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to IDEA INTERACTIVE
고객과 기업을 잇는 감동 커뮤니케이션
“머리 좋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따라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겁게 하는 사람 못 따라 간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의 얼굴은 빛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좋아서, 당당해서, 최선을 다해서 빛나는 얼굴...
그 얼굴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멋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데아의 얼굴입니다.

Good
Concept

Good
Conti

Good
Direct

Good
Work

좋은 사람이 모여 좋은 상상을 만들고, 좋은 상상이 모여 좋은 전략을 만들고,
좋은 전략이 모여 좋은 컨셉을 만들고, 좋은 컨셉이 모여 좋은 공연을 만들고,
좋은 공연이 기분 좋은 웃음을 선물하고, 좋은 웃음이 모여 멋진 마케팅을 만들고,
멋진 마케팅이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이데아!
플라톤의

완벽한 현실세계

Cilent의 요구에 부합하는 완벽한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History of idea

About idea

■ History _ 2000년

■ 대표이사 _ 손희주

5월 : 이데아 법인 설립 (서초동 소재)

_ 2000년 12월 : 역삼동 확장 이전

■ 자본규모 _ 3억원

_ 2001년

■주

3월 : KTF 전략적 업무 제휴 체결

_ 2002년 12월 : 삼성동 확장 (재직인원 30명)

소 _ 134-030,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39-1 이데아 하우스

_ 2007년

3월 : 성내동 사옥 완공 및 확장 이전

■ 매출규모 _ 65억원 (2010년 기준)

_ 2007년

8월 : ISO 9001인증

■ 재직인원 _ 25명

_ 2010년

5월 : 오리콤 프로모션사업부문 대행사 선정

■ 사업분야 _ 기업 프로모션, 광고, 이벤트 기획
_ 기업 제휴
_ 지역, 관공서 축제
_ 전시 및 컨벤션 기획
_ E-Biz (B2B, B2C)
_ 브랜드, 스포츠 마케팅
_ 공연 기획 및 솔루션 공급
_ 레저사업 (119-14) 外
_ 바이럴 마케팅

Promotion

● SP·PR 이벤트
● 전시 & 컨벤션
● 문화행사
- 각종 문화·지역 및 관공서 행사
● 스포츠행사
- 스포츠 마케팅·레포츠 행사
- 제휴 및 스포츠 이벤트

Online
IMC

이데아 인터렉티브는
체계적인 조직 구성과 효율적인
업무관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인력 인프라를 활용하여
최상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조직입니다.

CRM
Marketing

E-biz

Design

● 콘텐츠 마케팅
- 브랜드 이슈화 및 바이럴 마케팅
- 파워블로거/체험단/홍보대사 운영
- 홍보 콘텐츠/UCC/PCC 기획 제작
- 기업 브랜드 블로그 기획 운영
● 서비스 마케팅
- 커뮤니티/서비스 제휴 및 통합 운영

● Co-Marketing
- 멤버쉽 서비스 구축 및 관리 운영
● Research
- 마케팅 환경 및
고객 라이프스타일 조사
● Telemarketing
- Call center 운영

● Web, Mobile 서비스
- 컨텐츠·웹·Mobile 기획
- 홈페이지 구축
- Web, WAP 이벤트
● VAN System 구축
- 고객 DB·결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인쇄광고, 홍보물
- 신문·잡지광고, 각종 POP 제작
- Fan-book
●쿠폰
- 서비스 구축·제작·발송
● DM / 카다로그 / 브로슈어
- 기업 ·서비스 소식지·고객관리 안내문

Promotion+Online IMC
Promotion 세밀한 현장검증, 과학적 분석 통계를 활용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최대한의 효과 창출
Online IMC 온라인 통합 마케팅을 통한 투자 대비 우수한 성과 도출

프로모션 사업부 주요실적

2006
01 •

KTF 드라마 무비파티 연간 진행

•

KTF 화이트 페스티발 기획 / 운영

•

KTF 커플 파이 커플 하비 연간 프로모션 총괄 기획 / 진행

•

신년맞이 굿타임 무비파티

•

드라마 무비파티 연간 진행

02 •
•

KTF 월드컵 마케팅 대행사 선정
KTF Reds go together 게릴라 스트리트 프로모션 기획 / 진행

03 •

KTF 월드컵 공식 응원가 선포식 행사 총괄 기획 / 진행

04 •

KTF 축구사랑 패키지 제작 및 프로모션 진행

•
05 •

KTF 월드컵 응원가 확산 프로모션 총괄 기획 / 진행
KTF & 현대자동차 Reds go together Festival
프로모션 총괄 기획 / 진행

•
06 •

KTF Reds go together 전국민 응원 메시지 이벤트 기획 / 운영
Coca-cola Employee Outing 기획 / 진행

•

KTF 통합 사이트 문화 컨텐츠 연간 대행 (06.06~07.05)

•

KTF & 현대자동차 Reds go together Festival

•

광화문 길거리 응원 총괄 기획 / 진행

10 •

ASML Sports day 기획 / 진행

11 •

EMC Korea Teambuilding workshop 기획 / 진행

12 •

ASML Year-end Party 기획 / 진행

•

크리스마스 넬 콘서트 기획 / 진행

프로모션 사업부 주요실적

2007
02 •
•

이승기 콘서트 <LOVE> 제작 및 기획 / 진행
KTF 수도권마케팅본부 결의대회 진행

03 •

KTF Show출시 기념 <천자까페> 프로모션 진행

04 •

U-Seoul KT WiBro와 함께 기획 / 진행

•

KT WiBro Style Shop 연간 운영 수주 / 진행

05 •

KT Mega TV 프로모션 기획 / 진행

06 •

Show 커플요금제 런칭 프로모션(커플스튜디오)기획 / 진행

07 •

KT Mega TV 상품 출시 발표회 기획 / 진행

•

SHOW 100만 고객돌파 기자 초청 행사 기획 / 진행

08 •

기아자동차 온라인 프로모션 <Beauty Cinema Day> 기획 / 진행

09 •

부산 국제영화제 Mega TV 공동 프로모션 기획 / 진행

•
10 •

KTF 고객채널 경진대회 기획 / 진행
KTF M&S 한마음 페스티벌 기획 / 진행

•

ASML Sports Day

•

마야 콘서트 <LIVE is ALIVE> 제작 및 기획 / 진행

11 •

GS이숍과 함께 하는 2008 morning 경차 출시 기념
온라인 이벤트

2008
01 •

2008 SHOW와 함께하는 스키캠프 운영

•

KT WIBRO Style Shop 연간 운영 수주 / 진행

•

기아자동차 시네마데이 연간 수주 / 진행

•

신한카드 ALL THAT CULTURE 연간 수주 / 진행

03 •
•
04 •
•

KTF Sales Promotion 연간 수주 / 진행
KTF THINK KOREA<3.1절 기념활동>
KT WIBRO 영화요금제 기획 / 진행
KTF 쇼킹스폰서 Boom-up 기획 / 진행

05 •

KTF THINK KOREA<봄맞이 대청소 활동>

06 •

KTF THINK KOREA<6월 호국의 달 민통선마을 봉사활동>

07 •

세계전자정부 시장 포럼 KT관

08 •

KTF THINK KOREA<독립군체험교실>

•
09 •
•
10 •

KTF<반크 공동 한,중 청소년 평화캠프>
KT WIBRO Alliance 발표회
KTF 서태지폰 런칭
G-경기 KT WIBRO 수도권 개통식

•

기아자동차, 휘가로 공동 제휴 프로모션

•

기아 포르테와 KT WIBRO가 함께하는 <1박2일 WIBRO 탐험대>

•

KTF M&S 한마음 페스티벌

11 •

2008 GSMA Mobile Asia Congress

프로모션 사업부 주요실적

2009
01 •

2009 SHOW와 함께하는 스키캠프 운영

•

KT WIBRO Style Shop 연간 운영 수주 / 진행

•

기아자동차 시네마데이 연간 수주 / 진행

•

기아자동차 Soul <GS 홈쇼핑 특집방송>

02 •

KTF 제 12기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

•

AK몰 <쏘울의 향기> 전시회 기획 / 운영

•

KTF 제12기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 기획 / 운영

04 •

KTF BTCC 컨퍼런스 기획 / 운영

05 •

QOOK Style Phone 런칭 로드 프로모션 기획 / 운영

06 •

KTF GSMA Embeded Mobile Meeting 기획 / 운영

•
07 •
•

SHOW 포르테쿱 페스티벌 기획 / 운영
SHOW 크루즈 상품 마케팅 대행(듀오웨드,웨덱스) 기획 / 운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KT가 함께하는
<Think Korea 청소년역사지킴이> 기획 / 운영

•

QOOK & SHOW 페스티벌 <해운대> 특별 시사회 기획 / 운영

•

SHOW 1000만 돌파 페스티벌 기획 / 운영

08 •

2009 BUSAN e-Sports Festival

09 •

SHOW 앱스토어 정책설명회 기획 / 운영

QOOK TV 홍보 프로모션 기획 / 운영
•

SHOW 폰스토어 오픈
<불꽃처럼 나비처럼> 특별 시사회 기획 / 운영

10 •

6626쇠고기 이력조회 서비스 온·오프 프로모션 기획 / 운영

•

KT M&S 한마음페스티벌 기획 / 운영

•

알펜시아 리조트 마케팅 대행사 선정

•

KT LocalStory 테스트 프로모션 기획 / 운영

•

KT LocalStory 런칭 기자간담회 기획 / 운영

•

KT LocalStory 창업박람회 전시회 기획 / 운영

11 •

SHOW 앱스토어 개발자 교육 기획 / 운영

•

Seoul Global Center 2009 서울타운미팅 기획 / 운영

•

2010남아공월드컵 조 추첨식 응원전 기획 / 운영

•

알펜시아 아이폰 라운지 기획 / 운영

12 •
•

2010남아공월드컵 조 추첨식 응원전 기획 / 운영
알펜시아 아이폰 라운지 기획 / 운영

프로모션 사업부 주요실적

2010
01 •

2010 KIA Beauty Cinema Day 연간 수주/진행

03 •

Conexus Mobile Alliance

04 •

제 9차 BTCC 정기총회

05 •

KT M&S 사옥 이전 입주식

•

KT 강남담당 상반기 상권포럼

•

2010 ECONOVATION 1st Fair

•

KT 에코노베이션 센터 개소식

06 •

2010 남아공 월드컵 경마공원 응원전(3회)

•

ASML 25주년 창립 기념식

•

고객채널 업무지식 경진대회

•

Maxim ice Street cafe & office attack

07 •

코오롱아이넷 창립 기념식

08 •

ECONOVATION 1st Fair 앱아이디어 및 개발경진대회

“ ECONOVATION Festival ”
•

KT ECONOVATION OPEN CONFERENCE 1차

•

농산물유통공사
“청계천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

09 •

KT GSMA EMP 3차 워크샵

•

KT ECONOVATION OPEN CONFERENCE 2차

•

KT 앱창작터 1Day 캠프

•

기아자동차 포르테 GDI 국내최초 소셜 SNS 런칭쇼

10 •
11 •

ASML Sports Day
KT m&s 한마음 페스티발
“장돌뱅이 다시 길을 나서다”

12 •

ECONOVATION 2nd Fair 앱 개발파티
“ECNV Festival”

프로모션 사업부 주요실적

2011
01 •

2011년 프르덴셜생명 THE Club 문화서비스 연간 운영

•

2011년 기아자동차 미투데이, 펀키아 트위터 연간 운영

02 •

KT olleh club Prestigezone 프로모션 운영

05 •

삼성카드 서프라이즈 웨딩 페스티벌 기획 / 운영

06 •

삼성카드 임직원 오토캠핑 기획 / 운영

07 •

KT 글로벌 프론티어 아키텍트 2기 해외 컨퍼런스 기획/운영

07 •

KT ECONOVATION 3rd Fair 경진대회 기획/운영

09 •

KOHLER(콜러) NUMI KOREA Launch 기획/운영

10 •

KT M&S 한마음페스티벌 기획/운영

10 •

KT 글로벌 프론티어 아키텍트 2기 최종발표회 기획/운영

11 •

KT ECONOVATION 3rd Fair 시상식 기획/운영

12 •

KT ECONOVATION 3rd Fair 글로벌 진출 지원 운영

2012
02 •

CJ 헬로모바일 IMC 연간대행사 선정

03 •

KT IMC 프로모션 연간 운영 대행
- WARP DAY 기획/운영

03 •

기아자동차 레드아뜰리에 기획/운영

05 •

삼성카드 오토캠핑 기획/운영

06 •

WARP Challenge 집단상가 프로모션 기획/운영

07 •

LTE WARP 오션월드 프로모션 기획/운영

08 •

워프챌린지 시즌 2 기획/운영

09 •

대한민국 네번째 1등 프로모션 기획/운영

10 •

부산국제영화제 KT관 기획/운영

10 •

KT SI부문 체육대회 기획/운영

12 •

넷지오지오그라픽 스키캠프 기획/운영

12 •

아이폰 5 런칭 페스티발 기획/운영

프로모션 사업부 주요실적

2013
01

•

KT WARP DAY 스키장 프로모션 기획/운영

03

•

기아자동차 레드아뜰리에 기획/운영

08

•

KT 소닉붐 Bounce School 기획/운영

10

•

삼성카드 오토캠핑 기획/운영

12

•

KT VIP 대상 올레숲 만들기 기획/운영

•

Klive 런칭 프로모션 기획/운영

2014
•

2014 브라질 월드컵 연간 마케팅 기획/운영
- 서울광장 D-100 출정식
- 해운대 붉은악마 홍보 프로모션
- 광화문 광장 월드컵 거리응원 3회 기획/운영

•

알짜팩 유통 프로모션 기획/운영

•

삼성카드 오토캠핑 기획/운영

•

N.O.Q 브랜드 런칭 파티 기획/운영

프로모션 사업부 주요실적

2015
•

KT 스포츠마케팅 운영 대행사 선정

•

CJ도너스캠프 10주년 행사 기획/운영

•

평창동계올림픽 D-1000 프로모션

•

국민대통합 간담회 및 선포식

•

자메이카전/미얀마전 GiGA internet Festival 기획/운영

•

KT 클립 가입유치 서울랜드 프로모션

•

통일부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 1주년 기념 행사

•

2015 제1회 서울크리스마스 페스티벌 기획

2016
•

KT 유통 컨벤션데이 기획/운영

•

KT 스포츠마케팅 운영 대행사 선정

•

라인키즈폰 홍보 프로모션

•

KT WIZ 개막식 및 시즌 마케팅 기획/운영

•

KT GiGA 200만 기념 페스티벌 기획/운영

2017
•

KT 전사유통 컨벤션 데이 기획/운영

•

KT Snow with Y 페스티벌 기획/운영

•

Y24 무비나잇 연간 프로모션 기획/운영

•

라인키즈폰 2 런칭 프로모션 기획/운영

•

Y24 캠퍼스어택 기획/운영

Online IMC 주요실적

2008
•

신한카드 올댓컬쳐 바이럴 프로젝트 진행

•

올댓컬쳐 문화선수단 및 파워블로거 운영

07

•

기아자동차 포르테 바이럴 프로젝트 진행

09

•

KT WIBRO “1박2일” 바이럴 마케팅

10

•

KTF MOOV 온라인 프로모션 IMC기획 / 운영

•

KTF M&S 거점 블로그 프로모션형 바이럴 커뮤니케이션

•

KTF SHOW 이마트 요금제 활성화 프로모션

03

11

2009
01

•

KTF 영상편지 서비스 활성화 프로모션

03

•

KTF MOOV 서비스 런칭 프로모션 진행

•

기아자동차 모닝 LPI 런칭 바이럴 프로모션 진행

•

기아자동차 쏘렌토 런칭 바이럴 프로모션 진행

05

•

KTF Show moov 바이럴 마케팅

06

•

KT 쇼크루즈 바이럴마케팅

•

기아자동차 포르테 2010 바이럴마케팅

08

•

기아자동차 쏘렌토 체험단 바이럴마케팅

11

•

기아자동차 모닝 다큐멘터리 방송분 바이럴마케팅

•

KT DIY요금제 바이럴마케팅

2010
01

•

롯데칠성 칸타타 바이럴 마케팅

•

KT DIY 요금제 바이럴 마케팅

02

•

기아자동차 쏘울마스터 바이럴 마케팅

03

•

기아자동차 스포티지R 바이럴 마케팅

05

•

삼성카드 Why not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06

•

기아자동차 오토컨설팅 바이럴 마케팅

07

•

기아자동차 2011형 쏘울 SNS 바이럴 마케팅

•

삼성카드 Why not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09

•

기아자동차 포르테 GDI 국내최초 소셜 SNS 런칭쇼

10

•

기아자동차 쏘울마트 온라인 프로모션

11

•

기아자동차 FUN KIA FD 대학생 마케팅 운영

12

•

기아자동차 펀키아 트위터 운영

•

기아자동차 기업 미투데이 운영

Online IMC 주요실적

2011
01

•

기아자동차 기업 미투데이,트위터
SNS 커뮤니티 연간 운영

02

•

KT olleh club prestige zone SNS & 파워블로거 운영

•

기아자동차 all new morning SNS커뮤니티 & 파워블로거
시승단 운영

03

•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R T-GDI 소셜 시승단 및
페이스북 운영

04

•

기아자동차 포르테 ECOPLUS SNS 커뮤니티 &
파워블로거 시승단 운영

05

06

09

•

KT 올레클럽 글로벌&프리미엄 서비스 런칭 바이럴 마케팅

•

KT 국제전화001 브랜드 블로그 구축 연간 운영

•

KT ECONOVATION 바이럴 마케팅

•

KT 국제전화001 바이럴 마케팅

•

KT 국제전화00345 바이럴 마케팅

•

기아자동차 All new PRIDE 소셜 런칭쇼

•

기아자동차 All new PRIDE 바이럴 마케팅

10

•

기아자동차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온라인 이벤트

12

•

기아자동차 RAY 바이럴 마케팅

•

기아자동차&G마켓 공동 프로모션 RAY 시승단 운영

•

기아자동차 차량정보 페이스북 APP 페이지 개설

2012
01

02

04

05

•

CJ헬로모바일 바이럴 마케팅

•

CJ헬로모바일 SNS커뮤니티 운영

•

2012 기아자동차 SNS커뮤니티 연간 운영

•

기아자동차 공식블로그 펀키아 컨텐츠 마케팅 연간 운영

•

KT국제전화 001 바이럴 마케팅

•

KT국제전화 001 블로그 연간 운영

•

KT국제전화 001 바이럴 연간 운영

•

KT국제전화 001 블로그 연간 운영

•

기아자동차 여성마케터 “레드아뜰리에” 연간 운영

•

KT 올레심플 요금제 온라인 마케팅

06

•

기아자동차 K9 바이럴 마케팅

09

•

KT 올레마이월렛 가입자 유치 프로모션 운영

•

KT 주머니 가입자 유치 프로모션 운영

•

기아자동차 K3 300인의 시승단 운영

•

기아자동차 UVO Friends App 온라인 프로모션 운영

•

기아자동차 채용설명회&시네마데이 이벤트 운영

•

헬로모바일 LTE 런칭 바이럴 마케팅

•

기아자동차 K3크리에이티브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

10

Online IMC 주요실적

2013
•

기아자동차 SNS 지인추천 프로모션

•

KT국제전화 001 바이럴 연간 운영

•

KT국제전화 001 블로그 연간 운영

•

KT 주머니 가입자 유치 프로모션 운영

•

KT 주머니 페이스북 운영

•

KT 올레 앱프리 가입자 유치 프로모션 운영

•

KT 올레마켓 고객 감사 프로모션 운영 및 연간 마케팅 기획/운영

•

KT 올레클럽 멤버십 연간 운영

•

기아자동차 여성마케터 “레드아뜰리에” 연간 운영

•

현대백화점 SNS(페이스북, 트위터) 운영

2014
•

KT국제전화 001 바이럴 연간 운영

•

KT국제전화 001 블로그 연간 운영

•

KT 올레클럽 멤버십 연간 운영

•

KT 올레닷컴 하반기 마케팅 기획/운영

•

KT 올레 스마트 명세서 리뉴얼 프로모션 운영

•

기아자동차 여성마케터 “레드아뜰리에” 연간 운영

•

현대백화점 SNS(페이스북, 트위터) 운영

2015
•

KT국제전화 001 바이럴 연간 운영

•

KT국제전화 001 블로그 연간 운영

•

알짜팩/미디어팩/투폰 온라인 마케팅

•

올레 패밀리박스 APP/온라인 마케팅

•

올레 스마트명세서 APP/온라인 마케팅

•

KT 로밍 온라인 마케팅

2016 ~ 2017
•

큐레이션 커머스 “쇼닥”온라인 마케팅

•

KT국제전화 001 바이럴 연간 운영

•

Bizmekz EZ 프로모션

•

알짜팩/미디어팩/투폰 온라인 마케팅

•

GiGA 홈 IoT 연간 온라인 마케팅

•

홀로그램 전용관 K-live 연간 마케팅 운영

•

KT 내비 홍보 프로모션 기획/운영

Marketing+APP, Web
Marketing 다양하고 실속 있는 멤버쉽 서비스, 현실적인 마케팅 환경조사를 통하여 고객니즈에 한 발 앞서 시장 개척
Web 웹 기획 / 웹 서비스 구축 / 게임컨텐츠 개발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인터넷 컨텐츠 사업 구성

전략마케팅/웹 사업부 주요실적

2005
•

KTF 멤버십 서비스 (www.ktfmembers.com)
멤버십 서비스 기획 / 운영

•

KTF 문화공연 할인 서비스 (www.ktfticket.com)
공연 사이트 기획 / 운영

•

KTF 레저/체험 할인 서비스 (nolja.ktfticket.com)
레저/체험 사이트 기획 / 운영

2006
•

KTF 멤버십 서비스 (www.ktfmembers.com)
오렌지몰 내 오렌지 아트홀 공연 서비스 기획 / 운영
프리미엄 라운지 공연서비스 기획 / 운영

•

KTF .COM
공연 할인 서비스 기획 / 운영
6월~2007년 7월 : 영화 이벤트 기획 / 진행

•

KTF NA 커플파이
공연 이벤트 기획 / 진행

•

KTF 오렌지 아트홀 기획 / 운영

2007
•

SHOW.CO.KR
3월~6월 : 공연 서비스 및 오픈 공연 이벤트 기획 / 운영
프리미엄 라운지 공연 기획 / 운영

•

SHOW 영화 요금팩

•

LG/신한카드

•

KT WIBRO W Style Shop 웹사이트

•

신한카드 공연예매서비스 기획 / 운영

•

SHOW 스탬프존 기획 / 운영

•

SHOW 광고 BM 제휴

•

KT Wibro TESTER 업무 기획 / 운영

쇼 영화 요금팩 기획 및 운영, 이벤트 진행

공연 서비스 OPEN을 위한 사이트 구축

2007년~2008년 : 기획 / 운영

전략마케팅/웹 사업부 주요실적

2008
•

팩글로벌 TIMIST 웹사이트

•

KT WIBRO 롯데시네마 요금 (www.ktwibro.com)

•

SHOW 비디오 서비스

•

SHOW 스탬프존 (reward.show.co.kr)

와이브로 롯데시네마요금 기획 / 운영

2007년 10월 ~ 2008년 2월 : 제휴 프로모션 기획 / 운영

제휴 프로모션 기획 / 운영
•

SHOW & 인터파크 공동프로모션
제휴 프로모션 기획 / 운영

•

싸이월드 W2P 쿠폰 서비스

•

SHOW & Hmall 공동프로모션

•

SHOW 도서 이벤트

6월~8월 : 제휴 프로모션 기획 / 운영

제휴 프로모션 기획 / 운영

제휴 프로모션 기획 / 운영
•

AKMall 애플존 기획 / 운영

•

기프티쇼 영업 운영

2009
•

해피포인트 문화공연 서비스
(www.happypointcard.com)
문화(공연/도서)사이트 기획 / 운영

•

KTF 멤버십 서비스 (www.ktfmembers.com)

•

KTF 레저/체험 할인 서비스 (nolja.ktfticket.com)

•

SHOW 영화 요금팩 (www.show.co.kr)

멤버십 서비스 기획 / 운영

레저/체험 사이트 기획 / 운영

쇼 영화 요금팩 기획 / 운영, 이벤트 진
•

KT WIBRO 롯데시네마 요금 (www.ktwibro.com)
와이브로 롯데시네마요금 기획 / 운영

•

SHOW 스탬프존 (reward.show.co.kr)
제휴 프로모션 기획 / 운영

•

SHOW 도서 이벤트 진행

•

신한카드 문화공연할인 서비스 (www.allthatculture.co.kr)

제휴 프로모션 기획 / 운영

공연사이트 기획 / 운영, 이벤트 진행
•

AK MALL 애플존 서비스 (www.akmall.com) 기획 / 운영

•

LG패션 Vclub 문화예술서비스

•

WINC 6626 활성화 프로모션

(vclub.lgfashion.co.kr/vclub) 기획 / 운영

10월~11월 : 기획 / 운영, 이벤트 진행

전략마케팅/웹 사업부 주요실적

2010
•

신한카드 문화공연 할인 서비스 (www.allthatculture.co.kr)
공연사이트 기획/운영, 리뉴얼, 이벤트 진행

•

KT 멤버십 서비스 (www.show.co.kr)
SHOW,올레클럽 멤버십 서비스 기획/운영

•

기아자동차 MMS 프로모션

•

매일유업 연말 프로모션

•

크라운해태 아트블럭 마케팅 진행

기아자동차 MMS 프로모션 기획 / 구축 / 운영

12월 ~ 2011년 1월 해피윈터 페스티벌 기획 / 구축 / 운영

7월 ~ 9월 : 제휴 프로모션 기획 / 운영
•

KT SHOW 스탬프 존 (www.show.co.kr)
제휴 프로모션 기획 / 운영

•

푸르덴셜 더클럽 공연예매사이트
12월 ~ : 공연사이트 구축 / 기획 / 운영

•

신한카드 올댓서비스 블로그 바이럴

•

SHOW 영화요금팩 (www.show.co.kr)

•

AK 몰 애플존 서비스 (www.akmall.co.kr)

11월 : 올댓서비스 블로그 바이럴 기획 / 운영

~ 4월 : 쇼 영화요금팩 기획 / 운영

~ 5월 : 제휴 프로모션 기획 / 운영
•

해피포인트 문화공연 서비스
~ 6월 : 문화(공연/도서) 사이트 및 제휴 기획 / 운영

2011
•

푸르덴셜 더클럽 공연예매사이트

•

KT 올레클럽 서비스 (www.olleh.com)

공연사이트 기획 / 운영 / 이벤트 진행

- 올레클럽 멤버십 프레스티지존 제휴, 이벤트,
디자인 기획 / 운영
- 올레클럽 멤버십 글로버, 프리미엄 서비스 사이트 및
이벤트 기획 / 구축 / 운영
•

동양종합금융증권 프라임존 공연, 외식 서비스

•

농협 NH컬처홀릭 서비스

4월 ~ 공연, 외식할인 및 쿠폰 서비스 구축 / 기획 / 운영

12월 ~ 공연할인 서비스 구축 / 기획 / 운영
•

KT 엠하우스 기프티쇼 제휴 마케팅
상품 공급 및 판매, 제휴 마케팅 기획 / 운영

•

KT iTrend 서비스
아이트랜드 이벤트 기획 / 제휴 / 운영

•

매일유업 엔요 리뉴얼 프로모션

•

CJ 헬로모바일 프로모션

11월 ~ 12월 없어서 더 좋은, 엔요 이벤트 기획 / 구축 / 운영

12월 ~ 런칭, 가입자 유치 프로모션 기획/구축/운영

전략마케팅/웹 사업부 주요실적

2012
•

KT 올레클럽 서비스 (www.olleh.com)

- 올레클럽 멤버십 제휴, 이벤트 디자인 기획 운영
- 올레클럽 메인 및 VIP 소식지, 프레스티지존/생활/레져
서비스 사이트 및 이벤트 기획 / 구축 / 운영
•

동양종합금융증권 프라임존 공연, 외식 서비스

•

농협 NH컬처홀릭 서비스

•

KT 엠하우스 기프티쇼 제휴 마케팅

공연, 외식할인 및 쿠폰 서비스 구축 / 기획 / 운영

공연할인 서비스 구축 / 기획 / 운영

상품 공급 및 판매, 제휴 마케팅 기획 / 운영
•

KT iTrend 서비스
아이트랜드 이벤트 기획 / 제휴 / 운영

•

기아자동차 프포쏘 지인추천 SNS 이벤트
1월 ~ 2월 페이스북 이벤트 기획/디자인/구축/운영

•

CJ 헬로모바일 프로모션
가입자 유치 프로모션 기획/구축/운영

•

KT

- Zoomoney 프로모션(금융 APP)
SNS, 제휴, 이벤트, 홍보, 디자인 기획 운영
- 올레 마이월렛(전자지갑 APP)
SNS, 제휴, 이벤트, 홍보, 디자인 기획 운영
- 올레 앱프리(라이프 스타일 APP)
SNS, 제휴, 이벤트, 홍보, 디자인 기획 운영
•

동서식품 맥심 30주년 기념 APP
App 개발, 디자인, 등록, 배포 기획 운영

전략마케팅/웹 사업부 주요실적

2013~2014
•

KT 올레클럽 서비스 (www.olleh.com)

- 올레클럽 멤버십 제휴, 이벤트 디자인 기획 운영
- 올레클럽 메인 레져/여행 서비스 사이트 및
이벤트 기획 / 구축 / 운영
•

농협 NH컬처홀릭 서비스
공연할인 서비스 구축 / 기획 / 운영

•

KT 엠하우스 기프티쇼 제휴 마케팅
상품 공급 및 판매, 제휴 마케팅 기획 / 운영

•

KT

- Zoomoney 프로모션(금융 APP)
SNS, 제휴, 이벤트, 홍보, 디자인 기획 운영
- 올레 마이월렛(전자지갑 APP)
SNS, 제휴, 이벤트, 홍보, 디자인 기획 운영
- 올레 앱프리(라이프 스타일 APP)
SNS, 제휴, 이벤트, 홍보, 디자인 기획 운영
- 001블로그
홍보, 디자인 기획 운영
- 올레 마켓(APP 마켓)
이벤트, 홍보, 디자인 기획 운영
- KT 콘텐츠 팩(음악,콘텐츠,영상 서비스팩)
이벤트, 홍보, 디자인 기획 운영

2015
•

KT 올레클럽 서비스 (www.olleh.com)

- 올레클럽 멤버십 연간 제휴, 이벤트 디자인 기획 운영
- 올레클럽 DOWN, UP, FREE 서비스 사이트 및
이벤트 기획 / 구축 / 운영
•

농협 NH컬처홀릭 서비스

•

KT 엠하우스 기프티쇼 제휴 마케팅

공연할인 서비스 구축 / 기획 / 운영

상품 공급 및 판매, 제휴 마케팅 기획 / 운영
•

KT 지니팩, 알짜팩, 미디어팩 프로모션(콘텐츠 서비스 및 APP)
제휴, 이벤트, 홍보, 디자인 기획 운영

•

올레 스마트명세서 APP 프로모션
제휴, 이벤트, 홍보, 디자인 기획 운영

•

001블로그
홍보, 디자인 기획 운영

•

KT 로밍 프로모션 이벤트 디자인, 제작, 운영

전략마케팅/웹 사업부 주요실적

2016 ~ 2017
•

KT 올레멤버십 서비스 (www.olleh.com)

- 멤버십 제휴, 디자인 기획 운영
- 멤버십 서비스 사이트 및 이벤트 기획 / 구축 / 운영
•

농협 NH컬처홀릭 서비스
공연할인 서비스 구축 / 기획 / 운영

•

KT 엠하우스 기프티쇼 제휴 마케팅

•

KT

상품 공급 및 판매, 제휴 마케팅 기획 / 운영

- 유무선 명세서
명세서 디자인, 이벤트 기획 운영
- Klive
SNS, 제휴, 이벤트, 홍보, 디자인, 홀로그램관 기획 운영
- 미디어팩/알짜팩 서비스(음악, 콘텐츠,영상 서비스팩)
제휴, 이벤트, 홍보, 디자인 기획 운영
- 국제전화 001
바이럴 홍보, 디자인 기획 운영, 블로그 제작 운영
- 기가 IoT 서비스
이벤트, 홍보, 디자인 기획 운영
- 쇼닥 서비스(큐레이션 서비스)
제휴, 사용자 조사, 체험단 운영, 이벤트, 홍보, 디자인 기획 운영
- 스포츠 마케팅 (라인 키즈폰, KT WIZ 외)
제휴, 디자인 기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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