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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케이웹미디어 소개

[1-1] ㈜케이웹미디어 소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을 위한
성공적인 홈페이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책임감 있는 마케팅으로 지속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이끌어가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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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케이웹미디어 소개

[1-2] 기업이념

함께 성장하는 기업
고객, 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국가와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고객과 성장하는 기업
-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 최저의 가격으로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기업

직원과 성장하는 기업
- 일을 통해 꿈을 실현하게 하는 기업

협력회사와 성장하는 기업
- 협력사와 Win-Win 하는 기업

지역사회와 성장하는 기업
- 사회 공헌과 참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국가와 성장하는 기업
- 국내 온라인 시장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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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업비전

고객과 신뢰를 지키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감동을 주는 믿음 주고 신뢰받는 기업 ㈜케이웹미디어 입니다.

능력의 기업

신뢰의 기업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신뢰를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한다.

사명
(MISSION)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최저의 가격으로 고객감동을
창조한다.

감동의 기업

변함없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한다.
탁월한 능력과 최고의 실력으로 고객의 사랑에
보답한다.

정직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고객에게 기쁨을, 사회에는 행복을 주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가치

경영원칙

경영전략

목표관리

(VALUE)

(BUSINESSRULE)

(BUSINESS STRATEGY)

(MANAGEMENTBYOBJECTIVES)

고객감동을 최우선으로 한다.

함께 성장하며, 사회에 기여한다.

상품차별화/가격혁신/창조/협력
역량개발/사회공헌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한다.

고객관리/경영관리/재무관리/
인재관리/지역사회관리를 통해
기업의 비전을 실천해나간다.

6

CHAPTER 01. ㈜케이웹미디어 소개

[1-4] ㈜케이웹미디어 현황

처음과 끝이 항상 같은 기분 좋은 파트너!
‘같이’의 가치를 실천하며 뛰어나고 창조적인 성과로 고객의 실질적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케이웹미디어 입니다.

회사명

㈜케이웹미디어

대표자

김병오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70, 4층(오류동)

주요서비스
홈페이지

연락처

온라인통합마케팅, 홈페이지제작, 모바일 앱,
광고솔루션, 홍보랑
www.kti114.net
TEL
1588-0936
FAX
0303-0799-1588
E-MAIL kti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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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혁
㈜케이웹미디어는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 충청남도 시,군별 전화번호부
제작 및 배포
- KT(한국통신) 수납대행에 관한
업무 협약
- 충청북도 시,군별 전화번호부
제작 및 배포
- 코리아토탈인포㈜ 설립

- 케이웹미디어 개인사업자 설립(1.15)

- 홈페이지 제작 빌더 3.0 개발

- ㈜펀그랩과 채널링 서비스 제휴

- 연합뉴스와 서비스 제휴

- ㈜나눔미디어와 전략적 업무 제휴

- 네이버 키워드 광고 공식대행 계약

- 비즈기프트와 업무 제휴

- 모바일 빌더 개발완료

- KIJUI&T와 업무제휴

- 전국모바일서비스 5,000건 도달

- 게임아놀자와 업무 제휴

- ‘스탠다드플러스’ 개발

- 세종TV와 업무 협약(기사제공)

- 파워박스 개발

- 한국사이버결제 업무제휴

- ㈜모아일일사닷컴 설립

- Kweb 미디어/자회사 설립

- Moa114서비스 개시

- 연합뉴스와 업무 제휴

- ㈜케이웹미디어로 법인전환(9.26)

- 사회공헌을 위한 지원 협약/어린이 재단
- 대전 서부 지사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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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혁
(주)케이웹미디어는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 빌더 서비스 고객 2만 유치

- 중소기업 등록 ‘중소기업청’

- 이지빌더 플러스 솔루션 출시

- 뉴 솔루션 상품 출시‘베스트빌더’

- 이지프로 고급빌더 펜션 솔루션 출시

- 여성친화일촌기업 취업지원 및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연계협약 ‘새일지원본부’

- 직접생산확인서 등록 ‘중소기업중앙회’

-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록

- 뉴스탠다드빌더 개발

- 국내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등록
‘나라장터입점’

- 자동문자발송앱 ‘홍보랑’출시

- 네이버블로그서비스팀 개설
- LG U+SMS서비스 지점 계약
- ㈜드림브이알과 업무 제휴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안드로이드 어플 제작서비스 시작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 전자계약서비스 솔루션 개발
- 본사사옥이전 ‘대전시 중구 오류동’
- 뉴빌더 솔루션 출시 ‘이지빌더’
- 자동문자발송 솔루션 개발
- 특허 제 10-1367458-멀티앵글
방송서비스제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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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프로 고급빌더 이사 솔루션 출시

- 샤프 AQOUS3 홈페이지 구축
- 뷰티칼리지 홈페이지 구축
- ㈜신라젠 홈페이지 구축
- 스마트IP 솔루션 개발
- 홍보랑 서비스 고도화

CHAPTER 01. ㈜케이웹미디어 소개

[1-6] 조직도

㈜케이웹미디어의 탄탄한 조직!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해 ㈜케이웹미디어는

CEO 대표이사

각 분야의 전문가가 전담 관리합니다.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원칙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감사

프로페셔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팀

개발사업팀

전략기획팀

고객관리팀

미디어팀

총무관리팀

개발팀

경영기획팀

고객상담팀

동영상제작팀

업무지원팀

디자인팀

마케팅전략팀

고객영업팀

미디어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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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증서
웹서비스와 솔루션 개발의 한 길을 걸어오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기업부설연구소’필증을 획득한 IT전문회사입니다.
㈜케이웹미디어는 조달청 등록업체로 나라장터에 입점하여 우수한 기업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1 ㈜케이웹미디어 사업자등록증
2 ㈜케이웹미디어 중소기업확인서

3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1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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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ARTNERS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최고의 실력과 신뢰를 갖추어 다양한 업체와 함께하였습니다.

합법적인 콘테츠 제공으로 믿음을 주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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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케이웹미디어가 추구하는 사회공헌은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회기여를 통해 함께 나누는
기업문화와 구성원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회사의 수익을 환원합니다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모아모아 나눔단과 함께
모아모아 나눔단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를 신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 1588-0936
13

생활 속에 작은 실천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OUR BUSINESS

사업영역

CHAPTER 02. 사업영역

[2-1] 고객의 고민

㈜케이웹미디어에

온라인 고객도
놓칠 수 없다!

의뢰하는 많은 고객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합리적 비용
고품질의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홈페이지제작
부터 마케팅까지
한 곳에서!

프로페셔널한
그룹과 함께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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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영역
홈페이지 제작 & 광고 솔루션 & 웹 디자인 & 온라인 통합 마케팅!
㈜케이웹미디어는 Total-Marketing Service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작서비스

홈페이지

기타 부가 서비스

블로그

온라인 마케팅

빌더 솔루션

키워드광고 블로그마케팅

홈페이지빌더

제작 기술력

솔루션 개발

쇼핑몰빌더
홍보랑App

네이버모두

쇼핑몰

웹호스팅

모바일마케팅 페이스북

반응형 웹
이사빌더

동영상

랜딩페이지

유지관리

사진촬영

모바일명함

QR코드

SNS연결

CI/BI

인스타그램

펜션빌더

유튜브

부동산빌더

카카오마케팅 동영상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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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빌더

스마트IP
웹표준

웹접근성

웹표준

웹접근성

전자결제 솔루션

CHAPTER 02. 사업영역

[2-3] 고객지원 서비스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믿을 수 있는 사업파트너, ㈜케이웹미디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매출이 상승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것
이것이 저희 목표이며, 고객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핵심서비스입니다.

유지보수 1년 무상

온라인 마케팅 대행

웹호스팅 1년 무료제공

키워드/블로그 마케팅

서브도메인 1년 무료제공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마케팅

검색 포탈등록 지원, 관리자 모드 제공

카카오 스토리/모바일 마케팅
유튜브/동영상마케팅

지도/네비게이션 등록

키워드파워링크/모바일
키워드 컨설팅 파워링크

다음지도 등록

모바일 웹 제작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등록
지니 네비게이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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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웹사이트 제작 서비스

웹 사이트 제작
귀사의비즈니스를고객에게효과적으로전달하여고객의마음을움직이게하는웹사이트를제작합니다.
합리적인가격으로템플릿형홈페이지부터맞춤형홈페이지까지트렌디한디자인으로전문제작이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웹 기반 사이트 제작
-사이트 방문자가 이탈하지 않도록 전문가가 컨설팅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을 이해한 컨셉 구성
-웹 표준 기반 크로스 브라우징
-인터넷 검색이 잘 되도록 검색엔진 최적화(SEO)

디자인 제작 & 프로그램 개발
-사이트 사용자가 만족하는 레이아웃 구성
-사용자가 보기 편한 감각적인 디자인
-지속적인 기능 개선 업데이트, 프로그램 개발 요구 시 추가 개발 가능
-각종 프로그램 기능 연동(결제PG, 문자 서비스, 로그분석, SNS 연동 등)

홈페이지 유지보수 & 관리
-홈페이지 도메인, 호스팅, 웹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간단한 홈페이지 내용, 이미지 수정 및 디자인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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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웹미디어 상품안내

❶ 일반형 홈페이지

❷ 모바일 홈페이지

❸ 패키지 홈페이지

PC Homepage

Mobile Homepage

일반형 + 모바일 홈페이지

550,000원

330,000원

770,000원

❺ 이사 전문 사이트

❻ 펜션 전문 사이트

❹ 홍보 동영상 제작
사업장 촬영, 영상편집, 캡션작업

550,000원

❼ 쇼핑몰

❽ 반응형 홈페이지

견적상담, 캘린더, 문자 발송 기능 예약 기능, 예약 시 문자 발송 기능

PC/모바일 쇼핑몰 + 관리자

990,000원

1,320,000원

다양한 디바이스에
최적화되는 홈페이지

1,320,000원

당신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든든한 10가지 서비스 제공

부담 없는 가격정책

도메인 기본 제공

SNS 연동

호스팅 제공

검색 등록 대행

제작비용 없이 월 이용료만으로

홈페이지 서브 도메인 제공

카카오, 페북, 유튜브, 블로그 등

기본 서버 호스팅 제공

네이버, 다음, 네이트 검색 포탈

홈페이지 제작 가능

본인 소유 도메인 연동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바로가기 지원

(용량 : 1GB / 트래픽 : 월 1GB)

검색 등록 지원

유지보수 서비스

네이버 지도 등록

네비게이션 등록

QR코드 생성

관리자 모드 제공

홈페이지 제작 후 필요한

네이버/다음에서 사업장 검색 시

네비게이션에서 귀사의 사업장이

명함, 모바일웹, 전단지 등에 활용

고객, 게시물, 팝업창 관리 등의

기본 유지보수 지원

사업 정보 노출되도록 등록 지원

안내 되도록 등록 (아이나비/지니)

할 수 있는 큐알코드 제공

기능이 있는 관리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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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 사이트 제작
스마트폰이급속도로확산되면서정보검색과구매등생활의모든것이모바일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기에 모바일은
필수입니다. 모바일기기에최적화된디자인과웹기술로효과적인모바일전용홈페이지를합리적인비용에제작합니다.

PC홈페이지, SNS, API 연동
‧일반 PC홈페이지 데이터와의 연동은 물론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및
지도 API연동을 통해 활용가치 높은 모바일 웹 제작
‧ 모바일 웹 제작 시 모바일의 특성을 살려 문자메세지, 전화 바로 걸기 등을
탑재하여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함

모바일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기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아이폰 등의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기술을 이용하여 모바일 웹 제작
‧모바일 접속 시 빠른 속도와 안정적인 가독성으로 고객에게 신속한
정보전달이 가능

QR코드 발급
‧웹사이트, 명함, 전단지, 카탈로그, 기념품 등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비추기만 하면 모바일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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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딩페이지 제작/기획
고객이인터넷검색을통해해당사이트를방문할때가장먼저는페이지로, 핵심정보위주로제작하여방문자의
시선을사로잡아이탈을최소화하고매출로이어지도록해줍니다.

비용대비 효율적인 광고집행
저렴한 제작비용으로 검색 키워드와 관련된 최적의 내용을 구성하고
제품을 강조하여 의도를 확실하게 전달하여 홈페이지이탈을 최소화

짧은 시간에 핵심 콘텐츠 전달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 판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초로, 짧은시간 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으로 제작

최소의 행동으로 정보획득
타겟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랜딩페이지는 방문자가 최소의 행동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높은 온라인 광고 홍보효과를 보임

고객DB수집, 고객의 행동 유도
해당 콘텐츠에 관심을 보인 방문자의 정보를 바로 입력 받을 수 있고
상담전화, 홈페이지, 구매하기 등 다양한 경로로 연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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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사이트 오픈까지 정확한 절차와 꼼꼼한 검수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서 작성

페이지작업

수정/최종검수

상담이 이루어진 후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 진행

전문 웹디자이너가
홈페이지 구성 및
디자인에 대한 작업

진행현황을 보고하여
방향을 수정하고
최종검수까지 마무리

견적의뢰 상담
전문상담가와 견적 및
제작에 대한 상담 진행

자료수집/기획
기업에 대한 자료수집과
보여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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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홈페이지 오픈

프로그램 기획
DB설계 후
프로그램 작업

최종작업 완료 후
도메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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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비즈니스를 위한 온라인 통합 마케팅을 한 번에!
고객업종에 최적화된 컨설팅으로 가장 효율적인 통합마케팅을 ㈜케이웹미디어에서 제공합니다.

검색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SNS 마케팅

키워드 광고
사이트 등록
지도등록

배너 광고
동영상 광고
문자발송 솔루션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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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케팅
실고객과잠재고객이가장왕성하게활동하는온라인에서효과적으로브랜드, 상품(서비스)를마케팅하여
고객과실시간소통, 브랜드포지셔닝, 매출활성화등 강력한파급효과를보여주는광고플랫폼입니다.

키워드 검색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매체 활용

광고 효과 분석

#해시태그

댓글, 좋아요, 하트

영상, 사진, 텍스트

리타겟팅 용이

키워드를 검색하여 유입된
방문자에게 매력적인 상품 정보를
전달하여 구매 욕구를 높임

고객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여
브랜드 충성도, 신뢰도 상승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상품(브랜드)에 대한 흥미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함

광고 효과를 분석하고 잠재 고객을
찾아 내어 리타겟팅에 용이함

CHAPTER 02. 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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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통합 마케팅 대행,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
온라인 마케팅 초보자

맞춤 타겟 선정

온라인마케팅에대한 경험이부족해
어떻게시작하면좋을지 고민하고있거나
효율적인마케팅이어려우신분

상품에관심이있거나, 구매확률이높은
고객에게도달하기위해정확한
타겟설정이 필요하신분

단골 증가와 매출 향상

바쁜 업무로 소홀한 마케팅

많은사람들이내 상품을찾길 바라고
매출이증가하기를원하시는분

바쁜업무로직접 관리할 수 없고,
따로관리자가없어마케팅은
엄두도 못내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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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검색광고
키워드검색시통합검색및 페이지검색결과상단에노출되는광고상품으로고객의접근성을높여주는매개체입니다.
검색결과를통하여광고주의사이트로유입될수 있도록하여잠재고객에게관심상품의정보를제공하고구매결정에
도움을주어수익을내고싶은사업자라면필수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합리적인 광고비용 운영

높은 타겟 적중률
키워드를검색한사용자(잠재고객)에게노출되어
홈페이지,블로그,랜딩페이지로의방문을유도함
능동적인고객유입으로높은전환율의광고집행가능

CPC/CPM방식으로광고비가산정되어소액으로
광고가가능하며,기업의규모와관계없이
입찰순위에따라상위게재가능

실시간 광고효과 확인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으로 전환
불특정다수에게보여지는것이아니라광고주가원하는,
잠재고객이검색하는키워드를설정하여능동적인고객유입가능

실시간으로클릭 수,전환율등을확인할수있고
광고변경이가능하여효율에따른유연한대응을할수있음
*CPC(클릭당 과금) : 키워드 검색 후 노출되는 광고를 클릭했을 때 비용이 발생하는 종량제 방식

*CPM(정액제 과금) : 클릭에 상관없이 일정기간 동안 노출이 보장되는 정액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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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검색광고
- 소비자의 검색 니즈를 반영하는 정확한 타겟팅
- CPC형태의 클릭당 과금되는 합리적인 광고 비용
- 로그 분석을 연동한 효율적인 광고 효과 분석

네이버 클릭 초이스

다음 카카오 검색 광고

대한민국 대표포털사이트(전체포털중78% 유입)

Daum, Nate, Zum, Bing등과 같은주요포털사이트를 포함한검색제휴네트워크에 동시광고노출

클릭 초이스 특징
1 클릭당 과금방식(CPC)

3 파워링크, 비즈사이트 영역에 노출

2 광고주에 맞춘 예산설정

4 광고 비용 대비 높은 전환율

프리미엄 링크 특징

스페셜 링크 특징

1 클릭당 과금방식(CPC)

1 월 정액제 방식(CPT)

2 10개 주요 포털사이트 동시 광고 노출

2 계약기간 동안 고정 위치 독점 가능

3 광고 비용 대비 높은 전환율

3 광고 비용 대비 낮은 클릭당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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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마케팅
블로그에상품(브랜드)에대한콘텐츠를친근하고자세하게게재하여소비자들에게공유하여유용한정보를주고,
활발한소통으로긍정적인이미지와신뢰도를구축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는 블로그 리뷰

지속적인 소통과 관리

서비스 이용 전 검색을 통해 실제 리뷰를
찾게 되어 검색 결과에 노출된 블로그로
자연스럽게 방문하게 됨

기업/고객, 고객/고객간의 소통이 가능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홍보효과가 높아져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음

실제 경험을 통한 정보공유

홈페이지를 대체하는 블로그

경험에 기반하여 양질의 포스팅 작성 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간접 경험을 통해 구매로 이어짐

홈페이지 없어도 고객에게 상품(서비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비용 투자 대비
높은 매출 효과 창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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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마케팅
- 소비자에게밀접한커뮤니티를이루는친숙하고대표적인바이럴마케팅!
- 주제를가지고꾸준히소통하여신뢰감을줍니다.
블로그 체험단

브랜드 블로그
고객 소통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주는 마케팅

실속 있고 자연스러운 광고 효과를 내는 마케팅

블로그 체험단 특징

브랜드 블로그 특징
1 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블로그

1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여 경험을 공유합니다.

2 기업의 정보와 이벤트를 홍보합니다.

2 개인 블로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합니다.

3 기존의 마케팅보다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는 마케팅

3 자연스러운 광고 효과와 신뢰도를 상승시킵니다.

4 홍보 효과는 물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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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마케팅
전세계월사용자20억명을보유한페이스북은다양한랜딩페이지와세분화된맞춤타겟팅을통해
방문자및 잠재고객을실 고객으로전환하여매출증대효과를이룰수있습니다.

최적의 고객을 찾아주는 맞춤 마케팅

양질의 광고 콘텐츠를 통한 유기적 도달

연령, 성별, 지역, 관심사등세부적인타겟설정으로
타겟된잠재고객에게광고가자연스럽게노출됨

사용자들은콘텐츠가좋으면광고라도‘좋아요’를누르고
기꺼이지인들에게공유하여빠른확산효과를볼수있음

분석 툴로 간편하게 광고효과 확인

랜딩 페이지로 신규 방문자 유입 증가

페이지상단의‘인사이트’를통해서게시물의호응도를
확인할수있으며광고효과및부족한점을파악할수있음

게시물(이벤트) 참여, 홈페이지방문, 앱다운로드, 좋아요등
다양한활동으로신규고객의유입을증가시킬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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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마케팅
- 댓글과좋아요를통한실시간쌍방향커뮤니케이션!
- 게시물에대한반응을분석하여리타겟팅에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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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마케팅
이미지기반의인스타그램은동영상, 라이브등다양한기능을첨가하면서더많은이용자를끌어오고있으며,
사진이전문적이지않아도브랜드의매력을효과적으로표현할수 있습니다.

편리한 광고 플랫폼으로 진화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상품을구매할수있는링크로연결되며(쇼핑태그)
댓글과좋아요로활발한소통이가능

효과적인이미지와동영상으로
강력한구매동기를유발

해시태그(#)을 이용한 홍보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고객반응확인이쉬워유저들의
관심사를활용한마케팅툴로활용가능

전세계월간사용자10억명돌파(2018년기준)
SNS감소추세에도꾸준히상승하는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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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마케팅
트렌드에민감한10대~ 20대층이가장선호하는SNS!
젊은층을타겟으로하는브랜드마케팅플랫폼으로기업들의주목을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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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마케팅
카카오톡안의비즈니스홈으로페이지개설, 이벤트기획및홍보가가능하고
소비자에게유용한내용을친근하면서도부담없이전달할수있는마케팅입니다.

국내 최대 SNS 채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가장많은사용자를보유한카카오톡과연동하여
다양한마케팅방안으로활용가능합니다

상품홍보, 판매와함께1:1 상담(플러스친구)까지
한번에해결할수있습니다.

카카오의 다양한 매체 활용

주목도 높은 광고 노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다음을포함한
5,000여개의매체에광고를노출합니다.

최대10만가지타겟팅조합으로적재적소에
광고를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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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스토리 마케팅
카카오스토리친구소식일부에자연스럽게노출되는Native AD!
스토리채널을플러스친구와연동하여고객과직접소통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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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마케팅
Youtube는고객에게정보를매우효과적으로전달하여구매욕구를높여줍니다.
잘만들어진영상은텍스트, 이미지보다주목도가높고타겟고객에게홍보하고자하는메시지를
효과적으로전달하여강력한바이럴마케팅효과를가져올수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동영상이핵심컨텐츠로각광받으면서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등동영상플랫폼등장하여
그영역이점점확대되고있음

시청자의 능동적인 참여
단순히영상을시청하던수동적인입장에서벗어나
자신의흥미를자극하고관심있는영상, 댓글활동을
하는등능동적인참여로콘텐츠를확산시킴

비용대비 효율적인 광고 집행
5초재생, 15초재생후SKIP버튼이출연하여
소비자는제품의광고영상을볼수밖에없고
일정시간이상을시청해야과금이진행됨

스마트 폰의 대중화, 마케팅의 대세
동영상콘텐츠가온라인마케팅의대세가되면서
클릭률이이미지형태의광고보다최대3~4배높으며
다른콘텐츠들에비해동영상콘텐츠가더많이공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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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SHARP

ALT

뷰티에이전시

http://sillajen.com
맞춤형 디자인 반응형 사이트

http://www.sharpmobile.co.kr
맞춤형 디자인 반응형 사이트

http://altech.kr
맞춤형 디자인 반응형 사이트

http://beautycollege.kr
맞춤형 디자인 PC/모바일 사이트

홍보랑

제너럴유스

디폴루션

다봄정보통신

http://hongborang.com/
맞춤형 디자인 PC/모바일 사이트

http://generaluse.co.kr
맞춤형 디자인 PC/모바일 사이트

http://diffolution.com
맞춤형 디자인 반응형 사이트

http://dabomit.cafe24.com
맞춤형 디자인 PC/모바일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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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수로타리클럽 3680지구

리드텍

최훈내과

대전광역시새일센터

http://cheongsurotary.com
맞춤형 PC/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http://leadtech21.com/
베스트플러스 템플릿 사이트

http://chehun.114center.net
맞춤형 PC/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http://djsaeil.pcu.ac.kr/home/
맞춤형 PC/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배재대학교 글로벌브릿지 사업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강릉펜션

사단법인 브링업인터내셔널

http://globalbridge.pcu.ac.kr/
맞춤형 디자인 PC/모바일 사이트

https://ppuri.koreatech.ac.kr
맞춤형 PC/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http://010-6660-4520.ezpro.co.kr
펜션테마 사이트 제작

http://www.070-4898-2414.bestbz.com/
베스트 플러스 템플릿 사이트

39

CHAPTER 03. 포트폴리오

[3-1] 포트폴리오

(사)유라시안네트워크

진망고

비앤피병원

태장지역주택조합

http://www.eurasian.bestbz.com/
베스트 플러스 템플릿 사이트

http://www.jinmango.net
맞춤형 PC/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http://bnp.114center.net/
맞춤형 디자인 PC/모바일 사이트

http://태장이안.com/
베스트플러스 템플릿 사이트

케이맥스특허법률사무소

주식회사 쌍마

대구이사, 삼일익스프레스

위매스

http://www.010-8925-1095.bestbz.com/
베스트 플러스 템플릿 사이트

http://blog.naver.com/ssmt6824
블로그 메인 디자인

http://1661-2766.ezpro.co.kr
이사테마 사이트 제작

http://wimas.co.kr
베스트 플러스 템플릿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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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약초오리찜

OK인테리어철물열쇠

서림미디어

디아트컴퍼니

http://063-353-5425.kweb114.co.kr/
이지빌더 템플릿 사이트

http://ok1016ok.cafe24.com/
카페24 쇼핑몰 사이트

http://sr4200.cafe24.com
카페24 쇼핑몰 사이트

http://www.Dart.bestbz.com/
베스트 플러스 템플릿 사이트

올댓시큐리티

논산기쁨가득펜션

더맛푸드

농부며느리

http://blog.naver.com/atscctv
블로그 메인 디자인 및 적용

http://www.010-8319-8228.bestbz.com/
베스트 플러스 펜션테마 사이트

http://www.010-3165-7025.bestbz.com/
베스트 플러스 템플릿 사이트

http://www.063-626-3022.ezbuilder.co.kr
이지플러스 템플릿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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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온라인 마케팅 전문 기업
당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프로
㈜케이웹미디어
입니다.
케이웹미디어입니다.
1588-0936

1588-0936

kti114@daum.net

kti114@nate.com

www.kti11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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