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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FIRST 시대를선도하는디지털커뮤니케이션컴퍼니

About Nextpaper NEXTPAPER M&C

회사명 (주) 넥스트페이퍼엠앤씨

종업원수 27명

연 매출
51.7억 (2021년 12월 말 기준) 
150억 예상 (2022년)

사업자 번호 107-87-53793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36(신문로2가) 경희당빌딩 7층

전화 및 팩스 Tel : 02-735-2087 Fax : 02-736-2087

회사설립년도 2011년 6월 9일

주요사업

• 통합 디지털 마케팅 Agency
•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제작(취재/편집 등)
• 브랜드 미디어 구축 및 운영
•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홈페이지/앱 www.nextpaper.co.kr

특징 여성기업확인, 벤처기업인증

대표이사 : 손명희

학력사항

성균관대학원 사학과 석사 졸업

미국 Thunderbird 경영대학원 MBA 졸업

주요경력사항

신문사 기자 및 잡지사 편집장

한국, 크리스찬디올 코리아 마케팅 담당

미국, 포에버21 마케팅 총괄

미국, 힐리오(이동통신사) 마케팅 매니저

한국, 그랜드 하얏트 인천 마케팅 총괄

현재 ㈜넥스트페이퍼엠앤씨 대표이사

기타사항

현지인 수준의 영어권 마케팅 전문가

20여년간 국내 및 미국에서 마케팅을 담당.

넥스트페이퍼엠앤씨 창업

개요 대표이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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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렌드를리딩하며지속적인성장

About Next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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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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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사업

2021

2022 • 기업/공공기관브랜드미디어사업추가확대
• GS 자이브랜드매거진 ‘비욘드아파트먼트’ 사이트리뉴얼및
콘텐츠(기사, 뉴스레터, SNS, 영상) 제작및 운영

• 현대글로비스웹진 사이트리뉴얼및 콘텐츠제작 운영
• ㈜ 파라다이스그룹사내보콘텐츠제작공급
• 서울시교육청웹진 사이트리뉴얼및콘텐츠제작및 인쇄매거진제작
• GKL‘세븐럭하우스’ 웹진구축및 콘텐츠제작, 운영

• 기업/공공기관브랜드미디어(웹진,뉴스레터,SNS) 사업확대
• 현대제철사보 ‘쇠부리토크’ 디지털전면전환웹진 재구축및 운영
• SK텔레콤사보웹진구축계약외 다수
• ㈜ 한라‘포시즌’ 디지털웹진론칭및 SNS 채널통합운영
• 두산매거진 ‘VOGUE’ 웹진사이트구축
• 세종문화회관웹진 ‘문화공간 1795’, 예술의전당웹진, 서울평생교육원웹진 ‘다들’

구축 및 운영 (취재/편집포함) 외 다수

• 기업/공공기관사이트구축및브랜드미디어사업본격화
• 가야미디어 ‘플레이보이코리아’웹진사이트구축
• 고등과학원웹진 ‘Horizon, 과학의지평’ 구축

• LG전자스마트폰내 ‘스마트월드’월페이퍼콘텐츠제공
• 우리은행 ‘위비톡’ 콘텐츠 MCP 사업자선정

• 프리미엄 AD 네트워크플랫폼(TDN)  론칭

• 탭진앱유료공공기관및기업디지털매거진서비스본격시작
• 탭진앱 ‘디지털매거진광고’서비스론칭

• KBS 뉴스/채널IT <생방송스마트쇼> 생방송출연
‘성공적디지털매거진앱’으로추천됨

• 3회 ‘아시아태평양디지털매거진컨퍼런스’한국대표로발표
• 법인설립
• 탭진앱(Tapzin,디지털매거진플랫폼) 론칭

• 2022, 01 갈더마코리아 ‘레스틸렌’ ‘스컬트라’ 디지털마케팅

• 2022,01 농심백산수 SNS 마케팅

• 2021,11 호주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코알라 SNS 마케팅

• 2021, 10 괌관광청 한국사무소 선정

• 2021,06 구글 MCM 조인트 파트너쉽 계약

• 디지털마케팅종합대행사업확대
• 괌관광청온라인및 SNS채널운영 및광고 집행(5년연속)

• 갈더마코리아 ‘세타필’ 브랜드디지털마케팅 2년 연속대행
• 글로벌해외 법인중“2019년 Year of Marketing” 수상

• 대한항공이벤트프로모션대행

• 디지털광고플랫폼서비스본격성장
• 구글(Google) 국내 4대퍼블리셔파트너사로선정

• 국내 300여개매체사를통한프로그래매틱 Ad-Network 광고

• 탭진앱 – LGU+ ‘홈보이’ 단말기에기본 탑재

• 탭진앱 200만누적다운로드

• 탭진앱 50만누적다운로드

• 탭진앱안드로이드버전출시
• 애플앱스토어전체카테고리 1위

• 현대제철사보 ‘쇠부리토크’앱구축및운영
• 괌(Guam) 관광청온라인및 SNS 채널콘텐츠제작및운영

NEXTPAPER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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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분야 (WE ARE BEST IN)

사업 분야

브랜드미디어

SEO/SEM, 미디어바잉, PR 등
전략수립부터광고효과분석까지통합디지털마케팅서비스제공

통합디지털마케팅대행 & 크리에이티브콘텐츠제작

Travel Trade 마케팅AD Network 플랫폼서비스

기획, 사진, 영상, 디자인, 취재

영상제작, 디지털콘텐츠, 광고기획/제작

기업브랜드미디어, 웹진, 뉴스레터, 
SNS 채널운영

300여개 언론사 사이트에 광고 집행

국내 NO.1 웹/모바일광고 SSP 네트워크운영

구글공식 3대광고파트너사 괌정부관광청(GVM) 한국사무소

국내 항공사/여행대행사 마케팅 및 지원

괌관광청 통합 마케팅

NEXTPAPER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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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분야 (WE ARE BEST IN)

사업 분야

괌정부관광(GVB)
한국사무소

(괌통합마케팅 대행)

2천만불/4년

퍼블리셔 (Web/App) 와
광고주의광고수익화서비스를

전문적으로제공하는애드테크서비스

구글 네트워크 광고 플랫폼 서비스 및 애드테크 제공
국내 Programmatic 광고 Leading

SEO/SEM,
미디어바잉, PR 등

전략수립부터
광고효과분석까지
통합디지털마케팅

서비스제공

기업브랜드미디어, 
웹진, 뉴스레터,

SNS 구축및운영

기획, 사진, 영상,
디자인, 취재

영상제작,
디지털콘텐츠,
광고기획/제작

디지털광고디지털마케팅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제작 기업 브랜드 미디어통합 디지털 마케팅

대행
애드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TDN)
구글

MCM Partner사

트래블트레이드
마케팅

관광마케팅 및
항공대행 전사업

주
요
고
객
사

NEXTPAPER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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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디지털마케팅

사업 분야

디지털로브랜드와소비자를연결합니다
전문크리에이터그룹이콘텐츠를제작하고, 디지털마케팅전문가가가장효과적인솔루션을제시합니다

Full Service 
Digital Marketing·PR
디지털 마케팅 전략 수립에서 컨텐츠 기획 및 제작, 미디어 믹스 바잉, 
온라인 캠페인/프로모션, 광고효과 분석 서비스 및 PR 까지 토탈
디지털마케팅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고객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퍼포먼스의 향상과 마케팅 프로세스의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Media Mix Buying & Ads 
모든 유형의 디지털 광고 기획/매체 바잉 & 운영을 지원합니다.

• 검색 광고
• 디스플레이 광고
• 동영상 광고
• SNS 광고
• Network 광고
• 모바일 광고

NEXTPAPER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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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콘텐츠마케팅

사업 분야

디지털시대소통에최적화된브랜드미디어시스템구축에서SNS 콘텐츠제작, 통합운영및구독자로그분석리포트까지

기획및취재 사진 /영상

SNS 콘텐츠 디자인

콘텐츠기획에서
제작운영통합마케팅까지
누구를 위해, 어떤 메시지를 담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플랫폼에서
노출하고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넥스트페이퍼엠앤씨는 크리에이티브 전문가 그룹이 전략적으로 콘텐츠에
접근하고 차별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 콘텐츠 기획
• 현장 취재 및 기사 제작
• 콘셉트에 맞는 PHOTO
• 플랫폼별 최적화된 영상
• 편집/디자인

NEXTPAPER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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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브랜드미디어(웹진, SNS) 구축운영

사업 분야

디지털소통에최적화된브랜드미디어시스템구축에서SNS 콘텐츠제작, 통합운영및구독자로그분석리포트까지

웹진
(WEBZIN)
+ 뉴스레터

뉴스룸
(NEWS ROOM)

브랜디드콘텐츠
사이트

기업·공공
마케팅

(SNS 채널 운영)

기업·공공기관
콘텐츠마케팅서비스
넥스트페이퍼는 웹진(WEBZINE), 뉴스레터, 뉴스룸(NEWS ROOM) 
사이트 구축 및 현장취재, 콘텐츠 기획/제작 및 운영
그리고 SNS 소셜 미디어 운영까지 기업·공공기관을 위한
차별화된 토탈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웹사이트/CMS 구축
• 콘텐츠 퍼블리싱
• 이벤트 운영
• SNS 채널 운영
• 구독자 로그 분석
• 홍보마케팅 지원

NEXTPAPER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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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Network 플랫폼서비스사업

사업 분야

네트워크광고BIZ

구글 네트워크 광고 플랫폼 서비스 및애드테크 제공

프리미엄 광고주

나스미디어, 모비온, IGAWorks 및
국내 300여개 미디어 사이트에 광고 송출

구글 MCM Partner사
(구글 국내 3대 파트너사)

구글광고에코시스템
기반의 SSP 플랫폼

국내
Programmatic 광고 Leading

NEXTPAPER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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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디지털마케팅종합적인능력보유

제안사의 강점

Creative 콘텐츠제작, 기사취재/콘텐츠기획·편집디자인, 웹제작/구축/운영및디지털마케팅종합대까지종합경험보유

주요 브랜드 미디어 구축 및
운영 사례

브랜드미디어
사이트(웹진)
제작·운영

사업경험풍부

• GS건설자이브랜드 <BA 비욘드아파트먼트> 
브랜드미디어사이트제작및운영

• 현대제철 <쇠부리토크> 제작및운영
• ㈜한라 <The Four Seasons> 웹진및 SNS 
운영

• SK텔레콤 <Connect+> 웹진구축
• 가야미디어 <얼루어> 미디어플랫폼구축
• 세종문화회관 <문화공간175> 웹진및 SNS 
제작운영

• 예술의전당웹진및 SNS 제작운영
• 고등과학원 <과학의지평> 웹진구축
• 서울시교육청 <지금서울교육> 웹진제작및
운영외다수

콘텐츠 홍보 및 AD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운영(자체 사업)

• 콘텐츠배포(콘텐츠홍보) 서비스
플랫폼운영중

• 디지털매거진플랫폼구축/운영
- 200만앱 다운로드

• 온라인네트워크광고플랫폼
구축/운영중
- 월 평균 6억 Impressions 광고송출

• 구글(Google) 공식웹퍼블리셔파트너사
선정(2018년)

최신 웹기술 기반 플랫폼 구축 및
광고 집행/데이터

분석 전문 기술 보유

• 최신웹표준기술기반
브랜드미디어웹플랫폼구축경험다수
(Progressive WEB)

• 데이터 Tracking & 수집/분석기술
• 빅데이터분석등

캠페인 Creative  
영상 기획부터 제작 프로모션까지

캠페인
크리에이티브
콘텐츠기획

및제작

주요 SNS 마케팅 및
종합 디지털 마케팅 운영 대행

• 기업 SNS 마케팅운영
- 괌관광청, 주식회사한라
- 국내 NO.1 바디크림브랜드(세타필)       
종합디지털마케팅대행
<네이버블로그><네이버포스트>
<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톡>       
<유튜브> 채널 등

• Total Media Buying 집행
네이버/구글/카카오/SNS 광고등

• 공공기관 SNS 마케팅운영
- 예술의전당/세종문화회관등영

SNS 마케팅
및광고집행

사업경험풍부

자체
디지털서비스
플랫폼구축
및운영경험

뛰어난
IT 개발기술력

보유

• 세타필 <나를위한시간> 
캠페인영상기획제작및 연간
프로모션이벤트진행

• 레스틸렌 <Shall We Kysse> 
캠페인영상기획제작및프로모션
이벤트진행

• GS건설자이브랜드
분양관련 프로모션영상시리즈
기획및제작, 프로모션이벤트진행

NEXTPAPER M&C



11



12

CONTENT STRATEGY 

㈜농심백산수
디지털마케팅대행

2022

갈더마코리아

바디로션브랜드 <세타필>
통합 디지털마케팅대행

종근당건강

디지털프로모션

코알라

호주홈퍼니처브랜드
디지털마케팅대행

2022

㈜효성티앤에스

디지털홍보영상및
3D 콘텐츠

괌정부관광청

통합마케팅대행

2021 ~ 2025

3D Mats

글로벌프리미엄
자동차관련제품

갈더마코리아

필러브랜드 <스컬트라>
통합디지털마케팅대행

2022

대한항공

디지털프로모션

갈더마코리아

필러브랜드 <레스틸렌>
통합디지털마케팅대행

2022

주요디지털마케팅대행및브랜드미디어SNS 운영사례

디지털마케팅및 SNS 운영대행사례

NEXTPAPER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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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STRATEGY 

Since 2021.08 괌정부관광청한국사무소공식대행업무시작
괌본청과공조하에디지털통합마케팅전략수립및액션

통합디지털마케팅대행 사례 (괌정부관광청 GVB)

종합디지털마케팅 / SNS 채널기획및운영제작 / 인플루언서협업프로젝트
항공여행사를비롯한트레블트레이드마케팅 / 브랜드콜라보레이션 / 미디어협업 /이벤트프로모션

NEXTPAPER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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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STRATEGY 

데이터를기반으로고객구매여정 (Customer Journey)에따른 디지털통합마케팅전략수립
‘프리미엄’필러전문브랜드로서타깃고객의공감을일으킬수있는메시지를담아키비주얼및영상촬영, 편집, 크리에이티브작업

‘필러레스틸렌하세요’ ‘레스틸렌키스하세요’라는캠페인슬로건하에B2B2C 이벤트성공적진행

통합디지털마케팅대행 사례 (레스틸렌1)

입술엔레스틸렌키스! Shall We Kysse? 

입술전용필러레스틸렌키스브랜딩(Awareness) 강화및새로운필러소비자유입확대

Campaign Video Title

Objective

NEXTPAPER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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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러레스틸렌하세요
2. 입술엔레스틸렌키스! Shall We Kysse? 

Key Visual

CONTENT STRATEGY 

통합디지털마케팅대행 사례 (레스틸렌2)

NEXTPAPER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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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STRATEGY 

통합디지털마케팅대행 사례 (세타필1)
국내바디로션분야NO.1 브랜드(세타필) 디지털마케팅종합운영대행(2019~2020)

“네이버우수광고사례”및“글로벌해외법인중최우수디지털마케팅대상”수상

디지털마케팅
운영대행

내용

SNS 채널
운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콘텐츠제작
영상촬영

Photo Shoot
게시물제작
이벤트

프로모션
이벤트

Big 캠페인
이벤트

온오프라인 PR

디지털 광고
집행

네이버검색
유튜브광고
GDN 광고

인플루언스등

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효과분석

인스타그램 미디어 광고종류

네이버

브랜드 검색
콘텐츠 검색 (파워콘텐츠)
서칭뷰
네이버쇼핑 검색
클릭초이스
네이버 동영상 (범퍼, 네이티브)

유튜브 트루뷰/범퍼형 인스트림 광고

카카오
카카오톡 배너
카카오 모먼트 비디오 광고

구글 GDN HTML5 배너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NEXTPAPER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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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STRATEGY 

통합디지털마케팅대행 사례 (세타필2)
데이터를기반으로고객구매여정 (Customer Journey)에따른

효과적인Full Funnel 디지털마케팅을설계하고미디어믹스전략을수립및집행

통합디지털마케팅
• 마케팅전략수립및

커뮤니케이션프로세스체계화
• KPI 수립및 성과분석
• 광고효과분석
• 이벤트/프로모션기획/실행
• 인플루언서마케팅
• 콜라보레이션마케팅
• 제품체험및 엠블럼마케팅

이커머스
최적화

온라인 쇼핑몰 문제점 분석,
판매 전략 수립 및 최적화 작업

PR
온라인 PR
오프라인 PR 이벤트

SNS
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Media 
Mix 

Buying

빅캠페인

영상 제작 (‘문지애’ Film 등)
Photo Shoot

SNS 콘텐츠

Seasonal Campaign
기획 및 실행

이벤트/프로모션진행

미디어 믹스 기획 및 바잉
(검색, 디스플레이, SNS 광고 등)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NEXTPAPER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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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STRATEGY 

통합디지털마케팅대행 사례 (세타필3)
‘가성비중심’의기존이미지에서타깃고객의공감을일으킬수있는‘라이프스토리‘를담아크리에이티브영상제작
‘나를아끼는시간’이라는일관된메시지를통해브랜드의Personality를전달하여‘라이프스타일’브랜드로거듭남
캠페인을통해타깃고객들의감성에공감하는콘텐츠생산을통해 ‘Trustful and Sincere’한이미지전달에성공

Products
Communication

Tone & manner

Message

Emotional  benefit

바디로션 / 바디크림
Improve the quality of women’s lives,

find your own quality time.

나를 아끼는 시간

Wave 3 (2020 Q1)
Seize My Own Quality Time 
(나를 아끼는 시간을 응원합니다)

Emotional + Functional benefit

폼 클린징
Whatever circumstance you face in to CTP, 

we always support you.

나를 아끼는 시간, 보습의 3단계

Emotional + Functional benefit

바디 로션/ 바디크림 / 폼클린징
Find happiness in your life from Cetaphil’s 

Daily skin care routine
(3 step of moisturizing)

나를 아끼는 시간, 
보습의 시작과 끝, 세타필

Functional Focus

하이드레이팅 로션
여름에도 수딩젤보다 하이드레이팅 로션

으로 여름 수분

여름에도 세타필,  
나를 아끼는 시간, 모이스춰락테크놀로지

433K Views1Mil. Views4.3 Mil views 3.3Mil. views

Wave 4 (2020 Q2)
여름에도 세타필

Wave 1 (2019 Q3)
When is your Own Quality Time? 

(나를 아끼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Wave 2 (2019 Q4)
Let’s Make My Own Quality Time 

(나를 아끼는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Tone & 
manner

Message

Products
Communication

NEXTPAPER M&C

https://www.youtube.com/watch?v=-Q0GzsNBYcQ
https://www.youtube.com/watch?v=L4YWrNqz7vQ
https://www.youtube.com/watch?v=y4M2Ddv16Bc
https://www.youtube.com/watch?v=wGCUEewdC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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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전문더마브랜드
세타필브랜드영상

영상디자인및 제작

Galderma 2019 ~ 2020

• ‘가성비중심’의기존이미지에서타깃고객의공감을일으킬수있는‘라이프스토리‘를담아
크리에이티브영상제작
‘나를아끼는시간’이라는일관된메시지를통해브랜드의Personality를전달하여
‘라이프스타일’브랜드로거듭남

• 캠페인을통해타깃고객들의감성에공감하는콘텐츠생산을통해 ‘Trustful and Sincere’한
이미지전달에성공

https://www.youtube.com/watch?v=-Q0GzsNBYcQ
https://www.youtube.com/watch?v=L4YWrNqz7vQ
https://www.youtube.com/watch?v=y4M2Ddv16Bc
https://www.youtube.com/watch?v=wGCUEewdC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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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필
보습전문더마브랜드

상세페이지기획및디자인



세타필
보습전문더마브랜드

스마트스토어리뉴얼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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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필
보습전문더마브랜드

SNS 콘텐츠제작및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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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사이트기획/디자인및제작

괌정부관광청
Visitors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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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콘텐츠기획·제작·운영

괌정부관광청
Visitors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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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콘텐츠기획·제작·운영

예술의전당
공연및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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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콘텐츠기획·제작·운영

한라비발디
주식회사한라아파트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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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미디어 (웹진) 운영사례

33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웹진>

세종문화회관

<문화공간175>

파라다이스시티

파라다이스 웹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금 서울 교육>

GKL

<7Luck House>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웹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원<

다들>

한국가정건강진흥원

<행복플러스>

GS건설
자이 아파트 브랜드 웹진
<Beyond Apartment>

현대제철
<쇠부리토크>

현대글로비스
<글로비스+>

㈜한라
<The Four Seasons>

고등과학원
과학의 지평 <Horizon>

도레이첨단소재
<토담e>

브랜드미디어(웹진) 운영

주요웹진기획및제작운영사례

NEXTPAPER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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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CREATIVE 
브랜드매거진&SNS

2017 ~ 2022

기사, 영상및디지털콘텐츠 제작

• 인물인터뷰, 예능형콘텐츠, 언택트특화콘텐츠, 브랜드홍보콘텐츠등다수
• GS건설(자이BEYOND APARTMENT) 
• 현대제철(쇠부리토크) 
• 한라건설(한라비발디더포시즌) 
• 세종문화회관(문화공간175), 예술의전당(웹진), 서울시교육청(지금서울교육)etc



현대글로비스
GLOVIS+

주요업무

 웹진콘텐츠제작
(기획, 취재, 영상제작, 편집) 

 뉴스레터제작및발송

 구독자확대를위한이벤트프로모션

 사이트구축및디자인리뉴얼

 SEO & SEM 



GS건설
자이브랜드매거진

주요업무

 웹진콘텐츠제작
(기획, 취재, 영상제작, 편집) 

 뉴스레터제작및발송

 SNS 콘텐츠제작및운영

 구독자확대를위한이벤트프로모션

 사이트구축및디자인리뉴얼

 SEO & SEM 

 웹진외마케팅플랜연계콘텐츠제작
분양관련영상및디지털콘텐츠제작



현대제철
쇠부리토크

주요업무

 웹진콘텐츠제작
(기획, 취재, 영상제작, 편집) 

 뉴스레터제작및발송

 카톡채널운영및발행

 참여율을높이는출석체크등적립 이벤트

 사이트구축및디자인리뉴얼

 SEO & SEM 

 쇠부리톡그램등인터랙티브이벤트



주요업무

 웹진콘텐츠제작
(기획, 취재, 영상제작, 편집) 

 뉴스레터제작및발송

 SNS 콘텐츠제작및운영

 사이트구축및디자인리뉴얼

 SEO & SEM 

㈜한라
The Four Seasons



고등과학원
사보Horizon 

주요업무

 웹진론칭

 반응형웹진및발행시스템 구축

 SNS 채널통합콘텐츠배포

 멀티미디어최적화콘텐츠템플릿제공

 SEO & SEM 



세종문화회관
문화공간175

주요업무

 반응형웹진및발행시스템구축

 웹진콘텐츠제작
(기획, 취재, 영상제작, 편집)

 뉴스레터제작및발송

 사이트구축및디자인리뉴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금서울교육

주요업무

 반응형웹진및발행시스템구축

 웹진콘텐츠제작
(기획, 취재, 영상제작, 편집)

 뉴스레터제작및발송

 사이트구축및디자인리뉴얼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매거진

주요업무

 웹진론칭

 반응형웹진및발행시스템 구축

 SNS 채널통합콘텐츠배포

 멀티미디어최적화콘텐츠템플릿제공

 SEO & SEM 



VOGUE
PLAYBOY
SKT 매거진

주요업무

 웹진및발행시스템 구축

 사이트디자인리뉴얼

 SEO &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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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레브취향1주년기념프로모션

대한항공
온라인캠페인프로모션



보스턴노선할인프로모션

대한항공
온라인캠페인프로모션



부산출발중국, 동남아노선할인프로모션

대한항공
온라인캠페인프로모션



인천 –시드니프레스티지석할인프로모션

대한항공
온라인캠페인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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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캘리포니아로드트립프로모션

대한항공
온라인캠페인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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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사이트기획/디자인및제작

프로칠레
Eat, Drink and Play! 



이벤트프로모션기획및제작

아이클리어
종근당건강눈건강전문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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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프로모션기획및제작

GS건설
자이브랜드매거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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