작, 퍼포먼스까지 대형 광고주 운영 경험을 보유한 PM들이 최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브랜드 기획 전문가 브랜드 및 마케팅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컨설팅 진행 
경쟁사 차별화에 의한 브랜드 이미지의 형성 Brand Marketing 

퍼포먼스 전문가 고객 및 시장 상황에 고려한 미디어 전략 기획 및 운영 
유입부터 전환까지 퍼널간 데이터 분석 및 개선 Performance Marketing 

디자인 전문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려한 크리에이티브 기획 및 촬영 
웹툰, 인포그래픽, 모션그래픽 등 하이퀄리티 컨텐츠 제작 Creative & Motion 

바이럴 전문가 각종 포털 내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보 확산 및 노출 
소비자 타겟층 및 니즈에 부합된 바이럴 콘텐츠 제작 Viral Marketing 

SNS 전문가 브랜드 성격에 맞춘 최적화 된 채널 운영 및 관리 
트렌디한 콘텐츠 기획 및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팬층 확보 SNS Marketing 

01. 

02. 

03. 

04. 

05. 



Business PRO Strength 
프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계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합니다. 
전문가가 내부에서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며 최고의 퀄리티를 제공합니다. 

100% Creative 

내부 스튜디오 + 전문 카메라 보유 
실사 이미지 및 동영상 촬영 가능 

하이퀄리티 콘텐츠 제작 지향 

Strength Synergy 전략적 조직 

대형 광고 에이전시 출신 인력 구성 
다양한 브랜드 SNS 운영 경험 보유 

기획부터 퍼포먼스까지 통합 
마케팅 딜리버리 가능 

평균연령 30.5세 

디지털 플랫폼 내 활동이 
가장 활발한 세대 

유연한 사고와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높은 디지털 매체 이해도 및 

전략 운영 능력 보유 



Business Process 
체계적인 캠페인 목적별 전략 수립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보장합니다. 

성과보고서 제공 

인사이트 도출 

향후 전략 방향 수립 

광고현황 분석 

미디어 분석 

온라인 상황 분석 

경쟁사 분석 

서비스 사이트 분석 

 1. 현황분석 

운영계획 수립 

KPI 설정 

목표 및 타겟 설정 

2. 방향설정 

퍼포먼스 최적화 

브랜드전략 수립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매체별 효율 측정 

3. 전략수립 4. 결과 보고 및 피드백 



Service 



Service 고객사의 업종, 시장,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소통하는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브랜드 스토리 텔링 
 Storytelling 

브랜드 체험 
 Experience 

브랜드 추진 
 Recommend 

구매 촉진 
Spark buying 

고객 브랜드 참여 
 Engagement 

브랜드 스토리텔링 마케팅 - davines 브랜드 체험 마케팅 - sidiz 

브랜딩 
캠페인운영 



Service 브랜드 스토리를 담은 SNS채널을 기획, 운영합니다. 

SNS 
채널운영 

자연스러운 기업 브랜딩과 

신뢰도 및 인지도 상승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노출 필요 

+ 
인플루언서 및 커뮤니티 컨설팅 

브랜딩 
SNS 채널 운영 



Service 브랜드 스토리를 담은 SNS채널을 기획, 운영합니다. 

매력적인 
이미지 

기업, 단체 등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명확한 컨셉 필요 

여러 장을 올릴 수 있는 기능 
오픈 후 카드뉴스 형식의 콘텐츠 제작 가능 

해시태그 
적극 활용 

콘텐츠 
분석 

정기적 운영 
소통 활성 

콘텐츠 제작 방식 
(브랜드/ 정보성/ Q&A 등) 

인게이지먼트 및 긍,부정 이슈 모니터링 
콘텐츠별 조회수, 고객 반응 분석 

해시태그를 활용한 검색자 증대 

인기, 트렌드, 연관 해시태그 발굴하여 
인스타그램 운영 시 적극 활용 

꾸준하고 정기적인 게시물 업로드 필요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이벤트 기획 

브랜딩 
SNS 채널 운영 전략 



인플루언서 섭외부터 콘텐츠 제작, 사후 관리까지 통합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채널의 활성화와 함께 New 인플루언서(Influence + er) 들의 등장 
캠페인 목적에 최적화 된 인플루언서 제안으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가능 Influencer 

신뢰감 있는 콘텐츠 제작 입소문을 통한 인지도 상승 목적에 따른 인플루언서 최적화 진행 

프로젝트 의뢰 

• 진행 일정, 타겟, 목적, 예산, 온/오프 연계 여부, 요청 
• 인플루언서 수치 등의 1차  캠페인 정보 수집 

집행리스트 컨펌 

• 캠페인 정보에 맞추어 최적화 된 카테고리&채널 운영 
• 인플루언서 리스트 제공 및 컨펌 

콘텐츠 제작 및 검수 

• 제공된 가이드에 따라 진행 된 콘텐츠 초안 제공 
• 콘텐츠는 영상, 리뷰, 이미지 등 캠페인에 따라 상이 
• 업로드 전 최종 리뷰 진행 

콘텐츠 게시 

• 일정에 맞추어 콘텐츠 오픈 
• 요청에 따라 데일리 리포트 제공 

결과 보고 분석 

• 콘텐츠 별 피드백, 덧글 반응,  
        인기게시물 노출 현황 등 바이럴 결과 분석 
• 최종 보고 파일 전송 

콘텐츠 제작 전 필수 노출 내용, 슬로건, 해시태그 등 광고주와 커뮤니케이션 필수 

Service 
브랜딩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트렌디하고 톡톡 튀는 최적의 크리에이티브를 제작합니다. 

제작 프로세스 

크리에이티브 
방향설정 

브랜드 컨셉, 시장현황을 분석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방향을 결정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전략수립 

결정된 방향으로 구체화 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수립합니다. 

피드백 
및 개선 

광고주가 만족할때까지 
즉각적인 피드백 및 디벨롭을 수행합니다. 

Service 
크리에이티브 
제작 프로세스 



프로의 크리에이터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는 Young합니다.  
촬영, 모션, 일러 등 디지털에서 진행되는 모든 콘텐츠를 제작 가능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범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트렌디하고 톡톡 튀는 최적의 크리에이티브를 제작합니다. Service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제작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트렌디하고 톡톡 튀는 최적의 크리에이티브를 제작합니다. Service 
크리에이티브 
사진촬영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트렌디하고 톡톡 튀는 최적의 크리에이티브를 제작합니다. Service 
크리에이티브 
상세페이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트렌디하고 톡톡 튀는 최적의 크리에이티브를 제작합니다. Service 
크리에이티브 
영상제작 & 모션그래픽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트렌디하고 톡톡 튀는 최적의 크리에이티브를 제작합니다. Service 
크리에이티브 
웹툰 & 일러스트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트렌디하고 톡톡 튀는 최적의 크리에이티브를 제작합니다. Service 
크리에이티브 
인포그래픽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트렌디하고 톡톡 튀는 최적의 크리에이티브를 제작합니다. Service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디자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전략적 매체선정과 성과최적화를 진행합니다. 

1 2 3 

매체 전략 수립 유입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인사이트 도출 및 성과최적화 

대형광고주 경험이 무수한 인력으로 구성된  

퍼포먼스팀이 브랜드 및 시장상황에 맞는 

최적화 미디어믹스를 제공합니다. 

GA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유입데이터를 수집하고 매체 및 소재 분석, LP분석, 

고객여정 분석을 통해 전환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지속적인 실험과 검증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효율이 저조한 원인 파악, 개선방안 제시와 

성과가 우수한 매체 및 소재 토대로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Performance Marketing 

Service 
퍼포먼스마케팅 
개요 



<SA> 
키워드, 소재, 입찰전략의 체계적인 가이드로 전환율을 극대화합니다. 

업계에 성향에 따른 키워드 발굴, 검색자의 검색 패턴을 고려한 키워드군 선별, 전환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하고 예산 비중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키워드 관리 운영 

키워드 성과 프로세스를 통한 가이드 예시 

1. Keyword 전략 

퍼포먼스마케팅 
SA 키워드 

Service 



<SA> 
키워드, 소재, 입찰전략의 체계적인 가이드로 전환율을 극대화합니다. 

메인 키 메시지와 타겟 별 소구점에 맞는 니즈를 접목하여 매력적인 T&D적용. T&D Management Process를 적용하여 선순환 구조의 TEST를 실행 

T&D Management Process 

2. T&D 전략 

퍼포먼스마케팅 
SA T&D 

Service 



<SA> 
키워드, 소재, 입찰전략의 체계적인 가이드로 전환율을 극대화합니다. 

키워드 별 전환 성과 측정을 통해 가장 최적화된 입찰 가이드 설정. 고도화 된 가이드를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입찰 실행 

시간대별 입찰가이드 예시 

3. Bidding 전략 

퍼포먼스마케팅 
SA 비딩 

Service 



<DA> 
타겟 세그먼트에 따른 소재 및 타겟방안 세분화와 지속적인 A/B테스트로 전환율을 극대화합니다. 

세그먼트에 따른 소재 및 타겟방안 세분화 

최초 유입자 대상 

인지도 및 유입 증가를 위한 
관심 환기 배너 

인구통계 

주제&관심사 

게재지면 

홈페이지 방문 후 
단순 이탈자 

재방문 유도를 위한 후킹 
및 이벤트성 배너 

리타겟팅 

키워드 타겟팅 

전환 유사 
모수 대상 

실질적인 전환 증대를 위한 
세일즈 배너 

전환유사타겟 

경쟁사 타겟팅 

전환 제외 

퍼포먼스마케팅 
DA  타겟 

Service 



<DA> 
타겟 세그먼트에 따른 소재 및 타겟방안 세분화와 지속적인 A/B테스트로 전환율을 극대화합니다. 

지속적인 소재 테스트 

레이아웃 

텍스트 폰트 

텍스트 컬러 

메세지 

디자인요소 

노출형태 

하단 12% 

명조체 8% 

RED 22% 

세일 28% 

모델 19% 

MOBILE 38% 

상단 10% 

고딕체 64% 

BLUE 36% 

브랜딩 18% 

로고 15% 

WEB 28% 

좌측 35% 

필기체 10% 

BLACK 30% 

이벤트 30% 

배경 28% 

전면노출 20% 

우측 43% 

디자인체 18% 

WHITE 12% 

후킹성 24% 

컬러 38% 

네이티브 노출 15% 

텍스트, 메시지, 컬러 변화를 통해 소재 테스트 및 효율 극대화 

퍼포먼스마케팅 
DA 소재  

Service 



<DA> 
세그먼트된 타겟에게 맞춤화된 최적의 DA배너를 송출합니다. 

브랜드 및 고객에 따른 맞춤 타겟팅 

GDN 

맞춤배너 

카카오톡 

맞춤배너 

맞춤배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맞춤배너 

pro 

맞춤배너 

퍼포먼스마케팅 
DA 배너  

Service 



GA 설치 및 관리케어 
GA 도입부터 데이터 관리, 설계 운영까지 수행 

Planning 
계획 

KPI 설정 

LP 사이트 현황파악 

LP 트레킹영역 분석 

GA 계정/속성/보기 설정 

 필터 항목 정의 및 적용 

 맞춤 측정기준/항목 설계 

 목표 및 세그먼트 설정 

 외 각종 설정 적용 

DATA Governance 수행 

코딩용 태깅가이드 제공 

구글태그매니저 기반 태그 

데이터 검증 및 보완 

GA 맞춤 보고서 설계 

Datastudio리포트 제공 

GA별도 교육 제공 

Configuration 
설정 

Collection 
수집 

Reporting 
보고서 

<Analysis> 
광고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 GA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진행합니다. 퍼포먼스마케팅 

솔루션  

Service 



GA 리포팅 서비스 
KPI모니터링 가능한 전환리포트와 시각화된 Datastudio 리포트 제공 

광고데이터 GA전환데이터 

<Analysis> 
광고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 GA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진행합니다. 퍼포먼스마케팅 

분석 및 리포트  

Service 



Portfolio 



그린카드 
 

브랜드 채널 운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생활 유도 및 

그린카드 사용 촉진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 

 

 

MISSION 

Result 

공식 채널(블로그, 카스, 페이스북) 운영을 

    중심으로 그린매니아 체험단 운영 병행 

프로 공식 대행 후  3달만에 FB 팬수 13% 증가 



이태리에서 살롱 전문 프리미엄 헤어케어인 

다비네스 국내 인지도 상승과 

판매 촉진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 

 

 

 

다비네스 
 

통합 IMC(페이스북, 인스타, SA, BS, SNS광고) 

MISSION 

Result 

공식 채널(블로그, 카스, 페이스북) 운영 및 

    뷰티 인플루언서와 제휴하며 바이럴마케팅 병행 

프로 공식 대행 후  3달만에 FB 팬수 5000% 증가 

     IN 팬수 5000% 증가 



시디즈 - SNS 캠페인 기획 
 

Digital Campaign 

성능, 팩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아가 

‘기대요’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기반으로 

감성적 브랜드 이미지 구축 

 

MISSION 

Result 

시디즈 공식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에서 

    실제 소비자 사연으로 취재, 제작하여 참여형 프로젝트 운영 

디지털 플랫폼에 최적화된 인스타 스토리 콘텐츠,  

    피드콘텐츠 제작 



닛산 
인플루언서 콜라보 영상 제작 

부산 국제 모터쇼 닛산 부스 방문 유도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시승 이벤트 참여 독려를 위한 

인플루언서 제휴 바이럴 영상 제작 

MISSION 

Result 

카레이서 강병휘 님과 함께 3편의 부산 국제 모터쇼 

    닛산 부스 소개 영상 제작, 액티비티한 BMX 선수 

    이희성 님과 함께 바이럴 영상 제작으로  

    닛산 알티마의 다이나믹함 어필 및 시승 이벤트 참여유도  



라피아노 
SNS 채널 운영(인스타, 블로그, 페이스북) 

운정 신도시 라피아노 모델하루스 방문 유도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분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SNS 운영 및 바이럴 진행 

MISSION 

Result 

라피아노 공식 블로그 & 인스타그램에서 

    분양 정보 안내 콘텐츠 제작 

디지털 플랫폼에 최적화된 카드뉴스 콘텐츠 제작  



중소 벤처기업부 
콘텐츠 기획 및 제작 

2018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을 진행 

호반그룹 MOU 체결 소개 

온라인 소통 인지 만족도 설문조사 

MISSION 

Result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공식 페이스북에서 진행될 소재 제작 

디지털 플랫폼에 최적화된 콘텐츠 디자인 카드뉴스 제작  



브로스비어 
통합 IMC(페이스북, 인스타 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 SA)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브로스비어’ 창업 증대와 

매출 증대를 위한 검색광고 & 페이스북 광고 진행 

MISSION 

Result 

창업 관련 주요 키워드로 SA 및 페이스북 슬라이드 광고 

진행 매출 증대를 위해 파워블로거 직접 방문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ANF 
통합 IMC(페이스북, 인스타 채널운영, SA, BS, 파컨) 

글로벌 반려동물 브랜드 ANF 코리아의 

국내 긍정 이미지 상승과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진행 

MISSION 

Result 

시즌 이슈를 반영한 반려동물 제품 활용 팁 소셜 콘텐츠 

기획, 촬영, 디자인,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플루언서와 제휴한 리얼리티 콘텐츠 제작 및 배포 



Visa 
바이럴마케팅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Visa에서 주최한 

캠페인 ‘Visa Stadium’ 활성화를 위한 바이럴 진행 

MISSION 

Result 

오프라인 캠페인 참여 독려를 위한  

    유명 파워블로거 체험단 섭외 

실제 ‘Visa Stadium’ 활성화를 위한 바이럴 진행  



시크릿네이처 
상품촬영 및 홈페이지 리뉴얼 

신제품 출시에 맞추어 브랜드와 제품 특성을 강조한 

웹페이지 기획, 이미지 연출, 촬영, 디자인 제작 

MISSION 

Result 

자연을 강조한 차분한 톤의 스튜디오 셋팅 및 제품 

     성분을 간접적으로 노출한 크리에이티브 제작 

구매와 직결되는 메인 타겟에서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생산 



토니버거 
SNS 채널 운영 

브랜드 런칭 시점에 맞추어 공식 SNS 기획 및 

운영 및 시그니쳐 메뉴 판매증대를 위한 바이럴 

MISSION 

Result 

초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매장에서 직접 촬영한 

     제품 리뷰 콘텐츠 제작 

시즈널을 강조한 시그니쳐 메뉴 콘텐츠 제작 등 페이스북 

     운영 5개월 14,000 LIKE 돌파 



하다라보 
Digital Campaign 

‘촉촉 촘촘 알람 캠페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셜 콘텐츠 제작 및 2030 뷰티 타겟을 위한 바이럴 진행 

MISSION 

Result 

SNS 채널 특성에 맞추어 브랜드 스토리, 제품 활용 팁 

     등의 멀티 콘텐츠 기획, 촬영, 디자인 등 제작 총괄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뷰티 전문 인플루언서 운영 및 관리 



프리베나 13 
SNS 채널 운영(페이스북), 모델 컨테스트 

페이스북을 허브 채널로 활용하여 2050 세대에게 

폐렴 예방 접종의 필요성인지 유도 및 브랜드와의 

거리감 최소화 

MISSION 

Result 

생소할 수 있는 폐렴구균에 대해 웹툰, 모델 콘테스트 

     등의 지속적인 캠페인 진행으로 거부감 없는 인지유도 

인기 웹툰 작가와 콜라보하여 브랜드 이모티콘 기획 및 제작 



클래시걸 
기획촬영 및 홈페이지 제작 

신제품 출시에 맞추어 제품 이미지 및 모델 발색 이미지 촬영 

사이트 UI 변경 및 리뉴얼 진행 

MISSION 

Result 

색조 라인 신제품을 부각할 수 있도록 

     제품 컨셉,. 이미지, 발색 컷, 모델 촬영 진행 

신제품 상세 페이지 기획 제작 및 사이트 리뉴얼 진행 



알바몬 
인플루언서 바이럴(패러디 영상제작) 

20대 초반 타겟으로 브랜드 공식 서포터즈 모집,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바이럴 영상 제작 

MISSION 

Result 

20대 초반의 다수 FAN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이승재, 

     허지혜 섭외 및 바이럴 영상 기획 제작 전반 

패러디 영상, 공감 유도 영상으로 메인 타겟에게 긍정적인 

     브랜드 인지 효과, 총 580,000 view 달성 



헤일로 
통합 IMC(페이스북, 인스타 채널운영, SA, BS, 파컨) 

글로벌 강아지 사료 국내 브랜딩 진행 

소비자 인식 및 홍보활동 전개 

MISSION 

Result 

네이버 브랜드검색 진행 

헤일로 SNS 채널 운영, 인플루언서 진행, 

    커뮤니티 바이럴 진행, 커뮤니티 제휴 진행 



일룸 
유튜버 영상제작 캠페인,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오프 연계 캠페인 ‘이유 있는 디자인 전(展)’ 

홍보 방문객 유도·현장 이벤트 참여 독려를 위한 

디지털 마케팅 

MISSION 

Result 

20~50대 파워 인스타그래머 제휴 홍보 

인기 유튜버 마이린 및 셀럽 제휴 홍보영상 기획 및 제작 

인테리어 관련 파워 SNS 제휴 바이럴 

총 15만 LIKE 확보 + 16만 view 달성 



마이리틀 
커뮤니티 컨설팅, 체험단 진행 

글로벌 강아지 사료 국내 브랜딩 진행 

소비자 인식 및 홍보활동 전개 

MISSION 

Result 

네이버 브랜드 검색진행 

인플루언서 진행 

커뮤니티 바이럴 진행 

커뮤니티 제휴 진행 



취영루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직접적인 구매가 많은 타겟층인 4050 세대에게 

브랜드 인지도 및 판매 유도를 위한 바이럴 진행 

MISSION 

Result 

‘물만두’ 메인 메뉴로 설정, 내부 스튜디오에서 

     비주얼을 강조한 셋팅 컷 제작 

바이럴 극대화를 위한 푸드 관련 유명 인스타그래머 

     및 파워블로거 제휴 진행 



EX스포테이먼트 
Performance Marketing 

지역별로 개최하는 골프쇼 박람회 고객 참여 독려를 위하여 

키워드 / TG / 페이스북&인스타 광고 진행 

MISSION 

Result 

GTM 설치 및 GA 솔루션 전환 분석을 통한 광고 운영전략 수집 

더골프쇼 부산지역 전년대비 30% 사전신청율 증가 

네이버 검색광고 최상단 노출로 홈페이지 유입량 70% 증대 

고도화된 타겟팅 기법을 활용하여 관심유저에게 

     홈페이지 가입 및 사전신청 유도 



하루엔소쿠 
Performance Marketing 

돈까스 프랜차이즈 ‘하루엔소쿠’의 예비창업자 모집과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하여 

네이버 브랜드검색 / 키워드 / TG 광고 진행 

MISSION 

Result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하여 하루엔소쿠 메인 모델의 

     고퀄리티 소재를 활용하여 네이버 브랜드검색광고 진행 

검색광고를 통한 창업문의 DB 확보 

신메뉴 출시 및 시즈널 메뉴 선정하여 관심유저 타켓팅을 

     활용한 배너광고 집행 



프렌차이즈 및 관광 

동갑이네 

오늘한점 

달콤허니문 

버치우드펜션 

㈜다온투어 

교육 

해커스공무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건양사이버대학교 

새롬에듀 

WSA와인아카데미 

한남대학교 

의료 

홍성철성형외과 

연세퍼스트치과  

연세공감 

힐링유의원  

힐링유센터  

금융 

웰컴저축은행 

빗썸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Ok다이렉트론 

 

쇼핑몰 

듀이트리 

리바이스 

룩앤미 

동화마을만들기 

슈가팜 

이지함화장품 

일반 

SK모스트 

T-Station 

한솔디자인 

한국의집 

그린출장뷔페 

예향화과자 

아스타라이프 

스파코지 

공공기관 및 협회 

한국수자원공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새만금개발청   

한국여행업협회 

밸리댄스코리아 

 열린의사회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Portfolio 포트폴리오  
퍼포먼스팀 전담 포트폴리오 



Client 

   



Contact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