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도미노피자의 브랜드사이트, 온라인 배너광고, 스마트폰 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UCC 동영상 등 온라인 채널을 커버리지 하여  

전 소비자층을 공략하는 ‘통합디지털마케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ood & Beverage 

Domino’s Pizza 

온라인AD 온라인캠페인 소셜미디어 시스템운영/관리 디지털크리에이티브 월간마케팅 웹/모바일/앱 주문 시스템 



2007~ 

디지털다임은 2007년부터 도미노피자의  

모든 주문플랫폼을 구축/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미노피자 본사와 350여 개의 직/가맹점을  

하나로 이어주는 인트라넷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차원에서의 마케팅 활용을 위한 프로모션 및  

주문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원활한 CRM을 위한 Tool로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Domino’s Pizza 

편리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주문하는 통합 플랫폼 

도미노 
통합 주문 플랫폼 

WEB APP 운영 프로모션 



2015 

국내 피자업계 최초로 자신이 원하는 토핑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피자를 만들고 실제로 주문까지 가능한 고객 맞춤형  

DIY 주문서비스 ‘도미노 마이키친(Domino's My Kitchen)’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했습니다.  

자이로스코프 센서 등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번에 담아낸  

신개념 주문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즐거운 피자,  

더욱 맛있는 피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Domino’s Pizza 

DIY피자 주문서비스 
‘도미노 마이키친APP’ 

APP 

토핑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피자를 만들고 실제로 주문까지 가능한  

고객 맞춤형 주문 서비스 

&Awards Grand Prix 

웹어워드 코리아 대상 



Campaign 

Domino’s Pizza 

Campaign & 

Promotion 

01. 도미노레이스 / NOV.2013 

02. 도미노 피자 치즈팡 이벤트 / NOV.2012 

03. 글로벌 도미노 데이 / DEC.2012 

Promotion 

04. 도미노피자 월간 정기 프로모션(마케팅 윈도우) 

01 02 03 

04 



Domino’s Pizza 

Online AD 



Domino’s Pizza 

Social Media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2회 수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6년 연속 수상 



다년간의 디지털다임의 통합 마케팅의 결과로  

2007년 온라인 주문율 13%에서  

온라인 주문 비율이 최대 73.5%에 이르는 등   

평균적으로 약 58%가 온라인을 통해  

주문이 이뤄지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Domino’s Pizza 

온라인 주문율 13%에서 

최대 73.5% 달성 

통합디지털마케팅 성과 



2013~ 

2013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웹/모바일 사이트 운영과  연간 디지털 캠페인 진행, 아우디 고객용 앱 구축 등 아우디 코리아의  360° 디지털 마케팅을 대행 중입니다. 

Car & Product 

Audi 

온라인캠페인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바이럴영상제작 소셜미디어 APP 월간마케팅 브랜드사이트 구축/운영 



국내에 처음 런칭 되는 아우디의 컴팩트 모델인 A1의 젊은 감성과 아우디의 기술력을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360° 영상을 촬영하고,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A1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우디 A1 런칭 캠페인은 360° 드라이빙과 360° 쇼케이스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어플리케이션에서  

카드보드모드와 자이로센서를 활용해 더욱 생동감 있게 A1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컴팩트 모델의 한계를 뛰어 넘다, The new Audi A1 런칭캠페인 

아우디 코리아 A1 런칭 캠페인 

온라인캠페인 바이럴영상제작 

2015~ 
&Awards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Awards Grand Prix 

WEB APP 

Audi 



혁신의 기준을 바꾸다, The new Audi A4 런칭캠페인 

아우디 코리아 A4 런칭 캠페인 
2016~ 

WEB APP Online  
 campaign 

Making 
 film 

Audi 

디지털다임은 마이크로 사이트, 앱,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뉴 아우디 A4를 즐길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아우디 A4 AR 앱에서는 종이 위에 글씨를 쓴 후 카메라로 인식하면 AR App이 구동되는 방식 

(OCR)으로 액정에 뉴 아우디 A4 차량이 3D로 나타납니다. 차문을 열어 차량을 구경하거나 360도 회전해보고,  

컬러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저들이 그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기술로 늘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아우디를 브랜딩했습니다.  



혁신의 기준을 바꾸다, The new Audi A4 런칭캠페인 

뉴 아우디 A4 타임슬라이스 이벤트 

Audi 

2016~ 

WEB APP Online  
 campaign 

Making 
 film 

디지털다임은 뉴 아우디 A4 마이크로사이트, AR 어플리케이션을 오픈한데 이어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 6월 10~12일, 3일간 여의도 IFC몰 사우스 아트리움에서 진행된 본 이벤트는 영화 ‘매트릭스’에서나   

보았을 만한  4D Time Slice 촬영 기법을 사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키오스크 화면에 핸드폰 번호 마지막 네 자리를  

입력하고 무대에 서면, 50대의 DSLR 카메라가 각각의 각도에서 동시에 참여자를 촬영하여 마치 시간은 멈추고  

참여자를 바라보는 카메라만 움직이는 것 같은 영상을 촬영합니다.  



Q3의 타깃은 30대 초반의 젊은층으로, 결혼과 자녀 등의 이슈로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 진보 된 것을 추구하는 아우디 코리아는 Q3 타깃에게 조금 더 가까이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차량을 인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형식의 바이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Audi 

The new Adui Q3 런칭을 알리는 몰래카메라 형식의 바이럴 필름 

The new Audi Q3 바이럴 영상 제작 
2015~ 대한민국  온라인광고제 우수상 

바이럴영상 디지털크리에이티브 



Audi 

Online Campaign 

The new Audi TT 런칭 캠페인 

Nov.2015 

The new Audi A6 런칭 캠페인 

Jun.2015 

A3 스포트백 런칭 캠페인 

Jan.2015 

‘아우디라이브 2014 브루노마스’ 
마이크로 사이트 

Nov.2015 

‘A8’ 마이크로 사이트 구축 

Nov.2015 

고객용 어플리케이션 구축 

Nov.2015 

‘The new Audi A3 Sedan’ 

온라인 캠페인 

Jan.2014 

스크린세이버 

Ju.2014 

브랜딩 사이트 리뉴얼 

Dec.2014 



Audi 

소셜미디어 

Audi 

소셜미디어 이벤트 

Social Media Events 
01. Audi Lounge by BLUE NOTE 페이스북 이벤트 / Sep.2014 

02. 아우디 코리아 10주년 인스타그램 이벤트 / Oct.2014 

03. Audi Live 2015 페이스북 이벤트 / Mar.2015 

01 

02 

03 



갤러리아면서점 63의 그랜드런칭 영상 광고 및 지면광고 촬영, 한중일 글로벌 프로젝트인 ‘골든찬스 인 더 골드바 ’ 캠페인 등 
온오프라인 전방위 통합 마케팅을 통해 갤러리아면세점 63의 성공적인 그랜드오픈을 함께 하였습니다. 

2016.05~ 

Duty-free Shop 

Digital creative On/offline 
advertisement 

On/offline 
campaign 

Viral film Social media 



디지털다임은 갤러리아면세점 63의 그랜드오픈에 맞춰 한중일 글로벌 

프로젝트인 골든찬스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중일 3국 지원자 중  

최종 3인을 선정, 1주일간 갤러리아면세점 63과 63빌딩 여의도 주변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개인 sns를 통해 생중계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갤러리아면세점 63이 단순히 쇼핑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놀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논다! 
1주일 급여 2만 달러의 주인공을 찾아라! 

골든찬스 캠페인 
(GOLDEN CHANCE IN  
THE GOLD BAR) 

On/offline 
advertisement 

Digital Creative 
 

Viral flim 
making 

On/offline 
campaign 

 

2016 

youku Awards 해외우수마케팅상 

 



디지털다임에서 갤러리아면세점 63의 그랜드런칭 영상 및 지면 광고를  

제작하였습니다. 한류배우 송승헌을 모델로 영상 및 지면광고를 촬영하고,  

버스쉘터, 김포공항, 지하철 등 옥외광고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까지  

갤러리아면세점의 잠재적 고객에 효과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갤러리아면세점 63 광고 제작 

금빛 여정의 시작 

Digital Creative 
 

Making flim On/offline 
campaign 

 

2016 

youku Awards 해외우수마케팅상 

 



2012~ 

비씨카드의 웹, 모바일 사이트 리뉴얼, 사이트 운영, 바이럴 영상 제작.  Social Media 채널 운영 등 

디지털 전방위 온라인 마케팅을  실현하여 BC카드만의 일관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Finance 

BCcard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브랜드사이트 
구축/운영 

APP 온라인광고 온라인캠페인 바이럴영상 멤버십 채널 구축 소셜미디어 



2014 

디지털다임은 BC카드의 글로벌에서 사용 가능한 

유니온페이 카드를 알리기 위한  참여형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답답하고 지루한 일상에서 잠시 BC유니온페이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카드의 장점을 직관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  

일상에서 벗어나 세계 유명 랜드마크를 가상 경험하다! 

유니온페이 
버스쉘터 캠페인 

디지털크리에이티브 바이럴영상제작 

BCcard 



2014 

리뉴얼된 오!포인트 사이트는 고객을 위한 ‘혜택’을 중점적으로  

노출하여  오!포인트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한 편 웹 개편과 동시에  

모바일 웹 제작 및 특화 컨텐츠를 제공하여 기존 모바일웹의 부재로  

불편함을 겪었던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오포인트만의 브랜딩을 강화하고  

혜택을 실감할 수 있는 브랜드사이트로의 개선 

오!포인트 
브랜드사이트&앱 리뉴얼 

스마트앱어워드 대상 

웹어워드 코리아 대상 

WEB Mobile APP 

BCcard 



브랜드사이트 구축 

01. 비씨카드  ‘Loun.G’ / Oct.2012 

02. 비씨카드 브랜드사이트&모바일 앱 / Sep.2013 

03. 비씨콕 어플리케이션 / Sep.2013 

04. 비씨 그린카드 모바일 앱 / Nov.2013 

01 02 04 03 

BCcard 



BCcard 

브랜드사이트 운영 

비씨카드  웹, 앱, SNS 운영 외에  에코머니,VIP,가맹점,법인,회사소개 등  

비씨카드 사의 전반적인 웹, 모바일앱 운영 

BC카드 통합 운영 

Jul.2010 - Sep.2015 



BCcard 

프로모션 

04. 추석시즌 레드박스&상남자 프로모션 / Sep. 2015 

05. BC카드 카카오 스토리 오픈  프로모션 / Jul. 2015 

06. ULTRA JAPAN 원정대 프로모션 / Aug. 2015 

01 

01 

01. BC X AOA RED 산타 프로모션 / Dec. 2015 

02. 유니온페이 USA 홍보 프로모션 / Nov. 2015 

03. 빅데이터기반 소비성향테스트 프로모션 / Oct. 2015 

02 

03 

04 

04 

05 

06 



BCcard 

온라인 캠페인 

01.  비씨카드 Mistake Award 캠페인 / Dec.2014 

02. 비씨카드 프리즘 3.0 심리테스트 캠페인 / Oct. 2015 

03. ‘BC 카드팍도사 휴가운세’ APP / Aug.2012 

04. 비씨카드 소원의 정석 추석 캠페인 / Aug.2014 

05. BC은련카드 월드와이드 프로모션 / Mar.2014 

06. 비씨카드 연말 프로모션 온라인 광고  / Dec.2013 

06 02 

01 

04 

02 

03 

05 



2011~ 

디지털다임은 LG 생활건강의  빌리빙, VDL, VOV, 샤프랸 등의 사이트 구축, 운영, 캠페인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F&HC 브랜드인 ‘빌리빙’은  브랜드 네이밍,  컨셉, 사이트 구현까지 디지털다임의  차별화된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Fashion & Beauty 

LG생활건강 

브랜딩 브랜드사이트 구축/운영 

 

온라인광고 온라인캠페인 뷰티솔루션 구축 



2015 

디지털다임에서 브랜드 네이밍과 BI 작업을 진행하고,  

고객에게 신규 브랜드 마케팅까지 진행했기에 진정한 의미의 

‘브랜드 사이트'를  구축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브랜드 스토리와 디자인을 

통일감 있게 전달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공간/상황/유형별 필터로 제품을 찾아주는 

 "스마트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별 기획전,  

홈쇼핑 ON-AIR 알림 서비스 등 콘텐츠를 통해 

세일즈 연계까지 가능합니다.  

LG 생활건강 

브랜드 사이트와 함께 패브릭  

& 홈 케어 카테고리를 하나로 묶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통합 구축 

Fabric & Home Care  
빌리빙 

WEB 브랜딩 운영 



2015 

디지털다임은 LG생활건강의 코스메틱 브랜드인 

VDL 웹/모바일 사이트를 통합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메이크업 제품들의 ‘HOW TO 영상’을 제공하고,  

상세 페이지의 피부톤 선택, 색감과 질감, 발색 이미지 등 

생생한 제품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구매단계를 축소하고 심플한 UI를 적용하였으며,  

인스타그램 리뷰를 연관상품과 함께 노출하여  

크로스셀링이 가능합니다. 

LG 생활건강 

생동감 있고 강렬할 꿈의 실현, VDL 

코스메틱 브랜드 
VDL 웹/모바일  

WEB Mobile 



2015 

VDL ‘컬러 인텔’은 VDL과 PANTON이 함께 개발한 솔루션으로 

매장에서 피부 톤 측정 기기를 피부에 대면  피부 톤과 

어울리는 컬러 톤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매장에서 ‘컬러 인텔’ 앱을 통해 방문한 고객에게 

뷰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고객에게 알맞은 

제품 추천하며 판매 유도까지 연계합니다. 

LG 생활건강 

'컬러 인텔’ 앱을 통해 고객 맞춤형  

뷰티 솔루션 제작 

VDL ‘컬러 인텔’  
웹&모바일&GPAD앱 구축 

APP 



LG 생활건강 

온/오프라인 캠페인 

01. 비첩 자윤 크림 눈부신 선택 캠페인 / Sep.2015 

02. 샤프란/ 한입세제 패브릭캡슐 캠페인 / Jun.2015 

03. 보브 슈퍼피팅 립콘테스트 / Apr.2015 

01 

02 

03 



2011~ 

디지털다임은  하이트 진로의  참이슬, 하이트, 진로 햇복분자, 매화수, 일품진로 등 다양한 브랜드 사이트를 구축/운영하였으며,  

마술사 이은결과 함께한 바이럴 영상, 오션월드에서의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맥통령 캠페인 등 유니크  크리에이티브를 제공해왔습니다. 

Food & Beverage 

하이트진로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바이럴영상 온/오프라인 
캠페인 

브랜드사이트 
구축/운영 

APP 



깊은 맛의 클라이맥스 Max, 날카롭게 팍! 두 브랜드를 선거 컨셉으로 묶었습니다. 

시원한 드라이 d. 이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맥통령 자리를 두고  

자신의 USP와 브랜드 스토리를 선거 유세 컨텐츠로 자연스럽게 타겟들에게  

어필하고 그들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기획했습니다. 

하이트진로 

맥주 대통령 캠페인 영화배우 하정우와 가수 지드래곤이  

대한민국 맥주 대통령을 위해 나섰다?! 

2014 

&Awards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Awards Grand Prix 

온라인캠페인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WEB APP 



참이슬은 소주의 오리지널티를 추구하면서도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결을 모델로 한 바이럴 영상은  

네이티브 광고 컨셉으로 자연스럽게 참이슬을 브랜딩 했으며,  

신기한 마술 소재를 활용하여 유저들의 높은 반응도를 보였습니다. 

하이트진로 

참이슬 바이럴 영상 제작 
총7편 

참이슬의 SNS 채널 內 이슈화를 위한  

네이티브 광고 컨셉의 바이럴 필름 



하이트진로 

진로 d shot wave 캠페인 

Nov.2015 

드라이d 오션월드 캠페인 

Jun.2014 

‘술고팡’ 모바일 이벤트 

Dec.2012 

출시 15주년 모바일 이벤트 

Oct.2013 

 ‘싸이슬쇼’ 마이크로 사이트 구축 

Feb.2013 

참이슬 클래식 사진 공모전 

Jun.2013 



하이트진로 

‘참이슬’ 브랜드 사이트 구축 / Apr.2014 ‘하이트’ 브랜드 사이트 구축 / Apr.2014 ‘d’브랜드 웹/모바일 사이트 구축 / Aug.2013 

‘진로 햇복분자’ 브랜드 사이트 구축 / Oct.2013 ‘매화수’ 브랜드사이트 구축 / Nov.2013  ‘일품진로’ 브랜드 사이트 구축 / Aug.2013 



2010~2013 

디지털다임은 세계 최대 반도체 칩 제조업체인 인텔의  페이스북 캠페인 및 연간 운영을  2010년부터 4년 간 진행하였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한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시에 Social Media에서는 웹툰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IT & Service 

Intel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온/오프라인 
캠페인 

소셜미디어 



2014 

참여자들이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CHASE THE 4에 접속해 

4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의 메시지가 포함된 장소의 힌트를 확인하고 

단서를 추적함으로써 뛰어난 그래픽 성능과 더욱 길어진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는 4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의 장점을 부각시켰습니다. 

Intel 

이전 세대 대비 크게 향상된 4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의 특장점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 

인텔 코리아 
CHASE THE 4 캠페인 

온라인캠페인 디지털크리에이티브 WEB 



2012 

본 프로젝트는 프로듀싱에 일반 사용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팬들과 함께 노래를 완성시킨다는 컨셉으로 3라운드가 진행되는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많은 인텔 팬과 2NE1팬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인텔코리아 페이스북을 통해 매주 공개되는 2~3개의 

짧은 음원을 감상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음원에 투표를 하면,  

선정된 음원을 바탕으로 Teddy가 다음 단계의 음악 작업을 

진행하는 프로모션입니다. 

Intel 

2NE1과 공동으로 울트라북 송을 제작,  

‘Make Thumb Noise’ 프로젝트 

‘Make Thumb 
Noise’ 페이스북 프로모션 

온라인캠페인 디지털크리에이티브 WEB 



01.   ‘Virtual  Magic Show’ 페이스북 프로모션 / Jun.2013 

02.  ‘Touch the Ultrabook’ 페이스북  프로모션 / Feb.2013 

03.  ‘울트라북 마술이되다’ 프로모션 / May.2013 

 

 

Intel 

온라인 캠페인 

01.  마조앤새디 웹툰 연재 / Mar.2010~ 

02. ‘Thank you 200,000 Fans’ 페이스북 20만팬 기념 캠페인 / Dec.2013 

 

Intel 

소셜 미디어 

01 02 03 

01 02 



2012~ 

디지털다임은  로레알 코리아의 명품 브랜드 랑콤의 사이트 연간 운영과 비쉬 모바일 사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랑콤의 신제품 출시 시, 홍보를 위한 마이크로사이트에서의 다양한 샘플링 이벤트로  랑콤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구매 유도와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Fashion & Beauty 

Loreal 

브랜드사이트 구축 E-Commerce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온라인 캠페인 



Loreal 

브랜드 사이트 구축 & 운영 
 

01. 랑콤코리아 모바일 사이트 구축 / Jun.2014 

02. 비쉬 웹/모바일 쇼핑몰 구축 / Jun.2015 

 

01 

02 



마이크로 사이트 구축 & 운영 
 

01. 뉴 레네르지 멀티 리프트 이벤트 사이트 구축 / Aug.2015 

02. 랑콤 브랜드사이트 리뉴얼 / Jan.2012 

03. 어드밴스드 제니피끄 이벤트 사이트 구축 / Jun.2015 

 

01 02 03 

Loreal 



브랜드 사이트 구축 & 운영 
 

01.  랑콤 레네르지 코스테틱 프로그램 마이크로 사이트 / Jan.2012 

02. 레네르지 코스테틱 프로그램 마이크로 사이트 구축 / Aug.2014 

03. 이프노즈 쇼 출시 기념 마이크로 사이트 구축 / Jun.2013 

  

  

 

 

01 02 03 

Loreal 



온라인 캠페인 01.  랑콤 페이스북 앱’Customer Reviews’ / Apr.2012 

02. ‘유진 프렌치돌’ 페이스북 이벤트 / Jul.2012 

 

01 

02 

Loreal 



디지털다임은  할리스커피의 브랜드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를 리뉴얼하고  멤버쉽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연간운영하며 시즌별 이벤트와  

유니크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할리스 앱은 오픈 한 달 만에 멤버십 회원 수가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O2O(Online to Offline) 마케팅의  

기반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1~ 

food&beverage 

Hollys  

Coffee 

웹&모바일웹&앱 통합 구축 / Jan.2015 

모바일 멤버십 사이트구축 / Apr.2012 

브랜드사이트 구축/운영 APP 온라인 캠페인 



01 

02 

03 

01.  ‘더블샷의 비밀’ 프로모션 / Aug.2011 

02. Green-Mug Design 공모전 마이크로 사이트 구축 / Mar.2012 

03. ‘할리스커피’ 신규 베이커리 출시 이벤트 / Feb.2011 

디지털다임은  할리스커피의 브랜드사이트와  

모바일 사이트를 리뉴얼하고  멤버쉽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연간운영하며 시즌별 이벤트와  

유니크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할리스 앱은 오픈 한 달 만에 멤버십 회원 수가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O2O(Online to Offline) 마케팅의  

기반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2011~ 

food&beverage 

Hollys  

Coffee 

브랜드사이트 구축/운영 APP 온라인 캠페인 



디지털다임은 뚜레쥬르,의 브랜드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 웹/모바일을 구축 하였으며,  

CJ 엠플레이스,의 서비스 소개 브랜드사이트,  

모바일 전송기능 사이트를 이원화 하고  모바일 웹을  

신규 구축 하는 등 CJ의 다양한 브랜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2011~ 

Food & Beverage 

CJ 

01.  뚜레주르 브랜드 사이트 구축 / Oct.2014 

02. CJ 엠플레이스 브랜드 사이트 구축 / Nov.2015 

03. CJ 인재원 APP 구축 / Apr.2015 

 

 

01 

02 

03 

브랜드사이트 구축 APP 



온라인캠페인 APP 

디지털다임은 SKT에서 런칭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유통 브랜드 이매진의 브랜드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쇼핑몰의 구축 운영을 진행하였으며  

Social Media(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와  

이벤트까지 디지털다임만의  솔루션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또한  T-Premium store 의 재고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중입니다. 

2011~ 

IT / Service  

OK 캐시백 플러스 이벤트 

May.2016 

01 

01. 이매진 브랜드사이트 리뉴얼 / Jun.2013 

02. IBP 브랜드사이트 리뉴얼 / May.2013 

03. 이매진 소셜미디어 운영 / Jun.2013 

04. 화이트데이 이벤트 / Mar.2013 

05. 이매진 비즈니스 플랫폼(IBP) 구축 / May.2012 

06. 이매진 비즈니스 플랫폼(IBP) 리뉴얼 / Jun.2013 

02 

03 

04 

05 06 브랜드사이트 구축 SI 소셜미디어 

SKT 



SKT 

디지털다임은 커머스플래닛 11번가의 이벤트 영역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개발 에 대한 노하우로 어떠한 프로모션,  

이벤트도 원활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2011~ 

E-commerce 

All 11번가 이벤트 

May.2016 

유아동데이 이벤트 

Nov.2015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Dec.2015 

11st  X 아디다스 

May.2016 

OK 캐시백 플러스 이벤트 

May.2016 

신한 연말혜택 이벤트 

Dec.2015 

연말결산, 뽀로로의 특별한 선물 이벤트 

Dec.2015 

마블런 이벤트 

May.2016 
개발운영 



디지털다임은 2007년부터 삼성 B2B 비즈니스  

브랜드사이트  연간운영을 진행하며 사이트 구축, 

웹접근성 강화, 각종 디지털 캠페인 등 최적화된  

디지털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 

IT & Service 

삼성전자 

삼성전자 비즈니스 캠페인 마이크로 사이트 구축 

Apr.2015 

B2B 브랜드사이트 업종별 제안 메뉴 리뉴얼 

Feb.2015 

B2B브랜드사이트 웹접근성 개선 

Apr.2013 

삼성전자 B2B 웹사이트 시스템에어컨 리뉴얼 

Dec.2014 
브랜드사이트 구축/운영 웹접근성 



디지털다임은  삼성생명의 종신보험의 장점을 

위트 있게 풀어내는  온라인CF를 제작하였으며  

스마트라이프 디자인 캠페인 온라인 광고를 통해  

삼성생명의 라이프플랜 솔루션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2011~ 

Finance 

삼성생명 

01 

B2B브랜드사이트 웹접근성 개선 

Apr.2013 

02 03 

01.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 캠페인 / Oct.2012 

02. ‘준비된 녀석들’ 온라인 CF 광고 / Sep.2012 

03. 라이프 디자인 Social Media 이벤트 / Mar.2012 

 

영상광고 온라인캠페인 온라인프로모션 



공공기관 

01 

03 

01. Ilaw 브랜드사이트 구축 및 고도화 / Aug.2015 

02. KOTRA 한중 IT Gateway 브랜드사이트 구축 / Feb.2013 

03. 한중 비즈니스 허브 포탈 및 모바일 사이트 제작 / Jun.2012 

04. InSciTe Advisor 어플리케이션 구축 / Oct.2013 

05. Ilaw 스마트폰 APP 제작 / Jun.2015 

06. R&D 네비게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 / Jun.2013 

  

디지털다임은  법무부, KOTRA, 디자인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의  

사이트 구축 및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엄격한 규정에  맞추어 성공적인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2011~ 

Finance 

02 03 

04 05 06 브랜드사이트 구축 APP 개발운영 



디지털다임은  다양한 기업의 브랜드 사이트 구축 및  

리뉴얼, 마이크로 사이트 및 인터뷰 사이트 구축,  

모바일샵  및 모바일앱 구축 그리고 온라인 캠페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 

Others 

02 03 

01. 디즈니채널 & 디즈니 주니어 사이트 리뉴얼 / Jan.2015 

02. 큐레이션 스타일 샵 인터뷰 사이트 / Feb.2015 

03. 폴리스쿨 브랜드 사이트 

04. 벨포트 론칭 기념 캠페인 / Oct.2014 

01 02 

03 04 

 

브랜드사이트 APP 온라인 캠페인 



Others 01 

01.  아산병원 ARC 스마트폰 APP 개발 / May2014 

02. 풀무원 모바일 APP 구축 / Oct.2014 

02 

디지털다임은  다양한 기업의 브랜드 사이트 구축 및  

리뉴얼, 마이크로 사이트 및 인터뷰 사이트 구축,  

모바일샵  및 모바일앱 구축 그리고 온라인 캠페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 

브랜드사이트 APP 온라인 캠페인 



2012~ 

중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브랜드의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브랜드 사이트 ,  

모바일 사이트 등을 디지털다임 중국 지사와 한국 본사가 협업하여 구축 진행 하였습니다. 

China 

브랜드사이트 E-commerce SEO O2O APP 소셜미디어 온라인캠페인 시스템개발 



China 

01. 몽키스키친 브랜드사이트 구축 / Apr.2015 

02. 타이거떡볶이&불고기 통합 브랜드사이트 구축 / Feb.2014 

03. 주홀딩스 브랜드사이트 구축 / Jun.2015 

04. ZOO Coffee 브랜드사이트 및 모바일사이트 구축 / Sep.2013 

01 

02 

03 

04 

브랜드 사이트 



China Business 

01.  X컴퍼니 브랜드사이트 구축 / Jun.2015 

02. 럭스워터 쇼핑몰 / Feb.2016 

03. 국민은행 차이나 인터넷 뱅킹 사이트 UI 개편 / Nov.2012 

 

01 

02 

03 

브랜드 사이트 



China 

브랜드 사이트 
 

01.  미샤 화장품 쇼핑몰 구축/운영 / Apr.2014 

02. 미샤 온라인 브로셔 마이크로사이트 구축 / Oct.2014 

01 02 



China 

伊美尔 디지털다임은 중국 최대 성형 브랜드인 이메이얼 그룹의 디지털 마케팅  현황을 진단하고 

홈페이지,모바일 앱, 아이패드 앱, CRM, 스타일 및 제작 가이드 등 시스템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통합뷰티시스템 컨설팅을 이루었습니다. 
2012~ 

브랜드사이트 구축/운영 APP 시스템개발 



China 

온라인 광고 

라네즈 BB쿠션 뷰티 로드 투어  

Jun.2015 

라네즈 바이두,웨이보,동영상 마케팅 

Jun.2015 

드롭탑 브랜드사이트 SEO개선 

Oct.2015 

 ZOO Coffee 네이버 광고 

Feb.2015 

미샤 바이두 키워드 광고 

Mar.2013 

인터콘티넨탈호텔 웨이보 운영 및 이벤트 진행 

2015- 



China 

중국항공이용객 SMS 문자발송 

한국기업 영업 독점 권한 

2014-2016 

롯데면세점 SMS 광고 

2014-2016 

드롭탑 바이두 키워드광고 

Aug.2015 

드롭탑 동영상 바이럴 마케팅 

Aug.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