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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A-Z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함께하는 파트너”

위브(WEVE)는 차별화된 마케팅 기획을 활용한 핵심전략과 이를 실현하는

강력한 크리에이티브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광고 전략을 통해 귀사의

사업력을 극대화 시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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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VE COMPANY
언론홍보 / 검색광고 / 바이럴마케팅 / 홈페이지 제작 / 온,오프라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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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브 F&M

▶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프로페셔널 파트너 쉽

고객 혹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를 통한 체계적인 분석 및 니즈 파악

문제 해결능력을 통한 고객 만족. 고객과의 다각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프로젝트 이해

▶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분석 능력

업종별 다양한 마케팅 경험 및 홈페이지 제작 경험.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통한 양질의 산출물

▶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방법론을 통한 효율적인 전략 수립

앞선 관찰력으로 기업 및 서비스 전략 수립 체계적 방법론을 통한 객관적 

분석결론 도출 철저한 사후 관리.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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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정의 분류 예시 역할 특장점 반응효과

Paid Media
(페이드미디어)

브랜드를 구입할
수 있는 접점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키워드 광고

단기적인 수익을 획
득하는 것

온드미디어로 유도
혹은 언드미디어

창출

필요한 만큼 조달
즉효성

대규모 전개가능

반응률이 낮음
신뢰성이 낮음

오프라인
버스, 지하철 광고

옥외 광고
신문기사 광고

Owned Media
(온드미디어)

브랜드가 스스로
보유하는 접점

온라인
홈페이지(PC/Mobile)

블로그, 카페
SNS, 웹진 기존 고객이나 잠재

고객의 장기적인
관계형성

비용대비 효율우수
장기적으로 사용

보증할 수 없음
신뢰성이 낮음
제작시간이 걸림
수정이 어려움

오프라인 브로셔, POP
팜플렛, 옥외인쇄물

Earned Media
(언드미디어)

소비자를 비롯한
제 3자가 정보를
발신하는 접점

온라인
언론홍보기사
바이럴 활동
전문가 평가

제 3자의 추천에 의
한 신뢰성 구축

소비자 주도에 의해
브랜드 평가 확산

가장 신뢰도 높음
구매에 많은 영향

컨트롤이 어려움
부정적 퇴색가능성
측정이 어려움

오프라인
소비자의 입소문
고객의 추천

매스미디어 보도

Triple Media Mix
광고 마케팅은 Triple Media Mix를 통한 3채널 구조로 이루어져야 효과적 입니다.

브랜드의 인지도 / 상품의 인지도 /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Paid, Owned, Earned Media로 순환되어 병행해야 합니다.



REQUEST SELECTION REPORT
PRODUCE &
MARKETINGPLANNING RESULT

마케팅의뢰,
기획 및 방향설정

상품 선택 콘텐츠 기획 콘텐츠 제작
및 생산

중간 보고 최종결과 보고

MARKETER  X DESIGNER
CO L L A B O R AT I O N

PROCESS
위브(WEVE)는 모든 마케팅 기획부터 콘텐츠 생산, 최종결과 보고까지
우수한 Marketer와 Designer의 콜라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마케팅 효과를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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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

광고대행 및 마케팅 컨설팅
Advertisement & Marketing

변화하는 시대와 트렌드, 매체를 통해

광고를 제작하고 타깃과 브랜드에 최적화된

아이디어와 실행방법을 제안합니다.

디자인 콘텐츠
Design Contents

우수한 디자인은 광고효과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 입니다.

우수한 인력과 함께 높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홈페이지 제작
Homepage

변화하는 시대와 트렌드, 매체를 통해

광고를 제작하고 타깃과 브랜드에 최적화된

아이디어와 실행방법을 제안합니다.



“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젊은 마인드가 성공신화를 만들어 갑니다 ’’

위브(WEVE)는 차별화된 마케팅 기획을 활용한 핵심전

략과 이를 실현하는 강력한 크리에이티브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광고 전략을 통해 귀사의 사업력을 극대화 시

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 PARTNERS ’’

약 70여 곳 이상의 파트너



“ CLIENT ’’

현재 약 200여군데 이상의 클라이언트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3,000여군데의 브랜드와 함께 했습니다.



온라인 언론홍보
NAVER / DAUM / NATE / GOOGLE 포탈사이트에 노출되는 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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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는 브랜드 PR의 시작

기업, 신상품, 브랜드, 업체에 대한 정보 전달을 광고가 아닌 언론사 기사로

서 소비자 및 타겟에게 노출하여, 설득력과 공신력을 갖는 홍보 전략입니다. 

배포된 자료를 본 소비자들은 이를 광고가 아닌 정보로서 인식하게 되어 높

은 설득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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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사이트 뉴스 노출

▶ 국내 대형 포탈사이트 뉴스카테고리 기사 노출

언론사의 공신력과 높은 신뢰감을 이용해 브랜드 이미지 상승

▶ PC 및 모바일 동시노출

포탈사이트의 PC 및 모바일에 동시에 노출되기 때문에 정보접근성이

매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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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홈페이지 텍스트 광고

▶ 언론사 홈페이지 내 핫토픽 정보를 알리는 기사형 광고

기사송출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언론사 내 자사의 상품 정보를 노출

하고 싶으신 기업, 브랜드들에게 적합한 광고 형식 입니다. 

베스트클릭, 핫토픽키워드, 실시간 관심기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한 

달 기준으로 집행되면서 최소 30여개 이상의 언론사 100만 건 이상의 노출

량을  자랑하는 공신력이 높은 광고 형식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EX. 보험, 주식, 자동차, 성인의료 등에 적합한 광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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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
NAVER / DAUM 등 포탈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검색광고 상품



NAVER DAUM

포탈사이트 키워드 검색광고

▶ 국내 대형 포탈사이트 최상단에 노출

주요 검색 네트워크의 최상단 영역에 노출되며, 다양한 콘텐츠 영역과 모바

일 앱에 노출되어 광고를 클릭한 경우에만 광고비가 과금되는 CPC 검색광고 

상품입니다.

Copyright ⓒ All Right Reserved by WEVE COMPANY.



NAVER DAUM

브랜드 검색

네이버, 다음 포탈사이트 내 검색결과 페이지 최상단의 넓은 영역에 노출

이 되며, 브랜드 특성을 살려 이미지 형태로 눈에 띄게 검색결과를 노출합

니다. 브랜드이미지를 시각적 이미지로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 검색형 광

고 상품입니다.



포탈사이트 배너광고 상품
배너 / 동영상 / 스폰서 쉽 등 PC와 모바일 포탈사이트에 최적화된 브랜딩 광고

※ 제안서에 나온 광고상품 이 외의 네이버 광고 상품도 집행가능합니다.Copyright ⓒ All Right Reserved by WEVE COMPANY.



포탈사이트 배너상품 (네이버 및 다음카카오 플랫폼)

▶ PC 및 모바일 포탈사이트 네이버 내에 위치한 배너광고영역 

1주일 혹은 1개월 간격으로 집행이 가능하며, 플래시, 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광고 소재를 활용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광고 상품입니다.

네이버 라는 국내 최대 포탈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광고이니 만큼 노출률과 전환수가 매우 높은 광고 상품입니다.



네이버 TV CAST 광고

▶ 한국판 유튜브로 불리우는 네이버 TV 캐스트 광고

네이버 TV 캐스트는 영상 매체 중 론칭 이 후 점유률이 기하급수 적

으로 상승했으며, 예능이나 스포츠영상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채

널입니다. 

광고 시청(view) 기준 과금방식, 실시간 입찰(Bidding) 방식으로 보

다 효율적으로 광고를 운영 할 수 있는 온라인 여상 매체입니다.



디스플레이 배너광고
언론사 및 커뮤니티, 앱스토어 등에 다발성으로 노출되는 가격대비 노출율이 우수한 배너광고



디스플레이 배너광고

▶ 제휴된 언론사 및 커뮤니티에 다발적으로 노출되는 
리타겟팅형 배너광고 상품

리타겟팅이 가능한 배너광고 상품으로 제휴된 언론사 및 커뮤니티에 설정된

타겟으로 다발적으로 노출되는 배너광고 상품입니다. 

광고비대비 노출율이 우수하며, 한 번만 클릭하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리타겟팅 방식이라 타겟에 대한 광고 노출 유지성 또한 우수한 상품입니다.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이나 쇼핑몰, 분양광고, 이벤트 프로

모션 등의 노출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이용하기 적합한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배너광고 상품 

구글 GDN / 모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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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 마케팅
블로그, 카페 상위노출 / 카페 침투 정보노출 / 블로그 관리 /  SNS페이지, 광고관리



블로그 상위노출

▶ 네이버 포탈사이트 검색시 블로그 영역에서 첫번째 페이지 노출 

카페 상위노출

▶ 네이버 포탈사이트 검색시 카페 영역에서 첫번째 페이지 노출 

소비자들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시 블로그나 카페 등 일반인이 포스팅한 실질적

인 체험 정보는 구매결정력에 상당한 영향을 발휘합니다. 기업이나 상품, 브랜

드의 정보가 블로그 및 카페에 1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정보탐색 시 블로그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여전히 블로그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KT경제경영연구소 -

Copyright ⓒ All Right Reserved by WEVE COMPANY.



카페 침투 정보노출

네이버 카페는 커뮤니티성 성향이 강하며 많은 정보의 교류가 일어나는 곳입니

다. 기업의 상품 특성에 따라 홍보에 알맞은 카페들이 존재하며, 선정된 카페에 

가입하며 상품 및 브랜드의 홍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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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체험단 및 기자단

▶ 블로그 체험단 (배포 상품보다 블로그 품질 우수)

상품 혹은 제품을 제공하여 블로거들에게 사용하게 끔 하고 

본인의 블로그에 해당 상품의 정보를 포스팅하는 상품

▶ 블로그 기자단  (배포 상품보다 블로그 품질 우수)

체험단과 포스팅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제품이나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사진과 글 내용만 전달하여 포스팅하게 하는 상품

블로그 배포

▶ 블로그 배포

상품명이나 제품명, 음식점 명칭 등 브랜드의 상호나 이름을 검색시 

후기성 및 리뷰성 글을 최대한 많이 보이게 끔 콘텐츠를 포탈사이트 상에

쌓아놓는 형식의 상품입니다. 

1차 광고 후에 고객들이 상품의 정보를 추가로 찾아볼 시 다양한 후기와 리뷰

는 구매에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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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체험단 및 기자단

▶ 인스타그램 체험단

상품 혹은 제품을 제공하여 인스타 셀럽들에게 사용하게 끔 하고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브랜드 #헤쉬테그와 함께 포스팅하는 상품

▶ 인스타그램 기자단

체험단과 포스팅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제품이나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사진과 글, #헤쉬테크 내용만 전달하여 포스팅하게 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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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홍보도구이다”

페이스 북 / 인스타그램 피드광고

▶ 페이스 북 / 인스타그램 피드 광고
페이스 북 내 피드나 인스타그램의 피드에 랜덤하게 노출되는 배너형식의

광고 상품. 

인스타그램 피드에도 동일하게 노출되며, 가격대비 노출율이 좋은편.

모바일 이용객들이 주 타겟일 경우 이용하는 광고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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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광고
신문, 잡지 등 상품의 성향에 따라 원하는 매체 지면에 노출되는 광고 



언론사 신문 지면 광고
 

일간지, 경제지, 스포츠지 등 언론사의 지면을 통한 광고 방법은 대중화 되어있으며,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방법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브랜드, 상품의 성향에 따라 저희 위브는 최적의 언론사를 선정해 지면광고를 진행해 드립니다.

“언론사를 통한 홍보는
브랜드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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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미지는 예시 이미지며 언론사 선정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옥외 광고
버스, 지하철, 탑 빌더, 경기장 등 외부에서 진행되는 대형 광고



지하철 광고

▶ 하루평균 지하철 이용객 1,000만 명 노출률이 뛰어난 옥외광고 

국내 대중교통 중 가장 많은 이용률을 자랑하는 지하철은 많은 광고 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동 지하철 내부는 물론이고, 역사 내에서도 어렵지 않

게 노출되는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위브는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따라 수 많은 상품 중 적합한 위치와 노선을 컨

설팅해드리며, 최고의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지하철 내부 액자형 광고

플랫홈 내 스크린도어 광고

역사 내 액자형 광고

역사 내 기둥광고

※ 광고 자리, 노선, 상품에 관한 문의는 유선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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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광고

▶ 하루종일 시내를 누비는 대형 광고판 

가장 오래되고 익숙한 대중교통수단 버스는 움직이는 가장 큰 광고판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성이 우수하며, 지역 및 노선에 따른 타겟팅이 가능

하다는 것이 큰 장점인 광고매체 입니다.

※ 광고 자리, 노선, 상품에 관한 문의는 유선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는 지하철, 지상은 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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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광고

 

아파트, 빌딩 등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이용가능한 엘리베이터는 유동

인구가 많으면 특성상 미디어의 주목률이 매우 높은 매체입니다. 엘리

베이터가 이동하는 시간동안 좁은 공간에서 모니터를 통해 송출되는 광

고는 고객들에게 높은 광고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광고 운영 단가가 

저렴하여 매우 합리적인 홍보 진행이 가능합니다. 

 

※ 광고 자리, 지역에 관한 문의는 유선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All Right Reserved by WEVE COMPANY.

“저렴한 가격, 높은 주목률”



정류장 쉘터 광고

▶ 네이버 / 다음 포탈사이트 메인 쇼핑박스 

버스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U-쉘터 부분에 들어가는 광고 상품입니다. 대

형 사이즈의 광고로 시인성과 이미지 정보전달 효과가 탈월하며, 교통정체가 

심한 곳일 수록 더 효과를 발휘하는 매체입니다. 야간 조명으로 24시간 밝아 

광고 지속시간이 우수합니다. 

※ 광고 자리, 노선, 상품에 관한 문의는 유선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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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광고

▶ 영화시작 전 노출되는 주목도가 매우 높은 영상광고 

영화를 보기 전, 많은 분들이 영화관 광고를 경험해보셨을 것입니다. 

영화관 광고의 특성은 영화가 시작되기 전 대기하는 시간에 노출되

어 지며, 영화관 스크린의 대형 화면에서 광고가 송출되기 때문에 그 

주목률이 매우 높은 매체 입니다. 

▶ 명확한 타겟팅이 가능한 매체 

문화생활을 많이 즐기는 10대-30대에 최적화된 광고라 할 수 있으

며, 영화관 지역별로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한 광고 전략을 

세우고 진행할 수 있는 매체 입니다. 

▶ 표현의 유연성, 엑티브한 영상 

주로 영상광고를 노출하는 영화관 광고는 영상이라는 특성상 매우 

유동적인 이미지표현이 가능하며, 30초-60초 정도 정보를 이미지

와 함께 노출하며, 브랜드나 상품의 충분한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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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광고
지역 로컬광고의 절대강자, 지역 케이블 광고 입니다.



케이블 광고

▶ TVN, JTBC 종편 등 다양한 케이블 방송  

IPTV의 보급과 케이블 방송의 콘텐츠 퀄리티 상향으로 

케이블의 시청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지역 타겟팅이 가능한 매체 

케이블의 경우 지역별로 관리하는 송출방송국이 별도로 존재하여

지역별로 광고 송출이 가능하여 지역별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 표현의 유연성, 엑티브한 영상 

주로 영상광고를 노출하는 영화관 광고는 영상이라는 특성상 매우 

유동적인 이미지표현이 가능하며, 30초 정도 정보를 이미지와 함께 

노출하며, 브랜드나 상품의 충분한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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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 제작
홈 페이지 / 랜딩페이지 등 웹에서 구동되는 페이지를 제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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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실현 비전

VISION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

DESIGN

마케팅 강화

MARKETING

경쟁력을 위한 차별

COMPARISON

웹 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현대의 정보화 시대에서 브랜드나 기업의 웹 페이지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필수채널이 되었습니다.

홈 페이지의 경우 모든 비즈니스 활동의 시작이며 가장 강력한 이용수단이며,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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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홈페이지 제작

▶ PC에 최적화된 홈 페이지를 제작합니다.  

홈페이지의 유형에 따른 최상의 제작방법을 도입하여, 목적과 용도에 맞는 최적화 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 다양한 업종의 홈페이지의 제작 경험과 최신 웹 트렌드

를 반영한 제작 기법을 사용하여 트렌디한 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 PC 및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올인원 웹 페이지 제작  

스마트 폰 시대에 도래하여, 현재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의 스마트 폰 점유율이 PC를 넘어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정보를 검색해 홈페이지 접속 시 스마

트 폰이나 태블릿 PC에 최적화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으며, 각 기기마다 홈페이지를 따로 제작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위브에서는 이러한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받아들여 PC / 스마트 폰 / 태블릿 PC 모두 최적화되어 보여질 수 있는 올인원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업 

혹은 브랜드, 쇼핑몰 등의 홈페이지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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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랜딩페이지 제작

▶ 해당 상품의 정보만 집중적으로! 고객의 이탈욕구를 최소화!

홈페이지로 유입된 고객의 이탈욕구를 최소화하고 원하는 정보를 얻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화하여 진행합니다. 

이벤트나 시즌 프로모션 등 단기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부각시켜 홍보를 진행해야 할 시, 이탈률을 최소화 하고 정확히 원하는 정보고 노출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 전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랜딩페이지 제작이 필요합니다.



최근 홈페이지 대표 제작사례

URL : hi-tk.co.kr

URL : onamstarhills.com

URL : studiobong.co.kr

URL : silaw.co.kr

URL : 용인모던하임.com

URL : towmond.com

URL : splendino.com

URL : sanggye-familie.co.kr

URL : ghealing.cafe24.com

URL : kofurn.or.kr

URL : 제주웨스트힐하우스.com

URL : hanaautolease.cafe24.com

※ 분양의 경우 분양이 완료되어 홈페이지가 폐쇠되었을 수 있습니다.이 외의 다른 상담이나 제작 예시 사례는 유선 및 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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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브 & 위프레스

T .  070 - 4147 - 2580

E. ahj2060@weve-company.com
 www.weve-company.com  l  www.wepres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