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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커뮤니케이션은 AD-Tech 기반의 
디지털 종합광고회사입니다 



브랜드의 깊이 있는 고민과 차이나는 아이디어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260 여명의 CHAI CRE.W입니다 

We are  
CREATIVITY GROUP CHAI. 



ATL에서 컨텐츠, 퍼포먼스 영역까지 IT 기반 토탈케어가 
가능한 선도적 디지털 종합 광고 에이전시 

기획 콘텐츠 

실행 분석 

개발 미디어바잉 



PERFORMANCE본부 
디지털 통합 퍼포먼스 전략 실행 

Brand본부 
캠페인부터 컨텐츠까지. 전 방위에 걸친 

브랜드 전략 수립 

CONTENTS본부 
소셜 캠페인 기획 및 컨텐츠 제작 

TECHNOLOGY본부  
디지털 솔루션 서비스 개발 및 구축, 

미디어 전략 및 집행 

DESIGN본부 
브랜드 캠페인 제작 및 크리에이티브 플랜 수립 

UI/UX디자인 제작 

IDEA본부 
크리에이티브 플랜 수립 

캠페인 영상 제작 

MANAGEMENT본부  
회사 경영 전략 실행 지원 

회사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 구축 

CHAI GROUP 

CREATIVITY 
독창적인 생각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HUMANISM 
결국 사람. 사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ADVANCEMENT 
무한한 우리의 가능성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INTEGRATION 
연결과 융합의 힘으로 자유롭게 성장하여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경험을 만들어갑니다. 



CHAI Client  
차이는 15년간 국내 업계 리딩 브랜드들과 함께 일하며, 성공 캠페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계 유지 
창립 이래 솔루션 및 IT 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로 AD-Tech 분야의 선도적 입지를 통해 다수의  장기 거래처 확보 

외  대우건설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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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솔루션의 A to Z 까지 
통합 마케팅 솔루션 제공으로 

다양한 성공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Different  ideas. Better  applied. 
차이는 차이 나는 생각,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시장을 움직이는 가치 있는 콘텐츠와 캠페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  



아시아나항공 프랑크푸르트, 베니스,  
바르셀로나 캠페인 
- 2018 스티비 어워드(Stevie Award)  
 교통 부문 GOLD STEVIE WINNER 
 
아시아나항공 VENICE in a Day 캠페인 
- 2018 스티비 어워드(Stevie Award) 
  관광, 여행 부문 GOLD STEVIE WINNER 
 
아시아나 항공 프랑크푸르트 TOP PICK 캠페인 
- 2018 스티비 어워드(Stevie Award) 
관광/여행 부문 SILVER STEVIE WINNER 
 
DC Unchained Launching 캠페인 
- 2018 스티비 어워드(Stevie Award) 
 오락/스포츠 부문 SILVER STEVIE WINNERS 
 
 

매해 연속 국내 외 다수 광고제 에서 각 부문에 걸쳐 수상하고 있습니다. 

Winner list  

2016 

아시아나 항공 ‘나의 여행 아바타 오즈, 360° VR’ 
캠페인 
- 2016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Creative 부문  
   우수상 
- 2016 앤어워드  Digital AD/ Tourism and Leisure  
    Service Grand Prix 
 
아시아나 항공 ‘오즈! 로마를 보여줘!’ 캠페인 
- 2016 아시아관광대상 ‘금상’ 
- 2016 IBA 스티비  어워즈  브랜드 컨텐츠 부문  실버 
- 2016 IBA 스티비  어워즈 교통 부문 실버 
- 2016 웹어워드 코리아 서비스프로모션 분야      
   최우수상  
 
맥도날드 ‘쉑쉑 게임’ 캠페인 
- 2016 IBA 스티비 어워즈 레스토랑 부문 골드 
- 2016 IBA 스티비 어워즈  올해의 새로운 제품 부문  
   실버 

2017 

하이트진로 ‚참이슬 이슬라이브‛캠페인 
- 2017 뉴욕페스티벌 디지털 캠페인 부문 본상 

 

웰컴론 ‘DB 게더링 퍼포먼스’ 캠페인 

- 2017 구글 프리미어 어워드 APAC Winner 
 
2017 Google 프리미어 파트너 어워즈 
- Display Innovation 
- South Korea WINNER, 아시아 태평양 지역 
WINNER 
 
아시아나 항공 ‘나의 여행 아바타 오즈, 360° VR’ 
캠페인 
- 2017 Google 프리미어 파트너 어워즈 
  Video Innovation FINALIST 
 
LG전자 공식 블로그 ‘Social LG전자’ 
- 2017 웹어워드 기업블로그 분야  대상 
- 2017 웹어워드 마케팅 분야  최우수상 
- 2017 앤어워드  Digital Media/ Social Media 
Grand Prix 
 
맥도날드 공식 인스타그램,페이스북 
- 2017 웹어워드 기업SNS 분야 최우수상 
- 2017 웹어워드 브랜드SNS 분야 우수상 
 
대우건설 공식 페이스북 ‘정대우씨 이야기’ 
- 2017 웹어워드 기업SNS 분야 우수상 
 
삼성생명 ‘이거 실화냐?’ 캠페인 
- 2017 앤어워드 Digital AD/ Financial Services    
   Winner 

2018 

맥도날드 ‘행운버거’ 프로모션 
- 2016 웹어워드 코리아 이벤트 프로모션 분야  
   최우수상 

 
하이트진로 ‘친맥프로파일링!’ 캠페인 
- 2016 IBA 스티비 어워즈 브랜드 컨텐츠 부문 골드 
- 2016 IBA 스티비 어워즈 알코올 부문 브론즈 
 
하이트진로 ‘참이슬 이슬라이브’ 캠페인 
- 2016 IBA 스티비 어워즈 브랜드 컨텐츠 부문 실버 
- 2016 IBA 스티비 어워즈 알코올 부문 실버 
 
LG전자 LG 울트라와이드 모니터 '스티븐월셔 서울을 
그리다' 
- 2016 앤어워드 Digital AD / Consumer Electronics  
   Winner 
 
알보젠코리아  다이어트 서포터즈  
- 2016 앤어워드 Digital AD / Social Media Grand Prix 
- 2016 웹어워드 생활서비스 부문 생활편의 분야  
   최우수상 
- 2016 앱어워드 생활서비스 부문 생활편의 분야      
   최우수상 
 
대우건설 공식 페이스북 '정대우씨 이야기‘ 
- 2016 웹어워드 코리아 기업 SNS 분야 우수상 
- 2016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건설/아파트 브랜드  
   부문 대상 
 
더바디샵 티트리 캠페인  
- 2016 웹 어워드 미디어/정보서비스 부문      
   기업 SNS 분야 대상 
 

아시아나항공 ‘세일즈 퍼포먼스’ 캠페인 
- 2017 Google 프리미어 파트너 어워즈 
    Search Innovation FINALIST 
 
아시아나항공 ‘프랑크푸르트 TOP PICK’ 캠페인 
- 2017웹어워드 프로모션 이노베이션 대상 
- 2017앤어워드  Digital Media/Transportation  
   Services Grand Prix 
 
아시아나항공 ‘ASIANA 350’ 캠페인 
- 2017앤어워드 Digital AD/Tourism and Leisure  
   Grand Prix  

CES 2019 현대자동차 
- Press Conference 엔딩 영상 

2019 



Winner list  
2014 

궁중비책 ‘스킨십의 기적’ 캠페인 
- 2014 웹어워드 생활브랜드 부문 최우수상 
 
아시아나항공 ‘FLY to’ 캠페인 
- 2014 웹어워드 기업프로모션부문 최우수상 

 
맥도날드 ‘행운버거’ 프로모션 
- 2014 웹어워드 모바일웹 마케팅부문 최우수상 
 
재규어 ‘Good to be bad’ 캠페인 
- 2014 웹어워드 모바일웹 마케팅부문 우수상 
 
대우건설 ‘푸르지오’ 
- 제7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건설/아파트 부
문 대상 
 
로엔엔터테인먼트 1theK ‘원더풀 팬 싱잉’캠페인   
-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제 은상 
 
맥도날드 
- 2014 대한민국 SNS어워드 기업부문 종합대상 
 
하이트진로 
- 2014 대한민국 SNS어워드 주류부문 대상 
 
GS칼텍스 
- 2014 대한민국 SNS어워드 정유부문 대상 

 
 

2012 
GS칼텍스 
- 제5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에너지기업   
   부문 대상 
-제2회 대한민국 SNS어워드 정유부문 대상 
 
쉐보레 크루즈 ‘CRUZE5 VS Golf TDI 
- 2012 대한민국광고대상 본상 
 
대우건설 ‘푸르지오’ 
- 제5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건설/아파트  
   부문 대상 

2013 

대우건설 ‘푸르지오’ 
- 제6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건설/아파트    
   부문 대상 

 
GS칼텍스 
- 2013 대한민국 SNS어워드 정유부문 대상 
 
KT 
- 2013 온라인광고마케팅 대상 마케팅전략기획 
   부문 은상 

 

2009 
GS칼텍스 - I am your Energy 
-2009 웹어워드 기업프로모션 부문 대상 
-2009 대한민국광고대상 인터넷부문 Finalist 

 
농림수산식품부 ‘촌(村)스러워 고마워요’ 캠페인 
- 2009 웹어워드 공공프로모션부문 최우수상 
- 2009 대한민국광고대상 인터넷부문 우수상 
 
BC카드 ‘포인트는 가라! 이제는 TOP이다’ 캠페인 
- 2009 웹어워드 월간IM 특별대상 
- 2009 대한민국광고대상 인터넷부문 Finalist 
 
차이커뮤니케이션 
- 2009 Online Marketing summit 
    어워드 온라인마케팅 프로페셔널 대상 

2011 
쉐보레 캐치 앱 
- 스마트앱어워드 제품브랜드분야 최우수상 
 
쉐보레 ‘이것이 자동차의 본질이다!’ 
 - 2011 대한민국광고대상 Finalist 
 
쉐보레 아베오 ‘Fun riding AVEO’ 
- 2011 대한민국광고대상 Finalist 

2010 
삼성전자 크리이지아카데미 캠페인 
- 2010 대한민국광고대항 인터넷부문 파이널리
스트 

2008 

차이커뮤니케이션 
- 2008 Online Marketing summit 
    어워드 온라인마케팅 프로페셔널 대상 

              그 외 다수 



글로벌에서도 인정한 차이 디지털 캠페인 

2018 IBA Stevie Awards  
4개 부문 금상·은상 수상 

올해의 마케팅 캠페인  
교통 부문 

관광 및 여행 부문 
올해의 마케팅 캠페인  
오락 및 스포츠 부문 



글로벌에서도 인정한 차이 디지털 캠페인 

2017 New York Festival   
‘Digital Communication: Viral’ Winner 



글로벌에서도 인정한 차이 퍼포먼스 마케팅 

2017 Google Premier Partner Awards  
Display Innovation Award Winner  

Search  
Innovation Award 

Display 
Innovation Award 

Video 
Innovation Award 

Asia Pacific 

Winner 
South Korea 

Finalist 

2017 Google Premier Partners Award  
CHAI COMMUNICATION 수상 내역 

South Korea 

Finalist 



PORTFOLIO 

01 Digital Campaign 

02 Social Communication 

03 Sales Performance Marketing 



Portfolio 

Digital Campaign 



[Digital Film] 
아시아나 항공 
_ Venice in a Day 
2018.01– 2018.11 [Digital film]  

4,730,000 View 

2018 IBA Stevie Awards GOLD WINNER 

https://www.youtube.com/watch?v=CpbWj6NokoI


[Micro site] 아시아나 항공 
_ TOP PICK 프랑크푸르트 
2017.09 – 2017.11 [VR film, Micro site, Mobile site]  

[Digital Film] 

[Digital Film] [360 VR] 

4,800,000 Views   

189,069 Visitor 

2018 IBA Stevie Awards SILVER WINNER 

2018 IBA Stevie Awards GOLD WINNER 

https://story.flyasiana.com/FRA/
https://www.youtube.com/watch?v=n9N_s2za1Q4
https://www.youtube.com/watch?v=b4hNhDgCSuU


아시아나 항공 
_ 2018 브랜드 캠페인 
2018.02~ 2018.12 [Youtube, Facebook, Instagram, SMR ] 

 17,803,484  Views 

[Digital Film] 

[Campaign site] 



DC언체인드 
_ 런칭 캠페인 
2017.12 ~ 2018.04 [TVCF, OOH, Naver, Youtube 등]  

2,554,856  Views 

[Digital Film] 

[Campaign site] 

양대마켓 인기게임순위 1위 달성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기준) 

https://www.youtube.com/watch?v=CpbWj6NokoI


[Micro site]  아시아나 항공 
_나의 여행 아바타 오즈, LA를 보여줘 캠페인 
2016.09 – 2016.11 [VR film, Micro site, Mobile site]  

[360° VR ] 

[360 VR] 

7,411,800 Views   

26,669 Likes 

https://www.youtube.com/watch?v=9-FMc50dmas


아시아나 항공 
_ASIANA 350 / 380 / 777 
2016.07 – 2016.09 [Viral film]  

[Viral film _ ASIANA 380] 

7,637, 744 Views   

https://www.youtube.com/watch?v=e4v-AZ73JS0


아시아나 항공 
_ASIANA 350  
2017.03 – 2017.04  [Viral film]  

[Viral film _ ASIANA 350] 

8,600, 000 Views   

https://www.youtube.com/watch?v=b7BwC_ppQg0


아시아나 항공 
_ 오즈드림페어 리런칭 캠페인 
2015.08.04 - 08.01  [Viral film, Micro site]  

3,112,969 Views   

341% sales 

[Viral film] 

https://www.youtube.com/watch?v=GGSetf4ElvI


LG전자 
_ LG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X STEPHEN WILTSHIRE 
2016.09.19 - 10.31 [Viral film]  

[Viral film] 

2,824,140 View 

https://www.youtube.com/watch?v=D2OBbSnDAMM


듀이트리 
_딥마스크 & 픽앤퀵 마스크 
2017.08 ~ 2019.04 [TVCF, OOH, Social Comm, Contents, DA, SA] 

4,679,167 Views (TVCF digital only)   

[Viral Film] 

[Digital Contents] 

https://www.youtube.com/watch?v=b8BIeHB4r3M


 아모레퍼시픽 
_ 라네즈 매일 아침, 피부 잠금 모드!  
2016.02.01 - 02.29 [Digital film, Micro site, Promotion]  

[Viral Film] 

[Digital Contents] 

https://www.youtube.com/watch?v=95Acge2-NWo


더바디샵 
_티트리 슈퍼히어로 캠페인 
2016.07.05 – 08.07 [Digital film, Micro site, Promotion]  

[Viral Film] 

[Microsite] 

https://www.youtube.com/watch?v=n46WfCUMZtc


아모레퍼시픽 
_리리코스 마린에너지 런칭 캠페인 
2016.03.12 – 04.13 [Digital film, Micro site]  

[Viral Film] 

[Microsite] 

https://www.youtube.com/watch?v=TxK93kntPWo


BC카드 
_혜택 알려주는 남자 시즌2 
2017.07 – 2017.08 [Viral film]  

[Viral Film] 

1,801,584 View 

https://www.youtube.com/watch?v=h-8JiiWTmYk


현대캐피탈 
_인증중고차 온라인샵 오픈 캠페인 
2018.04 - 2019.01 [Social Comm, Contents, DA] 

[Viral Film] 

 108,554  View (TVCF digital only) 

https://www.youtube.com/watch?v=tW3TssVDqds


 LG전자 
_ LG G6 18:9 세로영화제 IMC 캠페인 
2017.03.08 - 04.12 [Off-line Promotion,Film,Micro site, Mobile site]  

[Microsite] 



삼성생명 다이렉트 
_연금저축보험 영상 캠페인  
2017.10 - 2017.12 [Digital film]  

[Digital film] 

https://www.youtube.com/watch?v=z8XxbY8kfSU


삼성생명 다이렉트 
_노후 준비의 답을 찾으세요 캠페인 
2018.04 - 2018.12 [Social Comm, Contents, DA] 

[Viral Film] 

https://www.youtube.com/watch?v=tvM4kfDvwFU


삼성생명 다이렉트 
_연금저축 / 저축보험 영상 캠페인 
2017.06.23 - 10.19 [Digital film]  

[Viral Film] 

https://www.youtube.com/watch?v=Uh5EVDbbZu0&index=3&list=PLZplJpOnpxnbwzlKRajnH4bwqSyTTclLc


삼성생명 다이렉트 
_연금저축보험 / 연금보험 영상캠페인 
2017.03.06 - 06.23 [Digital film]  

[Viral Film] 

https://www.youtube.com/watch?v=nS_D_jBWODU


르노삼성 
_QM3 
2016. 11 – 2016. 12 [Digital film, Micro site]  

[Viral Film] 

https://www.youtube.com/watch?v=pm0ik_Tissg


하이트진로 
_그래도 사랑하면, 달달하게 망고링고 
2016.09.23 - 12.01  [CATV Film]  

[CATV] 

https://www.youtube.com/watch?v=SKdSOWrY7Ws


하이트진로 
_필라이트 런칭 캠페인 
2017.05.10 - 11.20  [Viral Film]  

[Viral Film] 

3,484,413 View 

https://www.youtube.com/watch?v=SKdSOWrY7Ws


하이트 진로 참이슬 
_ 이슬라이브 

2015.12.31 - 현재  [Viral film]  

[Viral film] 

https://www.youtube.com/watch?v=zG9aJPIcX3Q&has_verified=1


하이트 진로 
_‘뭐라고’ 연간 캠페인 
2015.02.25 - 08.10[Micro site, Campaign song, Promotion]  

[Campaign song_2~3월 ‘뭐라고 송’] 

[TVC_4~7월 ‘뭐라고 TVC’] 

[ Promotion_8월 응원열차 . 여름이 뭐라고 페스티벌] 18,408,583 Views   

1,840 organic buzz 



하이트 진로 
_하이트맥주 ‘친맥’ 캠페인 
2015.10.23 - 12.31[Micro site, film, Promotion]  

[Micro site & film _친맥서포터, 친맥하라] 

[Micro site & film_혼맥 프로파일링] 

7,914,085 Views   

135,365 participant 



대신증권 크레온  
_세상을 밝히는 크레온 Book 릴레이 캠페인 
2015.03.09 - 04.19[Viral film, Micro site]  

[Viral film] 

12,091 participant   

86,532 result 

https://www.youtube.com/watch?v=2lFZs_ZdkW8


BC카드 
_그 자리의 가치를 기억합니다 캠페인 
2015.11.02 - 12.31[Viral film, Micro site, Contents]  

[Viral film] 

1,198,584 Views   

https://youtu.be/hZKGS7mzUlg
https://www.youtube.com/watch?v=imzhnVUS7ds


청정원 홍초  
_홍시 백일장 프로모션 
2015.03.09 - 04.19[Micro site,  Promotion]  

[Micro site] 

[Promotion] 

415,585 site visitors   

47,402 participant 



Portfolio 

Social Comm. 



맥도날드 
_소셜 커뮤니케이션 

2013 – 2018.12 [Social Comm, Contents]  

[Contents] 



맥도날드 
_SHAKE SHAKE 

2015.06.12 - 06.30[Social Comm,  Promotion]  

[Mobile site] [Contents] 



맥도날드 
_행운버거 캠페인 

2013 / 2015[Social Comm, Promotion]  

[Mobile site & coupon system] [Sales Contents] 

[Contents] 



맥도날드 
_맥모닝 ATTACK! 

2015.06 - 07[Micro site, viral film, contents]  

[Mobile 
site] 

[Viral film] 

[Social Contents] 

https://www.youtube.com/watch?v=iS7Db9C_PF8


아디다스 코리아 
_ 소셜커뮤니케이션 
2014.09 – 2018.04 [Social Comm, Contents]  

[Contents] 



아디다스 닷컴 (www.adidas.co.kr) 

2014.07 – 2018.04 [Web&Mobile Site]  



아디다스 풋볼 
_모든 것이 달라진다(BE THE DIFFERENCE) 
2015.07 – 2015.12[Mobile Site]  

[Mobile site]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_Mobile Hash Tag(#) board 
2015.10 – 2016.12[Mobile Site, Social Comm]  

[Mobile site] 



[Instagram] 디스커버리익스페디션 
_소셜커뮤니케이션 
2018.3 [Mobile Site, Social Comm]  



LG전자 
_소셜 커뮤니케이션 

[Blog] 

5
6 

2017.01.1 - 현재 [Social Media]  

[facebook] 

https://www.facebook.com/theLGstory/videos/1716363231727393/


LG전자 
_소셜 커뮤니케이션 

[Contents] 

5
7 

2017.01.1 - 현재 [Social Media]  

 149,059 Follower   

 250,000 Page view 



[Contents] 

58 

LG전자 
_G6 캠페인 

2017.03 ~ 2017.04 (Viral Film) 

1,210,810 View 

https://www.youtube.com/watch?v=UXiDcg5lfkg


59 

현대해상 
_소셜 커뮤니케이션 

2018.01 - 현재 [Social Media] 

[Blog Contents] [Facebook Contents] 

[Portal Site Main] 



아모레 퍼시픽 리리코스 마린에너지 
_소셜커뮤니케이션 

2016.03.03 - 2018.3.31 [Social Comm, Contents]  

[Contents] 



CLINIQUE x VOGUE 캠페인 
_ 모델들의 뷰티 꿀템! 
2018.05 - 2017 [film, model MKT]  

 22,634Views   

 6,346Engagement 

https://www.facebook.com/VOGUEkr/videos/1979966568694030/


GQ X 크리니크포맨 X 랩시리즈 X SSG 캠페인 
_ 훈남 모델들의 뷰티템 추천! 
2018.03 - 04 [film, Influencer MKT]  

207,425 Views   

5,451 Engagement 

https://www.facebook.com/223565704354826/posts/155762431779165


하이트진로 
_소셜 커뮤니케이션 
2012 - 2015 / 2018 - 현재[Social Comm, Campaign]  

[Sales contents] 



로엔엔터테인먼트 
_1theK’ Brand Launch Campaign 
2015.06.22 - 07.06[Promotion site]  

[Promotion site] 

https://www.youtube.com/watch?v=Y3UaljbSXLU


재규어 코리아 
_디지털 & 소셜커뮤니케이션 
2013 - 2015.09[Social Comm, Contents]  

7,000rpm 
머리 속이 하얘지는 
격렬한 심포니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F-TYPE R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격렬한 코너링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액티브 
디퍼렌셜의 미묘한 차이를. 
 
XFR-S 

룸미러에 비춰진 
무시무시한 존재. 



재규어 코리아 
_JAGUAR ‘Good To Be Bad’ 
2014.05.23 - 06.20[Promotion]  

[Promotion site] 



랜드로버 코리아 
_디지털 & 소셜미디어 
2013 - 2015.09[Social Comm, Contents]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따스한 
봄나들이를 즐기기에도 적합한 당신의 파트너 

강인한 인상, 전천후 주행 성능으로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앞서 누비다. 
 
DISCOVERY 

진짜 모험은, 
바로 지금부터다. 
 
DISCOVERY 4 



한라그룹 
_소셜커뮤니케이션 
2016.03.03 - 2016.12[Social Comm]  

[Contents] 



한라그룹 
_소셜커뮤니케이션 
2016.03.03 - 2016.12[Social Comm, Digital Film]  

[Digital film] 

https://www.youtube.com/watch?v=jxBcLk2n-I4


알보젠 코리아 
_다이어트 서포터즈 소셜커뮤니케이션 
2016.03.04 - 2017.02 [Social Comm]  

[Contents] 



알보젠 코리아 
_다이어트 서포터즈 디지털 필름 

2016.03.04 - 2017.02 [Digital Film]  

[Digital Film-다이어트 운동 TIP] 

[Digital Film-다이어트 레시피] 

[Digital Film-모바일 드라마] 

https://www.youtube.com/watch?v=D4Xe4ed2J9c
https://www.youtube.com/watch?v=uGYNVfQmZJQ
https://www.youtube.com/watch?v=M_0ISVowqfU
https://www.youtube.com/watch?v=2mQKOSmh9dI
https://www.youtube.com/watch?v=NzOZPRLPeYg


알보젠 코리아 
_다이어트 를 부탁해 앱  
2016.03.04 - 2017.02 [Mobile App]  

[Mobile App. -Dr. 다이어트를 부탁해] 



KT 
_아빠 오지가? 캠페인 
2013.04 - 05 [Social Comm, Promotion]  

[Promotion site] 

https://www.youtube.com/watch?v=cvr1eVLbZGI


KT 
_소셜커뮤니케이션 
2013.01 – 2015.06 [Social Comm, Contents]  

[Contents] 



GS칼텍스 
_소셜멘토링 
2012.09.06 – 09.12[Social Comm, Promotion]  

[Promotion site & Contents] 



GS칼텍스 
_ I am your energy 캠페인 
2011.07 - 2014.12[Social Comm, Contents]  

[Contents] [Character] 

[Social Campaign _ 한사람만 모르는 개봉 



Portfolio 

GAME MARKETING 



2018.05 - 2018.06 [AD, banner]  



2018.03 – 2018.04 [AD, banner]  



2018.01 – 2019.05 [AD, banner]  



2017.12.20~ 2018.04.08 [Tvcf, Ooh, Banner, Viral] 

 양대 마켓 인기 게임 순위 1위 달성 



2018.2.22 - 2018.04 [AD, banner]  



2018.2.7 - 2018.3.6 [AD, banner]  

1,700,000 Views 



2018.02.08 - 2018.02.28 [Mobile AD, banner]  



2017.10.18 - 2018.01.11 [Mobile AD, banner]  



2017.9.26 – 2017.11 [AD, Promotion, banner]  



2017.8.3 - 08.20 [Digital Film]  



2017.11.4 – 2017.12.10 [TVcm, viral, radio, print,ooh]  

하루 만에 매출순위 1위 달성  
(애플 앱스토어 기준) 



2017.11.23 – 2018.04 [Mobile AD, banner, viral] 
  



2017.9.12 - 10.17 [Mobile AD] 
  

목표대비 180% 달성 



2017.04 – 2019.05 [AD]  

<넷마블> 마블 퓨처 파이트 소재 제작 대행 



2017.02 – 2017.04 [AD, Promotion, OOH]  

<넥슨> 진삼국무쌍 언리쉬드 런칭 캠페인 

5,000,000 download 



2017.01 – 2017.02 [Digital film, Mobile AD]  

모두의 마블 _다이아 3000개 이벤트 캠페인 

390,000 Views 



2016.08 – 2016.11 [AD, Promotion, OOH]  

<플레로게임즈> 여신의키스 런칭 캠페인 

7nd ranking of download 

[Video] 

[AD&Promotion] 

[Video] 

[Film] 



2016.06 – 2016.08 [Mobile AD,  Promotion]  

모두의 마블 _인형뽑기맵 업데이트 캠페인 

[Mobile AD] 

300,000 comment 



2016.06 – 2016.07 [Digital Film] 

 



2016.05 – 2016.08 [Digital Film ,  Mobile AD]  

더비스트_런칭 캠페인 

1.000,000 download 

[Display AD& Mobile AD, 
Promotion] 



2015.02 – 2015.07 [On-off [TVC, Promotion, Mobile AD] 

피망 뉴맞고_런칭 캠페인 

[Mobile AD] 

[Display AD& Mobile AD, 
Promotion] 

[Display AD& Mobile 
AD] 



Portfolio 

Influencer Groups 



Influencer 그룹 
운영 전략 및 
가이드 수립 

Influencer 그룹 
선정 

Influencer 그룹 
과제 제시 등  
그룹관리 및  

채널 게재 등 운영 

운영 결과 리뷰 및 
New Influencer 
전략 수립 



국내 IT TOP 인플루언서(블로거, 유튜버 등) 20명을 섭외하여 연간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운영 
(제품 홍보, 해외 박람회 참여 등) 

 LG전자 ‘더 블로거’ 



ESTEE LAUDER 
_에스티로더 트래블 인플루언서 캠페인 
2018.04.01 – 2018.04.30 [offline event]  



LA MER 
_ ‘Holiday Gifting’ 캠페인 
2017.11 – 2017.12 [Influencer MKT]  

<Influencer Instagram MKT> <Paid Post> 



BOBBI BROWN 
_Skin Long Wear Weightless Foundation Launching 
2018.03 – 2018.04 [Influencer MKT]  



CLINIQUE 
_ 7Day Challenge with CLINIQUE Fresh Pressed 
2018.04.01 – 2018.04.16 [Influencer MKT]  



LA MER 
_ ‘Arrive Hydrated’ Influencer 캠페인 
2018.03 – 2018.04 [Viral film, Influencer MKT]  



<파워 유저 – 리뷰동영상> <화해/글로우픽 품평단> 

 리리코스 마린에너지 
_ 인플루언서 체험단(유튜버) & 타겟 커뮤니티 제휴  



<파워 인스타그래머> <파워 블로거> 

 리리코스 마린에너지 
_ 인플루언서 체험단(파워 인스타그래머 / 파워블로거) 



아웃도어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인플루언서 60명을 섭외하여 연간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운영  
(제품 소개 및 리뷰) 

 아디다스 ‘테렉스 크루’ 



 7~12세 자녀가 있는 육아 관련 파워 블로거 및 인스타그래머로 시즌 메인 제품을 홍보 

 아디다스 ‘영애슬릿 홍보단’ 



Portfolio 

Sales Performance 
Marketing 



티몬_통합 퍼포먼스 마케팅 
2014 – 현재 [DA, SA, Mobile AD]  

[캠페인 운영 프로세스] [성과 변화 그래프 ] 

[Banner Creative] 



현대해상 하이카 다이렉트_통합 퍼포먼스 마케팅 
2016.01 - 현재 [DA, SA, Mobile AD]  

이관 직후 CPA 안정화 진행 
효율 중심의 확대 기반 마련 

DA 캠페인 런칭에 따른  
고객 접점 강화  

상품 USP에 따른 배너 메시지와 
타겟팅 세그먼트로 진성고객 확보 

차이 이관 후 성과 안정화 

[캠페인 운영 전략] 

[성과 변화 그래프 ] [Banner Creative] 



웰컴저축은행_통합 퍼포먼스 마케팅 
2015.08 – 2015.10 [DA, SA, Mobile AD]  

CATV에서 DIGITAL로 
마케팅 패러다임 변화 시도 

광고 효율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최적화 테스트 진행 

디지털영상 ON-Air 후 CPA 안정화 

[캠페인 운영 전략] 

[성과 변화 그래프 ] [Banner Creative] 



아시아나 항공_통합 퍼포먼스 마케팅 
2016. 01 - 현재 [DA, SA, Mobile AD]  

프로모션 기간 예산 집중 운영 
효율적인 예산 분배 

구매확률 높은 고객만을 
세그먼트하여 리마케팅 진행 

브랜드 오타 & 확장 키워드 
발굴을 통한 진성고객 유입 확보 

매출성과 지속적인 확대 

[캠페인 운영 전략] 

[성과 변화 그래프 ] [Banner Creative] 



웰컴론_통합 퍼포먼스 마케팅 
2016.01 - 2018.08 [Video, DA, SA, Mobile AD]  [캠페인 운영 전략] 

[성과 변화 그래프 ] [Banner Creative] 



신라인터넷면세점_통합 퍼포먼스 마케팅 
2016.04 - 2017.03 [DA, SA, Mobile AD]  

차이커뮤니케이션 이관 

[캠페인 운영 전략] 

[성과 변화 그래프 ] [Banner Creative] 



CHAI 
Technology 



차이의 캠페인과 퍼포먼스 성과는  
15년 노하우의 차이 독자 애드텍 기술 



CUBE 
통합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01 



CUBE 1.0 CUBE 2.0 CUBE 3.0 

 - 디지털 캠페인의 시작 

 - 효과적인 광고 분석 및 지표 관리 

 - 매체/지면 분석, 키워드 분석 등 

 - 큐브 솔루션 

    : 데이터 수집 -> 효과적인 분석 

 - 빅데이터 (2010년 초기~중기) 

 - 큐브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효과적인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 

 - 큐브 빅데이터 eco-system  

 - 큐브 솔루션 -> 플랫폼으로의 진화 

 : 빅데이터 기반 기술 적용 

 :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술 고도화 및  

    데이터 시각화 

 : 분석 데이터의 Re-Marketing기능  

 - 4차 산업혁명 (2015년 ~) 

 : 인공지능, 머신러닝, IoT 등 지능정보 시대 

- 큐브 마케팅 기능 고도화 

 : 일반 리마케팅 이외의 CRM 마케팅 적용  

 : 구글 플랫폼, NHN ENT 광고 플랫폼 등  

   연계 확대 중 

- 큐브 인공지능 기능 개발 

 : 최적화된 광고 형태 및 소재 제시 

 : 인공지능을 통한 개인 맞춤형 컨텐츠 제시 

세일즈 극대화를 위한 통합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 큐브  



9,457 
90% 

4,065 
68% 

3,291 
72% 

2,221 
73% 

[ 전주 대비 성과비교 ] [ 기간별 성과비교 ] 

세일즈 극대화를 위한 통합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 큐브  



세일즈 극대화를 위한 통합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 큐브  



CINDI 
소셜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02 



 

소셜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신디 (CINDI) 



언제 콘텐츠를  올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 
AI기반의 신디봇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시에 적절한 메시지 제공 

소셜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신디 (CINDI) 



소셜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신디 (CINDI) 

 



+ = 

소셜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신디 (CINDI) 



CURADAR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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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 큐레이더(CURADAR) 

AI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트래픽 유입, 전환율 향상 및 캠페인 강화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 큐레이더(CURADAR) 

특장점 

키워드 추천 트래픽 예측 
예상 클릭/전환 

수 

 
 
 
 
 

효율적인  
성과 달성을 위한 

적절한 캠페인 예산 수립 
AI Technology 

통합 검색 
순위 모니터링 

실시간 검색 
패턴 

감정 분석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 큐레이더(CURADAR) 

주요 기능 

애드카피 추천 
캠페인 실시간 
모니터링 

키워드 인사이트 
최종 리포트 

모바일 검색과 
개인화 된 

검색 트렌드 정밀 분석 

브랜드 및 퍼포먼스 캠페인 최적화 추천 시스템 



CUFID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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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광고 플랫폼 : 큐피드(CUFID) 

페이스북 광고 집행, 분석, 리마케팅 
큐브 데이터 연동을 통한 커스텀 마케팅 집행 

+ 



주요기능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 : 큐피드(CUFID) 



ALLIANCE 
제휴 마케팅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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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마케팅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 얼라이언스 플랫폼 

차이의 독자 제휴 매체의 통합 성과 지표 관리 
제휴 프로모션을 통한 KPI 상승 기여 

광고주 

제휴 매체 
성과  
최적화 



제휴 마케팅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 얼라이언스 플랫폼 

주요기능 

제휴 마케팅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 얼라이언스 플랫폼 



AD Circle 
온-오프라인 데이터 

통합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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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데이터 통합 플랫폼 : 애드서클 (AD-Circle) 

디지털 데이터와 ATL데이터, 커스텀 데이터의 통합으로 
브랜드 전체 캠페인의 상관관계를 분석 

온-오프라인 데이터 통합 플랫폼 : 애드서클 (AD-Circle) 



온-오프라인 데이터 통합 플랫폼 : 애드서클 (AD-Circle)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간별, 매체별 광고 데이터 (광고비, KPI) 예측기능 

온-오프라인 데이터 통합 플랫폼 : 애드서클 (AD-Circle) 

BIGDATA 



온-오프라인 데이터 통합 플랫폼 : 애드서클 (AD-Circle) 

기능 



브랜드 
마케팅 

제휴 
마케팅 

소셜 
마케팅 

데이터드리븐 
마케팅 

통합 
BI 플랫폼 

퍼포먼스 
마케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