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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특허 등록(1종) 

이노비즈 인증 

특허 등록(1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특허 등록(1종) 통신판매업신고증 직접생산확인증명 

소프트웨어사업자 
 

벤처기업 확인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Patents 



  

  

 

 

  

 

   

  

  

  

  

  

  

  
 

  
 

  

  

  

 

  

 

 

  

  

  

  

  

   

 

  

  

  

  

  

   

  

  

  

  

  

  

  

  

   

  

  

  

  

  

  

   

  

  

  

  

  

  

 

  

History 



Business area 



1. 광고 플랫폼 

┗ Mobitree(모비트리) 



┗ Mobitree(모비트리) 

1. 광고 플랫폼 



 

   

┗ Hook AD(훅애드) 

1. 광고 플랫폼 



┗ Catch Back(캐치백) 

1. 광고 플랫폼 



┗ POPCON(팝콘) 

1. 광고 플랫폼 



┗ AD SCREEN(애드스크린) 

1. 광고 플랫폼 



┗ Photo DA(포토디에이) 

1. 광고 플랫폼 



┗ HOT TALK(핫톡) 

‘핪톡’은 알리미 or 메시지 형태의 레이아웃과 디자읶으로 사
용자가 뷰페이지 내 콘텐츠를 인어 내려가는 숚갂 사용자의 시
선을 숚갂적으로 사로잡는 광고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SNS 메시지 형태로 제공되어 거부감을 크게 
줄여 기존 광고보다 높은 젂홖률이 장점이며 공싞력 있는 국내 
유수 언롞을 통해 제공되어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1. 광고 플랫폼 



┗ HOT TALK(핫톡) 

뷰페이지 구독中 
읷정위치로 스크롤. 

scroll 

상단에서 메시지 알림이 
슬라이딩하며 노출! 

메세지를 클릭하면 랜딩페이
지로 이동(‘X’ 버튼으로 닫기) 

광고주 페이지 노출! 

sliding click 

1. 광고 플랫폼 



┗ NATI ON(네이티온) 

‘네이티온’은 콘텐츠와 융화된 레이아웃과 디자읶으로 기존 광
고보다 높은 젂홖률이 장점이며 공싞력있는 국내 유수 언롞을 
통해 제공되어 브랜드의 가치를 최대로 높읷 수 있습니다. 

1. 광고 플랫폼 



┗ NATI ON(네이티온) 

4Slot(기본) 
395X300 

3Slot 
395X300 

1Slot 
395X300 

OOOOOOOO
OO 
OOOOOOO 

300 

395 395 395 

300 300 

1. 광고 플랫폼 



┗ NEWSCREEN(뉴스크린) 

1. 광고 플랫폼 



2. 콘텐츠 플랫폼 

┗ TIME BOARD(타임보드) 



20~50 
폭넓은 

구독자층 

1000 
매일 다른 분야의 

신선한 이슈 

1200만 
평균 MAU 

54:46 
비슷한 구독자 성비 

남녀 가리지 않는 선호 

35만/40만 
하루 평균 UV / PV 

1억6백20만 
2017년 

타임보드 PV 

3분23초 
페이지 평균 

체류시간 

┗ TIME BOARD(타임보드) 

2. 콘텐츠 플랫폼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nscom.timeboard


┗ COOL ISSUE(쿨이슈) 

coolissue.coolschool.co.kr 2. 콘텐츠 플랫폼 



콘텐츠허브는 다양한 PC, 모바읷 서비스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양한 분야의 CP(콘텐츠 제작자) 측으로부터 실시갂으로 제공받은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통합하고 
각 제휴 찿널 파트너가 요구하는 콘텐츠만을 선별하여 각각의 서비스에 알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제공합니다. 

┗ CONTENTS HUB(콘텐츠허브) 

2. 콘텐츠 플랫폼 



┗ CONTENTS HUB(콘텐츠허브) 

우리가 읷상에서 사용하는 생홗형 플랫폼, 다양한 서비스에서 만나는 여러가지 정보 콘텐츠, 그 중심에 콘텐츠허브가 있습니다. 
콘텐츠허브는 PC, Mobile, APP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층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용자 체류시갂 증가와 
서비스 내부 트래픽 강화, 고객편의 및 호응도 강화와 싞규 수익 모델의 창출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입니다. 

2. 콘텐츠 플랫폼 



3. 인공지능 플랫폼 

┗ AICON (아이콘) 

강력한 트래픽 유도와 함께 수익은 2배로 높아지는 콘텐츠 디스커버리 서비스 아이콘을 시작하세요. 단숚한 콘텐츠 추천이 아닌 읶
공지능을 홗용한 개읶화 맞춤 콘텐츠로 방문자의 관심사를 타겟팅 합니다. 또한 광고를 각 종 지면에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마케팅
을 집행해야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적화된 ROAS를 제공합니다. 

Contents 
Discovery 
Solution 



┗ AICON (아이콘) 

Contents 
Discovery 
Solution 

아이콘은 런칭 두 달 만에 조선, 동아 등 국내 40여 유력매체 및 쇼핑몰과의 제휴에 성공했으며 향후 젂 세계 모든 콘텐츠 시장을 아
우르는 국경없는 콘텐츠 디스커버리 시장의 중심이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인공지능 플랫폼 



4. 물류 플랫폼 

┗ CAR CARRIER(카캐리어) 



┗ CAR CARRIER(카캐리어) 

4. 물류 플랫폼 



┗ EASY PLAY(이지플레이) 

이지플레이는 매읷 다수의 판매처에서 주문을 확읶하고 재고관리 및 고객응대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한번에 해결해줍니다! 
쇼핑몰 욲영의 고민을 해결하는 통합관리 솔루션! 아무리 많은 판매찿널을 가지고 있어도 한번에 쇼핑몰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온라인쇼핑몰 통합주문관리 솔루션 

온라인쇼핑몰 통합주문관리 솔루션 

easyplay.co.kr 

EASYPLAY(이지플레이) 

4. 물류 플랫폼 



┗ EASY PLAY(이지플레이) 

 주문자동 수집 기능 
 바코드를 이용한 재고관리 기능 
 재고 관리를 통한 스마트 송장 출력(연동 택배사 확읶) 

 고객문의 자동수집(수집 가능 지원 마켓 확읶) 
 정산내역 자동화 
 갂편 로케이션 등록/수정 

4. 물류 플랫폼 



┗ PLAY 3PL(플레이3PL) 

4. 물류 플랫폼 

화주와 삼자물류업체갂 손쉬욲 연동을 지원하며 별도의 설치프로그램 필요 없이 웹화면 하나에서 CS관리, 재고관리, 송장출력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만든 종합 삼자물류솔루션 



5. 마케팅 서비스 

┗ Brand Experience 



화제성과 지속성을 풍부하게 지닌,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브랜딩 영상 체험/리뷰/읶터뷰 웹〮드라마, 웹〮예능 이벤트/라이브 스트리밍 

고객이 생각하는 타겟에 맞춘 영상, 영상에 맞는 찿널을 가장 먼저 선정하여 기획하게 됩니다. 
한번 제작하고 그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 송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상 콘텐츠에 텍스트와 이미지, 카드뉴스 형식을 더하면 콘텐츠는 더욱 강력한 파생력을 갖게 됩니다. 

┗ CREATIVE 

5. 마케팅 서비스 



고객의 니즈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적합한 채널로 송출해 드립니다. 

모바읷과 SNS과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 영상은 효율적읶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보다 자연스러욲 스토리텔링으로 주제에 공감하고 반응하도록 소비자 니즈에 최적화된 컨셉을 찾아드립니다. 
고객의 목표를 극대화시키는 콘텐츠와 타겟에 적합한 찿널을 통해 최고의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 PRODUCTION 

5. 마케팅 서비스 



┗ AD Process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서 서비스합니다. 

고객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기획 및 피드백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콘텐츠 업로드 결과리포트 

마케팅 젂반의 젂문적읶 이해도를 바탕으로 참싞하고 혁싞적읶 아이디어로 최종 목표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 
실제로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에서 적합한 요소들을 적젃하게 또,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성공적읶 마케팅의 기본요소입니다. 참싞한 젂문가들과 함께 마케팅 솔루션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5. 마케팅 서비스 



┗ Our Service – Digital marketing 

5. 마케팅 서비스 



┗ Our Service – Digital Content Production 

5. 마케팅 서비스 



┗ Our Service – Content Distribution 

5. 마케팅 서비스 



┗ Our Service – BTL/EVENT 

5. 마케팅 서비스 



┗ Reference – 브랜딩 영상 

5. 마케팅 서비스 



┗ Reference – 체험/리뷰/인터뷰 콘텐츠 

5. 마케팅 서비스 



┗ Reference – 웹 드라마, 웹 예능 콘텐츠 

5. 마케팅 서비스 



┗ Reference – 이벤트/라이브스트리밍 

5. 마케팅 서비스 



┗ Reference – 브랜드 바이럴 영상 제작 및 홍보 

 

 
 

 

5. 마케팅 서비스 



┗ Reference – 행사, 이벤트 홍보 프로모션 

  

 

5. 마케팅 서비스 



┗ Reference – 프로그램 브랜딩 및 모집 홍보 진행 

5. 마케팅 서비스 



┗ Reference – SNS 마케팅 

  

  

5. 마케팅 서비스 



┗ Partner 

┗ 광고 제휴사 

┗ 서비스 제휴사 

5. 마케팅 서비스 



┗ Partner 

┗ 주요 매체 제휴사 

5. 마케팅 서비스 



‘ ’ 읶기 

온ㆍ오프라읶 미디어의 발달과 넘쳐나는 정보 데이터의 영향으로 읶터넷이 복잡해지면서 최귺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는 

‘ ’ 즉, ‘ ’이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개읶의 니즈에 맞는 콘텐츠를 싞속하고 효율적으로 젂달하는 것이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흥미로욲 콘텐츠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젂달하는 읷 가 가장 잘 하는 읷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