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립커뮤니케이션즈는

가 우리 삶에 조화롭게 스며들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기업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립커뮤니케이션즈는

을 블렌딧 한 합성어로 고객의 니즈를 넘어 원츠를 생각하고 제시하는 기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회 사 명

㈜플립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이병하

주 업 종

서비스 제조

주 종 목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컨설팅 웹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오픈 웹 서비스 구축
온라인 광고 마케팅 디지털 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

직 원 수
설 립 일
주 소 지

명
년

년 월 현재
월

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효진빌딩

기업의 디지털 비즈니스 목표를 실현해 줄 최고의 컨설팅 그룹
플립커뮤니케이션즈는 고객의 요구를 단순 수행하는 역할을 넘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목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며
그것을 실제로 실현해 낼 수 있는
를 목표로 합니다

경험기반의 고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전문그룹의 효율적인 프로세스 아래 고객기업의
비즈니스 성공과 성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미래지향적 시각과 통찰로 세대를 앞서는
트랜드와 신기술을 선점해 기업 브랜드를
담아내는 통합 비즈니스 방법을 제공합니다

기업이 직면한 미디어 환경과 타깃고객에 가장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을 계획합니다

모든 디지털미디어의 혜택이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확장될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인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 냅니다

핵심가치

은 플립커뮤니케이션즈의 모든 사고와 행동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며 핵심가치의 실천을 통해 올바른 기업목표를 지켜갑니다

선견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을
언제나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 변화를
먼저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선행
현재에 만족하기 보다는 세상을
위한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쉬지 않고
나아가는 발걸음

선점
안목 眼目 과 선행 先行 을 바탕으로
도전하여 이루어낸 가치

선도
조화로운 디지털 세상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산업을 이끌며 조화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플립커뮤니케이션즈의 기업문화는 구성원들의 노력과 참여와 회사의 투자가 조화를 이루어 선 순환구조를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소통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열려있는 마인드

믿음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을 수 있는
동료에 대한 무한신뢰

감사
만들어낸 가치에 대한 기쁨과
그에 대한 나눔의 모습

실행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창의적인 과정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 2018 웹어워드 금융 부문 통합대상

- 2018 웹어워드 생활브랜드 부문 프랜차이즈 분야 대상
- 2018 &어워드 DIGITAL MEDIA & SERVICE 부문 FOOD & BEVERAGE 분야 GRAND PRIX

이지스자산운용
- 2018 웹어워드 금융 부문 자산관리 분야 대상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모바일 서비스
- 2018 웹어워드 모바일웹 서비스 부문 공공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삼성 디스플레이 솔루션즈

- 2018 &어워드 DIGITAL MEDIA & SERVICE 부문 PUBLIC SERVICES 분야 GRAND PRIX

- 2018 웹어워드 고객서비스 부문 글로벌서비스 분야 대상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
- 2018 웹어워드 공공/의료 부문 공공서비스 분야 최우수상

대덕강업 스틸1번가
- 2018 &어워드 DIGITAL MEDIA & SERVICE 부문 CONSTRUCTION BRAND 분야 GRAND PRIX

IKEA FAMILY 홈퍼니싱 캠페인

로젠택배

- 2018 웹어워드 프로모션 부문 브랜드프로모션 분야 최우수상

- 2018 스마트앱어워드 브랜드/쇼핑 부문 고객서비스 분야 대상

삼성디스플레이솔루션즈 컨피규레이터

KB금융그룹

- 2017 스마트앱어워드 정보서비스 부문 전문정보 분야 대상

- 2017 웹어워드 웹접근성 이노베이션대상

- 2017 Mobile Web Award Electronics 분야 Best Electronics Mobile Application
- 2017 Mobile Web Award Manufacturing 분야 Best Manufacturing Mobile Application

삼성 Display Solutions 반응형 웹
- 2017 Mobile Web Award Outstanding Mobile Website

한국씨티은행 차세대 PC 뱅킹
- 2017 웹어워드 금융 부문 은행 분야 최우수상

KB손해보험

- 2017 &어워드 Digital Media & Services 부문 Banking & Capital 분야 Grand Prix

- 2017 웹어워드 금융 부문 손해보험 분야 대상

한국씨티은행 차세대 모바일 뱅킹
- 2017 스마트앱어워드 금융 부문 은행 분야 대상

IBK기업은행
- 2017 웹어워드 금융 부문 은행 분야 최우수상

타이틀리스트 어패럴 멤버십

한화생명보험

- 2017 스마트앱어워드 브랜드/쇼핑 부문 고객서비스 분야 대상

- 2017 웹어워드 금융 부문 생명보험 분야 최우수상

삼성 Display Solutions 반응형 웹

고어텍스

- 2016 웹어워드 고객지원/서비스 부문 글로벌서비스 분야 대상

- 2016 웹어워드 모바일웹 마케팅 부문 마케팅 분야 대상

- 2016 &어워드 DIGITAL MEDIA 부문 Consumer Electronics 분야 Grand Prix

- 2016 &어워드 DIGITAL MEDIA 부문 Fashion Brand 분야 Grand Prix

브랜드 프로모션

KB손해보험 홈페이지
- 2016 &어워드 DIGITAL MEDIA 부문 Insurance Service 분야 Grand Prix

포스코경영연구원 홈페이지
- 2016 웹어워드 미디어/정보서비스 부문 전문정보 분야 대상

삼성증권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

파스쿠찌 홈페이지

- 2016 웹어워드 광고/프로모션 부문 이벤트 프로모션 분야 최우수상

- 2016 &어워드 DIGITAL MEDIA 부문 Food Beverage Brand 분야 Grand Prix

AIA생명 홈페이지

히타치금속한국주식회사 홈페이지

- 2016 웹어워드 금융 부문 생명보험 분야 최우수상

- 2016 웹어워드 기업일반 부문 금속/화학업 분야 최우수상

KB손해보험 모바일 웹

씨티은행 홈페이지

- 2015 웹어워드 모바일 웹 최고대상

- 2015 웹어워드 기술 이노베이션 대상

- 2015 &어워드 DIGITAL MEDIA부문 Insurance Service분야 Grand Prix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 2015 웹어워드 금융부문 은행분야 대상
- 2015 &어워드 DIGITAL MEDIA부문 Financial Service and Banking분야 Grand Prix

삼성전자 Display Solutions 모바일 앱
대신증권 홈페이지

- 2015 스마트앱어워드 브랜드/쇼핑 부문 브랜드서비스분야 최우수상

- 2015 웹어워드 금융부문 증권분야 대상

- 2015 &어워드 DIGITAL MEDIA부문 Consumer Electronics분야 Grand Prix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

한국투자증권 모바일 앱

- 2015 웹어워드 금융부문 증권분야 최우수상

- 2015 &어워드 DIGITAL MEDIA부문 Stock Service분야 Grand Prix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웹사이트

키움증권 온라인 펀드마켓

- 2014 웹어워드 금융부문 보험분야 대상
- 2014 대한민국 GOOD DESIGN 선정

- 2014 웹어워드 금융부문 증권분야 대상

- 2014 &어워드 Website부문 Web Accessibility분야 Grand Prix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웹사이트

고어텍스 GTKYD™ Promise 캠페인

- 2014 웹어워드 금융부문 증권분야 최우수상

- 2014 &어워드 Digital AD부문 Corporate분야 Grand Prix

고어텍스 서라운드 풋웨어 캠페인

제로투세븐 쇼핑몰 모바일 웹

- 2014 웹어워드 광고/프로모션부문 제품프로모션분야 최우수상

- 2014 &어워드 Mobile Web부문 e-Commerce & Service mobile sites분야 Winner

ING생명 모바일 센터 앱
- 2014 스마트앱어워드 UI/UX 이노베이션 대상

라로슈포제 모바일 커머스
- 2014 &어워드 Mobile Web부문 Product & Brand mobile sites분야 Winner

플립커뮤니케이션즈 기업 아이덴티티

LIG손해보험 웹사이트

- 2013 대한민국 GOOD DESIGN

- 2013 웹어워드 금융/부동산부문 손해보험분야 대상

커뮤니케이션부문 시각, 매체분야 우수상-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2013 &어워드 Website부문 Web Accessibility분야 Grand Prix

SK플래닛 웹사이트

타이틀리스트 어패럴 웹사이트

- 2013 웹어워드 디자인 이노베이션대상

- 2013 대한민국 GOOD DESIGN

- 2013 대한민국 GOOD DESIGN

커뮤니케이션부문 시각, 매체분야 GOOD DESIGN 선정

커뮤니케이션부문 시각, 매체분야 최우수상-특허청장상
- 2013 &어워드 Website부문 Corporate websites분야 Grand Prix

비쉬 공식 쇼핑몰
- 2013 웹어워드 쇼핑몰부문 화장품쇼핑몰분야 대상

고어텍스 자켓에 관한 오해와 진실 캠페인
- 2013 웹어워드 광고/프로모션부문 브랜드프로모션분야 최우수상
- 2013 &어워드 Digital AD부문 Tourism & Leisure 분야 Grand Prix

금호타이어 웹사이트
- 2013 웹어워드 제품브랜드부문 자동차분야 대상

롯데카드 스마트롯데 앱
- 2013 스마트앱어워드 금융부문 신용카드분야 대상

삼성화재 앱
- 2013 스마트앱어워드 금융부문 손해보험분야 대상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웹사이트

ING생명 모바일센터 앱

- 2013 웹어워드 생활브랜드부문 프랜차이즈분야 대상

- 2013 &어워드 Smart Media부문 Finance & Banking분야 Grand Prix

IBK ONE 브랜드체험관 프로모션

녹십자 웹사이트

- 2013 &어워드 Digital AD부문 Banking & Credit card 분야 Winner

- 2013 &어워드 Website부문 Medical & Health websites분야 Winner

삼성화재 모바일 웹

BC카드 웹사이트

- 2012 웹어워드 모바일 웹 마케팅 부문 금융분야 대상
- 2012 &어워드 Website부문 Finance & Banking mobilesites분야 Winner

- 2012 웹어워드 웹표준 이노베이션 대상

루이까또즈 직영몰
- 2012 웹어워드 쇼핑몰부문 패션쇼핑몰분야 우수상

웅진맘스테이션 쇼핑몰
- 2012 웹어워드 쇼핑몰부문 전문쇼핑몰분야 대상

GS&POINT Plus 앱
- 2012 스마트앱어워드 UI/UX 이노베이션 대상

IBK 스마트터치 앱
- 2012 스마트앱어워드 금융부문 금융연계서비스분 대상

SK플래닛 포인트친구 애딩 서비스
- 2012 &어워드 Digital AD부문 Community | Networking분야 Grand Prix

비오템 World Wide Water 아쿠아틱 세계여행
한화증권 웹사이트
- 2012 웹어워드 금융/부동산부문 증권분야 우수상

신한생명 웹사이트
- 2012 웹어워드 금융/부동산부문 증권분야 대상
- 2012 &어워드 Website부문 Finance & Insurance websites분야 Winner

- 2012 &어워드 Digital AD부문 Tourism & Leisure분야 Grand Prix

세스코 무료진단 캠페인
- 2012 &어워드 Digital AD부문 Medical & health분야 Grand Prix

현대카드 뮤직사이트
- 2012 &어워드 Digital Contents부문 Entertainment분야 Winner

레스모아몰
- 2012 웹어워드 쇼핑몰부문 패션쇼핑몰분야 우수상
- 2012 &어워드 Website부문 e-Commerce websites분야 Winner

IBK기업은행 모바일 웹

슈퍼스타K3 웹사이트

- 2011 웹어워드 모바일마케팅부문 금융분야 대상
- 2011 &어워드 Mobile Web부문 Finance & Banking mobile sites분야 Winner

- 2011 &어워드 Website부분 Entertainment websites분야 Winner
- 2011 웹어워드 미디어/정보서비스부문 방송/신문분야 최우수상

올림푸스 온라인 및 모바일 웹
- 2011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웹사이트부문 디자인대상
- 2011 웹어워드 제품브랜드부문 영상/가전분야 대상
- 2011 웹어워드 모바일마케팅부문 브랜드/마케팅분야 최우수상

템포 웹사이트
-2011 &어워드 Website부분 Medical & Health websites분야 Final

가그린 모바일 웹
- 2011 &어워드 Mobile Web부문 life & Entertainment mobilesites분야 Winner

비오템옴므 하이리차지 에너지샷 캠페인
- 2011 &어워드 Digital AD부문 blog & SNS분야 Final

고어텍스 퍼포먼스쉘 마이크로사이트
- 2011 웹어워드 생활브랜드부문 패션/스포츠 분야 최우수상

올가 쇼핑몰
템포 웹사이트

- 2011 웹어워드 쇼핑몰부문 전문쇼핑몰분야 우수상

-2011 &어워드 Website부분 Medical & Health websites분야 Final

가그린 모바일 웹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온라인 및 모바일 웹

- 2011 &어워드 Mobile Web부문 life & Entertainment mobilesites분야 Winner

- 2011 웹어워드 공공/의료부문 종합의료분야 최우수상
- 2011 웹어워드 모바일서비스부문 공공의료분야 최우수상

하나투어 H웨딩 웹사이트

- 2011 &어워드 mobile Web부문 life & Entertainment mobilesites분야 Winner

- 2011 웹어워드 쇼핑몰부문 전문쇼핑몰분야 우수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 운영 및 마케팅 서비스
플립커뮤니케이션즈에게 고객은 단순 클라이언트가 아닌 성공을 향해 함께 가는 파트너입니다
고객의 브랜드를 나의 브랜드처럼 여기며 파트너 사로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운영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과 향상을 추구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지원조직

전담 TFT + 전사 지원 조직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담 TFT
 탄력적인 전사 지원 커뮤니케이션

+

표준화된 품질관리

품질관리 프로세스
 표준화된 품질 제공을 위한 QA & QC 활동
 품질개선 요인의 지속 발굴

+

지속적인 목표관리

개선과 성과 중심의 운영
 계획에 의거한 목표 관리
 성과를 목표로 하는 운영
 주기적인 평가와 개선안 도출

운영 서비스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
고객의 성과에 함께 감격하고 고객보다 먼저 고민하며
체계적인 프로세스 및 방법론을 기반으로 불필요한

는 줄이고

을 증대시키는 효율적 운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재발방지
운영인력 관리 안정화
Lead Time 단축
중복업무 최소화







납기 준수 (On-time delivery)
목표 및 지표 관리
업무전문지식 및 경험의 축적 (knowhow)
균일한 업무 품질 유지
유기적인 리소스 관리

플립커뮤니케이션즈는 수많은 브랜드 사이트 및 다양한 프로모션 사이트 프로젝트의 경험으로 쌓아온 통찰력으로
최적의 사이트 구축은 물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의 환경을 마련해 고객과 신의를 기반한 파트너십을 지켜갑니다

고객사명

유지운영기간
12년
10년
8년
8년
7년

재계약 유지율

78%

6년
6년
3년

담당 서비스에 대한 애정

유지보수 프로세스 지속개선

3년

안정적인 운영 조직관리

분야별 전문인력 보유

발전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로 수많은 브랜드와 기업들이 플립커뮤니케이션즈와 함께합니다

■

■

■

Best Case :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브랜드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마케팅 활동 등을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통합 브랜드 사이트 운영

다양한 플랫폼의 온라인 마케팅 지원

Best Case : 로레알그룹 브랜드群 홈페이지 구축,운영,마케팅 대행 (5년 연속)
글로벌 기업 소비재 브랜드 웹사이트 구축 마케팅 및 운영

구축

운영

마케팅

구축

운영

마케팅

구축

운영

마케팅

운영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 사이트 구축 운영 마케팅 지원

마케팅

운영

마케팅

Best Case : SK 플래닛, IBK 기업은행, LIG손해보험 SM 운영
전문 인력파견 온라인 서비스 운영 대행 수행

SK 플래닛
컬쳐큐브, 애딩서비스, 앱활성화,
애드백, OK티켓... Branch 조직 SM 업무 수행

IBK 기업은행

LIG 손해보험

온라인 제휴점포서비스, 모바일 웹 서비스,
스마트 상담창구 앱 운영 SM 수행

홈페이지 디자인부문 SM,
모바일 홈페이지 디자인 운영

│

│

│

│

기업은행 비대면 채널 연간운영

기업은행은 태블릿
전용 앱 및 스마트금융 앱 등을 통해 다양한 모바일 상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컨텐츠를 개선하기 위해 화면 기획 및 디자인 유지보수를 진행했다
웹사이트의 메인 및 확
장형페이지 개선 작업을 통해 특화 서비스로 대출상품 홍보를 강화하고 방문 유입경로를 편이하도록 구성하였고 태블릿 상담창구 앱에
은퇴 금융 브랜드 평생설계 서비스를 추가하여 사용자가 간단한 조건 입력으
로 은퇴설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

│

│

│

올크레딧 연간운영

코리아크레딧뷰로 는 웹 접근성 개선을 통해 고객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유도함으로써 고객만족도 및 신뢰도를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서비스의 주요 개 웹사이트 올크레딧 웹사이트 하우머니 웹사이트 오
케이네임 웹사이트 에 대한개선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주요 개 사이트 모두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웹 접근성 운영자 매뉴얼 을 제작하여 서비스 사용성을 지속 개
선 함으로써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지고 있다

│

│

│

│

생명 웹 사이트 연간운영

생명은
년 한국 지사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개선 및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실사 이미지에서 일러스트 오브젝트로 대체하면서 홈페이지의 딱딱했던 느낌을 보다 부드럽게 완화시켰고
를 개선하여 폰트 종류 및 자간 행간 수정으로 가독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정보 전달력을 향상시켰다
를 개선하여 그룹사 가이드를 유지하면서도
생명 한국 지사만의 개성과 전체적인 통일성 톤 매너를 유
지하였다

│

│

│

│

교보 라이프 플래닛 웹 사이트 연간운영
웹어워드 금융부문 보험분야 대상
대한민국

선정

국내 최초 인터넷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보다 쉽고 간편한 서비스 사용성을 위해 웹사이트 리뉴얼을 진행했다 라이프플래닛 사이트는 상품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보험료 설계’와 ‘가입 단계’
프로세스의 분리로 보다 손쉬운 보험료 계산이 가능해졌다 상품 상세 설명 영역에 다른 고객들의 가입 후기나 용어 사전을 탑재하는 한편 다소 어려운 보험 개념을 친근한 느낌의 일러스트와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쉽게
표현함으로써 상품 이해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

에셋플러스 웹 사이트 유지보수

동부화재 스마트영업지원 컨텐츠 운영

에셋플러스는 기존 사이트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리뉴얼 및 웹 접
근성 인증 마크를 획득을 하였다.웹사이트 외에 카페, eDM 등의
운영업무를 지원하며 발생하는 법령개정과 같은 다양한 이슈는
미리 공유하여 고객사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부화재는 모바일 미디어의 특성을 활용해 선진화된 고객맞춤
보험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PA전용 영업지원 프로미 길라잡이
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

│

LIG 손해보험 운영
손해보험은 웹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다

│

삼성전자

│

│

│

글로벌 웹 사이트 연간운영
스마트앱어워드 브랜드 쇼핑부분 브랜드서비스분야 최우수상
2015 &어워드 DIGITAL MEDIA부문 Consumer Electronics분야 Grand Prix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인
의
정보와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모바일에서도 최적화된 컨
텐츠로 제공함으로써 고객 접점 강화 및 만족도 증대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즈니즈 현장에서 고객 대응력 강화를 위해 태블릿 디바이스도 지원하여 브로슈어 형태로 대응할 수 있도록 를 구성하
였다 신규 제품 정보 등재에 대한 실시간 알림 기능을 통해서도 신속한 비즈니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였다

│

│

│

│

한국인삼공사 온라인서비스 연간 운영 대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삼종주 기업인
인삼공사 사이트는 기업과 브랜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업 사이트이지만 브랜드와 제품에 관련된 모든 컨텐츠를 포함하가고 있고 상세 검색 및
쇼핑몰로의 연결까지 가능한 독특한 구조로 웹과 모바일웹 동시 운영중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인삼공사 기업 혹은 정관장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모든 고객들에게 친절한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조금씩 변화를 모색하는 운영을 하고 있다

│

│

│

│

아웃백 브랜드 웹 사이트 연간운영
웹어워드 프랜차이즈분야 대상

패밀리 레스토랑 위 업체인 ㈜ 아웃백 스테이크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경험을 제공하기위해 웹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 할인 정책 매장 안내 멤버쉽 정책을
제공을 하고 있다 아웃백의 인기 메뉴인 시즌 한정메뉴와 관련된 이벤트 및 메뉴 관련 페이지 제작 하고 다양한 이벤트 및 혜택 관려 부메랑 멤버쉽 관리 정기
제작 및 발송 사이트 유지 및 기능 개선 등의 업무를
통합 진행하고 있다

│

│

│

│

타이틀리스트 어패럴 사이트 및 모바일 웹 연간운영

세계적인 골프용품 전문 기업인 타이틀리스트는 의류 사업을 새롭게 시작 브랜드 스토어의 론칭에 맞춰 어패럴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구축했다 골퍼들의 자존심 같은 브랜드 라는 아이덴티티를 신규 론칭한
어패럴에도 동일하게 담아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품특징의 스토리와 콘티를 기획 스튜디오와 골프장 야외 촬영을 직접 진행해 완성도 있는 그래픽 콘텐츠를 구현함으로써 타이틀리스트 어패럴 브랜드의 기능적 우수
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더불어 모바일 웹을 함께 구축해 고객 접근성을 고려하고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크로스브라우징 서비스 제공으로 사이트 사용성 극대화했다

│

│

│

│

한국 알콘 웹 사이트 연간운영

알콘 코리아는 고객들에게 무료시험착용을 제공함으로써 제품을 활발하게 홍보하고 오프라인 판매를 돕는데 초첨을 맞췄다 아이알콘 사이트엔 기본적인 알콘 소개부터 제품소개 이벤트를 포괄적으로 담았고 중요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별도의 사이트엔 데일리스 일루미네이트 의 특징을 강조시켜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사이트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사이트가 제작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웹과 모바일에서 모두
시험착용 신청 및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

│

│

│

아쿠쉬네트 인터렉티브 플랫폼 연간 운영

세계적인 골프용품 전문 기업 아쿠쉬네트의 대표 브랜드인 타이틀리스트와 FJ를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 고객들과 끊임없이 인터렉티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접점을 확대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팀 타이틀리스트와” “FJ 커뮤니티”는 브랜드 공식 커뮤니티 사이트이며 이곳에서는 온라인 클리닉 등의 메뉴를 통한 고객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물론이고 토론방 등을 통해 고객
상호간 소통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온 오프라인 연계 프로모션을 이곳을 통해 진행하며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 밖에도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페이스북 스토리채널 구글 플러스 트위터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까지 많은 채널의 서비스를 직접 구축 운영 중이다

│

손해보험 웹 사이트 디자인

│

│

│

뉴스레터 연간운영

손해보험 웹사이트 디자인 유지보수 및 대 고객 뉴스레터 제작 업무 수행중이다 홈페이지 디자인은 상시 파견으로 고객사 바로 옆에서 의견을 듣고 적용하는 협업 형태로 운영 중이다
뉴스레터는 매 월 보험 상품 이외에 시즌 이슈 라이프 스타일 등 타겟 고객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컨텐츠 기획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디자인화하여 제작하는 형태이다 뉴스레터에서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간략한 정보를 제공 홈페이지 방문 시에만 전체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홈페이지 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계약 고객과 비계약 고객 대상 컨텐츠를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고객의 눈높이를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운영을 하고 있다

│

│

│

│

이케아코리아 브랜드 사이트 연간운영

ADT 캡스 웹%모바일 사이트 연간운영

세스코 웹사이트 연간운영

이케아코리아 웹사이트는 이케아 그룹의 비전, 콘셉트 등의
브랜드 스토리와 국내 매장의 정보 및 뉴스를 확인할 수 있다.

ADT 캡스는 보안전문회사로 다양한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토털위생솔루션을 제공는 세스코의 브랜드 사이트에서는
상담 및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들이
차별화된 세스코만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

│

│

│

케라스타즈 브랜드 사이트 연간운영

슈에무라 브랜드 사이트 연간운영

로레알프로페셔널파리 웹사이트 연간운영

로레알 그룹의 프리미엄 헤어케어 브랜드로 고급스러움과
제품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사이트이다.

다양한 회장품을 접할 수 있는 슈에무라 브랜드 사이트를 편리하
게 다양한 화장품을 소개하고 베스트 상품이나 새로운 상품
의 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로레알 프로페셔널의 다양한 제품과 신제품의 정보를 제공해주며
미용사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

│

│

고어텍스 브랜드 사이트 연간운영

비오템 브랜드 사이트 연간운영

삼성교통안정문화연구소 웹진 제작

㈜고어코리아의 고어텍스 섬유제품에 대한 소개 및 고어텍스
소재를 이용한 아웃도어 의류 및 풋웨어,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 과 브랜드를 소개하는 브랜드 사이트이다.

비오템의 아이덴티티를 살린 사이트로 상품 구분을 다각화하고
Product Map을 모든 페이지마다 노출하는 등 쉽고 빠른
제품 검색은 물론 원하는 상품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교통안전에 관련한 내용을 매거진 형태의 컨텐츠 제작으로
정보 제공과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풀어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제작 하는 것이 특징이다.

│

│

│

│

제이컨텐트리 컨텐츠 제작 연간운영

국내 매거진 시장을 선도 업체인 제이컨텐트리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뉴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약 주정도 미리 컨텐츠를 등록하여 미디어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미
디어 믹스 업계를 선도하기 위해 종이 잡지를 각 플랫폼에 최적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웹의 경우 반응형 사이트를 고려한 종의 배너 이미지 제작 및 블로그 형식의 콘텐츠 등록으로 사용자는 디바이스와 상관없이
양질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또 연동된 다양한
채널로 다른 플랫폼으로 들어온 사용자도 차별없는 콘텐츠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

│

│

슈퍼스타 시즌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
어워드

웹어워드 방송 신문분야 최우수상
분야

대국민 스타발굴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시즌 의 온라인과 모바일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대국민적인 관심을 받은 슈퍼스타 의 지속적인 인기 유지를 위해 콘텐츠를 다양한 계층이 공유하고 전파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지원 프로세스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심플한 를 설계했으며 지원자들의 올린 노래를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해외 지역예선 지
원자들을 위한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지원하고 다국어사이트 및 다국어 모바일 웹을 통해 해외 지원자들 접근성을 확대했다

│

플래닛 컬처큐브

│

│

│

서비스 연간 운영 대행

플래닛의
캐쉬백을 활용한 많은 사업 중 문화마케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컬처큐브는 공연 컨텐츠를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총 개의 사이트에 컬처큐브 베네피아 비회원 임직원 폐쇄몰 멤버십 컬처 하나컬처클럽
하나 카드 컬처파크 멤버십 컬처 이넬트리 클럽인 컬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업을 하고 있다 제휴 사이트에서는 뮤지컬∙연극∙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예매 서비스 이용 시 기본적으로
캐쉬백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대고객 서비스로 공연 스포츠 도서 등 상시 무료 초청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고객의 반응률도 높은 편이다
플립은 자체적으로 컬처 전담 파트를 두고 관련 사이트 모두에서 고객들이 안정적인 예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휴사와 협업하며 운영하고 있다

│

세종문화회관
2008 대한민국 GOOD DESIGN 선정
2008 웹어워드 공공서비스분야 대상
2008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상

성남아트센터
2009 웹 어워드 영화/공연분야 최우수상
2009 Korea Digital Media Award 영화/문화분야 최우수상

│

│

│

강남문화재단
강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교육,연구를 통해 국내
외 문화예술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웹 사이트에서는 다양
한 공연안내,페스티벌,후원 등에 대해 쉽게 알리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라로슈포제 웹 모바일 웹 사이트 연간운영
웹어워드 브랜드 쇼핑몰분야 우수상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라로슈포제의 직영몰은 웹 모바일 커머스를 함께 운영하여 고객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구매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회원 등급을 세분화하여 등급별 포인트와 할인구매 이벤트
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회원 리워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피부고민 제품라인 사용단계 등 원하는 제품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제품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맞춤형 서비스로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며 피부상태 진단
결과에 맞춰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등 고객에게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

│

│

비쉬 웹 모바일 웹 사이트 연간운영
웹어워드 화장품 쇼핑몰분야 대상

비쉬 직영몰은 고객들의 이용 만족도 극대화를 목적으로 직영몰만의 쇼핑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회원등급을 세분화해 등급별 포인트와 할인구매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회원 리워드 혜택을 제공
하고자 했으며 고객 피부고민 피부타입 제품라인 별 상품검색 기능을 도입하는 등 이용고객의 특징이나 방문목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다 화면전환 없이 빠르게 선택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
록 를 설계하고 소셜 기능을 강화한
채널
를 통한 신제품 샘플을 가장 빠르게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

│

비디비치 브랜드 웹 사이트 연간운영

비디비치 코스메틱은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민 원장이 만든 브랜드로 화장품 브랜드로 뷰티트랜드를 선도하고 있다 비디비치 홈페이지는 쇼핑몰 솔루션을 비디비치 브랜드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운영하
고 있으며 매월 새로운 프로모션 제품과 다양한 이벤트로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엔젤 데빌 서포터즈와 뷰티 테스터 등의 이용자 참여 이벤트의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유할 수
있는 브랜드 페이지로 사용되고 있다

│

│

│

│

루이까또즈 직영몰 연간운영
웹어워드 패션쇼핑몰분야 우수상

루이까또즈의 직영몰 리뉴얼은 고객들의 이용 만족도 극대화를 목적으로 직영몰만의 쇼핑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회원등급을 세분화해 등급별 포인트와 할인구매
초청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회원 리워드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으며 성별에 따른 상품구성과 색상 라인 가격대별 상품검색을 비롯해 졸업기념선물 크리스마스선물 등 테마에 맞는 상품을 찾아볼 수 있는 ’
도입하는 등 이용고객의 특징이나 방문목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로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다

기능을

│

│

│

│

아쿠쉬네트 인터렉티브 플랫폼 연간 운영

세계적인 골프용품 전문 기업 아쿠쉬네트의 대표 브랜드인 타이틀리스트와 FJ를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 고객들과 끊임없이 인터렉티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접점을 확대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팀 타이틀리스트와” “FJ 커뮤니티”는 브랜드 공식 커뮤니티 사이트이며 이곳에서는 온라인 클리닉 등의 메뉴를 통한 고객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물론이고 토론방 등을 통해 고객
상호간 소통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온 오프라인 연계 프로모션을 이곳을 통해 진행하며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 밖에도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페이스북 스토리채널 구글 플러스 트위터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까지 많은 채널의 서비스를 직접 구축 운영 중이다

│

│

│

│

스킨 수티컬즈 웹사이트 연간운영

올림푸스 웹사이트

르노삼성자동차 순정용품쇼핑몰 연간운영

스킨수티컬즈는 글로벌사이트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추후
커머스 설계를 고려하여 이커머스 형태의 제품 페이지를 보
여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올림푸스의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고객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접점을 마련, 더불어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순정용품 쇼핑몰은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고 효율적인 구매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객이
포인트를 이용하여 실구매가 가능하다.

│

│

│

│

인삼공사 설의 마음을 전합니다 건강안부 캠페인

인삼공사는 커뮤니케이션 컨셉 인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고 설 프로모션 참여를 유도하는 건강 안부 캠페인을 진행했다 설 시즌을 맞아 감사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방법 중 문자
로 인사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을 써야 할지 고민되는 메시지를 진정성 있고 세련된 형태로 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더불어 정관장 제품이 선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는 건강 메시지임을 전달하고자 했다 설
시즌 시기에 따라 설 선물 세트 구매에 대한 고객 니즈 환기부터 설 명절 직후 명절 증후군이라는 관련 이슈를 통하여 메인 고객 층에게 브랜드 리마인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캠페인을 구성했다

│

│

│

│

고어텍스 서라운드 풋웨어 론칭 프로모션
웹어워드 광고 프로모션부문 제품프로모션분야 최우수상

고어코리아는 고어텍스만의 혁신적인 신기술을 접목시켜 갑피부터 밑창까지 전 방향 투습과 견고한 내구성을 갖춘 완벽한 방수 기능을 제공하는 고어텍스 서라운드
했다 이에 따라 고어텍스 서라운드 테크놀로지만의 우수성과 성능을 효과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한 론칭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제품 체험단 모집을 비롯
자신의 사진을 등록하여
광고 포스터 완성하기 등의 이벤트로 마련됐다

캐주얼화를 출시
채널을 통해 체험 인터뷰 영상 공유

│

고어텍스 서라운드 풋웨어

│

│

│

캠페인
웹어워드 광고 프로모션부문 제품프로모션분야 최우수상

고어텍스 서라운드 테크놀로지는 밑창 개방 구조로 강력해진 투습기능과 내구성을 갖춘 견고한 방수기능을 통해
° 전 방향 쾌적함의 혁신을 선사하는 고어텍스만의 신기술이다 고어코리아는 국내 최초로 출시된
고어텍스 서라운드의 혁신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을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다 직관적으로 고어텍스 서라운드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모션이 마련됐다

│

│

│

│

뉴 고어텍스 프로 론칭 컨퍼런스

고어코리아는 극한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내구성과 투습력을 기존 고어텍스의
향상시킨
제품을 개발함에 따라 론칭 컨퍼런스를 개최 신제품을 선보였다 컨퍼런스는 신제품
의 혁신 기술과 우수성을 공유함과 동시에 고어텍스 브랜드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 고객과의 친목 강화를 목표로 전문 산악인 및 아웃도어 마니아를 비롯 아웃도어를 즐기는 고객들을 초대했다 효과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쇼룸을 구성하고 필드테스트 팀과의 인터뷰로 생생한 체험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는 한편 컨퍼런스를 즐길 수 있는 갖가지 이벤트도 진행됐다

│

│

│

│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캠페인

플립은 회부터 년간 연속 진행했으며 매년 지속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 대학생 국토대장정 웹사이트는 신청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기존 국 영문으로 분리돼 있던 신청양식을 통일 임시저장 등의 기
능을 추가해 보다 향상된 참가신청
를 제공했다 또한
서비스 페이스북 연동을 통해 행사내용 및 대장정 이야기를 언제라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구현했으며 지난 국토대장정의 행사를 살펴볼 수 있는 갤
러리 콘텐츠를 추가해 대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모았다

│

│

│

│

동아제약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캠페인

생명을 존중하는 전문의약품 기업 동아 는 환경을 사랑함으로써 생명 사랑을 실천하는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캠페인을 매해 운영하고 있다
년으로 회를 맞은 환경 생명사랑 교실은 자연 속에서
환경을 배우는 박 일간의 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생명존중의 정신을 전하는 체험 캠페인으로 이번 캠프는 월 일부터 서천 국립생태원에서 마련된다 이에
환경 생명사랑 웹사이트를 새롭게 단장하고 참가자 모집 프로모션을 함께 진행했다

│

동아제약 모닝케어

│

│

│

론칭 프로모션

동아제약은 숙취해소음료 ‘모닝케어 플러스’를 새롭게 출시
방영과 동시에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연말 모임이 잦은 시즌에 맞춰
차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프로모션은 직장인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
는 상황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리얼리티에 중점을 뒀다 차에서는 퀴즈와
스크랩을 통해 제품 기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 프로모션은
스토리를 카툰 형태
로 각색해 고객간 회식탈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이벤트로 재미를 더했다

│

│

│

│

브랜드 체험관
어워드

분야

기업은행은
의 모든 스마트금융 서비스를 통합하는 새로운 브랜드
을 론칭하고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브랜드 체험관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소셜 댓글로 참여하는 모바일 웹을 구축함과 동시
에 내가 원
하는 스마트금융 세상
이라는 콘셉트로 페이스북 전용 브랜드관을 개설했다 룰렛 게임을 통해 재미있고 즐겁게
브랜드를 경험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자발적 소통을 기반으
로 하는 페이스북 앱 이벤트로 보다 적극적인 고객 참여를 끌어냈다

│

비오템

│

│

│

아쿠아틱 세계여행
어워드

분야

‘전세계 물 속 생명력을 담은 비오템’이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마이크로사이트를 제작했다 단순 이벤트가 아닌 물과 관련된 세계 유명 여행지 소개와 함께 이벤트를
구성해 비오템 브랜드를 프로모션으로 연결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 타겟 고객인
여성에게 접근성이 높은 매체에 주목도 높은 광고를 집행하고 프로모션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물과 관련된 여행지 사진과 추
억을 업로드해 고객들 스스로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했다

│

│

│

│

세스코 무료진단 캠페인
어워드

분야

세일즈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서비스 실체험을 통해 소비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성수기 시즌 월부터 월까지 무료진단 캠페인을 진행했다 단계별 콘셉트를 달리해 주타겟고객인 요식사업장과 일반 가정의 참여를
유도했다 단계는 익숙한 드라마 소재로 ‘해충수사대
라는 콘셉트를 적용해 세스코의 전문성을 강조했으며 단계는 단계 참여고객의 후기를 활용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계는
단계 참여 수치를 공개해 해충피해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세스코 진단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

플래닛

캐쉬백

│

│

│

앱활성화 천포인트 페스티벌 연간 운영 대행

놀랍거나 새롭거나
캐쉬백
의 대표적인 이벤트라 할 수 있는 천포인트 페스티벌은 대고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휴 프로모션 이벤트이다
다양한 제휴사의 상품을 고객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선착순 제공하는 만큼 짧은 시간에 동시 접속이 많은 프로모션이고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비스 안정화를 중점적으로 운영 중이다
매월 동일한 포맷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라 시즌 이슈를 반영한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변화를 모색하며 대내외적으로 모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

플래닛

캐쉬백

│

│

│

앱활성화 이벤트 연간 운영 대행

캐쉬백
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목적의 다양한 이벤트들을 기획하고 디자인 및 개발까지 하는 통합 마케팅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신규 회원 가입 재방문 및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번 새로운 컨셉으로 기발한 기획을 하며 컨셉에 최적화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 고객이 항상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또한 매 이벤트 진행 시 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해 수많은 개발 회의 및 내부 검토를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초기 기획부터 기획 디자인 개발자가 하나가 되어 진행을 하고 있다

│

│

│

│

플래닛 애딩 서비스 연간 운영 대행

애딩은
플래닛 모바일 광고 플랫폼으로써 동영상시청
등 다양한 광고 및 뉴스기사 쇼핑 쿠폰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회원에게
캐쉬백 포인트를 리워드로 지급하는
이다
캐쉬백 카드 이용고객의 성향을 파악한 고도화된 타겟팅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광고주에게도 고효율의 광고 효과를 선사한다 고객과 광고주 모두에게 실속 있고 꼭 필요한
이 되기
위해 다양하고 풍성한 콘텐츠와 제휴혜택 제공을 목표로 활발한 서비스 확장이 전개되고 있다
플립은
년 월 서비스 구축부터 운영 까지 상시 고도화 작업 을 통해 한단계씩 성장하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고 영역의 확대 및 서비스 확장을 위해 모바일 트렌드를 한 발 빠르게 파악하며 개발을
기반으로 한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광고 집행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의 마케팅 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복합운영조직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