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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크리에이저 연혁 조직도 비지니스

프로세스 클라이언트 맞춤 상품 8 언론보도



1 크리에이저 개요

1



1 크리에이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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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SPECIALIST ORGANIZATION
* 창의적인전문가집단이라는합성어



1 크리에이저 개요

3

크리에이저는 [함께 : 재밌고 : 열정적이게] 라는슬로건아래
지속적으로대기업및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이야기를발굴및홍보하고,
전문적인마케팅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온라인마케팅회사입니다.



2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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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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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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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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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CREASOR

마케팅
본부

콘텐츠
개발본부

컨설팅
AE 1팀

AE 2팀
영업지원

전략기획
디자인

웹디자인팀
편집디자인팀

영상 디자인팀

개발
웹/모바일팀

프로젝트팀

사내홍보팀
전략기획팀

미디어
촬영팀

편집팀

마케팅
마케팅1팀

마케팅2팀
마케팅3팀

마케팅4팀

경영지원

회계팀
인사팀



6

IMC MARKETING
FRANCHISE MARKETING
MEDIA MARKETING
HOMEPAGE DESIGN
RANDINGPAGE DESIGN
SNS MARKETING
BRAND PR MARKETING



4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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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 검색결과를통해사용자가원하는정보와
연관된광고를노출시키는광고

■디스플레이광고 배너, 동영상, 스폰서십광고등인터넷에서
접할수있는노출형광고

■모바일광고 스마트폰등의휴대용기기를통한검색, 배너,
리워드등의광고

■ SNS광고 인맥, 관심사기반의소셜서비스를통한광고

■네트워크광고 온라인상의다수네트워크매체(커뮤니티,
언론사등)의지면에노출되는광고

■쇼핑광고 상품검색, 가격비교등을통해이용자와
쇼핑몰을연결해주는광고

■로컬광고 지역명과업종명이함께노출되어지역기반의
온라인마케팅에적합한광고

■동영상광고 홍보동영상을통해소비자에게제품의정보를
전달하는광고

크리에이저는 퍼포먼스 광고 플랫폼 사와 제휴하여,
최고의 파트너 쉽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마케팅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4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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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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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지마 : 장윤정 안마의자

공식 브랜드 블로그 운영
분기별 스킨 디자인 변경
각 카테고리 별 관심사

콘텐츠 제작 발행

소비자와 소통하는 SNS 운영,
제품 정보전달, 신제품 이슈

이벤트 진행을 통한
끊임없는 채널 회원 관리

매월 스튜디오 촬영 진행,
모델 섭외를 통해서 제품을 이미지와

편리한 사용 방법 TIP 등 소개
+ 콘티(포토툰)블로그 제작 등

브랜드 블로그 SNS(페북/인스타그램) 스튜디오 대여 & 촬영

10



(2) 스카치브라이트 : 이서진 막대 걸레

공식 브랜드 블로그 운영
분기별 스킨 디자인 변경
각 카테고리 별 관심사

콘텐츠 제작 발행

스카치브라이트 공식캐릭터
‘브라이트댁’ 피규어 제작 후
SNS 공식 마스코트로 활용
끊임없는 채널 회원 관리

매월 스튜디오 촬영 진행,
스카치브라이트 전 제품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 및
편리한 사용하는 TIP 등 소개

브랜드 블로그 스튜디오 대여 & 촬영SNS(페북/인스타그램)

11



(3) LOTTE TOPS : 롯데 탑스

공식 브랜드 블로그 운영
분기별 스킨 디자인 변경
웹진 형태 블로그 관리
컨텐츠 기획 및 촬영

컨셉에 맞는 아이템 추천
각 지점 별 제품 촬영 등

공식 SNS 채널 내
전문성 있는 콘텐트 발행

매월 지점 별 제품 촬영
매장 및 제품 상세 컷 이미지

공식 채널에 활용

브랜드 블로그 각 지점 제품 촬영SNS(인스타그램)

12



(4) UND: 유앤디 가구

공식 브랜드 블로그 운영
분기별 스킨 디자인 변경
웹진 형태 블로그 관리
컨텐츠 기획 및 촬영

컨셉에 맞는 아이템 추천
이벤트 관련 내용 등
공식 SNS 채널 내

전문성 있는 콘텐트 발행

GDN, 모비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DA 배너광고 진행

브랜드 인지도를 위한
꾸준한 광고 진행

브랜드 블로그 DA 광고SNS(인스타그램)

13



(5) 라이또PC방 : 프랜차이즈 가맹주 모집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는
랜딩페이지 제작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의 DB를 모집,
SA, DA 광고와 연결하여

더욱 효율 UP!

GDN, 모비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DA 배너광고 진행

창업과 가맹점주 모집 타겟 설정
뿐만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를 위한

꾸준한 광고 진행

예비 창업자, 가맹점주 들이 소통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공식 블로그 제작하여 운영 관리

랜딩페이지 제작 브랜드 블로그DA 광고

14



(6) 자담치킨 : 프랜차이즈 가맹주 모집

포털 내 관련 키워드 검색 시
브랜드 검색광고와 연관검색어,

다양한 키워드들에 브랜드 명 노출로
브랜드를 홍보하고 인지도 제고

GDN, 모비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DA 배너광고 진행

창업과 가맹점주 모집 타겟 설정
뿐만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를 위한

꾸준한 광고 진행

예비 창업자들과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브랜드 창업을 비롯하여 브랜드에 관한
차별화된 다양한 내용의 SNS 컨텐츠
배포 작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SA 광고 콘텐츠 배포DA 광고

15



4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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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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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사로잡는 랜딩페이지 디자인!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모바일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으로 퀄리티 높은 디자인 제작 가능

랜딩 페이지

18



블로그 스킨 & 콘텐츠 이미지 제작
홈페이지 형 블로그 스킨 제작 및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 이미지 제작

콘텐츠 이미지

19



크리에이티브한 기획력과 영상 편집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영상 제작 가능

미디어 / 영상

20
* 상단이미지 클릭 시해당영상을 보실 수있습니다. * 스카치브라이트 막대걸레, 이마트 영상

CATEGORY : 웹 드라마 & 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CLIENT : 스카치브라이트

MEDIA : 스튜디오 및 모델 섭외 후 촬영/편집 진행

PERIOD : 2017. 02 ~

https://www.youtube.com/watch?v=eaSGC9SCJzc
https://www.youtube.com/watch?v=eaSGC9SCJzc
https://www.youtube.com/watch?v=eaSGC9SCJzc
https://www.youtube.com/watch?v=eaSGC9SCJzc


크리에이티브한 기획력과 영상 편집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영상 제작 가능

미디어 / 영상

21* 상단이미지 클릭 시해당영상을보실 수있습니다.

CATEGORY : 홍보 및 협찬 영상

CLIENT : 코지마

MEDIA : 제품 협찬 인터뷰 촬영

PERIOD : 2017. 06 ~

https://www.youtube.com/watch?v=uG6EvBk--Rc
https://www.youtube.com/watch?v=uG6EvBk--Rc
https://www.instagram.com/p/BpHAdYugQW2/
https://www.instagram.com/p/BpHAdYugQW2/
https://www.youtube.com/watch?v=qmHJ8TGp4NQ
https://www.youtube.com/watch?v=qmHJ8TGp4NQ
https://www.youtube.com/watch?v=OfTpSP8EEko
https://www.youtube.com/watch?v=OfTpSP8EEko


크리에이티브한 기획력과 영상 편집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영상 제작 가능

미디어 / 영상

22

CATEGORY : 홍보 브랜드 영상

CLIENT : 밀로티가구

MEDIA : 촬영 재편집

PERIOD : 2018. 12 ~

https://www.youtube.com/watch?v=0GFuJBVj2wQ
https://www.youtube.com/watch?v=0GFuJBVj2wQ
https://www.youtube.com/watch?v=0GFuJBVj2wQ
https://www.youtube.com/watch?v=0GFuJBVj2wQ


크리에이티브한 기획력과 영상 편집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영상 제작 가능

미디어 / 영상

CATEGORY : SNS 이벤트 영상

CLIENT : 코지마 & 스카치브라이트

MEDIA : 스낵 영상

PERIOD : 2017. 02 ~

* SNS 이벤트 스낵영상* 상단이미지 클릭 시해당영상을 보실 수있습니다. 23

https://www.youtube.com/watch?v=eaSGC9SCJzc
https://www.youtube.com/watch?v=eaSGC9SCJzc
https://www.instagram.com/p/BtUcixXFycg/
https://www.instagram.com/p/BtUcixXFycg/
https://www.youtube.com/watch?v=eaSGC9SCJzc
https://www.youtube.com/watch?v=eaSGC9SCJzc


매월 스튜디오 및 매장 촬영 진행
브랜드 성향에 맞는 다양한 제품 촬영 가능

제품 촬영

CATEGORY : 스튜디오 제품 촬영

CLIENT : 스카치브라이트 & 롯데 탑스 등

MEDIA : 제품 촬영 위주

PERIOD : 2017. 02 ~

24



4 비즈니스

25



4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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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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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유저들의흥미를
일으킬만한이슈를부각시켜
온라인광고효과를극대화하여

프로젝트를진행합니다.



4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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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창업마케팅을통한
대학생, 일반인, 예비창업자등타겟설정,
온/오프라인광고를동시에진행함으로써

시너지효과UP



4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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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인지도를높이는
누구나참여가능한쉽고
간단한이벤트기획하여

유저의참여율높일수있습니다.



4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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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저가기획한콘텐츠를직접
촬영하여영상및이미지로제작& 편집,  

광고주가원하는결과물을함께
만들어갑니다.



4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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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들이공감할수있는
유익한정보를함께전달하는

스토리텔링형식의카드뉴스제작,
정보성높은다양한콘텐츠를

생성하여발행합니다.



4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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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하고재미있는
소재를포토툰으로만들어
누구나공감할수있는

콘텐츠를제작하여발행합니다.



4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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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계에서부터함께고민하여,
매체별특성에맞게customization된

영상을제안해드립니다.

퀄리티높은영상촬영과
탁월한기획력으로트렌디한
맞춤영상을제작합니다.

< 제품협찬및현장스케치영상 >

<프랜차이즈마케팅홍보영상 >



5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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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프로세스

35

PLANING
Management

광고주 Needs를정확히맞춰줄
카테고리전문가육성

Project

시즌, 트렌드이슈를반영후
키워드분석제안및기획역량

Consulting

크리에이저전문컨설턴트가
제시하는마케팅컨설팅

Setting

광고주브랜드성향에맞는
광고세팅진행

LIVE RESULT
Report

광고집행이후효율체크,
추후제시안을작성하여리포트제공

CREA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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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C MARKETING
FRANCHISE MARKETING
MEDIA MARKETING
HOMEPAGE DESIGN
RANDINGPAGE DESIGN
SNS MARKETING
BRAND PR MARKETING



6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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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필름



6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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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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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C MARKETING
FRANCHISE MARKETING
MEDIA MARKETING
HOMEPAGE DESIGN
RANDINGPAGE DESIGN
SNS MARKETING
BRAND PR MARKETING



7 맞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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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클릭시해당랜딩페이지로연결됩니다.

http://joeunlanding.com/franchise2
http://joeunlanding.com/franchise2
http://www.joeunlanding.com/
http://www.joeunlanding.com/
http://joeunlanding.com/premium/
http://joeunlanding.com/premium/


7 맞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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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딩페이지 제작 브랜드

맞춤형 랜딩 제작 ‘조은랜딩’

http://www.joeunlanding.com/


7 맞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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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창업 마케팅을 위한

크리에이저 ‘프랜차이즈 마케팅’

http://joeunlanding.com/franchise/
http://joeunlanding.com/franchise/


7 맞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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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첫인상을 주는 기업블로그

크리에이저 ‘프리미엄 블로그’

프리미엄 블로그
PREMIUM BLOG



8 언론보도

442015. 글로벌이코노믹 광고대행사 ‘크리에이저’ 에서 전하는 바이럴마케티 성공전략!08

2017. 디지털타임스 크리에이저, 랜딩페이지 제작 브랜드 ‘조은랜딩‘ 론칭06

2017. 프라임경제 벨아이엔스 ‘이스밥’ 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 (크리에이저 협업)09

2017. 베타뉴스 [베스트기업] 온라인마케팅 전문 마케터 보유한 ‘크리에이저10

2018. 한국경제 창업성공을 위한 차별화된 프랜차이즈 마케팅의 선두주자, ‘크리에이저’05

2018. 넥스트데일리 온라인 광고대행사 크리에이저, 파격적인 광고 지원 이벤트 진행07

2018. 베타뉴스 광고대행사 크리에이저, 사내바자회 수익금 기부를 통한 나눔 실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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