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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미디어전략제안

Non-profit  Organization Publ icity and Maketing

Designed and Created by PARE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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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웹사이트
Reponsive Website

Designed and Created by PAREMEDIA



3반응형웹사이트소개

반응형 웹사이트는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전폭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워드프레스(WordPress)’ CMS를 기반으로 만든 온라인

마케팅용 웹사이트 제작 서비스입니다. 소셜미디어 API, HTML5, 

CSS3, 반응형 웹 디자인, Google 검색 최적화 등 최신 글로벌 웹 트

랜드를 반영해서 제작되며, SNS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바이럴 마케

팅, 페이스북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에 최적화 된 온라인 마케팅 토탈 솔루션입니다.

반응형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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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웹사이트를 SNS 마케팅플랫폼으로!

반응형웹사이트소개

반응형웹사이트는

‘어떻게마케팅도구로쓸것인가?’를먼저생각합니다.

자사웹사이트가 SNS 플랫폼으로서역할

문자메시지를통해홍보가가능

페이스북페이지탭으로활용

다양한 SNS 서비스와연동

콘텐츠의검색엔진노출최적화

PC뿐아니라모바일및스마트패드등다양한기기에서최적화된디스플레이제공



5반응형웹사이트특징(1)

Fit Size
Everyone here works hard to get clients trust. Fast response a

lways be our priority, cause fast response

Everyone here works hard to get clients trust. Fast response a

lways be our priority, cause fast response

Nice Transition

Everyone here works hard to get clients trust. Fast response 

always be our priority, cause fast response

Customable

Good Profile

PC, 스마트폰, 탭, 패드등다양한디바이스에디스플레이가자동최적화되는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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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마케팅특징/장점

반응형웹사이트특징(2)

각종소셜미디어와연동될뿐아

니라페이스북페이지와통합운영

함으로써페이스북이용자들에게

홍보/마케팅가능

SNS 마케팅활용 모바일마케팅활용 바이럴마케팅활용 브랜드마케팅활용

모바일에최적화된디스플레이를

제공하여영업팀이미팅후자사

홈페이지를고객에게문자로발송

하거나, 고객DB를이용한문자메

시지마케팅가능

웹사이트자체가블로그역할을

하기때문에콘텐츠가쌓여가는

것만으로해당카테고리상위에

노출될가능성이높아지고, 웹사

이트가시간이지남에따라파워

블로그로진화함

온라인상에서다양한소셜미디어에

지속적인노출됨으로서기업브랜드

및제품브랜드가고객에게친숙하게

다가가고신뢰도와인지도가높아짐



7반응형웹사이트특징(3)

01

02

03

04

최신기능의명확한스펙
제시

SPEC
고객의요청에맞는

프리미엄테마를선별하여
제시하여작업시작전

확인가능

Design

합리적인구축비용

Cost
디자인과스펙의선제시
최종사이트의품질을미

리알수있음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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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허브
Online Promotion strategies using Mobi lehub

Designed and Created by PAREMEDIA



9스마트폰, 소셜미디어시대

모바일홈페이지는회사와제품에대한인지도상승과매출을증대시키는필수요소뿐만

아니라소셜미디어의대중화가기업의홍보나마케팅의툴을변화시키고있습니다.



10다양한온라인미디어활용



11온라인미디어통합제공필요



12모바일허브

http://thekoeco.info/%EC%BD%94%EC%9D%B4%EC%BD%94
http://thekoeco.info/%EC%BD%94%EC%9D%B4%EC%BD%94


13종이카다로그대체

기존종이카달로그 / PC 홈페이지 모바일허브



14편리한모바일허브

내용은기존
카탈로그/홈페이지

버튼은
단순하게

카톡, 문자로
전달하게

관리모드
No!

디자인이
깔끔하게검색이 잘되게



15다양한분야에서활용

기업 교육 유통 단체



16카카오톡으로보내기



17문자(SMS)로보내기



18다양한 SNS에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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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웹사이트 & 모바일허브

제작사소개및포트폴리오
Web Site & Mobile Web Production /  Portfol io

Designed and Created by PAREMEDIA



20㈜파라미디어가치

비즈니스의새로운트랜드를

선도하는 No.1 파트너기업

㈜파라미디어

PARA는헬라어로 ‘함께’라는뜻입니다. (주)파라미디어는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성공 파트너로서 의미있는 가치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수있는온라인, 오프라인세상을열어가고있습니다.

Thinking, Collaboration 그리고 Education이라는세가지 키

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파라미디어는 끊임없는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함

께성공하는진정한 ‘같이의가치’를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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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디어는 ‘같이의가치’를실현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Mission

소통과협력을통해서

새로운성과를

창출합니다

㈜파라미디어는디지털콘텐츠와미디어플랫폼을통해새로운가치를창조하는종합콘텐츠기업입니다. 

지난 10여년가까이온라인산업에아낌없는노력과투자를지속해온㈜파라미디어는스마트뉴스레터, 스마트카탈로그, 페어비디오, 

스마트협업, 원클릭e북등다양한분야에서독창적인서비스브랜드를개발하여제공하고있으며, 지속적으로그영역을넓혀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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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디어는비즈니스의목표와운영의효율성을함께생각합니다.

가치와기술

워드프레스

PHP

Html / CSS / Javascript

UX & UI

㈜파라미디어는비즈니스의목표와운영효율성을함께

생각합니다. 단순히제작하고납품하는서비스를뛰어넘

어고객의비즈니스목표를공유하고사용자경험에기반

한웹사이트를제작,제공하고있습니다. 

정보설계(Information Architecture)와크리에이티브

(Creative)를동시에만족시키려고노력하고있으며, 

UX/UI에대한지속적인연구를통해사용자에게편리하

고아름다운웹사이트, 고객과사용자가기존에접하지못

했던놀라운경험을제공하는것에최선의노력을기울이

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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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제작기술과운영경험을가진멤버로구성되어있습니다.

웹사이트제작관련핵심질문

㈜파라미디어는다음과같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구축 / 반응형웹사이트제작개발 / SNS 플랫폼구축및교육및컨설팅

왜, 모양만다른사이트를개발하여비용을가중시킬까?

고객이원하는것은제작이완료된사이트가아니라살아있는웹사이트입니다.

㈜파라미디어에서는진짜고객의원하는것에서부터출발합니다.

왜, 고객의비즈니스목표는이야기하지않을까?

㈜파라미디아는기존의 어떤에이전시와도다른웹을서비스하려고냅니다. 

기존에경험하지못했던협업을통해서합리적인가격에최상의웹사이트가완성될것입니다.

왜, 사이트만제공하고사용자경험을제공하지않는가?

웹사이트를만드는회사는많지만사용자경험을고민하는회사는많지않습니다.

사용자가편안하면서도아름다운디자인의사이트를만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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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고객의필요에대해서먼저생각합니다.

㈜파라미디어웹제작서비스특징

소셜미디어연동
세상의모든소셜미디어서비스와가장궁합이잘맞는사이트를
제작합니다. 
어떤서비스와도연동이가능하기때문에웹사이트가미디어중심
이됩니다.

전문가관리
전담된전문가가고객의웹사이트를관리합니다.
시스템의전반을책임지고있기때문에고객사는별도의시스템
관리자가필요치않습니다.

아름다운웹
사용자는기능보다시각적인것에먼저반응합니다. 
우리는그에맞추어아름다운사이트를만들기위해서노력합니다.

사용자경험공유
㈜파라미디어는 경험과노하우를감추지않습니다. 
웹서비스가정상적인궤도에오르기위해서는관리자의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끝까지협업하며노하우를전달합니다.

시스템백업
㈜파라미디어에서 사용하는서버는안정적인국내접속환경을위해서
PHPS에서제공하는 IDC에입주되어있습니다. 
접속과데이터의안정성을위해서매일서버전체를백업하고있습니다.

인터렉티브콘텐츠
웹이더웹다울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입니다. 
웹사이트가보다활기차보일수있도록움직임있는콘텐츠를제
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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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디어의웹사이트고객이마케팅에활용할수있는최적의웹서비스입니다.

세상모든소셜미디어에적합한웹사이트

페이스북, 유투브는물론이고네이버, 다음, 구글과같은검색서비스에이르기까지타

서비스에서제시하는검색기준과등록기준에부합하는서비스를제공합니다. 

이제더이상소셜미디어마케팅을어떻게시작해야하는지고민하지않으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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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기획 / 협의

고객의니즈를파악합니다. 웹사이
트경험이풍부한전문가와의협의
를통해서고객이원하는사이트를

정확하게정의합니다.

시안제작

고객의요구가취합되면더울림웹
은최대한빠른시간안에 1차시안

을제작합니다. 
이를통해서제작기한을단축시킬
수있고고객은더빨리본격적인비
즈니스를시작할수있습니다.

수정

세세한부분까지 고객사의담당자
의컨펌을통해서최종결정됩니다.
어떠한부분도의뢰한사람의의도
와다르다면프로젝트를종결하지

않습니다.

완료
고객이만족할사이트를완성합니다.
고객에게관리자계정과사용법을

공유합니다.
지속적은담당자간커뮤니케이션을
통해고객사의웹사이트가활성화될

때까지지원합니다.

견적

고객의요구에따라
합리적인견적을산출합니다.

㈜파라미디어에서는어떠한경우에
도고객사의필요보다돈이먼저인

경우는없습니다.



27

㈜파라미디어에서제작한반응형웹사이트

포트폴리오

주소 :  http://cosmorning.com/

고객 :  코스모닝

주소 :  http://office.pwo.kr

고객 : 진성행정사

http://cosmorning.com/
http://office.pw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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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디어에서제작한반응형웹사이트

포트폴리오

주소 :  http://rbctv.kr/

고객 : 한국공인중개사방송국

주소 :  http://journalcct.org

고객 : 미래교육연구소

http://rbctv.kr/
http://journalc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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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디어에서제작한반응형웹사이트

포트폴리오

주소 : http://crmkorea.org/

고객 : CRM Korea

주소 : http://kobitakorea.or.kr/

고객 : 코비타

http://crmkorea.org/
http://kobita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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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디어에서제작한반응형웹사이트

포트폴리오

주소 :  http://cconlab.kr

고객 : 우리꽃연구소

주소 :  http://lughcape.com

고객 : 루스케이프

http://cconlab.kr/
http://lughca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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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디어에서제작한반응형웹사이트

포트폴리오

주소 :  http://zetaedu.co.kr

고객 : 제타애듀컨설팅

주소 :  http://yonseidentistry.kr/

고객 : 이상민치과

http://zetaedu.co.kr/
http://yonseidentist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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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디어에서제작한반응형웹사이트

포트폴리오

주소 :  http://gmtc.co.kr

고객 : 한국세계선교회

주소 : http://ad2009.pwo.kr/ 

고객 : 아름드리교회

http://gmtc.co.kr/
http://ad2009.pw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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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디어에서제작한반응형웹사이트

포트폴리오

주소 :  http://chunggo.net

고객 : 충남고등학교총동창회

주소 :  http://magswitch.co.kr

고객 : 매그스위치코리아

http://chunggo.net/
http://magswi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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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디어에서제작한반응형웹사이트

포트폴리오

주소 :  http://repress.kr

고객 : 기독교개혁신보

주소 :  http://pms21.kr

고객 : 합신세계선교회

http://repress.kr/
http://pms2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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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디어에서제작한모바일웹사이트

포트폴리오

주소 :  http://mcat.kr/쁘찌하우스

고객 : 쁘찌하우스

주소 :  http://mcat.kr/bnb/

고객 : BNB 비엔비

주소 :  http://mcat.kr/jandi/

고객 :  장성제일잔디농원

http://mcat.kr/%EC%81%98%EC%B0%8C%ED%95%98%EC%9A%B0%EC%8A%A4
http://mcat.kr/bnb/
http://mcat.kr/ja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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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디어에서제작한모바일웹사이트

포트폴리오

주소 :  http://mcat.kr/참빛

고객 : 참빛

주소 :  http://mcat.kr/매그스위치/

고객 : 매그스위치

주소 :  http://mcat.kr/그랜드키친

고객 :  인터컨티넨탈호텔그랜드키친

http://mcat.kr/%EC%B0%B8%EB%B9%9B
http://mcat.kr/%EB%A7%A4%EA%B7%B8%EC%8A%A4%EC%9C%84%EC%B9%98/
http://mcat.kr/%EA%B7%B8%EB%9E%9C%EB%93%9C%ED%82%A4%EC%B9%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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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디어에서제작한모바일웹사이트

포트폴리오

주소 :  http://mcat.kr/신일엔프라

고객 : 신일엔프라

주소 :  http://mcat.kr/iscjpn/

고객 : I’m ai Cosmetics

주소 :  http://mcat.kr/코이코/

고객 :  코이코

http://mcat.kr/%EC%8B%A0%EC%9D%BC%EC%97%94%ED%94%84%EB%9D%BC
http://mcat.kr/iscjpn/
http://mcat.kr/%EC%BD%94%EC%9D%B4%EC%B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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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디어에서제작한모바일허브사이트

포트폴리오

주소 :  http://mcat.kr/jdchurch/

고객 : 중동교회

주소 :  http://mcat.kr/세대로교회사례/

고객 : 세대로교회

주소 :  http://mcat.kr/shimstar/

고객 :  화성시여자청소년쉼터

http://mcat.kr/jdchurch/
http://mcat.kr/%EC%84%B8%EB%8C%80%EB%A1%9C%EA%B5%90%ED%9A%8C%EC%82%AC%EB%A1%80/
http://mcat.kr/shim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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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디어에서제작한모바일허브사이트

포트폴리오

주소 :  http://mcat.kr/쁘찌하우스

고객 : 쁘찌하우스

주소 :  http://mcat.kr/GBT/

고객 : 성경번역선교회

주소 : http://mcat.kr/shalomhouse/

고객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http://mcat.kr/%EC%81%98%EC%B0%8C%ED%95%98%EC%9A%B0%EC%8A%A4
http://mcat.kr/GBT/
http://mcat.kr/shalom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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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마케팅홍보를위한

SNS 플랫폼구축제안
Online & Mobile Marketing Proposals

Designed and Created by PAREMEDIA



41온라인 마케팅홍보활동의한계

장기적인 불황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급여 생산성 영업이익률

[대·중소기업비교, 2013]

47%
27%

69%

모바일 광고 시장의 폭발적 성장

높은 초기 마케팅 비용

언론
홍보

버스
광고

TV
광고

온라인
광고

지하철
광고

옥외
광고

바이럴
마케팅

저(低)비용고(高)효율, 온라인마케팅채널구축및운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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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가뛰어난서비스별 1위채널선정 – 각채널의특성에기반한통합마케팅전략 / 운영

SNS통합마케팅 필요

네이버블로그 카카오톡옐로우아이디 페이스북페이지브랜딩웹사이트

국내 1위포탈사이트 국내 1위메신저 국내 1위 SNS자사브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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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이뛰어난온라인 & 모바일마케팅채널을구축

온라인& SNS 플랫폼구축

브랜딩웹사이트

반응형웹사이트

검색엔진노출

기업브랜드인식

제품/포트폴리오확인

신뢰감형성

네이버블로그

검색엔진노출

정보/광고통합제공

타켓마케팅

SNS 콘텐츠공유기반

콘텐츠누적

카카오톡옐로우아이디

비즈니스용카카오톡

고객과친구관계형성

단체메시지발송

고객과실시간소통가능

메시지전송률상승

페이스북페이지

비즈니스용페이스북

뉴스피드를통한노출

입소문마케팅

타켓마케팅

페이스북광고활용



44켄텐츠제작/노출/발송/배포

네이버블로그
정보및이벤트글포스팅

브랜딩페이지
(반응형웹사이트)

파라미디어
PC & 모바일
검색노출

페이스북페이지
블로그콘텐츠배포

카카오옐로우아이디
전체/특정그룹대상메시지발송



45온라인마케팅홍보 TOOL제공

브랜딩웹사이트 네이버블로그
카카오톡

옐로우아이디
페이스북
페이지

• 카드 3장
• 스티커 10장제공
• 추가시비용발생

각채널로링크연결

QR코드NFC TAG

모바일카드

• QR 코드제공
• 홍보물제작별도

문자/카톡으로전달 이벤트/정보/안내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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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별통계분석을통한마케팅효과분석및전략수립

웹사이트통계분석

브랜딩페이지통계분석 네이버블로그통계분석

카카오톡옐로우아이디 통계분석 페이스북페이지통계분석

통합적
통계분석



47신규고객확보전략

문자
메시지

QR
CODE

NFC
TAG

모바일카드

카카오톡
친구추가

검색

페이스북
좋아요

블로그
이웃추가

O2O 기반의홍보/마케팅도구를제공하여고객사의신규고객을확보를지원합니다.



48친구/이웃/팔로워대상회사/제품홍보

컨텐츠등록01

카카오톡메시지작성04

검색노출02

페이스북페이지자동배포03

고객/특정그룹메시지발송
05

06 고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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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별맞춤형마케팅전략에기반한콘텐츠유통

온라인마케팅홍보프로세스

운영통계컨텐츠등록/메시지발송관리자화면

Back-end  platform

front-end service 검색노출 배포 발송

상담센터

상담/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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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매출증대및고객인지도상승가능한온라인 & 모바일마케팅채널

기대효과

주요채널마케팅을통한인지도상승및매출향상기반확보

모바일 & 온라인상

지속적인이벤트밀도상승

모바일 & 온라인상

판매/마케팅채널확보

저(低)비용고(高)효율

CRM/CS 시스템구축

콘텐츠제작/배포 통계분석O2O 홍보/마케팅 모바일상담센터마케팅채널구축



51제공서비스명세

분야 제공서비스 비고

온라인마케팅채널
구축/개설및유지/보수

- 브랜딩페이지제작
- 네이버블로그개설/디자인(옵션)
- 모바일허브제작
- 카카오톡옐로우아이디개설/셋팅
- 페이스북페이지개설/셋팅

- 채널별콘텐츠연동
- 브랜딩페이지기본 1page 
- 네이버블로그디자인기본형(옵션)

마케팅켄텐츠제작/배포
- 블로그포스트제작/등록지원
- 카카오톡메시지작성/발송지원

- 블로그콘텐츠기본주 2회
- 카카오톡메시지기본월 2회
- 메시지 10,000건무료
- 기본텍스트/사진콘텐츠고객사제공
- 운영가이드

홍보/마케팅TOOL 제공
- QR코드제작발급
- NFC 카드/스티커제작발급

- NFC 카드/스티커수량추가별도

시스템사용법교육

- 관리자교육
- 사용자교육(요청시)
- 시스템운영/유지보수

- 시스템운영을위한기본교육
- 교육내용협의

통계분석활용지원
- 채널별통계분석리포트활용지원
- 분석및마케팅컨설팅

- 유입경로별방문/활동분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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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디어 페이스북 블로그

PARA는 헬라어로 ‘함께’라는 뜻입니다. 

(주)파라미디어는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성공 파트너로서 의미 있는 가치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세상을 열

어가고 있습니다. Thinking, Doing 그리고 Sharing이라는 세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파라미디어는 끊임없는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하는 진정한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02-419-7740
http://paramedia.co.kr

https://www.facebook.com/ahn.jeongwie http://blog.naver.com/ahn6244

http://paramedia.co.kr/
https://www.facebook.com/ahn.jeongwie
http://blog.naver.com/ahn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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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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