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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TV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국내 광고계의 

느리거나 수동적인 모습을 보면 이 말이 실감나지 않겠지만 

어쩌면 가속도 법칙의 시작 선이나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포

인트가 눈앞에 와있는지도 모르겠다. 2010년은 스마트 폰의 

등장과 대형 스포츠이벤트로 시작되었다. 

이 두 가지는 BTL뿐만 아니라 전체 광고계에서도 큰 영향을 

주었지만, 더 중요한 이슈는 올해 우리 경제가 5% 내외로 성

장하고 가계경제가 살아날 것 이라는 전망과 달리 아직까지 

소비자의 지갑은 닫혀있고 하반기에 물가인상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전망은 계속되는 가계경제의 위축으로 단기간에 판

매를 높일 수 있는 인스토어마케팅과 세일즈 프로모션에 대

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장을 들 수 있다. 기업 내부적 상황도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제품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포트폴리오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타겟을 세분화하여 판매되는 상품이 많아질수록 지역

과 공간을 제한하여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인스토어 마케

팅이 주목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저 관여 제품의 경우 75%가 

구매상황에서 구매를 결정하고 53%가 충동적 구매를 한다

는 조사결과를 본다면 인스토어 안에서의 마케팅활동은 앞으

로도 점점 가열될 전망이다. 인스토어마케팅은 직접생산자가 

대행서비스를 하던 POSM이나 판촉물 등의 Sales Material

부문도 통합적인 전략과 공간 크리에이티브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전문적인 대행사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가계경제의 위축은 기업투자의 보수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몇 

년 전부터 새로운 마케팅의 경향으로 등장한 기업의 지속적

인 마케팅(CSR)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상반기에 가져왔

다. 지속적인 마케팅은 BTL 부문에서 이벤트와 스폰서, PR 

부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데 다중적인 성격의 소비자를 인

식한다면 지갑을 닫는다는 것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판단한다

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차피 경쟁시장 상황 

속에서 소비자는 한 개의 브랜드를 선택해야 하니까. 또 지속

적인 마케팅의 경우 단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가치로 지속될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이런 위

축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이슈는 아이폰으로 시작된 스마트폰 열풍으로 BTL

을 전망할 수 있다. 아이폰의 등장을 사회전반의 새로운 문화

로, 이제까지의 소비자 생활양식을 변화시킬 획기적인 도구

로 해석할 만큼 스마트 폰은 소비자의 스마트한 삶을 보여주

는 지표가 되고 있다. 광고계에서도 스마트폰을 소비자 개개

인과 브랜드를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뉴 미디어로 해석하고 

대행사별로 전담 팀을 구성하거나 전문적인 대행사가 생겨나 

새로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는 브랜드와 연관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보급, 롯

데카드의 증강 서비스 정도에 그치지만 앞으로 마케팅커뮤니

케이션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 새로운 SNS로 블

로그나 싸이 등을 대신할 신뢰성 높은 입소문 통로와 즐길 거

리를 제공하는 애드테인먼트(Adtainment) 등의 역할이다. 샘

플링과 쿠폰 등의 세일즈프로모션과 스토리를 만들어 내는 이

벤트, 앰비언트(Ambient) 등은 이런 역할에 따라 스마트폰 

이라는 뉴 미디어를 채워줄 중요한 컨텐츠로 사용될 수 있다. 

좀 더 발전된다면 브랜드와 개중(個中)의 소비자를 연결해내

는 상시적인 플랫폼으로 성공적인 2.0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미디어 만으로의 접

근은 블로그마케팅이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정보 공유에서 브

랜드 노출이라는 수순을 밟은 것과 같이 될 수 있다.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즐거운 이익’을 주는 마케

년
소비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와 생활양식이 다양해지면서 점점 더 

주목을 받는 BTL의 성장은 2010년에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

에 전통적인 광고가 잭트라우트의 말처럼 ‘상품과 브랜드를 안다고 해서 

구매를 하지 않는 결과’를 생각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마케팅커뮤니

케이션에서 BTL은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다. BTL은 가변성과 확장성이라는 

특징으로 시장 안에서 소비자와 함께 늘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까. 

글 | 이무열 BTL communication t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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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컨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BTL이

다. 트위터의 스타를 이야기할 때 소설가 이외수씨를 들 수 

있는데, 다음을 보면 많은 BTL의 방법들이 이외수씨와 팔로

워(Followers)를 연결해주고 있다. 

“만쉐이 BBQ, 킹왕짱 BBQ! 작가 이외수는 BBQ와 함께 따

뜻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네, 맞습니다. BBQ가 먼저입니다. 금전적 어려

움으로 학업을 중단한 농촌 청소년들에게 매달 천만원씩을 

기부하는 치킨의 지존, BBQ가 먼저입니다.”

“이외수 신간 아불류 시불류 사인회. 삼성동 코엑스 반디엔 루

니스에서 오후 3시부터입니다. 이외수는 사인 및 포옹과 인증

샷, 그리고 세밀화의 1인자 정태련 화백은 직접 그림도 그려 

드리고 사인도 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스마트 폰이 가져올 전망 중에 BTL의 방법으로 앰비언트를 

이야기했는데 앰비언트는 논현동 두산건설의 사옥의 한면을 

대형 책장으로 만든 두산매거진의 현수막과 같이 기존 옥외광

고를 넘는 크리에이티브한 기법이다. 상반기에 각 종 매체에

서 소개된 빅앤트 인터내셔널 대표 박서원씨라는 크리에이터

의 활동에 의해 국내에서 더 많은 캠페인에서 사용되고 있다.  

통섭마케팅은 예술과 마케팅의 결합이다. 이것이 세 번째 이

슈와 전망이다. 미학적 마케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 소

비자의 미의식은 뮤지컬의 부흥을 일으키고 미술과 인문학의 

강좌를 개설해나가고 있다. 

콜로버레이션(Collaboration) 으로 시작된 예술과 마케팅의 

결합은 올 초 가로수 길에서 팝업 스토어 (Pop up store) 의 

본격적인 한국 등장을 가져왔다. 유니클로의 미국 진출 캠페

인으로 유명한 팝업스토어는 스페이스 마케팅의 이름으로 건

축, 인테리어 등 공간연출의 예술이 마케팅과 결합된 기법이

다. 소니의 바이오 팝업스토어, SKT와 쿡쇼의 팝업스토어, 

앤드워홀 by DOHC 같이 예술가를 직접 끌어들인 형태 등 

국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유형

의 공간 예술을 마케팅으로 활용한 형태가 팝업 스토어라면 

소비자들의 높아진 미의식으로부터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예술이 마케팅과 결합된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는 자사의 주력상품인 ‘에어

맥스’를 영국 출신 유명 조각가인 베네딕트 레드클리프를 통

해 철사 조각으로 만들어진 입체 조형물로 재 탄생시켜 예술

적인 광고물로 평가 받았다. 자동차 브랜드인 도요타에서는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의 런칭을 위해 보스톤의 한 쇼핑센

터 앞 광장에 전원과 무선인터넷이 지원되는 커다란 해바라

기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쉼터를 제공하는 한편 자사

의 브랜드 이미지 확보에 활용했다. 

이렇게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서적 가치는 점점 더 예술과 깊

게 결합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

화를 위해 간단한 의자, 친환경 장바구니, 티셔츠 등의 판촉

물에서부터 패키지 디자인, 옥외 설치 광고물, 기업 홍보관 

등 까지 BTL의 컨텐츠로 예술이 적극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인생의 정의를 소주로 표현하는 작가, 커피가 읽어주는 시, 

사진 작품으로 갤러리에 걸린 자동차. 가계경제의 어려움도 

높아진 소비자의 미의식은 낮추기는 어렵다. 

이외에도 이슈와 전망을 정리하면 밴쿠버 동계 올림픽과 

2010 남아프리카화국 월드컵으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는 상반기의 대형 이슈가 되었지만 IOC와 FIFA의 규

정과 비슷한 시기에 천안함 사건이나 6.2 지방선거 등의 이

슈와 충돌을 가져오면서 예상했던 만큼의 BTL 업계에 호재

가 되지는 못했다. 두 번의 세계적인 대형이벤트를 보면서 

광고주와 국내 BTL 업계에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특정 스타 선수를 모델로 하는 TV 광고에 집중하고 새로운 

BTL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성공적인 BTL 캠페인은 붉은악마 응원 

티셔츠를 경기가 끝난 후 아프리카로 보내는 도네이션 프로그

램을 꼽을 수 있다. 이 캠페인은 한 시민의 아이디어로 시작해 

블로그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대형 행사와 같은 하반기 이벤

트 산업은 6.2 지방선거가 이제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되고 준비된 각 종 행사의 재검토를 공약한 야권의 승리로 끝

나, 중,대형 지역축제와 행사가 축소 되거나 취소될 계획이라 

처음부터 2010 하반기 계획을 다시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마케팅 일정표로 보면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BTL 업계

에서 주목해야 할 시기적 이슈는 나타나지 않고 거시적 담론

으로 시장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마케팅이 현재 사회상의 

반영이라고 할 때 소비자들이 선택한 길은 브랜드가 소비자

를 만나는 성공적인 접점이 될 수 있다. 소비자와의 커뮤니케

이션 접점을 특히 중요시하는 BTL 커뮤니케이션도 이런 흐

름에 적극적으로 맞추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와는 다르게 정보를 생산하는 시민으로서 소비자의 변화에 

익숙지 않은 국내 광고계는 새로운 흐름을 이끌기보다 빠르

게 변화되는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고 늘 익숙한 

TV라는 상자 안에 머물러 “그래도 TV 광고가”를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블로그가 트위터로 바뀌고, 70% 인지도를 목

표로 하고, 광고계는 뒤죽박죽 혼란스러움 그 자체이다. 문제

는 소비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다.

알고 있지만 어쩔 수없이 따라가거나, 아직 문제를 알지 못한

다면 잭 트라우트의 말을 빌려 2010년 “부디 당신의 브랜드

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랄 뿐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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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광고회사 프로모션 및 BTL 관련부서 현황조사 

회사명 부서명
부서설립 

시기
총 인원

 부서구성 
해당 부서의 업무 영역

직급별 인원 직종별 인원

그레이월드와이드
코리아

G2 2000.05 32

전무 1, 이사 1,  
부국장 2, 부장 1,  
차장 3, 대리 8, 

사원 16

AE 19, 
크리에이티브 13

BTL 영역: 모든 광고주의 SP 및 SD 기획과 크리에티브 개발 (3-D 디자이
너들 구성)
실행은 선정된 파트너들 통해 진행 - G2에서 직접 품질 및 진행 관리 실시 
‘shopper marketing’ 특별팀은 하이퍼마켓 중심으로 프로모션 및 SD 기획 
개발

금강오길비 오길비 액션 2007.01 10
임원 1, 국장 1, 
차장 2,  대리 3, 

사원 3
 CS 2, AE 5, CR 3 

오길비액션은 오길비 그룹 내에서 ‘Close The Sale’ 을 기반으로 소비자
가 ‘구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 구매 결정 단계 (Last Mile 
™) 에서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전문 Activation조직 입니다.  
오길비 액션은 우선 브랜드, 쇼핑객과 소매점을 분석하고, 구매로 이어
지는 소비자의 여정과 그 과정에서의 여러 접점 및 소비자 행동에 대
한 깊은 이해와 Activation에 대한 우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중
간 거래처 모두를 위해 브랜드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길비 액션은 매출, 브랜드가치, 소비자행동의 측면에서 우리
의 업무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ROI를 측정할 수 있도
록 하며, 소매점주들과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기획 및 소비자의 구
매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모션 활동을 기획하여 다각적으로 구
매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외, 소비자 행동 및 소매점, 프로모션 활동의 효율성 측정을 위해 전문적
으로 개발된 Tool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조직으로 전 세계 약 40여개 국
의 오길비 액션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앞선 전략적 아이디어를 개발하
고 있습니다. 

농심기획 BTL팀 2006.01 4
국장 1, 차장 1,  
대리 1, 사원 1

 총괄팀장 1,  
프로젝트 매니저 3 

온라인&모바일 프로모션 / 이벤트 / 문화행사 / 전시 / 샘플링 / PPL / 스폰
서쉽 등

대홍기획

공공마케팅팀 2010.01 5 국장 2, 부장 2, 차장 1
스포츠 스폰서십 & 컨설팅, 스포츠 이벤트 & 프로모션, 스포츠매니지먼트,                              
스포츠 라이선싱 &미디어 활용 콘텐츠개발

프로모션전략팀 1984 8
파트장 2, 국장 1, 

부장 1,  
차장 3, 사원 1

일반기업이벤트, 분양이벤트, 컨벤션, 전시회, 지역 축제 등

스페이스마케팅팀 2008.04 4 부장 1, 차장 3  SD 4 기업 및 공공단체 홍보관, 전시관, 엑스포 등의 전시제작업무

레오버넷 ARC 2005 18 이벤트, 디지털, 프로모션, shopper MKT

맥켄에릭슨&유니버
설맥켄코리아

모멘텀(momentum) 2003 4 부장 1, 대리 2, 인턴1 Sales Promotion, Event, Sponsorship, Retail marketing, Branded Contents

밸류포인트 밸류포인트 VMD실 2007 46
실장 3, 과장 4,  
대리 20, 사원 19

 기획디자인 27 
제작시공 19 

사인, POP, VMD 디자인 및 시공

BMS코리아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팀 2007.01 6
국장 1, 부(차)장 2,  

대리 2, 사원 1

 기획 2, 
크리에이티브 2, 

온라인 2 

브랜드별 특성 및 타켓 동선에 적확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개발 및 크리에이
티브 개발, 통합실행(이벤트, 세일즈프로모션, PPL, PR, 전시, POP, 영상 및 
기타 각종 제작물)

상암
커뮤니케이션즈

인사홍보팀 5 국장 1, 차장 3, 사원 1 행사, 전시

SK마케팅앤컴퍼니 프로모션 사업부 2008.05 30 -
SP - 이벤트, 스포츠마케팅, 세일즈프로모션, PPL,  이벤트 프로모션 등 
SD – 스페이스 디자인, 전시, 인테리어, CI, POP 등
제작 - 영상, 출판(광고회사 내 출판제외), 포스터 제작 등

HS애드

글로벌 BP파트 2009.04 7
국장 2, 부장 1, 차장 1, 

대리 2, 사원 1
기획 3, 

디자이너 4
해외 전시, 해외 In-store

BTL마케팅팀 2009.04 14
국장 3, 부장 5, 

차장 2, 대리 1,사원 3
-

엑스포(박람회), 프로모션, 스포츠마케팅, 기/준공식, 정부, 지자체 프로젝트 
등

IMC2그룹 BP Part 2009.04 4 국장 1, 대리 3 SP기획 4
BTL 프로모션: 국내 2사업부 광고주의 IMC를 위한 BTL 프로모션 지원  
-이벤트 마케팅, PR이벤트, 세일즈 프로모션, CSR, 스폰서십, 제휴 마케팅 
등

SI/VI팀 2009.01 5 국장 2, 부장 1, 차장 2 SD 5
- 상설전시관,Shop 기획, 설계, 시공 감리
- LG그룹 브랜드 관리
- BTL 그래픽 제작물 디자인,제작 감리

IMC1그룹 BP Part 2009.04 4 국장 1, 부장 1, 대리 2 SP기획 4
국내 1사업부 담당 Client의 BTL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및 프로모션 지원
IMC전략1그룹 BP Part 담당 Client의 BTL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및 프로모션 
지원 - Event, SP, Space, PR, Sponsorship, PPL 등

에프엠
커뮤니케이션즈

전사 1989 88 임원 7, 직원 81  BTL 88명 기업 프로모션, 정부,공공기관행사

오리콤 BTL본부 SP1,2팀 1977 8
본부장 1, 부장 3,  
차장 3, 사원 1

 AE: 8 SP, SD, 제작

이노션 프로모션본부 2005.06 24
본부장 1 , 국장 1,  
부장 3, 차장 12,  
대리 6, 사원 1 

 - 
신규차종 런칭 및 BTL 전략 수립, 국내/국제 전시기획 및 실행,  
기/준공식 행사 기획 및 실행, 정부/지자체 프로젝트 기획/실행, 
Brand 이미지 제고 애뉴얼 프로모션 기획 및 실행

JWT애드벤처 IMC본부 2007.11 2 부장 1, 대리 1  - 이벤트, 프로모션, 전시 및 온라인, 지자체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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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획

BTL캠페인팀 2009.01 24
마스터 1, C3 7,  

C2 13, C1 3
 SP 10, PR 10,  

스포츠 3, 총괄 1 
국내외 광고주에 대한 종합적인 BTL프로모션 진행

스포츠마케팅팀 1993.1 12 C3 1, C2 4, C1 7  스포츠 12 삼성전자 스포츠 마케팅

이벤트마케팅팀 2010.01 16 C3 2, C2 7, C1 7  SP 16 국내외 이벤트

마케팅PR팀 2010.01 11 C3 3, C2 4, C1 4  PR 11 삼성전자 국내외 PR

스페이스마케팅팀 1983.03 22
마스터 1, C3 3,  

C2 9, C1 10
 전시14, 총괄2,  
인테리어5, CD 1 

국내외 전시, 인테리어, 환경디자인(Sign 및 조형물)

디자인이노베이션그룹 2010.01 22
마스터 1, C3 6,  

C2 8, C1 7
 디자인 16, CI 3, 

총괄 3 
판촉디자인 및 각종 출판물, 기업 및 제품홍보영상

코래드 경영지원팀 6
국장 1, 차장 2,  
대리2, 사원 1

 AE 6 
BTL : 세일즈 프로모션, 이벤트, 스페이스 디자인, 인테리어, PPl, 온라인 프
로모션
IMC Planning : SP, SD를 주채널로한 통합 마케팅 전략 기획

코래콤 광고팀 2009 6 - 방송협찬 및 PPL

코마코 IMC Planning Team 2009.01 2 차장 2
 SP 1, 

 Interactive 1 

komaco IMC Planning Team은 SP, Interactive, MPR 등 광고 이외의 BTL업
무를 담당
기존 광고주 및 신규광고주에게 BTL전략 및 실행방안을 제공

토탈커뮤니케이션
그룹영컴

SP팀 2004.12 3
부장 1, 차장 1, 

사원 1
 SP 2, SD 1 

S P : 세 일 즈  프 로 모 션 ,  이 벤 트  프 로 모 션  등  기 획 / 실 행 
SD:스페이스 디자인, 전시, 인테리어 등 기획/실행

TBWA코리아

BTL 기획팀 2000 3

-

BTL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컨설팅 이벤트, 스포츠마케팅, 세일즈프로모션, 
이벤트 프로모션

공간/도시마케팅팀 2000 4 공간 전시, 스페이스 디자인, 국제 전시 등

PR/PPL 팀 2010 5 PPL 전략 기획 수립 및 실행

Expo/공공사업팀 2010 1 Expo 및 공공사업 기획, 실행

티프로모션 티프로모션 2004.04 6 -  planner 6 

t.
- 세일즈 프로모션/이벤트/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Collaboration 등 기획 
및 실행
- 캠페인 컨텐츠 개발 및 컨설팅
- Instore Marketing
M 
POSM / Sales tool / Novelty

한컴

BTL전략팀 10
국장 1, 부장 3, 
차장 2, 대리 2, 

사원 2  - 

이벤트, 세일즈프로모션, 출판, 영상, 스포츠이벤트 등

스페이스디자인팀 7
부국장 1, 차장 3,  
대리 1, 사원 2

스페이스디자인, 인테리어 등

휘닉스
커뮤니케이션즈

BTL팀 1997 8
국장 1, 차장 4, 

대리 3
 기획8 BTL업무전반 (SP, SD등) 

희준커뮤니케이션 BTL프로모션 본부 2007.01 20

회장 1, 대표 1, 
이사 2, 본부장 1, 
팀장 1, 과장3, 
대리 5, 사원 6

 임원2, 경영지원2,  
총괄이사1, 
본부장1,  

BTL프로모션 8,  
스포츠마케팅팀 5,  
해외 마케팅팀 1 

Golf Marketing : Golf Tournament, corporate golf Marketing,  
VIP golf Service program Sports Marketing : Sponsorship, agent, Promotor, 
Property, consulting등

회사명 부서명
부서설립 

시기
총 인원

 부서구성 
해당 부서의 업무 영역

직급별 인원 직종별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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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광고회사 프로모션 및 BTL 관련부서 실적 및 주력분야 ①

그레이월드와이드코리아	 	

부서명 G2 

2009년 주요 실적 

•� P&G 브랜드들: Pantene, Febreze, Gillette 분

기별 행사 기획 및 크리에티브 실행

 (JFM, AMJ, JAS, OND - 영문 월구분)

•� Pringles 및 Duracell 브랜드들은 프로젝트별 진

행 (상하반기); BAT의 던힐 모든 연간 행사 실

행 (LEP, Freeze Menthol, Black Variant, Extra 

Light 0.1)

•� Hanssem 가구 대행, CGV 특별 프로젝트 대행; 

P&G 튿별 친환경 캠페인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BAT의 Dunhill Nanocut 런칭 행

사, 뉴브랜드 KENT 런칭 대행; P&G Pantene, 

Febreze, Gillette JFM, AMJ 분기 행사 완료; 

Pringles JFM 행사 완료; Febreze 유치원 행사; 

CGV 포스터 작업

•� 진행예상: P&G Pantene Febreze, Gillette JAS, 

OND 분기 행사; Subway 특별 행사; BAT의 모

든 하반기 행사 - Dunhill 및 Kent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한국에 2005년에 최초 전문적인 shopper 

marketing 팀을 설립

•� 크리에티브팀에 모든 디자이너들 2-D 및 3-D 

시안 가능함

•� 특별 아시아퍼시픽 소매 리서치 활용 - Eye on 

Asia Retail 및 MVI Insights(글로벌 유통 대기업 

시스템 리서치)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G2는 온라인 부서 2010년 봄부터 설립.  

•� 상하이 아래 런던의 새로운 소매 기획 tools을 

2011년 부터 실행 (특히 영국에 MVI research, 

The Store, 및 Kantar Research와 파트너쉽 통

해 지원받음) 

•� P&G BTL 사업 분야 확대 예정 - Febreze는 

한국 그레이가 아시아 hub 역할 진행중

금강오길비	 	

부서명 오길비 액션 

2009년 주요 실적 

•�KORAIL 미래홍보관 기획 및 시공

•�매일유업 까페라떼 에스프레소&젤 신제품 런칭 프로모션

•�유한킴벌리 하기스, 더블하트 런칭 컨퍼런스

•�유한킴벌리 좋은느낌 Sales Promotion 기획 및 운영

•�피자헛 Retail Marketing 전략 수립 및 컨설팅

•�리홈 2009 IMC 캠페인

•�유니레버 도브, 바세린 Instore&Outstore Promotion

•�MetLife - BTL 프로모션 캠페인 기획 

•�스킨푸드 - Retail Shop Innovation Consulting & Retailer Research

•�올림푸스 - Retail Sales Strategy Development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Win The Last Mile™ (Instore Marketing 전문집단)

구매 접점에서 일어나는 소비자의 행동을 연구하고 세일즈 전략을 수립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The Last Mile™은 우리의 독창적인 마케팅 툴로서, 소비자

(consumer)를 쇼핑객(shopper)으로, 쇼핑객을 구매자(buyer)로 전환시킵니다. 즉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연구하

여 직접적인 세일즈창출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국내 광고주에게 “”Last Mile™ Analytics”” 마케팅툴을 소개 및 활용 추진

•�전문적인 IMC 마케팅 집단으로 내부 역량 강화

농심기획		

부서명 BTL팀 

2009년 주요 실적 

•� 사랑나눔콘서트 / 둥지냉면 런칭 프로모션 / 울진친환경엑스포 농심관 등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2010 솔로탈출 짜파데이 / 경남제약 레모나 접점 프로모션

•� 진행 예상: 신제품 출시 10개 지역 설명회 및 관련 연간프로모션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신속한 광고주 대응 및 완성도 높은 BTL 프로젝트 A to Z 진행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뉴미디어 활용한 프로모션 제안 / 모기업 外 기업 또는 지자체 프로젝트 수주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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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기획		

부서명 공공마케팅팀 

2009년 주요 실적 

•� 2009롯데자이언츠 출정식, 롯데리아 어린이야구교실, 부산사직구장 프로모션 및 신규매체 개발, 

자이언츠 선수 및 응원단 활용 콘텐츠 기획,  롯데백화점 ‘아이스올스타’광고대행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2010동계올림픽 캠페인 후원, 롯데자이언츠 광고/스폰서십 대행, 롯데자이언츠 출정

식 개최, 롯데스카이힐 광고대행, 롯데마트 오픈골프대회, 스카치블루배 아마골프클래식, 롯데카

드 스마트미씨 아마추어 골프대회, 롯데리아 야구교실,  국가대표팀 스페인평가전 광고대행

•� 진행 예상 : 신규매체 개발, 기업 후원 골프단 기획, 계열사 월드컵마케팅 컨설팅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계열사 스포츠 Property 활용 및 개발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계열사 스포츠&글로벌 마케팅 영역 개발, 신규매체 & 테크놀러지 활용 스포츠 컨텐츠개발

레오버넷	

부서명 ARC 

2009년 주요 실적 

•� LG Mobile global campaign, P&G whisper, Philip Morris 

Korea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Business issue solution provider rather than BTL agency

맥켄에릭슨&유니버설맥켄코리아	 	

부서명 모멘텀(momentum) 

2009년 주요 실적 

•� GLACEAU vitaminwater launch campaign 

•� GLACEAU Taste Vehicle (gtv) 

•� Pop-Up Store

LOVE THE EARTH, LOVE COOLMAX EcoMade 

fabric Festival 

Coca-Cola & FamilyMart CVS Shopper Marketing

Miller Genuine Draft GFC(Global Fresh Collective) 

& EMS(Emerging Music Scene) Project

Exxon Mobil 1 CCO Grand Opening  Ceremony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삼일제약 ZOOM pop-up store, 보건

복지부 세계금연의 날 기념행사

GLACEAU vitaminwater summer campaign 

•� GLACEAU Taste Vehicle (gtv) 

•� Mobile Photo Studio

•� GLACEAU Taste Team (gtt)

•� 진행 예상 : Starcraft Ⅱ launching campaign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모멘텀은 Momentum Worldwide와 McCANN 

World Group의 유기적인 Global Network를 바

탕으로 Sponsorship, Music & Entertainment, 

Events, Promotions, Retail Marketing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No.1 글로벌 에이전시로서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를 창조하며 고객사의 브랜드를 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Event Marketer” 매

거진의 “It” 연간 특별호는 모멘텀을 2009년 “It 

Agency”로 선정하고, “모든 대행사들이 벤치마크 

해야 할 대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기존까지 모멘텀의 국내 서비스는 Even t 

Marketing과 Promotions 등에만 한정되어 있었으

나,  현재 전문 노하우를 갖춘 Shopper Marketing 

Agency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Momentum is 

the leader in Phygital! (physical + digital) 온/오

프라인을 활용하여 고객사의 브랜드를 성장시키

기 위한 통합적인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모멘텀의 목표입니다

부서명 프로모션전략팀 

2009년 주요 실적 

•� 2009 롯데면세점 패밀리콘서트, 세운녹지축 준공식, 인천세계도시축전 롯데그룹관,

•� 포항 영일만 개장식,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_ 롯데멤버스 협찬, 

•� 친환경 녹색성장 박람회 _ 롯데관, 2009 서울패션위크(S/S, F/W)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GARDEN5 그랜드 오프닝, 롯데홈쇼핑 디지털 개국식, 

•� 제2회 롯데햄 판촉 전시회 2010, 태백산 눈꽃축제, 롯데정보통신 시큐리티 포럼 2010

•� 진행 예상: 롯데칠성 핫식스 프로모션, 산림 박람회, 한일 학생 패키지 디자인 콘테스트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IMC에 입각한 전방위적 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 전국적 지사망을 활용하여 지역적 특색에 맞는 프로모션 기획 

•� 프로모션 컨셉에 적합한 전문외주사와의 협업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에서 주관하는 프로모션 개발 現 광고주 관리 및 프로모션 기획 제안 

부서명 스페이스마케팅팀 

2009년 주요 실적 

•� 울진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 주제관, 인천세계도시축전 롯데관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롯데제과 홍보관 Sweet factory

•� 진행 예상: 인재개발원內 역사관, 울산과학관內 Lotte 사이언스관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지자체 엑스포 및 상설,비상설 전시관 구축을 위한 설계/디자인 분야에 주력화하여 제반 시스템

을 전문화하고 있으며, 사업영역을 확장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사업대상의 다변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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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광고회사 프로모션 및 BTL 관련부서 실적 및 주력분야 ②

밸류포인트	 	

부서명 밸류포인트 VMD실 

2009년 주요 실적 

•� 홈플러스 신규 오픈 VMD 진행, LG텔레콤 POP연간계약 체결,

•� 디지털프라자 VMD연간계약 체결 등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예상 : 홈플러스 신규 오픈 VMD 진행, LG텔레콤 POP연간계약 체결,

•� 디지털프라자 VMD연간계약 체결 등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기획에서 부터 디자인, 제작, 시공이 하청개념이 아닌 직접 자사에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므로 기업

이나 고객의 니즈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며 특히 유통이나 매장 VMD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치밀한 기획력,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기존 고객은 물론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차별화 노력을 기울

일 것임.

BMS코리아	 	

부서명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팀 

2009년 주요 실적 

•� 코오롱 워터 통합 BTL 마케팅, ㈜휴온스 소아비만 브랜드 런칭 통합 커뮤니케이션 실

행, 중앙선관위 교육감선거 통합 캠페인, 평택시 브랜드이미지 개선 통합 캠페인 프로젝

트 외 다수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삼양사 큐원 ‘갈릭난믹스’ 런칭 통합 BTL마케팅, 코오롱 워터 ENVEX 전시 

마케팅,  ㈜휴온스 ‘살사라진’ 온오프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 등

•� 진행 예상 : 삼양사 홈메이드 신제품 런칭 통합 BTL 마케팅, 코오롱 워터 국제 환경산업

전 전시 마케팅 등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각 브랜드별 특성과 타켓그룹의 특성에 적확한 채널을 개발 통합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전략수립,각종 크리에이티브 개발, 실행 등 원스톱 서비스 가능)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ATL 및 BTL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초스피드로 변화해 가는 커뮤니케이션 환경(타켓 오디언스 및 채널의 다양화 등)에 가

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마케팅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입체적, 유기적 

통합화 모델의 구현

상암커뮤니케이션즈	 	

부서명 인사홍보팀 

2009년 주요 실적 

•� 인천 도시축전 “대우건설관 운영”, 한국 베

트남 경제 문화 주간 행사 진행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한국 인도의 밤 행사 진행

•� 진행 예상: 한국 인도네시아 경제 문화 주

간 행사, 청룡영화상 시상식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ON,OFF 연계 Promotion  / On-line

SK마케팅앤컴퍼니	

부서명 프로모션 사업부  

2009년 주요 실적 

•� SK와이번스 한국 시리즈 응원, 장치장식 •� SKT 오픈 골프대회 •� 국제 여자 핸드볼 대회         

•� 광주 김치축제 홍보 •� SK브로드밴드 SI시공 •� 디자인 코리아 전시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SKT 안드로이드 런칭 프로모션 / 패션위크 홍보 / 서울국제 자전거 디자인 공모전

•� 진행 예상 : 국제 여자 주니어 핸드볼 선수권 대회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프로모션 영역별 전문 인력 및 네트워크 확보

•� SKM&C의 자산(OK캐쉬백, K-허브, I-프로슈머 등 다양한 마케팅 TOOL)을 활용하여 새롭고 경쟁력 있는 솔루션 제공 가능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전통적인 프로모션 영역에서 벗어나 신규 비즈니스 창출 추진(문화, MICE, 디지털 Sign)

•� SK관계사 위주의 운영에서 Non-Captive 영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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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엠커뮤니케이션즈	 	

부서명 전사 

2009년 주요 실적 

•� 인천도시축전 주공연장 운영대행   •� 대한민국 희망개통식

•� 삼성전자 홍보관 운영대행 등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이베이 킥오프미팅, BMW프로모션, 교보생명 연도대상 등 

•� 진행예상: 국제생물올림피아드, 대백제전 수상공연, 타임스퀘어 연간

대행, 삼성 딜라이트 홍보관 연간대행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BTL업계 1세대로서 다수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삼성, BMW, 

제일기획, 교보, 경방등 기업 프로모션 과 국제 생물올림피아드, 울산

옹기엑스포 등 정부/공공기관 행사가 주력분야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기존의 기업 프로모션은 단발성 계약에서 연간대행 계약으로 전환하

여 안정된 매출을 꾀하고, 정부/공공기관 행사는 적극적인 영업을 통

하여 매출증대

	 	

부서명 글로벌 BP파트 

2009년 주요 실적 

•�IFA, MWC, CES 등 해외 전시  •�글로벌 신제품 런칭 쇼  •�해외 In-store 디자인 및 제작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해외 전시 및 해외 In-store 를 위한 글로벌 인력 및 네트워크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해외 In-store 부분의 지속적 글로벌 확대

부서명 SI/VI팀 

2009년 주요 실적 

•�LG사이언스홀 서울 (어린이 과학관) 기획,설계

•�LG하우시스 지인 브랜드 제작물 대행

•�LG그룹 브랜드 관리 대행                                                                    

•�GM대우 그래픽제작물 대행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LG사이언스홀 서울 (어린이 과학관) 기획,설계

•� LG하우시스 지인 브랜드 제작물 대행

•� LG그룹 브랜드 관리 대행                                                                    

•� GM대우 그래픽제작물 대행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통합 브랜드 관리 대행 및 S.I 관련 업무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LG그룹 전계열사 브랜드 관리 대행체계 구축 

부서명 IMC1그룹 BP Part 

2009년 주요 실적 

•�LG텔레콤 브랜드 프로모션       •�LG CNS Enture World 2009

•�LS네트웍스 브랜드 프로모션     •�GM대우 BTL 연간 프로모션

•�대한항공 40주년 기념 프로모션  •�곤지암리조트 연간 프로모션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LG U+ 브랜드 프로모션

•�LG CNS 기업 프로모션

•�GM대우 BTL 연간 프로모션

•�도레이첨단소재 New Vision Project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Client의 성공적인 IMC전략 구축을 위한 통합 BTL 프로모션 기획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시대와 트렌드에 맞는 전략적 IMC 캠페인 및 프로모션 기획 

HS애드

부서명 BTL마케팅팀 

2009년 주요 실적 

•� 천안웰빙식품엑스포, 2009 춘천국제심포지엄 및 pre경기대회, 2009동해앙바엑스포, 지

하철9호선 개통식, LG 디스플레이 홍보영상, 인천공항상업시설 여름공동 프로모션, 2009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성남시 홍보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한

민국제103차 항공연맹총회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 중 :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2010 춘천원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2010상

해 세계박람회 한국관 상설 공연 행사, 2010여수세계박람회 해외 홍보, 송도테크노파크 

사이언스빌리지 內 스트리트몰 분양 홍보마케팅, 파주 유비파크 총괄 대행              

•� 진행 완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광주 유니버시아드 실사 및 총회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기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초, 최대규모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

•� 세계 각 단체, 저명인사들의 지혜와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프로그램으로 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엑스포(박람회), 도시마케팅, 컨벤션, 정부 및 지자체 프로젝트, 영상 제작 등

부서명 IMC2그룹 BP Part  

2009년 주요 실적 

•�LG전자 휘센 연간 프로모션   

•�LG전자 사이언 뉴초콜렛폰, 아레나폰 런칭 및 유통 프로모션

•�LG전자 Xnote 런칭 프로모션  •�LG전자 엑스캔바스 전략 발표회

•�하이트 부산영화제 프로모션   •�LG화학 공장 기공식, 준공식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LG인피니아 CGV 제휴 프로모션  

•�LG전자 Xnote 프로모션

•�LG전자 휘센 연간프로모션(합창대회, 신제품발표회, 유통프로모션, 딜러 프로모션)

•�하이트 프로모션                     

•�LG이노텍 공장 준공식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국내 사업부 IMC를 위한 통합 BTL 프로모션 기획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광고주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BTL 기획 및 실행 지원

•� 광고주 개발 위한 경쟁 PT 지원 강화

•� 스마트폰 등 디지털 모바일 환경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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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광고회사 프로모션 및 BTL 관련부서 실적 및 주력분야 ③

오리콤	 	

부서명 BTL본부 SP1,2팀 

2009년 주요 실적 

•� 두산건설: 신분당선 역사 환경 디자인

•� 두산그룹: Hannover Messe2009 두산 기업관, 신년음악회, 두산 신입사원 행사 外

•� 두산엔진: SMM 2009, 중속공장 조립 4공장 준공식

•� 두산인프라코어: CONEXPO 2009, IMTS2009, SIMTOS2009, IMME2009, INTERMAT 2009, 군산

신공장 준공식, CIMT2009 外

•� 두산 DST : 2009 서울에어쇼

•� 두산중공업: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 Power Gen Int’l 2009, PowerGen Europe 2009, Electric 

Power 2009, Coal-Gen 2009, Power-Gen Asia 2009, PowerGen India&Central Asia, Power-

Gen Middle East 2009, WETEX 2009, SWPF 2009, 2009 국제전력 IT민 전기설비전, SWEET 

2009 外 

•� 쌍용자동차 : 2010 서울 국제 모터쇼

•� 시장경영지원센터 : 2009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 (사)국제e스포츠연맹 : IeSF 2009 Challenge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두산그룹-신년음악회, 두산 어린이날 행사, 상반기 신입사원 한마음 행사, 두산인프

라코어 -BAUMA 2010, CIMES 2010, SIMTOS 2010, 두산중공업-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PowerGen India&Central Asia 2010, PowerGen Europe, 연간 해외 전시 外 쌍용자동차-2010 부

산 국제 모터쇼

•� 진행 예상: 신분당선-환경디자인, 두산인프라코어: 한국 국제 건설기계전 外, 두산중공업-Power-

Gen International, The Open Sponsorship 外, (사)국제e스포츠연맹 : IeSF 2010 Grand Final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강점: SP, SD, 제작 등 업무영역의 제한 없는 장기간 축적된 경험과 운영 노하우

- 주력분야: SP, SD, 제작 전체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시행업무 비중 확대

JWT애드벤처	 	

부서명 IMC본부 

2009년 주요 실적 

•� 서울 국제 모터쇼 포드관

•� 뉴질랜드 페스티발

•�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기본계획 용역

•�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환대서비스 개선 켐페인 등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1st Love me festival for 20, 매일유업 BTL 대행, 아발론 교육 BTL 대행 등

•�진행 예상: 포드 신차 발표회 및 프로모션, 관공서 프로젝트 등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기획팀과 공동 업무 진행을 통한 IMC 프로젝트 실행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인원 확충 및 광고주 확대

이노션	 	

부서명 프로모션본부 

2009년 주요 실적 

•� 2009 서울모터쇼(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모비스관/현

대, 기아상용관)

•� 2009 상해모터쇼(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관)

•� 2009 광쩌우 모터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관)

•� 2009 부산 국제 철도물류 박람회 현대 로템관

•� 2009 iSEDEX 하이닉스관 / G-Star 2009 한게임관 /독일 

•� 게임 컨벤션 온라인 한게임관

•� 여수엑스포 D-1,000일 기념식 / 해남 공룡 테마파크 수주

•� 쏘렌토R 신차발표회/ K7신차발표회/ 소나타 신차발표회 

/ 투산 신차발표회 / 제네시스 쿱 신차발표회 / 에쿠스 

신차발표회 / 포르테 신차발표회 

•� 현대자동차 체코공장 준공식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2010부산모터쇼(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

대상용관), 2010북경모터쇼(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관), 

통일부 주최 한반도 비전포럼, 삼성전자 3D TV / 펜텍 

스마트 폰(시리우스)캠페인, KT 100인의 스마트세터 캠

페인, 스포티지R신차발표회 / K5신차발표회,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준공식/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 준공식, 기

아자동차 전세계 딜러 컨벤션 / 2010 MAN디젤 라이센

스 데이즈 코리아/2010 남아공 월드컵 승리기원 음악회 

/ 남아공 월드컵 마스코트 프렌드 선발 대회 / 남아공 

월드컵 현대 자동차 굿윌볼 프로모션 / 삼성전자 월드컵 

캠페인

•� 진행 예상: 2010 남아공 월드컵 거리응원전 (현대/기아), 

현대자동차 러시아공장 준공식, 현대자동차 브라질 공장 

기공식, KT혁신 캠페인, 한국타이어 여름 프로모션, 현

대/기아자동차 하계 Auto Camp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전통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벗어난 크로스 오버적

인 아이디어 발상 및 캠페인 설계

•� 신차 런칭 에 대한 노하우 및 프로모션 기획 인프라 구축

•� 국제 모터쇼 수행으로 인한 세계적인 트랜드 도입의 선

도자 

•� 국내/외 대형 이벤트 및 전시행사 수행 및 해외 법인을  

통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BTL 업무 영역별 전략 및 실행능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운영

•� 해외 비즈니스 / 정부 / 지자체 행사 등  신규 개발 강화

를 통하여 사업 다각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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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가나다 순)

부서명 BTL캠페인팀 

2009년 주요 실적 

•� 삼성전자 모바일폰 글로벌 론칭, 동서식품 TOP 프로모션, 애니콜&하우젠 Ice 

Allstars 쇼, 하이원 SBS 채리티 골프대회, 삼성물산 주택 프로모션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삼성전자 갤럭시폰 글로벌 론칭, 춘계 서울 패션위크, 밴쿠버 코리아

하우스

•� 진행 예상: 추계 서울패션위크, 울산옹기엑스포 2010, 삼성 모바일라이브 진행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모여 통합 BTL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클라이언트의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BTL서비스 지속 강화

부서명 마케팅PR팀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삼성전자 밴쿠버올림픽 마케팅, 아시아 아마추어챔피온쉽 골프대회 

프로모션

•� 진행 예상: 삼성전자 싱가폴 유스 올림픽 마케팅, 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마케팅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삼성전자 국내외 PR 진행,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PR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PR 과학화를 통한 광고주 만족도 제고

부서명 스페이스마케팅팀

2009년 주요 실적 

•� ICES 2009 삼성전자관, IFA 2009 삼성홍보관,  하노버 기계산업박람회 전시관 

운영, 삼성모바일라이브 전시부스 등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ICES2010 삼성전자관, MWC2010 삼성전자관, 상해엑스포 한국관 

설계 및 시공

•� 진행 예상: IFA 2010 삼성홍보관, Communic Asia 전시부스 등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국내 비상설 전시 1위, 해외 비상설 대규모 전시대행 1위                                             

•�기획에서 운영까지 총괄 프로젝트 대행의 진수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국내 전시 대행 조직 1위 유지

부서명 스포츠마케팅팀 

2009년 주요 실적 

•� 삼성전자 첼시FC 스폰서쉽 마케팅, 밴쿠버올림픽 사전 이벤트, 삼성 베네스트 

골프대회 마케팅, 월드사이버게임 프로모션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삼성전자 밴쿠버올림픽 마케팅, 아시아 아마추어챔피온쉽 골프대회 

프로모션

•� 진행 예상 : 삼성전자 싱가폴 유스 올림픽 마케팅, 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마케팅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국내외 스포츠 스폰서쉽 기획 및 집행, 스포츠 단체의 마케팅 플랜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스포츠 단체, 팀, 기업의 스포츠 마케팅

제일기획

부서명 이벤트마케팅팀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삼성전자 밴쿠버올림픽 이벤트, 크러프트도그쇼 프로모션 

•� 진행예상: 동아제약 박카스 국토대장정 프로모션, 광화문 광장 준공식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국내외 스포츠 스폰서쉽 기획 및 집행, 스포츠 단체의 마케팅 플랜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글로벌 이벤트 경험을 확장하여 세계최고수준의 이벤트 기획 & 실행  

디자인이노베이션그룹	 	

부서명 전사 

2009년 주요 실적 

•� 삼성 LED-TV 해외 판촉물 제작, 삼성캘린더,  삼성

전자 애뉴얼리포트, 광화문 모뉴먼트 디자인 & 제

작, 미스터피자 청계광장점 디지털 갤러리 제작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밴쿠버올림픽 프로모션용 제작물 제작, 

삼성 3D TV 해외 판촉물 제작

•� 진행 예상: 삼성 개정 Sign, 삼성전자 광화문 옥탑

광고 리뉴얼, CGV 디지털 사이니지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프로모션디자인, PR출판, PR영상, CI 등 4개 기능

이 모인 부서로 각 기능별 최고 수준의 업무 수행과 

프로젝트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고, 또한 글로벌 인

프라 네트워크를 갖추고 Client의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지원에 강점을 갖고 있음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Client의 마케팅 활동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계최고수준의 디자인 역량배가 (디지털 디자인 

역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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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광고회사 프로모션 및 BTL 관련부서 실적 및 주력분야 ④

코래드	 	

부서명 경영지원팀 

2009년 주요 실적 

•� 대우자동차판매, 미츠미시모터스, 타타대우, 대

우버스 이벤트, 프로모션, 인테리어 

•� 우리캐피탈배구단 런칭 및 연간 운영 관련 스포

츠 마케팅

•� 한국농어촌공사 ‘새마금 기공식’, 안산시청 ‘산

림박람회’, 체육진흥공단 ‘뚜르드코리아’ 등 다

수의 공공 프로젝트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한국관광공사 ‘베네키아’ 관련 온라

인 프로모션, 아이스테이션 제품 런칭 이벤트, 

전북개발공사관련 프로젝트 등

•� 진행 예상 : 우리캐피탈, 대우버스, 타타대우 등

의 제반 BTL 프로젝트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다수의 공공 프로젝트 수행 경험

•� GM대우, 타타대우, 미츠비시모터스 등 자동차 

관련 전시, 이벤트 수행 능력

•� IMC 전략에 기초한 다양한 네트워크 채널통한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분양대행, 인테리어 등으로의 사업영역 확장

코래콤	 	

부서명 광고팀 

2009년 주요 실적 

•�방송3사(TV,라디오)방송 프로그램의 협찬, PPL 간접광고 진행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진행완료 : 방송프로그램내 PPL, 방송3사 방송프로그램(TV,라디오)내 간접광고 -일요일일요일밤에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다양한 광고주의 생각에 맞는 방송 프로그램의 섭외 PPL 진행. 프로덕션과의 일대일 의전 노동으로 발빠른 

대처 최대한 광고주의 노출을 높임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PPL의 수요평가를 인해 더욱 다양한 PPL 방법과 프로그램의 개발, 새로운 매체의 발굴을 중심적으로 진행

토탈커뮤니케이션그룹	영컴	

부서명 SP팀 

2009년 주요 실적 

•�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 세일즈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 외환은행 환경개선공사 디스플레이 •� 영종브로드웨이 복합문화단지 투자협약식 행사대행

•� 글로벌 명동축제 행사대행 •� 농어촌박람회 홍성군 부스제작 및 세일즈 프로모션 •� 프라임그룹 캘린더/다이어리 제작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 세일즈 프로모션 및 디스플레이, 2010년 남아공월드컵 거리응원 프로모션, 동아건설 ‘더프라임’분양 프로모션  

•� 진행 예상 : 세아제강 창립50주년 기념행사 프로모션,  신협 창립 기념행사 프로모션,  프라임그룹 캘린더/다이어리 제작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1997년 강변 테크노마트 런칭이벤트 이후 지속적인 세일즈 프로모션 수행에 따른 Know-How 축적으로 효율적, 차별적 행사대행 가능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광고주의 요구와 부합되는 차별화된 Tool 개발 및 적용 •�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분야로의 진입     

코마코	 	

부서명 IMC Planning Team 

2009년 주요 실적 

•� 동국제약 훼라민Q 여성건강강연 및 문화이벤트 외

•� 동국제약 인사돌, 훼라민Q Viral, 크로스미디어 활동 

•� 한국야쿠르트 슈퍼백 경품이벤트, 플러스엔 시즌 프로모션, 브랜드검색 및 배너광고 진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동국제약 훼라민Q 강연, 에르고다음다이렉트 프로모션 외, 동국제약 인사돌, 훼라민Q 크로스미디

어, Viral 활동 외, 식음료, 유통, 건설부문, 의류, 보험, 제약, 교육기관 등 BTL제안           

•� 진행예상 : 동국제약 훼라민Q 강연, 버스쉘터 옥외광고 외, BHC치킨 크로스 미디어, 현현교육(스카이에듀)온라

인 프로모션 외 식음료, 유통, 건설부문, 의류, 보험, 제약, 교육기관 등 BTL제안예정 → 기존광고주 외 신규광

고주 BTL프로젝트 개발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브랜드에 대한 전방위적 매니지먼트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

•�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및 Holistic Marketing 차원에서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화된 전략 실

현을 통하여 향후 국내 BTL 마케팅 서비스 영역의 선두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전문가 집단

•� 세일즈프로모션(Sales Promotion), 기업내부화 프로모션(Internal Promotion), PRM(Partner Relationship 

Marketing), 스포츠마케팅 등 프로모션마케팅 영역 뿐만 아니라 공공 이벤트, 전시 행사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 

기획&제작·실행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기존 광고주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고객 창출을 위한 Sales Promotion과 기존고객 유지를 위한 Event 

Promotion 아이템 제공 및 실행

•� 신규 광고주 개발을 위한 경쟁PT 준비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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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가나다 순)

티프로모션	

2009년 주요 실적 

•� 농림수산식품부: TOPOKKI FESTIVAL

•� 농림수산식품부가 떡볶이 세계화 산업을 위해 처음으로 미국 LA갤럭시 홈구장에서 진행한 떡볶이 

페스티벌로 다양한 메뉴의 떡볶이 무료 시식과 문화공연, 매운 떡볶이 빨리먹기 대회 등을 진행

•� 매일유업: 연아와 함께하는 금메달 Festival

•� 김연아의 우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순금’이라는 매력적인 경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총 

4만여명이 응모)

•� 매일유업: 브레멘 음악대 스폰서쉽

•� 매일유업이 후원하는 ‘브레멘 음악대’ 스폰서 쉽 일환으로 공연관람자들에게 우유 증정

•� 코오롱워터: 국제환경산업전(광주)

•� 광주국제환경산업전에 참가한 코오롱워터 부스를 파이프를 활용하여 제작 및 운영진행

•� 코오롱워터: 오산하수재처리장 인테리어

•� 코오롱워터 오산하수재처리장의 외부 SIGN과 내부 전시물 디자인 및 설치 진행

•� 호주관광청: Australia Business Event Seminar 2009

•� 워커힐호텔 애스턴하우스에서 여행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호주의 비즈니스 상품을 안내 후 파티

를 진행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매일유업: 퓨어(호상) 샘플링, 퓨어의 인지도 제고 및 체험기회 전달을 위해 워터파크

를 중심으로 샘플링 진행, 레노버: 2009년 하반기 결산 어워드 및 신제품 발표회, 레노버 신제품 

소개 및 하반기 판매 시상식 진행, CJ미디어: tvN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7 PR이벤트 ‘33 7 막걸리 

싸롱’,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 7 런칭 이벤트를 홍대에 팝업매장을 설치하여 무료로 막걸리와 안

주를 제공하며 배우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하는 비나리 이벤트와 만남의 시간을 진행, 호주퀸즐

랜드주 관광청: 하나투어 박람회, 호주퀸즐랜드의 주요이미지를 활용한 포토월을 설치하여 호주

퀸즐랜드의 매력을 박람회에 참가한 방문객들에게 전달, 매일유업: 퓨어(드링크/호상) POSM, 퓨

어 전제품군의 POSM 디자인 및 제작 진행

•�진행 예상: 외부 노출 어려움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성공적인 브랜딩을 위해 소비자 입장에서 효과적인 접점을 찾아 BTL을 중심으로 통합/통섭 마

케팅 커뮤니케이션 컨텐츠를 개발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한 BTL 전략모델인 ‘소통점’과 효

과분석모델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개량화 된 BTL전략 수립 및 효과분석을 시행한다.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BTL 캠페인 컨설팅과 Sales Material 업무를 양분하여 전문화하는 방향을 구상 중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부서명 BTL팀 

2009년 주요 실적 

•� 2009 LUCI(세계빛도시연합)연차총회, 안성남사당공연물제작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2010 광주세계광엑스포, 2010 광주빛축제, 2012여수세계박람회 일본 정부관 사전조사

•� 진행 예상: 2012 여수세계박람회 부제관(기후환경관)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끈끈한 팀웍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경험

•� 주력분야 : 박람회 및 지자체축제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2012 여수세계박람회등 박람회 비즈니스, 정부/지자체 대형 행사 중심

희준커뮤니케이션	

부서명 BTL프로모션 본부 

2009년 주요 실적 

•�05.28~06.01 제3회 힐스테이트서울경제오픈

•�10.14~18 제25회 신한동해오픈

•�골프용품 제작대행(인터컴)

•�10.16 이엠씨클래식 2009 골프대회

•�10.13 신한금융투자 희망나눔 챔피언쉽

•�11.10 신한금융그룹 뉴리더 친선골프대회

•�12~ 김민휘 에이전시

•�최경주 스폰서 대행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요진건설 여자 골프단 창립, 2010 우리투자증권 레

이디스 챔피언십

•� 진행 예상: 제26회 신한동해오픈 (수주 확정)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골프, 축구, 야구,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 및 스폰서십

을 활용하여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원활히 하고 인지

도를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 대형 스포츠 이벤트 기획, 운영 및 스폰서십 대행 등 다양한 스

포츠 마케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현재는 골프대회와, 골프 스폰서십, 매니지먼트 위주로 진행되

고 있으나, 향후 골프관련 마케팅은 더욱 전문분야로 자리하게 

될것이며, Sports의 전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한컴	 	

부서명 BTL전략팀 

2009년 주요 실적 

•� 타임스퀘어 오픈 프로모션, 대한생명 연도상 시상식, 그룹 

계열사 홍보브로셔  제작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 예상: 2010상하이엑스포 한국관 운영(진행중), 서울세

계불꽃축제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이벤트, 전시 등 분야에 주력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그룹 계열사 차원의 이벤트, 프로모션을 중심으로 운영하

며, 외부 행사(전시 등)을 추가 개발하여 나갈 예정

부서명 스페이스디자인팀 

2009년 주요 실적 

•� 한화기념관 건립,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 건립

2010년 진행하였거나, 진행 예상되는 실적 

•� 진행완료 : 제일화재 사인물 공사

•� 진행예상: 서울디자인한마당(진행중)

자사부서의 강점 및 주력분야 •� VIP용 인테리어에 강점

향후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

•� 인테리어, 스페이스 디자인 분야에서 특화된 이미지를 바

탕으로 그룹내 주요공사 진행 및 대형 Project 수주에 주력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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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프로모션 및 BTL 전문업체 및 제작업체 현황

· SP - 이벤트, 스포츠마케팅, 세일즈프로모션, PPL,  이벤트 프로모션 등    

· SD - 스페이스 디자인, 전시, 인테리어, CI, POP 등   

· 제작 - 영상, 출판(광고회사 내 출판제외), 포스터 제작 등

회 사 명 대 표 자 전화 번호  주요 사업 내역 (중점 사업분야) 

골든포커스 이건정 행사 스틸 사진 촬영

나우인데코 김순완 02-458-8407 SD

네오코래콤 서현숙 02-780-0330
방송3사 TV,라디오 간접광고

(협찬,PPL등)

더 브릿지 김두원 02-515-0123 SP

더블클릭 김상택 02-595-1130 무대 디자인/제작

디디웍스 김성완 02-554-9713 인테리어 디자인, 전시 전문

디자인썸 염장선 02-3143-5522 SD

라온비티엘 박형근 02-3443-7883
SP(이벤트, 게임마케팅, 

세일즈프로모션 등), SD, 제작

루트2003 백경훈 02-540-0767 SP

마더엔마더 이동환 02-3474-1246 SP

메가컴 박재삼 이벤트 기획/연출

메이킹닷컴 이승택 02-783-9720
미디어 마케팅, 광고 대행, 

마케팅 대행, PPL, 방송 협찬

무게중심 박민홍 02-508-4501 출판(제작)

미디어프론트 박홍규 02-518-5923 제작(영상)

미래공감 오한상 02-3329-422 인테리어전시(SD)

밸류포인트 윤영택 02-6347-3004 SP, SD, VMD

브랜드애이드 구본진 02-555-9288
프로모션 대행, 스포츠마케팅, 

세일즈프로모션 대행 등

블루크레 양진경 02-2175-7372 SP

비티엘케이 유재언 02-2025-0860 SP

세라컴파니 김세라 02-830-8935 공연팀

세진음향 임윤호 행사 음향

스페이스뷰 최정철 02-3444-9380 SD

시공테크 이숙희 031-726-0515 광고물제작, 디스플레이

시너지21 이동훈 이벤트 기획/연출

신영미디어 김동호 02-736-5620 영상 제작 / 중계

써클트라이 안도현 02-558-6646 SP, SD

씨웨이브 김남훈 02-577-1438
SP(이벤트,전시·공연, 

세일즈프로모션 등), SD, 제작

아트포인 노성철 02-792-7193 SD

알리스타종사 이석원 02-565-0827 이벤트, 세일즈프로모션

어퓨컴 최광덕 02-3496-7800
SP(이벤트, 공연 및 흥행사업, 

세일즈프로모션 등), SD

얼트시 엄혁 02-777-2890 SI, 인테리어

에스피랩 안용남 02-336-0990 SP, 기업 이벤트

에이스조명 이동건 031-985-2327 행사조명

회 사 명 대 표 자 전화 번호  주요 사업 내역 (중점 사업분야) 

엔터파크 이덕은 02-556-1070
장치장식물, 인쇄물 및 목공구조물 / 

인테리어

엠씨오션 김상현 02-543-5373 영상(제작)

연하나로 송태일 02-6939-7700
SP(이벤트,전시·공연,

세일즈프로모션 등), SD, 제작

올리브컴 허정 02-511-1921 SD

이노마스 조용식 02-583-6040 이벤트, 세일즈프로모션

이즈피엠피 황광만 02-3475-2628 SP & SD 및 BTL(도시마케팅) 전체 대행

인디컴 정지철 02-5166-114
SP(이벤트,정부·관공서프로모션,

세일즈프로모션 등), SD

인터레벵 김성준 특수효과

잇츠굿컴 장진 02-2156-3501 SP, 기업 이벤트

잉카
커뮤니케이션

강덕응 02-3444-1107 출판(제작)

중앙디자인 임명환 02-311-6500 SD

지엘어소시에트 곽병두 02-518-7721 인테리어전시(SD)

초이스렌탈 최원규 행사 물품 및 영상기기 렌탈

코어박스 이상구 02-514-3120 SP&SD

킹스맨코리아 김영진 031-785-1114 SD

탄젠트 홍승표 02-305-3566 전시 디자인/제작

투비디자인 이재용 02-516-9404 스페이스 디자인, 전시, 인테리어

파트원 유지협 02-333-7462 SP

페임마컴 이종권 02-793-0465 이벤트(SP)

프로메티안 이승은 02-579-0490 엠블럼, 인쇄물

플러스 인피니 박성용 02-3444-3660 SD

피플엔스
시이어티

박찬아 02-576-2506 광고대행, 이벤트 프로모션

A&A 컴퍼니 곽종헌 02-555-7515
상품전시 및 행사대행, 프로모션 대행, 

영상물 제작 대행 등

DDS 유참범 02-542-8134 Design&Display Solutions

ER플러스 신명제 02-2051-1588 SP

JM
엔터테인먼트

강재민 도우미 / 진행요원

PPW Korea 김종수 02-3497-4213
SP(이벤트, 스포츠마케팅,

세일즈프로모션 등), SD, 제작 

TCR 커뮤니케
이션

신승용 02-515-7407 이벤트, 세일즈프로모션

THE WISE 신동호 02-713-5505
스포츠마케팅, 전시 및 컨벤션, 

해외 전시(독일 지사) 등

UL스테이지 02-584-7236 디자인/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