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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생각하며

16년이란시간동안

디지털리더SHIP이라는
배를타고나아가고있습니다



No.1 Digital Creativity Group
그 결과,  연속 성장세를 이어온 업계 1위 디지털 종합 광고회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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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 원)

매출 순위 회사명

1 제일기획

2 이노션월드와이드

3 HS애드

4 대홍기획

5 SM C&C

6 퓨쳐스트림네트워크

7 TBWA KOREA

8 레오버넷

9 맥켄에릭슨&유니버설맥켄

10 차이커뮤니케이션

11 그랑몬스터&지앤엠소프트

12 엘베스트

13 오리콤

14 한컴

15 DDB코리아

16 모투스컴퍼니(구 피플웍스)

17 상암커뮤니케이션즈

18 코마스인터렉티브

19 농심기획

20 BBDO코리아



DIGITAL최적화에 있습니다
16년간, 구축해온조직및구성원들의

보신것처럼, 이렇게

차이나는 CREATIVITY 경쟁력을
갖출수있었던건



• 캠페인방향성및
컨텐츠검토

• 본부별 R&R
• 캠페인성과분석보고

• 운영성과에대한피드백

CLIENT

디지털 통합
퍼포먼스 전략

CHAI

디지털 솔루션 서비스
개발 및 구축

캠페인
Live & 모니터링

캠페인
사전 점검

T 본부

P 본부

B 본부 브랜드, O20하이브리드
캠페인 전략 수립

C 본부 디지털 채널, 네이티브 AD, 
캠페인 전략 수립

D 본부
디자인 플랜
UI/UX 디자인 제작
영상 모션 그래픽 제작

통합 크리에이티브
기획 및 제작I 본부

Brand One stop Total care
따라서, 기존에 단절되어있는 타 대행사들과 달리, ATL과 디지털, 디지털 채널의 SA+DA 통합 관리는 물론

Performance, DATA Marketing + Contents 기획 및 제작까지 One Stop Total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런 체계화 된 프로세스 속에서, 서로간에 융합하며 차별화된 CREATIVE가 탄생



Together with TOP Brands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업계 리딩 브랜드들과 성공적인 파트너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CREATIVITY에서 나옵니다
무엇보다, 차이의무기는



Making Successful Campaigns
브랜드의 깊이 있는 고민과 노력으로 차이나는 아이디어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디지털시청의새로운트렌드인 OTT포맷활용을통해
WAU 20만 증가, 신규 인스톨 수 1위 달성

쿠팡이츠 ‘당연한 이야기’

디지털시대의소비자 OTT 패턴을고려한전략을통해

2021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통합캠페인] 금상



아모레퍼시픽의신규탈모샴프브랜드의런칭포지셔닝수립및
sales달성을 위한 퍼포먼스 캠페인까지 통합적 기획하에 목표된 매출 달성

아모레퍼시픽 라보에이치 런칭 캠페인

브랜딩과퍼포먼스의통합캠페인

2021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퍼포먼스] 대상



MZ세대코드와맞추기위한테라맥주와잘어울리는 BBQ,직방,여기어때등의
브랜드와 콜라보 하는 캠페인 기획

하이트진로 테라X콜라보 캠페인

다양한브랜드와의콜라보를통한

2021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퍼포먼스] 금상



깊이있는인사이트를통해, TVCF 명예의전당등극

2020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디지털 부분] 동상

이전캠페인대비오가닉조회수 43배기록
광고온에어 2주만에조회수 120만회기록하며화제

대한민국온라인광고대상 Creative 수상

아시아나항공 ‘여행이 떠났다’



데이터인사이트를바탕으로크리에이티브까지

2019 대한민국 광고 대상 ‘대상’ 수상

성수기평균치에육박하는탑승률 90%
광고인데도 콘텐츠수준의 SKIP하기전에낮은이탈율

아시아나 항공 ‘몽골’ 3D SOUND캠페인



Gen.Z들의이야기소재를활용해자발적이슈와참여를이끈

TVCF 1위 / 2020 대한민국 광고대상 퍼포먼스 마케팅 은상

박카스 ‘학과피로’ 광고
조회수 1147만 / 댓글 9,300개 / 좋아요 26,000회



확장성있는크리에이티브로 TVCF 크리에이티브부문 1위 3관왕및

2020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퍼포먼스 수상

미디어커머스기업 1호로코스닥상장기여
광고액대비매출액 460% 달성

젝시믹스 2020 캠페인



디지털 EASY를더욱쉽게풀어내소비자와공감한

TVCF Consumer Voice 3관왕 / 2020 IBA 스티비어워즈 실버 수상

자사단일광고 캠페인최초조회수 5,000만회기록

KB국민카드 기업PR 영상 캠페인



2억 1천만 VIEW 콘텐츠마케팅신화

2017 NEW YORK FESTIVAL
‘Digital Communication: Viral’ Winner

이슬라이브



Product+Advertising=Productising

실검1위 / YT들의 대란!

한방울잔 / 참이슬백팩



2020 소셜아이어워드 ‘최고대상’ 수상

박학다식(食)에대한깊이감을
유튜브트렌드에맞게재해석하여우수성입증

‘이마트 LIVE’ 유튜브 채널



국내최초페이스북콜라보레이션

‘세상 맛있는 데이트, 이마트데이트’ 캠페인
국내최초인스타그램 AR 할인쿠폰제작

부부백런칭 2주만에 5만개완판

2019 앤어워드 쇼핑부문‘최고대상’ 수상



LG전자 미디어 플랫폼 ‘LiVE LG’ 리뉴얼
향상된플랫폼및다채로운콘텐츠로방문자중심의사용환경을조성

19년기준누적방문자수 158만명, 페이지뷰수 276만회달성

2020 APP AWARD(앱어워드) 제품브랜드 FINALIST 선정



LG전자 제품 및 기술소개 기획영상
LG전자브랜딩및콘텐츠로신제품경험까지지원한전년동기간대비
구독자 249%성장 / 누적조회수 6억여회 / 누적시청시간 960여시간

2020 소셜 아이어워드 가전 유튜브 분야 대상



LG전자 ‘인스타그램 일러스트 콘텐츠’
LG전자와함께하는삶의빛나는순간을담은인스타그램공식채널

제품특장점을담은일러스트를통해 LG전자와함께하는 Better Life를표현
전년동기간대비팔로워 204% 성장 / 누적인게이지먼트 13% 성장

2020 소셜 아이어워드 비주얼 혁신대상



LG전자 ‘뉴트로 굿즈’
LG전자에서 MZ세대타겟에맞춰레트로감성을재해석한뉴트로굿즈를제작

금성로고, 70-80년대사용하던광고카피등을활용해에코백, 유리잔, 치약등을제품디자인

LG전자 베스트샵 온라인 이벤트 시작 5분만에 완판



CES 2019에서현대자동차의미래비전으로상영
총 1600만회조회 / 대한민국국민의 1/3 시청한광고

현대자동차그룹 광고

2019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Creative 우수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C H A I  C o r e  C o m p e t e n c e

[슬라이드쇼모드에서이미지누를시, 링크로이동]

KB국민카드_KB Pay 런칭 캠페인 [공중파, CATV, Digital]

https://www.youtube.com/watch?v=MW1o41Si3hY&list=PLdwRxvJGbJjElmPJmtnogxGrU9QA1vXU-


KB손해보험 _기업PR ‘세상을 바꾸는 보험‘ 편 (CATV, Youtube)

[슬라이드쇼모드에서이미지누를시, 링크로이동]

C H A I  C o r e  C o m p e t e n c e

https://youtu.be/H7DfrhY80rI
https://youtu.be/H7DfrhY80rI
https://youtu.be/H7DfrhY80rI
https://youtu.be/H7DfrhY80rI


[슬라이드쇼모드에서이미지누를시, 링크로이동]

C H A I  C o r e  C o m p e t e n c e

KB국민카드_리브메이트 업데이트 캠페인 [Youtube, Facebook, Instagram, Naver, KAKAO 등]

https://www.youtube.com/watch?v=wgduu6w-8Ag&list=PLdwRxvJGbJjE68-qwS6fe8cxMUEl7sb5D


C H A I  C o r e  C o m p e t e n c e

모닝케어_ 리뉴얼 캠페인 [Digital, OOH, Viral]

https://www.youtube.com/watch?v=ZmY379YYzX0&list=PLA90bo5L0dgJRViuU6IwFLaJZEhLG-6rF


[슬라이드쇼모드에서이미지누를시, 링크로이동]

C H A I  C o r e  C o m p e t e n c e

동아제약 _ 셀파렉스 런칭 캠페인 [Youtube, Facebook, Instagram, SMR, OOH]

https://youtu.be/NTyV71b9ing
https://youtu.be/NTyV71b9ing
https://youtu.be/NTyV71b9ing
https://youtu.be/NTyV71b9ing


[슬라이드쇼모드에서이미지누를시, 링크로이동]

C H A I  C o r e  C o m p e t e n c e

동아제약 _ 파티온 2020 캠페인 [Youtube, Facebook, Instagram, DA, SA]

https://www.youtube.com/watch?v=lWX2vmnPgw0
https://www.youtube.com/watch?v=lWX2vmnPgw0
https://www.youtube.com/watch?v=lWX2vmnPgw0
https://www.youtube.com/watch?v=lWX2vmnPgw0
https://www.youtube.com/watch?v=lWX2vmnPgw0


[슬라이드쇼모드에서이미지누를시, 링크로이동]

C H A I  C o r e  C o m p e t e n c e

하이트진로_망고링고 리뉴얼 디지털 캠페인 (Youtube/Facebook/Instargram/SMR)

https://youtu.be/nDrmmLq0r5A?list=PLVHGW9iFlPEbnQBg5NoZaC2OpMIES81tf
https://www.youtube.com/watch?v=nDrmmLq0r5A&feature=youtu.be&list=PLVHGW9iFlPEbnQBg5NoZaC2OpMIES81tf
https://youtu.be/nDrmmLq0r5A?list=PLVHGW9iFlPEbnQBg5NoZaC2OpMIES81tf
https://youtu.be/nDrmmLq0r5A?list=PLVHGW9iFlPEbnQBg5NoZaC2OpMIES81tf


[슬라이드쇼모드에서이미지누를시, 링크로이동]

C H A I  C o r e  C o m p e t e n c e

그린카 – 이동을 새로 그리다 [Youtube, Facebook, Instagram, 캐시 슬라이드 등]

https://www.youtube.com/watch?v=u9D7oHuFNUE&feature=emb_logo


[슬라이드쇼모드에서이미지누를시, 링크로이동]

C H A I  C o r e  C o m p e t e n c e

미샤 _ 아텔로콜라겐500 런칭 캠페인 [Youtube, CATV]

https://youtu.be/YS75zPIHy7Y


Winner list 크리에이티브의 힘으로, 10년 연속 국내 외 다수 광고제 에서 수상하고 있습니다.

2016

2015
아디다스풋볼 ‘모든것이 달라진다’ 캠페인
- 2015 웹어워드 모바일웹마케팅 부문 최우수상
- 2015 웹어워드 문화/레포츠 부문 우수상

대신증권 크레온 ‘BOOK 릴레이’ 캠페인
- 2015 웹어워드 금융부문 최우수상

더바디샵 ‘샘킴’s 함께쿠킹’ 캠페인
- 2015 웹어워드 광고/프로모션 부분 최우수상
- 2015 웹어워드 모바일 웹마케팅 부분 우수상

대우건설 '푸르지오'
-제8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건설/아파트 부문 대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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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대상

로엔엔터테인먼트 1theK ‘원더풀 팬 싱잉’캠페인
-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제 은상

하이트진로
- 2014 대한민국 SNS어워드 주류부문 대상

2012
GS칼텍스
- 제5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에너지기업 부문 대상
제2회 대한민국 SNS어워드 정유부문 대상

쉐보레 크루즈 ‘CRUZE5 VS Golf TDI
- 2012 대한민국광고대상 본상

2013
대우건설 ‘푸르지오’
- 제6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건설/아파트 부문 대상

GS칼텍스
- 2013 대한민국 SNS어워드 정유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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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리스트

2008

차이커뮤니케이션
- 2008 Online Marketing summit

어워드 온라인마케팅 프로페셔널 대상

2017
LG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X STEPHEN WILTSHIRE
- 2017 &Awards 디지털 광고 부문 대상

다이어트 서포터즈
- 2017 &Awards 디지털 광고 부문 대상

2018

아시아나 항공 ’프랑크푸르트,베니스,바르셀로나’ 캠페인- -
- 2018 IBA 스티비 어워즈 교통 부문 골드

아시아나 항공 ‘Venice in a day’ 캠페인
- 2018 IBA 스티비 어워즈 관광 여행 부문 골드

아시아나 항공 ‘프랑크프루트 TOP PICK’ 캠페인
- 2018 IBA 스티비 어워즈 관광 여행 부문 실버

2019

아시아나 항공 “몽골이 부르는 소리” 캠페인
- 2019 대한민국 광고대상 오디오 부분 대상

아시아나 항공 “뉴욕이 가까워집니다” 캠페인
- 2019 대한민국 광고대상 Finalist

하이트진로 테라 MCN캠페인
- 베스트 Youtube 미디어 전략 부문

현대자동차그룹 이미지 광고
-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크리에이티브 부분 우수상

2020

동아제약 박카스”학고피로” 캠페인
- 2020 대한민국 광고대상 퍼포먼스 부분 은상

아시아나 항공 “여행이 떠났다” 캠페인
- 2020 대한민국 광고대상 디지털 부분 동상
- 2020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Creative 수상

젝시믹스 “ 젝시믹스의 한계는 없다: 캠페인
- 2020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대상 퍼포먼스 수상

KB국민카드 “디지털 쉽게명” 캠페인
- 2020 IBA 스티비어워즈 브랜드PR부분 실버 수상



광고대행사 NO.1 AD-TECH 솔루션을
보유하고있습니다

그리고, 16년간의끊임없는
투자와데이터구축으로완성된



브랜드가 걸어가야 할
정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퍼포먼스마케팅에서브랜드캠페인까지

AD-TECH 기반의통합캠페인진행

차이는
No.1 애드테크솔루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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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 Marketing Solution
디지털 NO.1답게 16년간의 AD-TECH 투자로

현재는 업계를 리딩하는 다양한 독자적 솔루션을 개발

통합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CUBE CINDI

소셜데이터
인텔리전스 솔루션

AD Circle

온오프라인
데이터 통합 솔루션

CURADER

브랜드 마케팅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CUFID

페이스북 광고
솔루션

ALLIANCE

제휴 마케팅
통합 관리 솔루션





브랜드의 고민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캠페인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런애드테크솔루션을바탕으로



이커머스에최적화된플랫폼개발역량

& AWARDS e-Commerce Platform ‘WINNER’

티몬이커머스자동화플랫폼
매일 70만개넘는상품딜데이터의

효율적관리를위한이커머스전용플랫폼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따라서, 이제차이는어떠한마케팅도
자체솔루션을통해최적화시킬수있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한
가장 앞선 애드테크 기반의 광고회사

브랜드
마케팅

제휴
마케팅

소셜
마케팅

데이터드리븐
마케팅

통합
BI 플랫폼

퍼포먼스
마케팅

AD Circle
CURADER

ALLIANCE

CINDI
CUFID

CUBE

CURADER

CURADER

CUBE

CURADER

CUBE

AD CIRCLE

D.Aid

D.Aid







“Explore for Crea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