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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COMPANY

01 

회사소개

사훈 : 동행(同行) 회사와 광고주가 함께 소통하며 먼 길을 동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걸어가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매출액

INTRODUCTION

We sell BEST

리뷰리치는최적화된마케팅전략으로광고주와소비자

모두의니즈를충족시켜주는통합온라인마케팅대행사입니다.

주식회사 리뷰리치

조현종

341-88-01441

광고대행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게 서비스업 / 소프트웨어개발 /
공급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광고 대행업체

070-7860-1151

http://reviewrich.co.kr (리뷰리치)

http://www.cardnewsmall.co.kr (카드뉴스몰)

2,765,000,000 원

1. 본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1층 (우동, ㈜웹스)

2. 마케팅 사업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에이스하이테크21 1212호

보유특허 콘텐츠 제공 장치 및 콘텐츠 제공 방법
(등록번호 10-0948827)



ORGANIZATION

One stop Markteing Service

기획 / 마케팅 / 디자인 / 개발까지 전체 마케팅과정을

내부에서 진행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략기획팀 마케팅팀 디자인팀 웹개발팀 미디어기획팀

대외협력팀 경영지원팀

- 사진 촬영

- 광고영상 제작

- 웹사이트 구축

- 랜딩페이지 제작

- 유지 및 관리

- 콘텐츠 기획

- 광고이미지 제작

- SNS 운영

- 이벤트 프로모션

- 마케팅 현황 분석

- 시장 분석

- 클라이언트 수주

- 광고 기획



PRODUCTION

올인원마케팅 프로세스

기존 광고 대행사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뷰리치는 5가지 원칙을 마련해
클라이언트에게 믿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01 03 05

02 04

정기적미팅

투명한비용 니즈에맞춘
전문적서비스

자체기술로개발한
보고서시스템

차별적인
크레이티브제공



SOLUTION

Creative

Real time monitor

ROI Report

Strategy

Keyword

Communication

진행중인 마케팅의 실시간

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사 및 경쟁사의 광고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새로운 운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광고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해

자사만의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광고 효율 분석 및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키워드 발굴 및 사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으로 광고주와 소비자

모두의 니즈에 맞춘 정보를 제공합니다.



OUR WORKS

02 

서비스

온라인 마케팅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SERVICE

검색·배너 광고 광고 제작 브랜딩 관리 홈페이지 제작 바이럴 마케팅

- 포털 검색광고 대행

- 스폰서 광고 대행

- 크로스타겟 광고 대행

- 구글 GDN 광고 대행

- 카카오모먼트 광고 대행

- 매체별 배너 제작

- 광고 영상 기획 및 제작

- 광고 영상 촬영

- 홍보 및 인터뷰 영상 제작

- 콘텐츠 기획

- 광고 이미지 제작

- 사진 촬영

- 블로그, SNS 브랜딩

- 원고 작성

- 콘텐츠 제작

-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 프로필 및 배너 제작

- 기획 및 디자인

- 웹 프로그램 개발

- 웹사이트 구축

- 랜딩페이지 제작

- 유지·관리·운영

- 블로그, SNS 체험단

- 인플루언서

- 보도기사 작성

- 언론사별 송출



PROCESS

01 

상황분석

02 

전략수립

03 

캠페인운영

04 

성과측정

05 

인사이트

시장, 자사 분석

경쟁사 분석

매체 분석

목표, 타겟, 컨셉 설정

마케팅 방향 설정

캠페인 관리

예산, 입찰 관리

보고서 관리

매체별 최적화

성과 보고서 제공

솔루션 제공

캠페인 결과 분석

인사이트 도출

리뷰리치 프로세스는 차별화된 전문성으로 진행됩니다.



PRO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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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C 캠페인

우리의 경쟁력은 수 많은 클라이언트의 신뢰입니다.



CLIENT

리뷰리치를믿고함께하고 있는

1000개이상의리뷰리치파트너



PORTFOLIO 통합마케팅캠페인

B 어플

캠페인 명

캠페인 목표

운영전략

B 어플리케이션 브랜딩

교대근무 타겟 대상 브랜드 인지 및 경쟁사 고객 전환 유도

핵심 타겟을 대상으로 접근성이 높은

대형 포털과 SNS 매체에 전략적 노출,

감각적인 영상으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 약 1천여 개의 랜딩 제작 / 테스트로 이탈률 23% 감소 → 초기 어플 가입자 3만 명 이상 확보

브랜드에 친숙함과 트렌디한 이미지 부여

One source multi-use 전략을 통하여 다각화된 마케팅 진행

☞

☞



PORTFOLIO 통합마케팅캠페인

랜딩페이지 목업 영상 및 광고 영상 제작

(영상 진행 전 대비 전환율 500% 기록, 전환단가 70% 감소)



PORTFOLIO 통합마케팅캠페인

I 종합쇼핑몰

캠페인 명

캠페인 목표

운영전략

I 종합쇼핑몰 브랜딩

코어 타겟과의 초기 접점 확보를 통한 세일즈 증대

대형 포털 및 SNS 채널을 활용한 쇼핑 고관여 타겟 확보 및

키워드 추출을 통해 집중적인 광고 노출,

고객 이탈을 최소화 하기 위한 이벤트 전략 수립

☞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이벤트 참여율 극대화 및 바이럴 파급력 상향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신규 고객 증가율 약 23%

네이버, 인스타그램 중심의 캠페인 전략으로 ROAS 1200% 상승

1년간 장기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적 개선

☞

☞

☞



PORTFOLIO 통합마케팅캠페인

온·오프라인 캠페인

네이버, SNS 채널에서 코어 타겟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광고 노출

브랜딩 계정 운영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운영으로
이벤트 참여율 극대화 효과

(매 월 참여형 이벤트 2건 이상 운영을 통해 계정 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 관점의 채널 구축)

(디너 갈라쇼, 오페라 공연 초청, 포토 콘테스트, 미로 어드벤처 등)



PORTFOLIO 통합마케팅캠페인

G 건설

캠페인 명

캠페인 목표

운영전략

G 건설 브랜딩

건설 업계 브랜드 인지도 강화, 아파트 니즈가 있는 잠재고객 대상 분양

타겟 접근성이 높은 핵심 포털과 관심사 기반의 SNS

매체 MIX로 단계별 광고 노출,

효과적인 분양을 위한 마케팅 및 브랜딩 홈페이지 제작

☞

인스타그램 채널 팬 수 132% 성장

트래픽 성과 증대 (유입 154%, 클릭률 2.1배 증가)

단기간 내 성공적인 분양 완료

광고 매체 최적화를 통해 CTR 78% 증가

☞

☞

☞



PORTFOLIO 통합마케팅캠페인

DA 배너 다양한 미디어 매체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운영으로 브랜드 인지도 확립

브랜드 홍보 영상

(사업부 마케팅 전략을 고려한 프로모션으로 컨텐츠 제작 및 세일즈 연계)



PORTFOLIO 통합마케팅캠페인

T 외식기업

캠페인 명

캠페인 목표

운영전략

T 외식기업 브랜딩

론칭 초기 디지털 마케팅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신규 고객 확보

파급력 있는 인플루언서 선별을 통해 바이럴 파급력 확산,

세분화된 콘텐츠 전략으로 지속적인 충성 고객 구축

☞

부산 지역 브랜드 인지도 확산 및 가맹점주 확보에 기여

SNS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으로 공감대 형성

브랜드 런칭 후 2개월 기준 신규 멤버십 고객 3,500명 확보

캠페인 기간 방문 및 예약 고객 100% 달성

☞

☞

☞



PORTFOLIO 통합마케팅캠페인

키워드 상위노출 및 검색광고

공식 SNS 채널 운영

인플루언서 마케팅 운영으로 신규 고객 확보 진행

(부산에 거주하는 실질적 고객 위주의 구성 및 타겟 접점을 고려한 매체 선정)

(소재 피로도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소재를 변경하여 효율 극대화 효과)



PORTFOLIO 통합마케팅캠페인

H 중개플랫폼

캠페인 명

캠페인 목표

운영전략

H 중개거래 서비스 플랫폼 브랜딩

소비자의 실질적인 리뷰 컨텐츠를 통한 바이럴 확산 효과

중개거래 니즈가 있는 핵심 타겟을 대상으로

타겟 접근성이 높은 포털 및 관심사 기반 SNS

매체 MIX로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

☞

브랜드에 대한 전문성과 신롸감을 부여하여 중개 플랫폼 시장의 점유율 및 판매율 증가

목표 ROI 210% 초과 달성 및 카테고리 내 방문자 1위 랭크 (코리아웹 2019 기준)

충성고객 확보를 위한 LPO 전략

브랜드 콘텐츠 / 공감 콘텐츠 / 정보 콘텐츠 /참여형 콘텐츠 /이벤트로 세분화된 컨텐츠 전략

☞

☞

☞



PORTFOLIO 통합마케팅캠페인

랜딩페이지 브랜딩 계정 운영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고급화 전략의 상위 인플루언서 마케팅 운영으로 충성 고객 확보 진행



PORTFOLIO 콘텐츠마케팅 / 퍼포먼스마케팅

기관·기업

요식업종

캠페인 명

캠페인 목표

약 980여 업체 광고 대행

올-인원 마케팅을 통한 맞춤 서비스 제공



PORTFOLIO

기관 1. 카드뉴스 홍보물 기획·제작

콘텐츠마케팅 / 퍼포먼스마케팅

2. 뉴스레터·코딩

서울특별시(장편 카드뉴스 제작)

해양수산부(월 단위, 정기적 카드뉴스 제작)

경찰청(시리즈물 카드뉴스 제작)



PORTFOLIO

브랜딩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

콘텐츠마케팅 / 퍼포먼스마케팅



PORTFOLIO

인플루언서 마케팅

콘텐츠마케팅 / 퍼포먼스마케팅

홈페이지 및 랜딩페이지 제작



PORTFOLIO

매체 광고 대행

콘텐츠마케팅 / 퍼포먼스마케팅



PORTFOLIO

SNS 카드뉴스 디자인 기획 및 제작

콘텐츠마케팅 / 퍼포먼스마케팅



PORTFOLIO

파파스톡 아빠 커뮤니티 운영 (https://www.papastalk.co.kr/)

자체서비스플랫폼

(좌측 웹, 우측 모바일)

https://www.papastalk.co.kr/


리뷰리치 ㅣ 070-7860-1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