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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태훈

현 (주)RS기획 대표이사
현 (주) 마움프로젝트 이사
현 (주) 에코그린카케어 대표이사
현 (사) 시니어벤처협회 이사
전 (주) 멀티링구얼소프트 대표이사
전 (주) 순수교육 상무이사
전 (주) 케이비에프 이사
전 피씨케이오토그룹 대표
전 훈인터내셔널 대표

- 골든크리 런칭 – 유튜버 협찬 플랫폼
- 그로스랩 런칭 – 온라인 마케팅 교육
- 더잠 오프라인 플래그샵 오픈 – 여성 언더웨어
- 디어그라운드 오픈 – 단독주택 스튜디오

2018

- 훈인터내셔널 법인 전환 – ㈜마움프로젝트
- ㈜멀티링구얼소프트 설립 – 다국어 어학 교육
- ㈜순수교육 설립 – 초등 온라인 영어 교육

2015-2016

- 피씨케이오토그룹 설립 – 자동차 튜닝, 스위스칩
- 훈인터내셔널 설립 – 의류 쇼핑몰(더잠), 디자인 쇼핑몰(마움스토어)

2012

- 2011년 ㈜알에스인터렉티브 법인 전환
- 2007년 알에스인터렉티브 설립 – IT개발
- 2002년 애니메이션 제작 프리랜서팀 운영

~ 2011

- ㈜알에스인터렉티브 상호 변경 – ㈜RS기획
- ㈜에코그린카케어 –엔젤투자 1억 유치
- ㈜순수교육 투자 유치 – 한국일보 20억
- ㈜에코그린카케어 설립 – 출장세차서비스 및 워터리스 세차용품
- ㈜케이비에프 설립 – 양념장, 주방용품 유통
- 부부사기단 기획 출범 – 마케팅 서비스

2017

1.1 CEO 소개



5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

타겟별 세분화된 계열사업

쇼핑몰 운영 중 쇼핑몰 운영 중 교육 기업 운영 중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분야 1위 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1.2 계열사업



회사명 |    ㈜RS기획

주요서비스 |    온/오프라인 광고대행, 마케팅교육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광고매체 판매업

대표이사 |    박태훈

설립일 |    2007년 12월 26일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37-15 도유빌딩 3층, 6층

1.3 회사개요

임직원 수 |    47명



CEO 박 태훈

이사 백 승엽

전략기획

오지영 팀장
.
.

외 4명

광고기획1팀

이수미 팀장
.
.

외 7명

디자인/영상

원상미 팀장
.
.

외 5명

배송/CS

오세희 팀장
.
.

외 8명

광고기획2팀

강은영 팀장
.
.

외 6명

경영지원팀

개발

홍영주 팀장
.
.

외 7명

박 지영 팀장
외 1명

1.4 조직및구성원



컨설팅 마케팅 코칭
사업 / 마케팅
진단 및 분석

SNS마케팅 SNS 마케팅 진행SNS초기세팅 SNS 운영대행

영상 모델 섭외 및 촬영영상 촬영 및 편집

홈페이지/앱 유저매칭
홈페이지 / 앱
기획 및 개발

운영대행

쇼핑몰 랜딩페이지 기획 및
제작

쇼핑몰 기획 및
제작

쇼핑몰 상세 페이지
기획 및 제작

SA/DA/미디어 구글 애드워즈 /
GDN

네이버 키워드/
네이버 쇼핑

카카오 / 클릭스 / 
DDN

뉴스기사 작성뉴스 송출

마케팅과 개발이 만나 실속있는 사업 다각화 실현!

기획, 디자인, 개발·제작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

주요 사업 내용

유튜버 협찬

1.5 주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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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                 - 문화미디어랩 파트너 계약쉽 체결
- 대명그룹 대명라이프웨이 온라인 마케팅
- 몽베스트 SNS 채널 운영 및 쇼핑몰 운영
- 하나은행 파트너쉽 체결 및 온라인 마케팅
- 한국경제 경영지원단 SNS 마케팅
- 대명라이프웨이 SNS 마케팅
- 삼성물산 앱 다운로드 마케팅
- 동아오츠카 포카리스웨트 SNS 채널 운영
- 삼성전자 앱 다운로드 마케팅
- 코오롱건설 마케팅
- 삼화 페인트 마케팅
- 페이스북 에이전시 디렉토리 등록
- 청춘페스티벌 행사 홍보
- 상호변경 ㈜알에스기획

2015~2016                - 더잠 SNS 운영 및 마케팅
- 순수교육 SNS 마케팅
- PCK오토그룹 온라인 마케팅
- 기온쿼츠 국내 온라인 브랜딩 및 마케팅
- 청춘페스티벌 SNS 마케팅
- 리틀클로젯 SNS 마케팅
- 현대해상 다이렉트 브랜딩 및 SNS 마케팅
- 한의사협회 마케팅 컨설팅
- 순수교육 빅캣월드 사이트 및 LMS 기획 및 개발
- 순수교육 빅캣월드 iOS 앱 기획 및 개발
- 주주북스 안드로이드/iOS 앱 개발
- 자회사 ㈜ 멀티링구얼소프트 설립

2012~2014                - 온라인 쇼핑몰 더잠 SNS 마케팅
- 인천국제공항 자동출입국 심사대 영상제작
- 스위스칩 브랜드 컨설팅 및 사이트 개발
- 하이네켄 직원교육용 영상제작
- 온라인 쇼핑몰 더잠 / 마움스토어 쇼핑몰 기획 및 개발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애니메이션 제작
- 맥에듀 소셜게임 Under The Sea 개발

2007~2011                - 토익 스피킹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리자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 NHN 앱팩토리 영어/한자 게임 개발
- 파리바게뜨 홍보용 게임 개발
- 아시아나항공 기내방송 평가 시스템 개발
- 서울역사박물관 안내 시뮬레이션 개발
- 네이버 앱펙토리 소셜게임 개발
- 연세대학교 신입생 영어 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
- 건국대학교 건설 시뮬레이션 개발
- 교학사 역사부도/고등사회/초등실과 CD교과서 개발
- SBS HD 어린이 드라마 애니메이션 52편 제작
- 국민은행 투자신탁 이러닝 개발
- 온미디어 투니버스 애니메이션 툴 개발
- 미래에셋 미디어 이러닝 가이드 “처음이세요“ 개발
- 텐스토리 영어동화 학습 프로그램 개발
- 어린이난타 애니메이션 제작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중학수학 과정 개발
- 이천도자기축제 전시용 시뮬레이션 개발
- 퀵브레인 두뇌개발 속독 프로그램 개발
- 알에스인터렉티브 설립

1.6 히스토리



101.7 주요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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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제작

기획

다양한분야의성공노하우보유기획, 디자인, 개발·제작통합관리시스템

기획부터 개발까지 100% 내부 진행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지난 10년간 수 많은 고객사의 성공을 이끌어가며

함께 성장한 RS기획

1.8 강점



121.8 강점

Facebook Agency Directory에 등재

페이스북에서 인정받은 실력있는 페이스북 마케팅 대행사! 
- 2018년 5월 기준 국내 페이스북 에이전시 파트너는 23개 뿐

01

페이스북 광고 및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도

02

페이스북 마케팅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

03

광고 문제 발생 시
빠른 문제 해결

주요사업실적. 01



SNS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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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한 광고 기획과 높은 수준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목표 달성 중

2.1 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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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기획을 만나면…강점이 있는 비즈니스는

2.2 기획의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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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유일

시뮬레이션
Strong Service

앱

Item

헤어
Target

여성이좋아할

뻔한 이야기 보다는

2.2 기획의중요성

Risk

실패
Benefit

간접체험
Needs

이쁜머리

타겟이 듣고 싶은 내용을 고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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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냅니다！

다운로드당 \304다운로드당 \341다운로드당 \196

2.2 기획의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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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기획을 만나면…강점이 없는 비즈니스도

2.2 기획의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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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법률자문

높은면책률
Strong Service

상담

Item

개인회생
Target

채무자

뻔한 이야기 보다는

2.2 기획의중요성

Risk

막연함
Benefit

면책
Needs

희망

타겟이 듣고 싶은 내용을 고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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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12,743 (CPC \143)

물보다 빠른 흡수
물보다 똑똑한 물
포카리스웨트

#과음한_이튿날
#하루의시작은_포카리

물보다 빠른 흡수
물보다 똑똑한 물
포카리스웨트

#과음한_이튿날
#하루의시작은_포카리

DB \14,375 (CPC \121)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냅니다！

2.2 기획의중요성



㈜ RS기획. 대표박태훈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37-15 도유빌딩 6층

taehoon.park@rsad.co.kr 

02-3272-2350 (내선1)

페이스북 광고 홈페이지
유입

구매/
다운로드

기타
액션

홈페이지 유입 된 고객 성향 분석

구매/다운로드 고객 성향 분석

기타 행동 패턴을 분석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여 타게팅 광고
- 광고효율극대화

머신러닝 시스템이란?

페이스북 광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광고효율

페이스북 머신러닝 시스템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객의 행동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고객의 데이터가 많이 모일수록 보다 정확한 패턴을 찾아내어 광고 효율 증대

212.3 성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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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활동 사이트 전환률

(이미지 | Facebook Analytics 화면 예시)

사용자 정보 연령 성별

지역

데이터수집항목

✓ 서비스에 픽셀, SDK, 프리미엄로그 등 추적 코드를 삽입하여 사용자 활동 데이터 수집

✓ Facebook Analytics / GA / NA에서 데이터 분석하여 전환과서비스의부족한 점을신속하게확인

광고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개선사항 도출

잔존률

관심 주제

페이지 머문 시간

…

2.3 성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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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수

100명
1인당 매출

10
최근 30일 매출

1,000
광고비중 20%

2

이익이 남는 KPI(목표 전환 비용)를 정하고

기획한 광고가 그 범위에 들어왔다면
1

2.3 성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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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쇼핑몰 3개월 간매출 3배 증가

규칙을 정해서 예산을 늘리고, 그래도 전환률·이익률이 유지된다면 더 높이고,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직전까지 높이면 성공 할 수 있습니다
2

2.3 성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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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하지만 많은 것이 담겨있는 차렷 자세

자꾸만 떠오르게 될거에요

더잠 (여성 언더웨어 쇼핑몰)

기간
2014.12 ~ 현재

목표
여성 타겟의 매출 증대 및 브랜딩

0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6000000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단위: 천 원)

더잠 매출은 지금도 성장 중 …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고유 이미지 구축, SNS 마케팅, DA 마케팅, SA 마케팅, 채널 믹스, 후기 관리 및 이벤트 실시

결과
첫 해 대비 19,081% 성장

2.4 적용성공사례 | 더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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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설리머리가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앞으론 헤어핏으로 어울리는지 꼭 확인 할거야

헤어핏 (여성 헤어 시뮬레이션 앱)

기간
2017.5 ~ 현재

목표
낮은 비용의 앱 다운로드 3만 달성

0

20

40

60

80

100

120

5월 8월 11월

1만

(단위: 천)

구글 플레이스토어 20위 진입 달성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검색결과 정비, SNS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결과
다운로드 당 196원 달성

다운로드당
196원

다운로드당
304원

5만

10만

목표달성

2017 헤어핏 앱 다운로드 수

2.4 적용성공사례 | 헤어핏



272.4 적용성공사례 | 헤어핏

구글 플레이스토어 20위 진입 달성

(2018년 5월 기준 70만 다운로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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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8,100

메디펀드
병원과 약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모 펀드

기간
2017.5 ~ 현재

목표
신규 펀드 브랜드의 투자 고객 확보 및 브랜딩

강점
연 26%의 기대 수익률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핵심 가치 분석, 브랜딩 전략 설정, 검색결과 정비, 
SNS 마케팅, DA 마케팅, SA 마케팅, 기사 송출

결과
6개월 펀드 성장률 3,603% 달성

광고 및 운영 컨텐츠

□ 전략 수립
□ 검색 모니터링
□ SNS 운영
□ SNS 마케팅
□ DA 마케팅
□ SA 마케팅
□ 언론기사송출
□ 바이럴마케팅
□ 인플루언서
□ 커뮤니티

□ 랩사
□ 촬영

2.4 적용성공사례 | 메디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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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교육 빅캣영어
초등 온라인 영어 독서 교육

기간
2015.1 ~ 현재

목표
센터장 가맹 모집 및 유효 회원 확보

강점
영국 콜린스 출판사 동화책 온라인화, 저렴한 교육비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검색결과 정비, SNS 마케팅, DA 마케팅, SA 마케팅, 
랩사, 관련 커뮤니티 홍보.

결과
전국 센터장 700개 가맹, 유료 회원 1만명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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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400000

600000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

1억 2,000

36억 3,800

48억 4,000

광고 및 운영 컨텐츠

□ 전략 수립
□ 검색 모니터링
□ SNS 운영
□ SNS 마케팅
□ DA 마케팅
□ SA 마케팅
□ 언론기사송출
□ 바이럴마케팅
□ 인플루언서
□ 커뮤니티

□ 랩사
□ 촬영

2.4 적용성공사례 | 순수교육



302.5 타겟별마케팅예시



312.5 타겟별마케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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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타겟별마케팅예시



332.5 타겟별마케팅예시



342.5 타겟별마케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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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매칭 제품 협찬을 위한 블로거 및 페이스북, 인스타 인플루언서 매칭

2.5 타겟별마케팅예시



SNS 및 블로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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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톤즈 (친환경페인트전문쇼핑몰)

기간
2018.1 ~ 현재

목표
긍정적인 브랜딩과 구매전환을 위한 콘텐츠 발행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SNS 마케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데일리 컨텐츠(영상 / 배너 / 슬리이드 등), 후기 이벤트, 댓글 이벤트, 게임형 광고

데일리 컨텐츠(브랜도 홍보 / 셀프인테리어 정보 / 교육정보 등), 댓글 이벤트

데일리 컨텐츠 + 취재 기사 (월 1회)

※ 취재 기사는 RS기획에서 직접 기획, 취재, 촬영, 디자인하여 운영 합니다

▲ 인스타그램 △ 네이버 블로그 ▲ 페이스북

3.1 운영전략수립



홈앤톤즈

기간
2018.1 ~ 현재

목표
3040 셀프 페인팅에 관심 있는 고객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고유 이미지 구축, SNS 마케팅, SNS 콘텐츠 제작

운영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집행 내역 히스토리

- 삼화페인트의 자회사인 홈앤톤즈에서 주관하는 SNS채널 운영 대행

- 각 채널에 특성화된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작업

-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산 유도

- 매월 업체 이슈 취재 및 기획 기사 작성,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발행

-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광고 콘텐츠 제작 및 채널 믹스 제안

SNS 운영대행 SNS 광고운영 기획취재 영상콘텐츠제작

…더보기

진행프로세스

취재개요
방향성, 인터뷰질문등
사전취재개요전달

현장방문및취재
기획기자가현장방문

개요에맞게사진및영상촬영, 
인터뷰진행

원고작성 촬영본보정및편집

컨펌및콘텐츠발행 업체컨펌후수정. 발행

(자료 | 페이스북 콘텐츠 화면)(자료 | 인스타그램 콘텐츠 화면) (자료 | 페이스북 콘텐츠 화면)

3.1 운영전략수립



홈앤톤즈

기간
2018.1 ~ 현재

목표
3040 셀프 페인팅에 관심 있는 고객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고유 이미지 구축, SNS 마케팅, SNS 콘텐츠 제작

운영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집행 내역 히스토리

- 삼화페인트의 자회사인 홈앤톤즈에서 주관하는 SNS채널 운영 대행

- 각 채널에 특성화된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작업

-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산 유도

- 매월 업체 이슈 취재 및 기획 기사 작성,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발행

-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광고 콘텐츠 제작 및 채널 믹스 제안

3.1 운영전략수립

블로그운영



유파크시티 파주
U-

PARK CITY

PAJU 유파크시티 파주
U-

PARK CITY

PAJU

(자료 | 페이스북 콘텐츠 화면)

포카리스웨트 (동아오츠카)

기간
2018.4 ~ 현재

목표
10~30대 타겟의 브랜딩 (여성 위주)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고유 이미지 구축, SNS 마케팅, 이벤트 기획 및 진행

운영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집행 내역 히스토리

- 동아오츠카에서 주관하는 포카리스웨트 SNS채널 운영 대행

- 각 채널에 특성화된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작업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산 유도

- 매월 업체 이슈 및 채널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기획 및 운영

- 이벤트 경품 발송 대행

SNS 운영대행 SNS 이벤트기획및운영 영상콘텐츠제작

(자료 | 페이스북 콘텐츠 화면)

U-
PARK CITY

PAU

진행내용

이벤트진행 업체이슈에맞게기획, 운영

이벤트
활성화방안

콘텐츠도달율을높이기위해
페이스북광고집행

경품발송
이벤트당첨자정보취합및

경품발송대행

3.2 주요성공사례

(자료 | 페이스북 이벤트 화면)



THEZAM

기간
2015.03 ~ 현재

목표
2030 여성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고유 이미지 구축, SNS 마케팅, DA 마케팅
SA 마케팅, 채널 믹스, 후기 관리 및 이벤트 실시

운영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집행 내역 히스토리

- 브랜드 쇼핑몰(웹, 앱) 제작

- 기존 귀여운 이미지의 속옷 브랜드에서 섹시 컨셉으로 브랜딩 컨설팅 진행

- 더잠 SNS채널 운영 대행

- 각 채널에 특성화된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작업

- 매출 증대를 위한 SA, DA, SNS 마케팅 진행

유파크시티 파주

(자료 | 인스타그램 채널 화면)(자료 | 페이스북 콘텐츠 화면)

SNS 운영대행 SNS 광고운영 홈페이지제작
SA, DA 광고운영

(검색광고, 다음클릭스광고)

(자료 | 진행 소재 예시)
(자료 | 더잠 홈페이지 화면)

3.2 주요성공사례



헤어핏

기간
2017.06 ~ 현재

목표
1020대 남녀

집행 내역 히스토리

- 낮은 비용의 앱 다운로드 3만 달성 (다운로드 당 196원 달성)

- 각 채널에 특성화된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작업

- 앱 다운로드를 위한 SNS 마케팅 진행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고유 이미지 구축, SNS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후기 관리 및 이벤트 실시

운영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바이럴

SNS 운영대행 SNS 광고운영 바이럴마케팅 SNS 이벤트대행

…더보기

(자료 | 네이버 포스트 콘텐츠 화면) (자료 | 페이스북 콘텐츠 화면)(자료 | 페이스북 콘텐츠 화면)

3.2 주요성공사례

(자료 | 헤어핏 바이럴 결과)



유파크시티 파주유파크시티 파주

캐쉬스토어

기간
2017.7 ~ 현재

목표
2030 여성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SNS 마케팅, DA 마케팅
SA 마케팅, 채널 믹스, 후기 관리 및 이벤트 실시

운영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집행 내역 히스토리

- 높은 구매 효율을 낸 퍼포먼스 마케팅 사례

- 높은 구매전환을 위해 다양한 채널 믹스안 제시

- 데코앤이의 자회사인 캐쉬스토어 SNS 마케팅 진행

- 매출 증대를 위한 SA, DA, SNS 마케팅 진행

- 각 채널에 특성화된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작업

(자료 | 인스타그램 광고 화면)(자료 | 페이스북 콘텐츠 화면)

SNS 운영대행 SNS 광고운영 SA 광고운영(검색광고)
DA 광고운영

(다음클릭스광고)

(자료 | 검색광고 세팅 화면)
(자료 | 진행 소재 예시)

3.2 주요성공사례



yop

기간
2017.04 ~ 현재

목표
1020대 남녀

집행 내역 히스토리

- 앱 10만 다운로드 달성 및 핵심타겟 대상오프라인 캠페인

- 각 채널에 특성화된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작업

- 앱 다운로드를 위한 SNS 마케팅 진행

- 서포터즈 활동으로 대학생 핵심타겟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진행

- 로컬서비스 기획 및 운영 대행

SNS 운영대행 SNS 광고운영
온/오프라인
서포터즈홍보 운영관리

(자료 | CS 운영 솔루션 화면)

(자료 | 페이스북 콘텐츠 화면) (자료 | 페이스북 콘텐츠 화면)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고유 이미지 구축, SNS 마케팅, SNS 콘텐츠 제작
오프라인 마케팅, CS 운영대행, 로컬서비스 영업 및 운영대행

운영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3.2 주요성공사례

(자료 | 오프라인 홍보 활동)



유파크시티 파주유파크시티 파주

(자료 | 인스타그램 콘텐츠 화면)(자료 | 페이스북 콘텐츠 화면)

(자료 | 페이스북 광고 화면) (자료 | 페이스북 광고 화면)

리틀클로젯

기간
2017.3 ~ 2017.7

목표
3040 여성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SNS 마케팅, 채널 믹스, 후기 관리 및 이벤트 실시

운영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집행 내역 히스토리

- 높은 구매 효율을 낸 퍼포먼스 마케팅 사례

- 높은 구매전환을 위해 다양한 채널 믹스안 제시

- 리틀클로젯 SNS채널 운영 대행

- 각 채널에 특성화된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작업

3.2 주요성공사례

페이스북운영대행 인스타그램운영대행 페이스북광고 인스타그램광고



커먼타운

기간
2017.12 ~ 2018.2

목표
2030 여성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SNS 마케팅, 채널 믹스, 후기 관리 및 이벤트 실시

운영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집행 내역 히스토리

- 높은 구매 효율을 낸 퍼포먼스 마케팅 사례

- 높은 구매전환을 위해 다양한 채널 믹스안 제시

- 코오롱의 자회사인 커먼타운 SNS 마케팅 및 채널 운영 진행

- 각 채널에 특성화된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작업

3.2 주요성공사례

SNS 운영대행

(자료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콘텐츠 화면)



3.2 주요성공사례

에코그린카케어

기간
2016.12 ~ 현재

목표
20~40대 타겟의 브랜딩 (남성 위주)

집행 내역 히스토리

- 친환경 출장 세차 서비스 창업 DB 마케팅

- 각 채널에 특성화된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작업

- 모바일 페이지 제작

- 실시간 상담으로 효율적인 DB 관리

- DA, SA, 바이럴 마케팅 진행으로 고객 모집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고유 이미지 구축, SNS 마케팅, DA 마케팅
SA 마케팅, 채널 믹스, 바이럴 마케팅

SNS 운영대행 SNS 광고운영 모바일페이지제작 카카오플러스친구운영

…더보기

(자료 | 페이스북 콘텐츠 화면) (자료 | 페이스북 콘텐츠 화면)(자료 | 페이스북 콘텐츠 화면)



라이징테크

기간
2017.10 ~ 2017.12

목표
2040 남여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SNS 컨텐츠 기획 및 디자인

운영 채널
페이스북

집행 내역 히스토리

- 공식 SNS채널 운영 대행

- 각 채널에 특성화된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작업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산 유도

- 매월 업체 이슈 및 채널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기획 및 운영

3.2 주요성공사례

유파크시티 파주

(자료 | 페이스북 콘텐츠 화면)(자료 | 페이스북 콘텐츠 화면)

유파크시티 파주

(자료 | 페이스북 콘텐츠 화면)

유파크시티 파주

(자료 | 페이스북 콘텐츠 화면)

SNS 운영대행

유파크시티 파주



SA/DA/미디어 마케팅



㈜ RS기획. 대표박태훈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37-15 도유빌딩 6층

taehoon.park@rsad.co.kr 

02-3272-2350 (내선1)

키워드/배너광고 홈페이지
유입

구매/
신청

기타
액션

홈페이지 유입 된 고객 성향 분석

구매/신청 고객 성향 분석

GA/NA를 통한 행동 패턴을 분석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키워드, 매체 축소 및 소재 변경
- 광고효율극대화

효과적인 SA/DA 운영

다 똑같은 키워드/배너 광고가 아니다! 전환 분석을 통한 광고 효율 극대화

경쟁이 심한 비싼 키워드에 예산을 사용하거나 무의미한 키워드를 운영하기 보다

어떤 키워드, 어떤 매체, 어떤 소재에서 전환이 이루어지는지 분석하여 효율 증대

504.1 SA/DA 성공전략



스튜디오(디어그라운드)

기간
2018.5 ~ 현재

목표
촬영이 필요한 기업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SNS 마케팅, DA 마케팅
SA 마케팅, 채널 믹스, 후기 관리 및 이벤트 실시

운영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집행 내역 히스토리

- 높은 구매 효율을 낸 퍼포먼스 마케팅 사례

- 높은 구매전환을 위해 다양한 채널 믹스안 제시

- 디어그라운드 SNS 마케팅 진행

- 매출 증대를 위한 SA, DA, SNS 마케팅 진행

- 각 채널에 특성화된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작업

4.2 키워드및 SNS 연계성공사례

키워드광고전략수립 키워드전환분석 키워드광고결과

…더보기

(자료 | 네이버 키워드 세팅 화면) (자료 | 페이스북 콘텐츠 화면)(자료 | 네이버 키워드 관리자) (자료 | 예약 화면)

광고비 대비 전환률
500% 달성

SNS 광고운영(방문자리타게팅)



앱개발사(RSI)

기간
2017.1 ~ 현재

목표
웹/앱 개발이 스타트업, 기업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SNS 마케팅, DA 마케팅
SA 마케팅, 채널 믹스, 후기 관리 및 이벤트 실시

운영 채널 페이스북, 네이버

집행 내역 히스토리

- 높은 구매 효율을 낸 퍼포먼스 마케팅 사례

- 높은 구매전환을 위해 다양한 채널 믹스안 제시

- 알에스인터렉티브 SNS 마케팅 진행

- 매출 증대를 위한 SA, DA, SNS 마케팅 진행

- 각 채널에 특성화된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작업

4.2 키워드및 SNS 연계성공사례

키워드광고전략수립 키워드전환분석 키워드광고결과

(자료 | 네이버 키워드 세팅 화면) (자료 | 페이스북으로 리타게팅 광고)(자료 | 네이버 키워드 관리자) (자료 | 개발 상담 신청)

전략적 주중 운영

SNS 광고운영(방문자리타게팅)



쇼핑몰 (기온쿼츠)

기간
2016.10 ~ 현재

목표
2040 남성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SNS 마케팅, DA 마케팅
SA 마케팅, 채널 믹스, 후기 관리 및 이벤트 실시

운영 채널 페이스북, 네이버

집행 내역 히스토리

- 높은 구매 효율을 낸 퍼포먼스 마케팅 사례

- 높은 구매전환을 위해 다양한 채널 믹스안 제시

- 기온쿼츠 SNS 마케팅 진행

- 매출 증대를 위한 SA, DA, SNS 마케팅 진행

- 각 채널에 특성화된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작업

4.2 키워드및 SNS 연계성공사례

키워드광고전략수립 키워드전환분석 키워드광고결과 SNS 광고운영

(자료 | 네이버 키워드 세팅 화면) (자료 | 페이스북 광고)(자료 | 네이버 키워드 관리자) (자료 | 개발 상담 신청)

성수기 집중 운영



그레이프시티

기간
2017.12 ~ 2018.3

목표
2030 여성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SNS 마케팅, DA 마케팅
SA 마케팅, 채널 믹스, 후기 관리 및 이벤트 실시

운영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구글, 카카오

집행 내역 히스토리

- 높은 구매 효율을 낸 퍼포먼스 마케팅 사례

- 높은 구매전환을 위해 다양한 채널 믹스안 제시

- 소프트웨어 기업 그레이프시티 SNS 마케팅 및 채널 운영 진행

- 매출 증대를 위한 SA, DA, SNS 마케팅 진행

- 각 채널에 특성화된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작업

4.3 GDN/DDN 성공사례

GDN, DDN



홍삼의선물

기간
2017.12 ~ 2018.3

목표
2050 남여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SNS 마케팅, DA 마케팅
SA 마케팅, 채널 믹스, 후기 관리 및 이벤트 실시

운영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구글, 카카오

집행 내역 히스토리

- 높은 구매 효율을 낸 퍼포먼스 마케팅 사례

- 높은 구매전환을 위해 다양한 채널 믹스안 제시

- 홍삼의 선물 SNS 마케팅 및 채널 운영 진행

- 매출 증대를 위한 SA, DA, SNS 마케팅 진행

- 각 채널에 특성화된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작업

4.3 GDN/DDN 성공사례

GDN, DDN



캐쉬스토어

기간
2017.9 ~ 2018.1

목표
2030 여성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SNS 마케팅, DA 마케팅
SA 마케팅, 채널 믹스, 후기 관리 및 이벤트 실시

운영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구글, 카카오

집행 내역 히스토리

- 높은 구매 효율을 낸 퍼포먼스 마케팅 사례

- 높은 구매전환을 위해 다양한 채널 믹스안 제시

- 데코앤이의 자회사인 캐쉬스토어 SNS 마케팅 진행

- 매출 증대를 위한 SA, DA, SNS 마케팅 진행

- 각 채널에 특성화된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작업

4.3 GDN/DDN 성공사례

GDN, DDN



향수 (루이스1987)

기간
2018.2

목표
2030 여성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SNS 마케팅, DA 마케팅
SA 마케팅, 채널 믹스, 후기 관리 및 이벤트 실시

운영 채널 유튜브, 페이스북

집행 내역 히스토리

- 높은 구매 효율을 낸 퍼포먼스 마케팅 사례

- 높은 구매전환을 위해 다양한 채널 믹스안 제시

- 루이스1987 SNS 마케팅 진행

- 매출 증대를 위한 SA, DA, SNS 마케팅 진행

- 각 채널에 특성화된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작업

4.4 유튜브협찬마케팅성공사례

유파크시티 파주

(자료 | 유튜브 영상)

유파크시티 파주 유파크시티 파주

유튜브협찬마케팅

유파크시티 파주



와인파티 (매치메이커)

기간
2018.3 ~ 현재

목표
2030 여성

핵심 전략
Branded DR

세부 전략
SNS 마케팅, DA 마케팅
SA 마케팅, 채널 믹스, 후기 관리 및 이벤트 실시

운영 채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집행 내역 히스토리

- 높은 구매 효율을 낸 퍼포먼스 마케팅 사례

- 높은 구매전환을 위해 다양한 채널 믹스안 제시

- 루이스1987 SNS 마케팅 진행

- 매출 증대를 위한 SA, DA, SNS 마케팅 진행

- 각 채널에 특성화된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작업

4.4 유튜브협찬마케팅성공사례

유파크시티 파주

(자료 | 유튜브 영상)

유파크시티 파주 유파크시티 파주

유튜브협찬마케팅

유파크시티 파주



기타 서비스



605.1 컨설팅및전략제안

동아오츠카 한국농어촌공사 하나은행 하나금융

자살방지센터 케이뱅크 코리아타임스

삼성전자 유파크시티동화엠파크

삼성물산

컨설팅 및 전략 기획

베테랑 전략기획팀이 정밀한 전략 기획을 통해 원하는 목표를 달성
브랜딩, 마케팅, 운영, IR을 위한 기획 업무 수행

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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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정기 교육 1기 △ 왕초보 페이스북 퍼포먼스 마케팅 교육 △ 왕초보 페이스북 퍼포먼스 마케팅 교육

5.2 마케팅교육

마케팅 교육

2016년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마케팅 교육 실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외 다양한 기업체의 퍼포먼스 마케팅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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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기획 / 디자인 / 제작

구매가 일어나는 쇼핑몰은 따로 있다! 고객이 좋아하고 구매하고 싶은 쇼핑몰 제작

5.3 쇼핑몰제작



635.4 컨텐츠제작

상세페이지 / 랜딩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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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획 / 콘티 / 촬영

SNS 게시물 및 홍보용 영상 촬영 기획 및 편집

5.6 영상제작및사진촬영



65

웹사이트 및 앱 개발

개발 컨설팅 / 반응형 웹사이트 개발 / 앱 서비스 구축

5.6 웹사이트및앱개발



감사합니다

RSAD.CO.KR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37-15 도유빌딩 3층, 6층

taehoon.park@rsad.co.kr

02-3272-2350 (내선1 마케팅 / 내선2 개발)

CONTACT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