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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ompany

FSN(Futurestream Networks)은
국내 최대의 종합 디지털 광고 그룹으로
진정한 통합 디지털 마케팅(IMC)을 구현합니다.

AD AGENCY, AD TECH, AD NETWORK 등
국내 및 아시아 디지털 마케팅
각 분야의 NO. 1 기업들의 연합입니다.

국내 No.1 종합 디지털 마케팅 그룹
다양하고 세분화된 매체들을 통합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매체 믹스를 수립하고, 타겟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매체 별 일관된 마

2017년 광고 취급액 기준 Top 10 등극
레코벨, 애드쿠아 등의 인수를 통해 디지털 마케팅 전방위 사업 확장

케팅을 수행하는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구매 여정에 적합한 창의적인 광고를 집행하여 소비자에게는
유익한 정보와 생활의 즐거움이 되고 광고주에게는 퍼포먼스를 높
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크리에이티브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아시아 최대 디지털 마케팅 허브 구축
중국 및 동남아 주요국 총 6개국 진출
주요 국가 선도 사업자 인수 통해 시장 진출, 국가별 시너지 강화 및 국내 시장 성공 모델 해외 진출 추진

광고주와 소비자간의 더 나은 연결을 만들고자 합니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주도 기업
국내 최초 해외 기반 ICO SIX Network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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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Statement

우리는
Futurestream Networks로
또 한 번의 진보를 향해 갑니다.

안녕하세요 ㈜퓨쳐스트림네트웍스 대표이사 이상석입니다.
지난 4년간 Digital Marketing 각 분야의 NO.1 Agency와 Tech 기업들이 연합하여 아시아 최대의 디지털 마케팅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시간들은 그룹의 외형을 만들고 내실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진보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그룹사로 성장하기 위해 FSN 그룹으로 재편하고 내부 조직
을 Marketing & Tech 그룹과 Global & Innovative 그룹으로 개편하였습니다. Marketing & Tech 그룹은 광고 마
케팅에 필요한 모든 영역의 에이전시 및 테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시너지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Global & Innovative 그룹은 빠른 성장과 규모화를 위해 조직 구조를 단일화하고 신성
장동력을 개발하여 신규 수익원을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자회사 간의 적극적인 협업 그리고 정서적인 소속감과 일체감을 만들어간다
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과정에 동행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목표가 실현되어 FSN그룹이
국내를 넘어 아시아 디지털 마케팅 시장을 리딩할 수 있습니다.

㈜퓨쳐스트림네트웍스 대표이사

이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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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Vision

FSN은
국내 최대 종합 디지털 마케팅 그룹으로서,
국내 1위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4차산업 기반 아시아 최대
디지털 마케팅 그룹을 지향합니다.

Make
a better
connection
with
digital
technology
and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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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Organization

FSN은
2개의 사업 그룹 운영을 통해
디지털 광고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HQ

Marketing & Tech Group

Global & Innovative Group

AdQUA interactive

ADMAX

AdQUA UNBOUND

ADPLUS

CAULY

BEHAVE GLOBAL

e-motion

CAULY Oblisss

Group IDD

CAULY Taiwan

handstudio

CleverAds

mother brain

Computerlogy

Next Media Group

FSN Asia

RECOBELL

SIX Network

YDM Buzz

YDM Global

Yellostory

YDM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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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SN

KOREA

7개국
33개 기업
1,300여 명의 임직원들이
함께 모여 디지털 마케팅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CHINA

TAIWAN
THAILAND
VIETNAM
SINGAPORE
INDONESIA

KOREA

THAILAND

CHINA

SINGAPORE

INDONESIA

VIETNAM

TAIWAN

ADMAX

Adpocket

CAULY Oblisss

FSN ASIA

ADPLUS

CleverAds

CAULY Taiwan

AdQUA interactive

Alternate 65

SIX Network

PT Media Gemilang

Yellostory Global

AdQUA UNBOUND

AVG

YDM Global

BEHAVE GLOBAL

Computerlogy

CAULY

Doer

e-motion

Gottimize

Group IDD

Interactive Communications

handstudio

Jamjaras

mother brain

Nawin Consultant

Next Media Group

SIX Network(TH)

RECOBELL

YDM Thailand

YDM Buzz
Yello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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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usiness Area

AD AGENCY

우리는
디지털 마케팅 시장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통합하고
블록체인 등의 새로운 시장 영역 개척을 통해
FSN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BRANDING
DIGITAL MARKETING STRATEGY
INTEGRATED MARKETING
CONTENT CREATION
VIDEO CREATION
INFLUENCER MARKETING
SOCIAL MEDIA MARKETING
CONTENT MARKETING
PERFORMANCE MARKETING
MARKETING ANALYTICS

MEDIA NETWORK

AD TECH

MEDIA PLANNING/BUYING

SOLUTION DEVELOPMENT

MOBILE AD NETWORK

RECOMMENDATION SOLUTION

MEDIA OPTIMIZATION

OPTIMIZED SOLUTION
BIG DATA CONSULTING
BIG DATA MARKETING
PERSONALIZATION SOLUTION

WEB/APP AGENCY

BLOCKCHAIN

WEB/APP DEVELOPMENT

ICO

WEB/APP MAINTENANCE

ICO ACCELERATING

UX/UI CONSULTING

BLOCKCHAIN MARKETING

MULTI DEVICES CONVERGENCE

CRYPTO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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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History

FSN은 지난 2007년 법인 설립부터 현재까지
시장에 도전하고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새로운 도전

국내 최초 모바일 광고 플랫폼 CAULY 출시, 차별화된 모바일 전용 광고 상품 출시

07년 06월

10년 04월

10년 09월

11년 03월

12년 02월

Futurestream Networks 법인 설립

Cauly 모바일 광고 플랫폼 국내 최초 상용화

안드로이드폰 광고 서비스 제공

Cauly 대한민국 모바일광고 대상수상

국내 최초 모바일 3D 광고 실시

국내 No.1 애드테크 기업

기술력으로 모바일 광고 시장 선도, 애드테크 업계 최초 상장

14년 03월

15년 08월

16년 03월

16년 04월

16년 10월

17년 11월

옐로모바일의 자회사인 옐로디지털마케팅으로

FSN Asia Pte. Ltd. 설립(싱가포르)

(주)애드맥스 설립

리타겟팅 상품 런칭

코스닥시장 합병 상장

Cauly Taiwan (Joint Venture) 설립

북경오블리스정보자문유한회사(중국법인) 인수

최대주주변경

아시아 최대 종합 디지털 마케팅 그룹

에이전시 사업 M&A 통한 밸류체인 통합, 아시아 확대 및 4차 산업 기반 신규 사업 추진

17년 12월

18년 02월

18년 04월

18년 05월

18년 09월

(주)레코벨 인수

(주)애드쿠아인터렉티브, (주)마더브레인,

(주)옐로디지털마케팅차이나, (주)이모션글로벌,

(주)넥스트미디어그룹 설립

YDM체제에서 상장사 FSN체제로 그룹 조직 변경

(주)투비, (주)옐로스토리, (주)핸드스튜디오,

(주)그룹아이디디 등 인수

(주)투비 -> (주)애드쿠아언바운드 사명 변경

M&T그룹과 G&I그룹으로 조직 개편

등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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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Achievement

FSN은
광고 취급고 기준
국내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플랜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FSN 광고 취급액 추이
(단위: 억 원)

3,000
2,500
1,550

1,700

550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상

*출처:광고 총연합회, 2018 광고 회사 현황조사

FSN 클라이언트 수 추이
(단위: 개)

2,000
1,500
600
2014

800

2015

1,100

2016

2017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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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lients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FSN과 성공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OOD & BEVERAGE

IT

RETAIL

ENTERTAINMENT & GAME

FINANCE & INSURANCE

ADVERTISING & COMMERCE

AUTOMOTIVE & AIR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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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 Tech Group
WEB/APP AGENCY
AD AGENCY
MEDIA & AD NETWORK
AD TECH

FSN Marketing & Tech Group은 AD & CONTENT, PLATFORM,
MEDIA, TECH, 인플루언서 마케팅, SMB 부문에 이르는, 광고 마케팅
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가장 진화된 전방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와 경쟁력을 가진 NO.1 Agency Alliance입니다. 또한, 디지
털 기반의 독립 Agency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2017년 광고 회사 취
급고 기준 Top 10에 이름을 올렸고, 대한민국광고대상 등 국내외 광고
상을 석권했으며 모바일 광고 부문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광고물량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의 시너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도전하
고,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Marketing & Tech 영역뿐 아니라 Commerce,
Entertainment, Data, AI, Service 등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의 도
전과 확장을 지속하여 명실 상부한 NO.1 NEXT AGENCY가 되어갈 것
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FSN Marketing & Tech
Group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Marketing & Tech 그룹 대표

서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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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QUA interactive

CREATE · MOVE
2000년 2월 14일 설립한 애드쿠아 인터렉티브는 18년간 디지털 기반의 마케팅 커뮤니케
이션으로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을 움직여온 디지털 중심의 종합광고대행사입니다. 창립
이래 17년 연속 성장을 이뤄오며 독립 광고대행사로서 업계 No.1의 명성과 파워를 자랑하
는 애드쿠아 인터렉티브는 현재 220여 명의 애.인들이 CREATE · MOVE라는 슬로건 아래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고, 그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려는 뜻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대표번호

애드쿠아 인터렉티브 (AdQUA interactive)
2000년
전훈철, 서정교
218명 (2018년 7월 기준)
02-408-0214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44 지영빌딩 1/2/3/4층

홈페이지
Clients

www.adqua.co.kr

창립연도
대표이사
총 인원

Awards

안녕하세요. 애드쿠아 인터렉티브 대표 전훈철, 서정교입니다.

한국 코카-콜라, 피자헛, 넷플릭스, 바이어스도르프 코리아,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교보라이프플래닛, 팔도, 빙그레, 올리브영, 아모레퍼시픽, 넷마블, 카카오페이지, 카
카오모빌리티, CJ오쇼핑, 경동 나비엔, 현대자동차, 에어아시아, 윤선생, 호두잉글리
쉬, SK텔레콤, 이마트 외 다수

디지털 시대 파편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종합광고대행사, 온라

2018 New York Festivals 은상, 동상 포함 6개 부문 수상
2018 Clio Awards 동상
2018 ADFEST 은상
2017 Epica Awards 동상
2017 대한민국광고대상 영상 부문 대상, 온라인 광고 부문 대상 포함 6개 부문 수상
2017 &Award 디지털 광고 & 캠페인 부문 최고상 포함 7개 부문 수상
2016 대한민국광고대상 2개 부문 은상 포함 7개 부문 수상
2015 대한민국광고대상 은상, 동상, 특별상 등 10개 부문 수상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6년 연속 대상(2013~2018)
대한민국 온라인광고제 종합대상 3회 수상(2014, 2016, 2017)

니다. 애드쿠아 인터렉티브는 기존의 광고·미디어 회사들이

인광고대행사, 미디어랩 등으로 나누어진 사업 구조로는 광고
주가 원하는 통합과 전문화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
만들어왔던 틀을 파괴하며 제대로 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NEXT AD AGENCY로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애드쿠아를
신뢰해 주시는 광고주에게 앞으로도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하
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애드쿠아 인터렉티브가 되겠습니다.

전훈철 , 서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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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QUA interactive

Our Culture

Our Work

애드쿠아는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누구나 능력으로 인정받는

애드쿠아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직무에 대한 목표의식이 분명하며, 창

회사를 지향합니다. 더불어 사내 무료 카페테리아 '애드쿠아리움', 전문 헬

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인재와 함

스 키퍼가 무료 마사지를 제공하는 '정신과 시간의 방', 그룹별 해외여행 지

께합니다.

원 제도 '바이트더월드' 등 애.인들의 행복, 성장, 생활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 마음이음 연결음

17.07~17.12
Summary
"I am your Energy"라는 슬로건으로 세상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기업 캠
페인을 이어오고 있는 GS칼텍스의 2017년 캠페인입니다. 일상적인 언어
폭력과 감정노동으로 고통받는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전화상담원과 고객을 잇는 통화연결음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가 상담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
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삽입하는 솔
루션을 도입했습니다. 통화연결음을 바꾼 것만으로 상담원을 대하는 고객
들의 태도가 확연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사람들의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낸 캠페인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Result
'마음이음 연결음' 도입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화연결음을 바꾼
것만으로 상담원들의 스트레스가 5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재도 LG유플러스, 롯데백화점, 세종시 민원콜센터 등 19개 이상의 기업과
지자체가 캠페인에 동참해 6천 명 이상의 상담사들이 ‘마음이음 연결음’을
통해 고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2018 New York Festivals 은상, 동상 포함 6개 부문 본상
2018 Clio Awards 동상
2018 Cannes Lions 2개 부문 Shortlist
2018 ADFEST 은상, Finalist
2017 Epica Awards 동상
2017 대한민국광고대상 2개 부문 대상, 2개 부문 금상, 공익광고 특별상
2017 대한민국 온라인광고제 종합대상(과학기술부장관상)
외 국내외 어워드 누적 30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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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BOUND SOLUTION
애드쿠아 언바운드는 지난 19년간 독립 광고대행사로서 수많은 성공 캠페인을 만들어 온
애드쿠아 인터렉티브의 경험과 비전, 그리고, Group IDD의 ‘Unbound Thinking’ 철학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Agency 입니다. 우리는 전통 매체나 특정 미디어, 채널 또는 플랫폼에
갇혀 있는 생각을 경계합니다. 혁신과 기술을 융합한 아이디어를 ATL, BTL, 디지털 등 미
디어 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 및 크리에이티브로 구현하여 클라이언트가 당면한 문제
에 대한 통합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애드쿠아 언바운드 대표 백승록입니다.
애드쿠아 언바운드는 그룹아이디디의 ‘Unbound Thinking’
과 애드쿠아 인터렉티브의 ‘Creative·Move’의 정신이 뭉쳐 만
들어진 회사입니다. 디지털화를 통해 더욱 복잡하게 연결되
회사명
창립연도
대표이사
총 인원

애드쿠아 언바운드 (AdQUA UNBOUND)
2009년(애드쿠아 언바운드 2018년)
백승록
37명(2018년 8월 기준)

어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 가
치와 철학, 메시지를 소비자의 경험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Unbound marketing solutions를 제공하는 것이 애드쿠아 언

대표번호
주소

02-542-7386

바운드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지영빌딩 216-18

뛰어 넘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홈페이지
Clients

www.adqua.co.kr

회사. 바로 애드쿠아 언바운드입니다.

KONA CARD(코나i), DB손해보험, 11번가, 네오팜, 동원 F&B, 제이준, GS리테일, GS리테일,
밀도

백승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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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없는 생각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행동을 만듭

고정관념, 상식 그리고 편견을 뛰어넘어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시대 그

니다. 디지털 시대, 전통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브랜드, 상

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인재와 함께합니다.

품, 서비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생각과 행동을 추구합니다.

코나아이 | 코나카드 런칭 캠페인

18.02~현재
Summary
애드쿠아 언바운드는 2018년 2월, 충전형 IC 카드 코나카드의 런칭 캠페
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합리적 소비와 젊고 감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동
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라이징 스타 한현민과 이호정을
메인 모델로 더블 캐스팅 하였고, 매달 혜택이 업데이트 된다는 키메시지
로 기존 카드 시장과 차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단기간에 서비스 이름을 알리고, 회원 가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TV, 옥외,
디지털 등 전방위적 IMC 캠페인을 전개 하였고, 론칭 캠페인 종료 이후에
도 브랜딩과 퍼포먼스 목적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Result
런칭 4개월 만에 46만장 카드 발급

11번가 | 여행가 11번가

18.06~18.07
Summary
‘여행가 11번가’ 라는 슬로건으로 총 2편(친구 편, 아빠와 딸 편)으로 제작한
11번가 여행 카테고리의 첫 번째 광고입니다. 여행 준비 과정에서 겪는 친
구, 가족과의 다툼을 숙박부터 항공권까지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는 11번가
여행을 솔루션으로 제시하는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여행 준비 에
피소드에 대한 공감 포인트로 다양한 채널에서 타겟의 공감과 호평을 받
았으며, 실제 매출 증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Result
TVCF 인기 TOP순위 6월 5주차 1위(친구 편), 3위(아빠와 딸 편)
여행가 11번가 친구/가족 편 조회수 : 약 700만회
11번가 여행 매출 증진(11번가 여행 런칭 후 최고매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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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BILE PERFORMANCE AD PLATFORM
카울리는 애드테크(Ad-tech) 기반의 한국 최대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입니다. 2010년 4월
국내 최초 모바일 광고 플랫폼 카울리를 론칭 후 지속적으로 성장, 2016년 10월에 모바일
광고 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카울리는 기술력과 국내 광고 진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메이저 파트너들과 제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모바일 광고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울리 사업대표 정범진 입니다.
회사명
창립연도
대표이사
총 인원

카울리 CIC
2007년
정범진
91명(2018년 7월 기준)

카울리는 가장 먼저 또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내 최대 Mobile
Performance AD-Tech Platform입니다. 또한, Anti-fraud
system, Big data management system 등에 기반한 고도

대표번호
주소

1544-8867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8 KT&G대치타워 10층

의 Targeting 기술과 효율 관리 엔진이 광고주의 실제 성과

홈페이지
Clients

www.cauly.net

를 담보합니다.

구글,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G마켓, 11번가,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카카오
게임즈, 팡스카이, 게임펍, 도미노피자, 하이마트, 삼성증권, 야놀자, 마이리얼트립,
알바천국 등

정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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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울리는 벤처 정신과 수평적 조직문화를 지향합니다. 공정성 및 투명성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창의적인 사고를 지향하는 마음가짐을

카울리 광고 플랫폼의 SDK를 탑재한 12000여 개의 앱을 통해 월 300건 이상의 캠페인을 집행합니다. 카울리는 글로벌 모바일 퍼포먼스 광고 플랫폼으

의 원칙을 중시하며, 회사 경영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러한 원칙이 제도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협력과 신뢰를 가지고 함께할

로 독자적인 Anti-fraud System을 통해 트래픽을 필터링하고 항목별 상세 리포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소셜 인플루언서 트래

문화로서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중요하게

수 있는 최고의 Crew를 원합니다.

픽과 DA 트래픽을 동시 활용해 잠재 유저 커버리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생각하여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합니다.

Anti-fraud System
Pattern Analysis, History Analysis, Post-install Analysis
카울리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통해 어뷰징 및 스팸 트래픽 등을
차단하는 Anti-fraud System 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Audience + Targeting
관심사, APP Profile, ADID, Basic Targeting
카울리 자체 및 외부 DMP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오디언스 타겟팅을 제공합니다.

Massive Traffic
월 UV 3,800만 이상, 월 PV 200억 회 이상
카울리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매체력과 풍부한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User Coverage
DA Type (띠배너, 전면, 네이티브, 비디오, Playable 등)
SNS Type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로컬 블로그 및 카페 포스팅 등)
자체 소셜 인플루언서 플랫폼 (ADMAX) 및 카울리 SDK트래픽 (DA, 비디
오 등)을 동시 활용하여 최적화된 트래픽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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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 GREATNESS
이모션글로벌은 UX 컨설팅, UI/GUI 디자인, 개발, 운영 및 브랜드경험(BX) 디자인,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디지털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웹에이전시로 차원이 다른 경쟁
력과 남다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객과의 접점에서 요구되는 탁월한 커뮤니케이
션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One-stop Service를 제공합니다.

이모션글로벌은 20년이 넘게 대한민국 인터넷의 성장과 함
께해 온 명실 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플랫폼 에이전시
회사명

입니다.

대표번호

이모션글로벌
1995년
서정교
123명(2018년 12월 기준)
02-542-198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5, 4,5층(신사동, 인우빌딩)

홈페이지
Clients

www. emotion.co.kr

다수의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대용

Awards

제 14회 웹어워드 코리아 광고/프로모션부문 통합 대상 (폭스바겐코리아)
제 14회 웹어워드 코리아 자동차분야 최우수상 (르노삼성자동차)
제 14회 웹어워드 코리아 생활서비스분야 라이프스타일(여행정보)분야 올해의 앱 (ZUMO)
14TH SEOUL CREATIVE FESTIVAL OF FILM ADVERTISING BRONZE
2016 대한민국 광고대상 온라인/크리에이티브 Finalist (팬택 스카이 IM-100)
2016 대한민국 광고대상 디자인 Finalist (팬택 스카이 IM-100)

창립연도
대표이사
총 인원

SK텔레콤, 삼성전자, LG전자, 나이키코리아, 하나투어, CJ 헬로, 애경산업, 빙그레, 아
모레퍼시픽, 온라인투어, 한화, 현대자동차, SPC, 기아자동차, 이케아코리아, 호텔신
라, 피자헛, 롯데닷컴, LG유플러스, 도루코

이모션글로벌의 가장 큰 경쟁력은 사용성 평가 지식을 보유
한 석/박사 출신의 전문 UX 컨설턴트와 기획 전문가, 국내 외
량 시스템/솔루션 개발 역량이 풍부한 개발자 등 100명이 넘
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 인력들이며 이들은 무엇과도 바꾸
지 못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모션은 이러한 GREAT
PEOPLE들과 함께, GREAT한 방법론을 통해 위대한 결과
물 즉, 'MAKE · GREATNESS’ 을 실현하는 'NO.1 Platform
Agency'가 되고자 합니다.

서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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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션글로벌은 작지만 소중한 경험, 구성원 모두의 작은 실천을 통해 더

향적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기업 문화입니다. 우리는 똑똑하

넓은 세상 더 많은 사람들과 삶의 가치를 함께 하고 나누고자 노력합니다.

게 일하고 자신의 가치 성장을 만들어가는 셀프리더십을 지향합니다. 자

또한 구성원 모두의 워라밸이 지켜져야만 비로소 업무의 몰입, 업무의 퀄

신의 올바른 이상과 가치를 선명하게 만드는 셀프 이미지 개발을 위해 끊

러티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수

임없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내면의 자질을 성장시키고 구성원

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고 효율적인 업무 성장을 이루어 보다 성과 지

과의 즐거움과 가치를 위해 함께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애경산업 | FFLOW 쇼핑몰
Summary
애경산업의 뷰티 브랜드 FFLOW 쇼핑몰에서는 제품의 기본 정보, 성분표,
브랜드 영상, 사용법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간단한 서베이를 통
해 개인의 TPO별 맞춤형 솔루션 진단 제공 및 제품/콘텐츠 소비로의 연계
를 이어가는 맞춤형 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832 도시 여성들의 주 관심사인 beauty & Life style 등 다양한 주제를
매거진 스타일의 콘텐츠 구성으로 가독성과 트렌디함을 높였으며, 브랜드
에센스, 타겟 사용자 특성, 디자인 트렌드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디자인으로 고객의 신뢰도 확보는 물론, 커머스 기능 강화 및 경쟁

Result
2018 웹어워드 쇼핑몰 부분 대상

SK텔레콤 | T 전화 DOBONG

15.10~17.03
Summary
SK텔레콤 T 화는 사용자 층이 넓고 활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라는 점을 고
려해 쉽고 직관적인 디자인 적용하였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녹여낸
베이직한 UI 요소의 활용 및 무채색 계열의 기본 색채를 사용해 신뢰감 있
는 브랜드 이미지를 연출하였습니다. 특히 사용자 접근성을 높인 UX 구현
으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Result
2017 IF디자인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

FSN BROCHURE ㅣ Marketing & Tech Group

Group IDD

UNBOUND THINKING
Group IDD는 전통 매체나 특정 미디어, 채널 또는 플랫폼에 갇혀 있는 기존 대행사와는
달리 틀 자체를 두지 않고 브랜드가 당면한 문제와 요구 사항에 대하여 모든 솔루션이 제
공 가능한 열린 사고방식인 Unbound Thinking을 기반으로 시장과 소비자를 둘러싼 가치
를 발견하고 시대에 최적화된 해법을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의 종합 광고 회사입니다.

회사명

대표번호

그룹아이디디
2011년
이정찬
125명(2018년 7월 기준)
02-552-1196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5, 11~13층(신사동, 인우빌딩)

홈페이지
Clients

www.groupidd.com

Awards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CSR 부문 대상 : 한화그룹 불꽃로드 캠페인
2017 웹어워드 코리아 이벤트 프로모션 부문 대상 : 광동제약 비타 500
2017 웹어워드 코리아 KIPFA 특별대상 : 하이트진로
2017 웹어워드 코리아 글로벌서비스분야 최우수상 : LG 이노텍 (IoT-Security)
2017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종합대상(장관상) : 한화그룹
2017 웹어워드 코리아 기업 SNS분야 최우수상 : 한화그룹 공식페이스북 '한화데이즈'
2017 웹어워드 코리아 문화/예술분야 최우수상 : CGV Screen X
2017 대한민국 PR대상 온라인 PR부문 최우수상 : 한화그룹
2017 블로그어워드 기업부문 최우수상 : 한화그룹
2017 블로그어워드 기업부문 최우수상 : 던킨도너츠

창립연도
대표이사
총 인원

하이트진로, 유한킴벌리, 비알코리아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한화그룹, 신세계
면세점, 한국3M, 르노삼성코리아, 인텔코리아, LF, LG 유플러스, 남양유업, 아모레퍼
시픽, 인피니티, 컨버스코리아, 스포츠토토, 한국미쓰비씨연필, 블리자드엔터테인먼
트, 삼양옵틱스, 홍콩오션파크, 한국관광공사

안녕하세요. 그룹아이디디 대표 이정찬입니다.
Group IDD는 날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전문화되고 준
비되어 있는 회사로서 단순히, ‘일 잘하는 디지털 대행사’가 아
닌, 소비자의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함께 만들어가는 대행사’가 되려 합니다.

이정찬

FSN BROCHURE ㅣ Marketing & Tech Group

Group IDD

Our Culture

Our Work

Group IDD는 '즐겁게 성장하는 회사'를 지향합니다. 회사의 구성원 각자가

및 취미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업 관계에서 서로를 보

자신의 다양성을 존중 받고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그 다양성에 기

다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동료애' 를 쌓아 나가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반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실현해가는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모두가 즐겁게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

또한 함께 협업하는 동료들과 일만 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조언자가

다. Group IDD는 ‘능력이나 스펙보다는 자신만의 차별화된 개성을 가진

되고, 자신의 또 다른 역량을 함께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활동

인재’,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인재’ 들과 함께합니다.

하이트진로 | 하이트진로 통합 디지털 마케팅

15.09~현재
Summary
다양한 제품 및 캠페인 이슈화를 위해 하이트진로 기업 홈페이지와 20여
개의 개별 브랜드 사이트를 통합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고, 소셜 채널의 라이브 한 콘텐츠를 연동하여 다양한
채널들 간의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스피디하고 단일화되도록 운영해오
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연계 캠페인 및 이벤트/프로모션을
통해 매일 같이 하이트진로의 소비자들과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하고 있습
니다.
Result
2017 웹어워드 코리아 KIPFA 특별대상, 기업 블로그 분야 우수상
2016 대한민국 SNS대상, 식음료부문 대상
2016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 식음료/주류부문 대상

포스트잇 | 3M 포스트잇 통합디지털 마케팅

16.02~현재
Summary
포스트잇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USP를 브랜드가 가진 특성을 활용해 효
과적으로 전달하고 타제품들과 차별점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통해 탄탄한
브랜드 팬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의 USP를 반복적으로 소구
하는 파블로프 콘텐츠는 업계 타 브랜드의 레퍼런스 콘텐츠로 차용되기도
하였고, 제품의 USP를 SNS라는 채널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그러나 뻔
하지 않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한 극한 실험 시리즈와 이색 활용법 시리즈
는 높은 조회수와 바이럴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타켓 별,
시즌 별 온/오프라인 연계 캠페인 및 이벤트/프로모션를 통해 지속적인 소
통을 이어 나가며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Result
월 평균 콘텐츠 도달률 +5,000K 이상, 인터랙션 +50K 이상

FSN BROCHURE ㅣ Marketing & Tech Group

Handstudio

BEYOND COMPARISON
핸드스튜디오는 Digital Product의 핵심요소인 컨설팅-기획-설계-디자인-개발-출시까지
의 전 프로세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IT Business Partner로서 2010년부터 시
장의 인정 받으면서 꾸준하게 성장해왔습니다. 유연한 사내 문화와 개방적인 커뮤니케이
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바탕으로 비교 되지 않는 결과물들을 만들어 왔으며, 인력 파
견이나 제안, 부도덕한 영업이나 인맥 없이 오로지 실력으로 꾸준한 기회들을 만들어 내
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 우리가 현실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핸드스튜디오 대표 김동훈입니다.
우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성장과, 각자
의 전문성에 대한 증명, 서로의 존중과 사랑, 행복한 삶이 목적
회사명

대표번호

핸드스튜디오
2010년
김동훈
32명(2018년 9월 기준)
02-6401-900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5, 인우빌딩 14층

홈페이지
Clients

handstudio.net

Awards

UI / UX 특허 3종 보유
앱 이노베이션 대상(장관상)
기어 앱 글로벌 챌린지 3rd Prize

창립연도
대표이사
총 인원

삼성전자, 이랜드패션, ㈜한화, 네이버, SK플래닛, 휴맥스, 슬레이트앤에어, SPC 그
룹, 굿네이버스, CJ오쇼핑, 더슬레이트, 아마존 등

입니다. 개개인의 경험과 능력의 성장을 목표로 하며, 서로의
경험과 능력이 성역 없는 의견 개진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내어 비교할 수 없는 결과물을 목
표로 합니다. 우리는 가장 능동적이고, 틀에 매여 있지 않으며,
유연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있고 그를 빠르게
구체화,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이 시간이 더 오랫동안,
더 윤택하게 바뀔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FSN BROCHURE ㅣ Marketing & Tech Group

Handstudio

Our Culture

Our Work

핸드스튜디오의 기업문화는 수평과 공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원과 직

핸드스튜디오의 사람들은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 끊임없는 노력

원 간의 차이가 없고, 연차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문화는 연 2

과 자기발전, 주어진 업무에 대한 자존심과 책임, 법과 윤리의 준수, 사람과

회, 익명과 유기명 의사개진을 통해 재정의되고, 재평가되고, 새로운 문화

사람 사이의 끊임없는 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중시합니다.

가 생기고 없어집니다.

삼성전자 | 삼성뮤직 애플리케이션 for TV

17.11~18.07
Summary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삼성뮤직을 TV 디바이스
에 최적화 하여 TV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기존에 터치 기반
으로 설계된 삼성뮤직의 구조를 살리면서, 리모컨의 4방향 인터렉션에 맞
게 재설계 / 디자인 / 개발하였습니다.

이랜드패션 | MyNB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

17.04~18.07
Summary
뉴발란스의 멤버십 서비스인 MyNB를 1년반 동안 운영 및 개선하였습니
다.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구현하면서
서비스 해왔고, 새로운 기능들의 기획부터 설계, 디자인, 웹, 모바일, 서버
개발, 운영까지 전범위의 역할을 진행하였습니다.

FSN BROCHURE ㅣ Marketing & Tech Group

mother brain

TRUTH · INSIGHT · CREATIVITY
·

·

디지털마케팅을 선도하는 마더브레인은 Truth Insight Creativity의 비전을 가지고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인사이트로 새롭게 말한다는 슬로건과 같이 클
라이언트와 고객들에게 늘 새롭게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에서 세
일즈를 창출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삼성화재 다이렉트, 르노삼
성자동차,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국내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 디지털 마케팅과 퍼포먼스 마
케팅의 정답을 찾고 있습니다.

회사명

대표번호

마더브레인
2009년
유제남
76명(2018년 7월 기준)
02-2051-333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54, 15.16층(서초동, 서초 W타워)

홈페이지

www.motherbrain.co.kr

Clients

삼성화재 다이렉트, 르노삼성자동차,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증권, 넥슨, 인터파크
투어, 롯데렌트카 등

Awards

제 14회 웹어워드 코리아 광고/프로모션부문 통합 대상 (폭스바겐코리아)
제 14회 웹어워드 코리아 자동차분야 최우수상 (르노삼성자동차)
제 14회 웹어워드 코리아 생활서비스분야 라이프스타일(여행정보)분야 올해의 앱 (ZUMO)
14TH SEOUL CREATIVE FESTIVAL OF FILM ADVERTISING BRONZE
2016 대한민국 광고대상 온라인/크리에이티브 Finalist (팬택 스카이 IM-100)
2016 대한민국 광고대상 디자인 Finalist (팬택 스카이 IM-100)

창립연도
대표이사
총 인원

안녕하세요? 마더브레인 류제남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광고 시장에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
는 것은 고되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믿고 따라주는 임직
원들 덕분에 잘 이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2019년 마더브레인
창업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또다른 10년을 준비하는 혁
신과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량강화에 집중했다면, 미래의 우리는 사업 다변화를
통하여 디지털마케팅의 영토를 넓혀 나가려 합니다. 향후 10
년을 이끌 더 새롭고, 더 열정적인 마더브레인의 시즌2를 기대
해주세요.

류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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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 brain

Our Culture

Our Work

마더브레인은 구성원의 단합과 목표의식으로 세계 최고를 꿈꿉니다. 팀

마더브레인은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인재를 추구합니다. 2~3년 일하는 직

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고 합니다. 구성원의 단합이 성장의 가장 큰 원동

장이 아니라, 디지털 마케팅의 업이 되고, 본인의 자아 만족과 가치 실현에

력입니다. 전 직원 해외 워크샵, 리프래시를 위한 근속 복지 등 함께 나누

마더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급변하는 디저털마케팅 시장에서 마더브레

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마더의 모든 것인 직원

인과 함께 기회를 만들어내고, 성공의 결실을 함께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합

들과 나눌 수 있는 과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니다.

인터파크 투어 | 제 2회~6회 온라인 여행 박람회

16~현재
Summary
2015년 업계 최초 ‘온라인 여행박람회’를 개최하며 여행업계의 트렌드를
선도했던 인터파크투어가 점차 커져가는 온라인 여행시장에서의 굳건한
자리매김을 위해 매년 2회 진행하는 대규모 캠페인입니다. 특히, 여행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기 여행지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 콘
텐츠와 함께 연계하여 캠페인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Result
여행업계에서 ‘온라인 여행박람회’라는 트렌드를 구축하며, 인터파크투어
는 브랜드 평판 2위에 안착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 최고 매출 2,400억 원
을 달성하는 성과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였
습니다.

Renault Samsung Motors | e-Showroom

17.11~현재
Summary
2017년 11월 국내 최초 / 업계 최초 전 차종 온라인 구매 시스템인 르노삼
성자동차 e-SHOWROOM 오픈하고 온라인을 통해 마음에 드는 차량 선택
및 원하는 옵션 모두를 온라인 채널을 통해 One-Stop으로 구매 청약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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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MEDIA GROUP

THE NEXT MEDIA VALUE CREATOR
넥스트미디어그룹(이하 NMG)은 FSN 마케팅&테크 그룹 산하의 독립미디어에이전시입
니다. 단일 에이전시 내에서 미디어 전략수립(Planning), 구매(Buying), 운영(Doing)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온오프 통합미디어에이전시 입니다. 빅데이
터,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 애드테크 기법을 적용한 NMG만의 광고 솔루션 「몬스터」를 기
반으로 온/오프 광고 효과 분석 및 예측을 통해 최적의 미디어 전략을 수립하고 실시간 최
적화 기능을 이용한 미디어 효율 극대화를 통해 광고주의 비즈니스 성공에 함께 하고 있
습니다.

안녕하세요. 넥스트미디어그룹 대표 이승호입니다.
온오프라인 경계가 구분된 전통적 미디어 대행 구조로는 빠르
게 변하는 소비자와 미디어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
습니다. 소비자와 시장의 변화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광고 효
회사명

율과 효과를 고려한 온오프라인 통합 운영이 필요한 시대입니

대표번호

넥스트미디어그룹
2018년
이승호
33명(2018년 12월 기준)
070-7732-257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7길 5, 4층(논현동, 태양빌딩)

홈페이지
Clients

www.nextmediagroup.co.kr

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NMG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로 그려

창립연도
대표이사
총 인원

현대카드, GS칼텍스, P&G, 한화, 뉴발란스, 빙그레, TBH Global, 11번가, 피자헛,
올리브영, 신세계

다. 넥스트미디어그룹은 광고주의 캠페인 목표 달성을 실현하
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최적화 및 예측 솔루션을 기반으로 플
래닝/바잉/운영이 원스탑으로 이루어지는 미디어 대행 서비
지는 미디어 빅피쳐를 기대해주십시오.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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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미디어그룹은 과거의 마케팅 관습을 지양하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

전문가 그룹. 이것이야말로 넥스트미디어그룹이 지향하는 전문 미디어 대

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미디어 전략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차별화된 미디

행사의 모습입니다.

광고 효과와 효율을 극대

어 솔루션과 시장과 소비자 트렌드를 꿰뚫는 담당자가 함께 합니다. 광고

화를 위한 AI와 Machine

주의 비즈니스 목표, 브랜드에 대한 이해, 타겟 소비자 인사이트, 미디어 특

learning 기술 기반의

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빅피쳐(Big Picture)를 그리는 미디어

온/오프 통합 광고 솔루션

AD tech Solution

Monster

광고 캠페인 목적에 맞는
온/오프 매체 통합전략제
시와 통합 구매력 확대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Client
Needs

Media
Needs

Media Planning
& Buying

Target
Needs
AD Operating
& Reporting

광고 캠페인 집행
광고 효과 측정 및 분석
퍼포먼스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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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BELL

NO.1 BIGDATA MARKETING FIRM
빅데이터 마케팅 기업인 레코벨은 2013년 설립 이래 박사급 인력진을 필두로 한 전문화
된 인력과 기술력으로 개인화 추천 및 마케팅 사업의 성공을 이끌어 왔습니다. 국내 이커
머스 시장 연간 55조 중 12조를 단독으로 분석하였으며, Keyword7(검색광고 AI자동화 솔
루션) 기반 광고 대행, 고효율 달성을 위한 광고 서버 최적화 등 모든 디지털 광고 영역에
서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코벨 대표이사 박성혁입니다.
빅데이터 마케팅 기업인 레코벨은 2013년 설립 이래 박사

대표번호

레코벨
2013년
박성혁
42명(2018년 7월 기준)
070-4009-697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5, 인우빌딩 7층

Keyword7(검색광고 AI자동화 솔루션) 기반 광고 대행, 고효

홈페이지
Clients

www.recobell.com
이케아, 스타벅스,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롯데면세점,롯데닷컴, 교보문고, 비씨
카드신세계, 아마존웹, 한화, 파나소닉, 갤러리아면세점, 폴리폴리, 대교, 시몬스
인텔레전스 대상’에서 지능성 응용대상 수상
아마존웹 서비스 ‘APN스탠다드 기술파트너’선정

율 달성을 위한 광고 서버 최적화 등 모든 디지털 광고 영역에

회사명
창립연도
대표이사
총 인원

Awards

급 인력진을 필두로 한 전문화된 인력과 기술력으로 개인
화 추천 및 마케팅 사업의 성공을 이끌어 왔습니다. 국내 이
커머스 시장 연간 55조 중 12조를 단독으로 분석하였으며,

서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성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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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이러한 개성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분위기

레코벨은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합니다.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각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자의 의견을 스스럼없이 표현하며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지향

일하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환영합니다.

합니다. 자유로움 안에서 규칙과 원칙은 준수하되, 다른 구성원 각각이 협
력하며 최고의 시너지를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스타벅스 | 스타벅스 개인화 추천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17.06~17.12
Summary
고객이 최근 자주 구매한 상품을 추천하여 빠른 구매 전환을 유도하거나
유저가 방문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매가 급상승한 상품이나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추천하기도하고 유저가 방문한 시점의 온도를 기준으로 추운 날
따뜻한 음료를 추천하는 등 다양한 개인화 추천 시스템입니다.

Result
SirenOrder 전체 주문 중 약 35%가 추천을 통해 발생
추천영역을 통하여 메뉴 선택 시, 주문 완료 비율은 전체 대비 18% 높음

KEYWORD7
Summary
Keyword7은 1년 365일 운영이 가능한 자동화된 빅데이터 기반의 롱테일
키워드 솔루션입니다. 노동집약적으로 비효율적이었던 기존의 국내 검색
광고 시장은 Keyword7과 함께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동화 기술
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Main Feature
빅데이터 기반 고효율 키워드
성과 기반 자동 입찰
24시간 지원되는 토탈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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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M buzz

꿈 꾸는 회사 YDM buzz
YDM buzz는 브랜드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체험 마케팅과 다양한 SNS 채널
의 운영 등을 수행합니다. 기획, 제작, 운영 등의 전문 조직으로 나뉘어 차별화된 디지털 콘
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확산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소비자의 직접적
인 접점에서 소비자가 브랜드를 긍정적으로 체험하게 하며, 그에 따른 우호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려 노력합니다. 탄탄한 인플루언서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간 진행
해왔던 노하우를 활용하여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모든
바이럴 영역에서의 최고의 마케팅 퍼포먼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량적인 데이터
에 근거한 CX 기반의 소셜 운영 기준 마련을 통해 YDM Buzz만의 특화된 바이럴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옐로디지털마케팅버즈(YDM Buzz) 대표이사
장석원입니다.
저희 YDM Buzz는 진심이 담긴 커뮤니케이션으로 디지털 시
회사명
창립연도
대표이사
총 인원

옐로디지털마케팅버즈 (YDM Buzz)
2011년
장석원
26명(2018년 7월 기준)

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고객에게는
최고의 만족을 파트너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직원에게는 행복
한 생활을 창출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YDM Buzz의 전직
원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YDM Buzz는 저희와 연을 맺은

대표번호
주소

02-6203-3000

모든 분들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5, 5층(신사동, 인우빌딩)

홈페이지
Clients

www.ydmbuzz.com

하겠습니다. YDM Buzz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엘지 유플러스, 유한킴벌리, 칭따오, GS SHOP, 울산시청, 위닉스, 유세린, 도이치모
터스, 예다함, 경희대학교, KB손해보험다이렉트, 에스티로더, 현대자동차, 기아자
동차, JTBC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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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M buzz

Our Culture

Our Work

옐로디지털마케팅버즈는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과 삶을 즐기는

옐로디지털마케팅버즈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유연한 사

회사를 추구합니다.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투명한 기업공개를 바탕으

고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유쾌한 사람, 모든 일

로 탄력 출근제, 조기 퇴근제 등을 활용하여 구성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에 있어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바른 태도에서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일하고, 다양한 보상을 통해 본인의 업무에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구

있는 사람, 회사와 조직원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현하고 있습니다.

칭따오

17.10~현재
Summary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채널 특성에 맞춰 콘텐츠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다
른 성격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캐주얼하지만 직관적이고 시의적인 다양한
소재를 주로 활용하여 브랜드 메시지 고취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신규 팬 대비 이탈 팬이 타 페이지 대비 적은 편이었고,
인스타그램의 특성에 맞는 시각적인 피드 구성에 집중하되 멘션에서 캐주
얼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유한킴벌리

17.05~현재
Summary
명확한 타깃과 소구점을 토대로 브랜드 런칭 이전부터 컨셉과 홍보 운영
전략 함께 기획하였습니다. 물티슈를 매개체로 주 타깃 층이 공감할 만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자발적
인 고객 활동이 상승되었습니다.

Result
SNS 채널을 통해 프로모션 소식 등을 유기적으로 알림으로 오픈 직후 소
셜 사이트 물티슈 단일 품목 일 매출 천만 원 달성하였습니다. 포털 사이트
내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가 자발적 으로 생성되었습니다.

FSN BROCHURE ㅣ Marketing & Tech Group

Yellostory

ASIA CONTENT MARKETING PLATFORM
옐로스토리는 소비자들의 경험을 담은 가치 있는 정보성 콘텐츠를 다른 소비자들에게 공
유해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일조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회사입
니다. 옐로스토리의 국내 최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위블(Weble)’을 통해
가치 있는 경험을 콘텐츠로 만들어 공유하고 있으며, 태국에서 서비스를 글로벌 서비스인
‘레뷰(Revu)’를 통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전역으로 시장을 확
대해 나아가고 있는 '아시아 No. 1 콘텐츠 마케팅 플랫폼'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옐로스토리의 대표 장대규, 정연입니다.
옐로스토리는 정보의 소유보다 연결이 더욱 가치 있다고 믿습
니다. 위블(Weble) 플랫폼을 통해서 인플루언서에게는 다양
회사명
창립연도
대표이사
총 인원

옐로스토리(Yellostory Inc.)
2012년
장대규, 정연
154명(2018년 7월 기준)

대표번호
주소

1544-9851

홈페이지
Clients

www.yellostory.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5길 29 (논현동)
삼성, 엡손, 마크제이콥스, 필라, 발망, 고려은단, 배달의 민족, 쏘카(So-car), 해커
스, 로제타스톤, 이마트, 올림푸스, LG U+, 쿠팡, G마켓, SSG, 풀무원, SK-II, O HUI,
THE FACE SHOP, NATURE REPUBLIC, 현대자동자, 기아자동차, 나이키, 고어텍스

한 서비스와 상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경
험을 콘텐츠로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가치 있는 경험을 유
용한 정보로 연결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옐로스토리는
국내 서비스 위블(Weble)과 글로벌 서비스 레뷰(Revu)를 통
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콘텐츠 마케팅 기업으로 거듭나겠습
니다.

장대규, 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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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story

Our Culture

Our Work

옐로스토리는 ‘존중’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개성

옐로스토리의 인재상은 옐스인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

과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을 지향하

고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긍정적이고 적극

며, 개인이나 소속된 팀의 성과만이 아닌 협업을 통한 구성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

적인 자세로 맡은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또한 빠른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모

가며, 넓은 시야로 자신과 팀을 넘어선 회사의 목표를 생각하며, 매 순간 정직

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옐로스토리에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옐로스토리는 소상공인부터 글로벌 마케팅까지 자체 플랫폼으로 고도화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eble.net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fefelo.com
인스타그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REVU.net
동남아시아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REVUchina.com
중국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FSN BROCHURE ㅣ About FSN

Global & Innovative Group
GLOBAL NETWORK
CROSS-BORDER MARKETING
BLOCKCHAIN SERVICE

안녕하세요. 퓨쳐스트림네트웍스 G&I(Global & Innovative) 그룹대
표 조창현입니다.
G&I 그룹은 이미 중화권(중국, 대만) 및 동남아시아(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7개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600여명 이
상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시아를 선도하는 종합 디지털
마케팅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FSN은 현재의 위치
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적용하고 있
습니다.
2018년 상반기 성공적으로 진행된 SIX Network ICO 프로젝트를
필두로, 4차 산업혁명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해 블
록체인 사업의 전체 가치사슬(Value Chain)을 아우르는 신사업을 지
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FSN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혁신적 기술과 사
업모델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종합 디지털 마케팅 기업이 될 것
입니다.
COMPUTERLOGY

Global & Innovative 그룹 대표

조창현

FSN BROCHURE ㅣ Global & Innovative Group

ADMAX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애드맥스는 소셜미디어 전문 모바일 광고 기업으로, 동명의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
폼 ‘애드맥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필두로, 다양한 SNS 매체에서
활동중인 우수 인플루언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커머스/게임/채팅 및 라이프스타
일 등 각 분야별 영향력 높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약 3,000만 명 이상의 유저에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Anti-Fraud System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광고를 방지하고
SNS로 노출되는 광고소재를 관리하여 리텐션, 구매전환 등 광고주 KPI를 지속적으로 달
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애드맥스 대표이사 최준영 입니다.
2016년 4월 런칭한 ’애드맥스’는 광고주와 파트너 등 많은 분
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애드맥스는 모바
일 이용자, 기업 관계자들의 만족과 감동을 최우선으로 생각
국가

대한민국

하며,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을 먼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명

를 신뢰하고 있는 광고주, 파트너와 여러분들께 멋진 길을 제

대표번호

애드맥스(ADMAX)
2016년
최준영
10명(2018년 10월 기준)
02-556-8833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6길 8 카이로스 빌딩 8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홈페이지

www.ad-max.co.kr

Clients

티몬, 쿠팡, 위메프, CJmall, 하이마트, 롯데마트, G마켓, 11번가, 옥션, SSG, 넷마블,
넥슨, NC SOFT

창립연도
대표이사
총 인원

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뤄낼 모든 성취와 성과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앞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고 더욱 신뢰받는 ‘애드맥스’ 가

최준영

FSN BROCHURE ㅣ Global & Innovative Group

ADMAX

Our Culture

Our Work

애드맥스는 ‘Ownership’ 과 ‘Partnership’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애드맥스의 인재상은 ‘Ownership’ 과 ‘Partnership’을 이해하고 높은 열정으로

스스로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직급에 구애 받지 않고 유연한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사고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함께 새로운 목표와 업무를
만들어 나갑니다. 임직원들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자료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
고 있으며, 행사 참여 및 네트워킹을 통해 시장의 동향과 기회를 파악합니다.

티몬

16.06~현재
Summary
2016년 부터 집행한 최장기 광고주인 티몬은 설치형 캠페인을 시작으로
월별 광고주 목표 ROAS를 매번 달성하며 점차 광고 상품군 및 거래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Anti-Fraud System 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ADMAX가 보유한 인플루언서와 Display AD 매체 를 적
극 활용한 덕분에 구매 효율 & 광고 소재 퀄리티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었
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 중인 광고 외 광고주 측의 홍보가 필요한 이벤트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하여 깊은 유대관계로 협업 중입니다.

Result
총 100만 다운로드 달성 및 광고주 목표 ROAS 초과 달성 중

미디어윌네트웍스 | 알바천국

17.10~현재
Summary
2017년부터 집행한 광고주이며, 높은 회원가입 KPI 달성을 위하여 구인/
구직 카테고리 우수 파트너 섭외 및 다양한 매체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적
극적인 맞춤형 광고 최적화 운영으로 회원가입 KPI 달성을 이뤄낼 수 있었
습니다.

Result
총 30만 다운로드 달성
전체 광고 매체 중 회원가입률 부문 S Grade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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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PLUS

디지털 마케팅으로 더 나은 가치를, 더 나은 혜택을
ADPLUS는 인도네시아 디지털 미디어 광고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2012년에 설립되
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디지털 마케팅 생태계에서 6년간 활동하면서 수천 가지의 영향력
있는 캠페인을 담당해왔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시장에 집중된 리치 미디어, 퍼포먼스 기
반 마케팅 등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ADPLUS 대표 Yazid Faizin 입니다.

국가

인도네시아

회사명

대표번호

PT Adplus Digital Solusindo
2012년
Yazid Faizin
41명(2018년 10월 기준)
+ 62 21 717 90561

주소

Jl. Kemang Timur No. 90, Jakarta Selatan 12730, Indonesia

홈페이지

www.adplus.co.id

Clients

Carat, Dentsu, Fortune, Havas, I-Dac, Isobar, Leverate, Media Muscle,
Medianet, Narrada, PHD, Starcom, Bukalapak, Tokopedia, Sharp, Adira
Finance, Digitalab, GMC, MEC, Vizeum

창립연도
대표이사
총 인원

우리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변화를 따라
잡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팀을 단
합하고 팀이 가진 역량이 어떻게 기업에 가치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더 나은 가치와 혜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이를 바
탕으로 여러 디지털 마케팅 니즈를 충족하는 솔루션을 제공하
기 위해 최고의 팀 시너지 및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Yazid Faiz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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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ulture

ADPLUS

Our Work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파워먼트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해줍니다. 누구나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웃음 속
숨겨진 진지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물은 바이럴 됩니다.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Adira Finance | 전직 운동선수 지원 캠페인

18.08
Summary
과거에 세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형편 속에서 생활하는 인도네시아
전직 운동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맞이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직 운동선수 한 명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제안했습니
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생하는 좋아요 및 댓글 등이 지원금으로 기부되
는 캠페인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갖고 다양한 채널에 홍보하고자
했습니다.
Result
처음 목표한 13k이 아닌 40k 이상의 인게이지먼트를 얻어 예상을 뛰어넘
는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단일 IG 게시물을 통해 얻은
가장 많은 수의 인게이지먼트였으며, 이를 통해 인지도 향상 효과도 얻었
습니다.

S.M.A.R.T | Simple, Measurable Audience Re-Targeting Tools
Summary
SMART는 다양한 타겟팅 옵션들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ADPLUS의 퍼포먼스 기반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입니다

Main Feature
실제 클라이언트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클라이언트에게 과금
캠페인에 최적화된 개방형 대시보드 제공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적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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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E GLOBAL

WE WORK WORLDWIDE
BEHAVE GLOBAL은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브랜드를 구축하고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컴퍼니입니다. 한국 브랜드들의 글로벌 진출(Out-bound marketing)과 글
로벌 브랜드들의 한국 내 마케팅 (In-bound marketing)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특히 중국
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과 미디어의 공식 파트너로서 대 중국 마케팅을 직접 기획하고 운
영,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BEHAVE GLOBAL 대표 김대열, 김세중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전자, 자동차, 화장품을 비롯한 수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BEHAVE GLOBAL은 이 많은 브랜드들
이 더 큰 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잡고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들을 만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국가

한국

회사명

대표번호

비헤이브 글로벌 (BEHAVE GLOBAL)
2017년
김대열, 김세중
40명(2018년 10월 기준)
+82 70 5066 3568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45, 인우빌딩 9층

홈페이지

www.behaveglobal.com

Clients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파라다이스 시티, 진에어, 현대 백화점 면세점 등

창립연도
대표이사
총 인원

있게 하겠다는 미션을 갖고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글로벌 인재들이 더 큰 시장을 위해 브랜드 전략을 수립
하고, 마케팅 활동을 기획하고, 소비자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더 큰 시장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BEHAVE GLOBAL이 최적의 브랜드/마케팅 파트너가 되어 드
리겠습니다.

김대열, 김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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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ulture

BEHAVE GLOBAL

Our Work

BEHAVE GLOBAL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글로벌 인재들이 함께 일하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새로운 시장,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도전에 항상 열
려 있으며 다양함과 다름이 인정받는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합니다.

삼성전자 | 가전 사업부 글로벌 소셜 채널 운영

17.03~18.02
Summary
삼성전자 가전 사업부의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전략 SAMSUNG,
where innovation lives 을 수립, 다양한 캠페인과 콘텐츠를 제작해서 글
로벌 소셜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한 편 삼성
전자 해외 법인들이 우리가 제작한 캠페인과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글로벌 에이전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 |

16.04~현재
Summary
동북아 최초의 복합 리조트로 오픈한 파라다이스 시티를 위해 ‘한국여행의 시
작과 끝, 파라다이스 시티’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 중국 마케
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rt+Entertainment 캠페인과 웨이보, 웨이신 등
을 통한 SNS콘텐츠 제작 및 PR 활동들을 통해 수많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새로
운 한국 여행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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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LY OBLISSS

No. 1 Performance Marketing Company in China
카울리 오블리스는 중국 현지에 있는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 회사로서, 저희 광고주들은
인스톨/DAU/Retention Rate가 기존 일반 마케팅 등을 했던 때 대비 적게는 30% 많게는
40% 이상의 효율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과 같이 온·오프라인 광고
시장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각 매체의 비용은 한국 대비 몇 배 차이가 날 만큼 비싼 반
면 매체가 보유한 유저의 성격이 다르고, 유령 회원을 보유한 매체도 많은 시장에서, 일찍
부터 쌓아온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도전과 그에 따른 노하우를 잘 축적해왔기 때문입니
다. 카울리 오블리스는 Tencent사의 광디엔통, 시나웨이보의 펀스통, 바이두 DSP, 그리고
중국의 파편화되어있는 앱스토어(샤오미, 비보, 오포, 360 등)의 퍼포먼스 마케팅 플랫폼
(DSP) 운영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NCPI 플랫폼 집행을 통해 각 고객사에 맞
는 KPI를 설정하고 대쉬보드 등을 통한 가독성 높은 디테일한 보고와, 고객사 목표에 가장
적합한 효율 좋은 매체를 찾고 최적화 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마케팅 효율을 올리고 있습
니다. 향후 중국 고객사의 한국/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영역 확장으로 다양한 고객사 니즈
에 맞는 퍼포먼스 전문 마케팅 회사로서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퍼포먼스 마케팅 회사
국가

중국

회사명

대표번호

카울리 오블리스 (CAULY Oblisss)
2011년
김세중
24명(2018년 10월 기준)
+ 86 10 6472 3160

주소

北京市朝阳区望京利泽中园二区203号洛娃大厦A座3层1310室

홈페이지

www.oblisss.com

Clients

신세계 면세점, 네이버 VAPP, 현대 면세점, 컴투스, 네이버 웹툰

창립연도
대표이사
총 인원

카울리 오블리스 대표 김세중입니다.
중국 현지에서의 풍부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매출 성장 및 성공적인 중국 시장 정착을 위해 진정성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김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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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ulture

CAULY OBLISSS

Our Work

우리는 사람을 중시하고 열정을 다하며 진실되고 정직하게 일하는 분위기
를 추구합니다. 더불어, 중국 문화, 언어에 대한 현지 능력을 보유하고 열정
을 다할 수 있는 인재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웹툰 | 네이버 웹툰 중국 App Install, DAU 증가
Summary
네이버 웹툰 중국 시장 진출 1년 후 저조했던 시장 점유율 상황에서, 카울
리 오블리스와 함께 중국 주요 앱마켓 광고 플랫폼, DSP 등의 퍼포먼스 마
케팅과 웨이보/웨이신 파워유저 등 바이럴 마케팅 MIX를 통한 유저 퀄리
티 재고와 다운로드 수 대폭 증가 목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카울리 오블리스 NCPI 플랫폼
Summary
카울리의 한국 No 1. NCPI 플랫폼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 중국 현지화 및
매체 연구를 통해 2017년 중국 전문 NCPI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NCPI 마케팅 집행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플랫폼으로 성장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ain Feature
고도화 된 Anti-Fraud 시스템
다수의 중국 효율 입증된 하위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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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LY TAIWAN

PASSION · INTEGRITY · ENJOY
카울리 타이완은 대만 최초로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렛폼을 통해서
게임 및 다양한 광고주의 고퀼리티 유저유입과 KPI를 달성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선된 글로벌 및 로컬 DA파트너를 통하여 안정적인 NCPI물량확보와 동시에 보장
형 KPI로 퀼리티 관리를 통한 광고주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울리 타이완 지사장 양광수입니다.
국가

대만

카울리 타이완은 CAULY의 풍부한 모바일 광고 경험과 네트

회사명

워크를 기반으로 대만시장에서 자체 인플루언서 플랫폼을 활

대표번호

카울리 타이완(CAULY TAIWAN LIMITED)
2017년
양광수
7명(2018년 10월 기준)
+886 28828660

주소

2F., No.136, Jihe Rd., Shilin Dist., Taipei City 11162, Taiwan

를 통하여 “광고 같지 않은 광고 플랫폼 구축”을 지향합니다.

홈페이지

www.caulytaiwan.com.tw

Clients

Softworld, VPON, 9SPLAY, Gameflier, ICAN, OMG, 9453Play, Wegames,
Gameboss, Szn, IGS, Netmarble, Cayenneark

창립연도
대표이사
총 인원

용하여 다양한 마케팅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여 , 대
만내에서 로컬 매체로자리매김하는 것이 가장 첫번째 목표이
며, 동시에 대만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에 새로운 환경제시

양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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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LY TAIWAN

Our Culture

Our Work

카울리 타이완은 작지만 강한 조직, 구성원 모두가 열정과 정직을 기반으로

카울리 타이완 사람들은 변치 않는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뜻하는 바

즐기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협력과 신뢰로 모든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하여 빠른 성공보다는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Wegames | 라그나로크(RO)

17.11~17.12
Summary
대만시장 런칭 시 진행된 캠페인으로 인플루언서 플랫폼과 DA광고를 동
시에 진행하여 시장내에서의 브랜딩 효과 및 리얼 유저의 회원유입을 성
공적으로 진행되었던 캠페인입니다.
Result
총 47명의 KOL참여 / D+1 R 47% / Pay rate: 28% / ROI: 112%달성

모바일게임용 사전예약·마케팅 등 서비스 패키지 출시 |

18.11

Summary
카울리 타이완은 대만 현지 퍼블리싱 업체인 HappyTuk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
기업의 대만 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 마케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브랜딩 마케팅
TV CF, 옥외광고 (버스, 지하철), 기자박람회, 유저간담회

온라인 마케팅
Facebook, Google 광고, Non Reward 광고 (NCPI), 인플루언서 마케팅

로컬 운영
현지화 작업 (번역, QA), 팬페이지 운영 (이벤트), 주요매체 보도자료배포,
Custom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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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verAds

MAKE CUSTOMERS COME TO YOU
CleverAds는 높은 수준의, 최적의 구글 애드워즈 및 페이스북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
딩 에이전시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2011년 12월, CleverAds는 베트남에서 최초
로 구글 프리미어 SMB 파트너(2016년 7월에 프리미어 구글 파트너로 명칭 변경)가 공식
적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베트남 구글 애드워즈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해왔습니
다. 2013년 12월에는 베트남에서 최초로 페이스북 공식 리셀러가 되어 베트남 기업들이
세계 유수의 기술 및 광고 플랫폼을 접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기회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CleverAds는 동영상, 모바일, TVC, 와이파이,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이메일
마케팅, 포럼 시딩 등 다양한 종류의 광고 형식이 포함된 효과적인 디지털 마케팅 패키지
를 제공합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경험 및 200명의 유능한 직원들과 함께 굳건히 리딩 에
이전시로서의 자리를 유지해왔으며, 베트남 및 해외 2,000곳의 클라이언트를 위해 실행
한 4,000가지 이상의 캠페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베트남

회사명

CLEVER ADVERTISING CORPORATION
2008년
Nguyen Khanh TrInh (Mr.)
200명(2018년 7월 기준)
+84 919018448

창립연도
대표이사
총 인원
대표번호
주소

Room 301, 3rd Floor, G1 Tower, Five Star Garden, No.2 Kim Giang. Str. Kim
Giang Wrd, Thanh Xuan Dstr, Hanoi, Vietnam

홈페이지

cleverads.vn/en/

Clients

Thien Nam Hoa CO.,LTD, LG Electronic Vietnam Hai Phong, Viet Nga
Eye Hospital, Angel Corporation Vietnam, The One Marketing Vietnam
CO., LTD, BIBOMART TM JSC, CAREERLINK, FIM PLUS., JSC, Viettravel
, DAI VIET HUONG MANUFACTURING CO., LTD- VINH LONG BRANCH,
VISGERPHARM.,JSC, RMIT University Vietnam, 360 VIETNAM TRADING
COMPANY LIMITED, TIMEVISION., JSC, Foody, VEGA ., CORP, . VEGA GAME.,
JSC,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Technology, PHONG VU TRADING SERVICE CORPORATION, TAN HIEP PHAT TRADING - SERVICE COMPANY
LIMITED

Clients

Best Quality AdWords Account SouthEast Asia 2015Mobile Performance
Champion SouthEast Asia 2015
Display & Youtube Champion SouthEast Asia 2015
Top 5 of Best of 2015 - Ads Leaderboard Vietnam by Youtube(“Lunar New
Year 2015 Year of the Goat for Neptune” 바이럴 비디오)

안녕하세요. CleverAds 대표 Nguyen Khanh TrInh입니다.
CEO로서 CleverAds의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선택해주셔
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CleverAds는 베트남에
서 가장 앞서가는 온라인 광고 에이전시가 되기 위해 끊임없
이 새롭게 배우고자 하며,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의 “원스탑 샵
(one-stop shop)”이 되겠다는 비전을 갖고 발전하고자 합니
다.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며, 고객들에게 만족을 보
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최신의, 가장 효과적인 광고 형식 관련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습득합니다.

Nguyen Khanh TrI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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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verAds

Our Culture

Our Work

활발한 회사 분위기 덕분에 젊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합

일이 있을 때는,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합니

니다. 특별 인센티브 및 보너스, 아침 제공, 10분가량 즐기는 뮤직 브레이

다. 개방된 사고, 효율성, 진실성, 다양성, 고객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열정

크 등 팀을 위해 제공되는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자율복장이

을 핵심 가치로 여겨 이를 매일매일 더 발전시켜 고객들을 위해 최고의 퍼

가능하며, 일년에 두 번 임직원이 함께 여행을 갑니다. 리더들과 팀원들 사

포먼스 및 만족을 선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더 높은

이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매우 수평적인 문화의 회사입니다. 어려운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Vietcombank | Digital Marketing Campaign : Green For Life

17

Summary
Vietcombank는 더욱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활동에 더 많은 고객이 함
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을 원했습니다. CleverAds
는 이처럼 Vietcombank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려, 더 나은 사회를 만
드는 활동에 앞장선다는 사실을 홍보하고자 했습니다. 미니 게임,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영상 제작 및 이벤트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및 광고 전략
을 기획했습니다.

Result
전환율은 250%로 증가
CPA는 80%까지 감소

British Council | Digital Marketing Campaign

14~현재
Summary
영국문화원(BC)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CleverAds에 마케팅 솔루션을
맡겨왔습니다. BC는 영어 교육 기관으로서 명성이 높지만, 가격도 높은 편
입니다. 특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다닐 수 있는 경쟁 교육 기관들이 많아,
BC의 홍보가 중요합니다. 주로 BC 홍보를 위해 프로모션 및 강의 관련 소
개를 해왔는데, 2015년부터 2016년까지만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하여 BC
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담은 동영상 제작 등 다른 홍보방안들을 기획
했습니다.

Result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에 CPA 비율이 급감
반면, 전환율은 1.5% 증가
예산 1.5%에서 2%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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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logy

BIG DATA & SOCIAL MEDIA SOLUTION PARTNER
Computerlogy는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소셜미디어에서의 소비자 이용 행태를 잘 이
해하는 테크 스타트업입니다. 고객들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 관련 혁신
기술을 제공합니다. 캠페인 확장, 측정 개선, 신규 오디언스 도달 등 고객이 원하는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최선의 방법을 지원합니다.

국가

태국

회사명

대표번호

Computerlogy
2009년
Vachara Aemavat
71명(2018년 10월 기준)
+66 80 808 9080

주소

64/3 Moo 1 Soi Watwanghin, Surasak, Siracha, Chonburi, Thailand

홈페이지

computerlogy.com

Clients

정부기관: Thailand Ministry of Finance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Petroleum Authority of Thailand PCL
금융기관 : Bank of Ayudhya PCL, Kasikonbank PCL, Bangkok Bank PCL,Thai Credit
Retail Bank, Easy Buy PCL
통신사: Advance Info Service PCL Total Access Communication PCL, Line Mobile
보험회사: Thai Life PCL,MBK Life, Dhipaya Insurance, The Viriyah Insurance
의료기관: Samitivej PCL, 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 Bangkok Hospital (Pattaya)
유통업체: Thai Beverage PCL, Ichitan Group PCL, KFC,Tesco Lotus

창립연도
대표이사
총 인원

Awards

IT Princess Awards from Foundation for research in Information Technology
The winner of Facebook Developer World Hack 2012
The winner of Thailand ICT Award (TICTA)

안녕하세요. Computerlogy 대표 Vachara Aemavat 입니다.
오늘날 고객들은 기능만 수없이 많은 솔루션을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객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정확히 전달
하지 못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
니다. 고객들이 정확히 원하는 바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나
의 플랫폼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한 후
맞춤화된 솔루션을 고안해야 합니다.

Vachara Aema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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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ulture

Computerlogy

Our Work

Computerlogy는 직원들이 상사 또는 관리자에게 의견을 쉽게 나누며, 서
로를 통해 더 많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수평적인 문화를 지
향합니다. 아울러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워라밸’을 중
요시합니다.

SocialEnable
Summary
소셜 대화 리드, 비즈니스 전환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셜미디어 관리 시스템입니다.
Main Feature
소셜 모니터링 서비스
소셜미디어 분석 & 리포트
소셜미디어 관리

Total Access Communication PCL
Summary
태국의 통신사 중 하나로 Computerlogy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얻
었습니다.
Result
온라인 캠페인, 브랜드 평판, 위기 평가, 마케팅 분석 등을 측정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정확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짐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 생산성 개선
소셜미디어 관리 플랫폼을 통한 기존 커뮤니티 고객 응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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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 Network

새롭게 만드는 디지털 경제
SIX Network는 식스 디지털 자산 월렛, 탈중앙 금융 서비스, 월렛-투-월렛(W2W) 탈중앙
커머스 등 더 나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새롭게 디지털 경제를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및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식스는 디지털 및
크리에이티브 경제 속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

태국

회사명

대표번호

SIX Network
2018년
Natavudh Pungcharoenpong, Vachara Aemavat
19명(2018년 10월 기준)
+66 80 808 9080

주소

10 Central Exchange Green #03-06 Singapore 138649

SIX Network는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쉽게 만들어줄 세계 최

홈페이지

six.network

초의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어려움 없이

창립연도
대표이사
총 인원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영역
토큰 5억2천만 개 판매 완료(2018년 6월 기준)
ICO 규모
상장 거래소 일본 거래소 ‘리퀴드(Liquid)’, 홍콩 거래소 ‘코인슈퍼(CoinSuper)’,
인도네시아 거래소 '토크노미(Tokenomy)'

안녕하세요. 식스 네트워크 대표
Natavudh Pungcharoenpong, Vachara Aemavat 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atavudh Pungcharoenpong, Vachara Aema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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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 Network

Our Culture

Our Work

항상 빠르게 배우고 습득하며,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식스네트워크는 디지털 및 크리에이티브 공급사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시에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궁극적으로 제
공할 수 있도록 탈중앙 서비스 솔루션들을 개발합니다.

SIX Wallet
빠르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보안성이 강화된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PIN 코드로 앱 접속 가능
유저네임으로 암호화폐 전송 가능(식스 월렛에서 식스 월렛으로)
보안성을 높여주는 멀티 시그니처(Multi-Signature)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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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M Thailand

DRIVE · CONNECT · GROW
YDM Thailand는 태국의 선도 디지털 마케팅 그룹으로서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디지털 미디어, 등의 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YDM 태국 그룹은 ADYIM,
Gottimize, ALT65, AdPocket, DOER, AVG Thailand, NAWIN Consultant 등의 자회사를
포함합니다.

국가

태국

회사명

대표번호

YDM Thailand Co.,Ltd.
2008년
Tanapon Subsomboon
165명(2018년 10월 기준)
+ 662 538 6729

주소

168/14 Naknivas Rd, Ladprao, Ladprao, Bangkok 10230 Thailand

홈페이지

www.ydmthailand.com

Clients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Philips Thailand, Line Company (Thailand) Limited,
Nestle Thailand, SCB Life Assurance Public Company Limited., Areeya Property, CRC
Thai Watsadu Co. Ltd., Bank of Ayudhya Public Company Limited, The Office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Muang Thai Life Assurance, Thonglor Pet Hospital,
Lock&Lock Thailand Co.,Ltd., Scotch Thailand, Interthai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Ltd. (Nat Care), High-Tech Lubricants AP Pte Ltd. (Motul Thailand)

창립연도
대표이사
총 인원

Awards

Best practices online campaign L'Oréal Worldwide 2011-2013
PATA Gold Awards 2018 (Heritage & Culture)

안녕하세요.
YDM Thailand 대표 Tanapon Subsomboon 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및 혁신 개발을 통해 업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는 IPO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Tanapon Subsomb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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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ulture

YDM Thailand

Our Work

YDM Thailand는 DRIVE · CONNECT · GROW를 기반으로 기업문화를 만
들어갑니다.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 6 Senses of Local Experience in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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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다양한 지표 및 정보를 통해 2017년 “6 Senses of Local Experience in
Thailand” 온라인 캠페인은 외국인 여행객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태국이 관광산업에서 잠재력이 많으
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태국은 독
특한 관광지가 많고,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임을 알렸습니다.

Result
참여자 16,584명
웹사이트 방문자 8,481,770 UIP(고유 IP 주소)
노출 334,795,263
PATA GOLD AWARDS 2018 Heritage & Culture 부문 수상

Natcare Thailand | Because acne problems cannot be solved by just anything, a master is required

16.02~현재

Summary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소녀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드름 해
결사인 Dr. Nat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캠페인입니다. Natcare를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Dr. Nat이라는 인물을 통해 스토
리를 나타냄으로써 10대들과 재미있는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Result
총 조회 수 900만 이상, 높은 좋아요/댓글/공유 수
다수의 긍정적인 댓글 및 피드백
제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요청 및 문의 발생

www.fsn.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5, 8층 (신사동, 인우빌딩)
TEL. + 82 2 591 6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