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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Web Award Korea  수상” 

SK-II  화장품 프로모션 최우수상 

2010 “Web Award Korea 2개 부분수상” 

KT  웹프로모션 부문 대상 

SK-II  화장품 프로모션 부문 최우수상 

2010 “Korea Digital Media Award  수상” 

KT  웹 정보서비스  커뮤니티 부문 대상 

2015 “Web Award Korea  수상” 

한국관광공사  여행/관광분야 부문  최우수상  

2016 “Web Award Korea  수상” 

일본정부관광국    여행/관광분야 부문 우수상  

2017 “Web Award Korea 3개 부분수상” 

교통안전공단  공기업부문  최우수상 

일본정부관광국  여행/관광분야 부문 최우수상 

한국관광공사 고 캠핑  브랜드 SNS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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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공식 홍보대행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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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미디어 어워드 수상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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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ersdorf 
Aquaphor_아쿠아퍼 -베이비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하고 고민되는 순간이 마법처럼 해결되는 솔루션, ‘매직포뮬러’ 
모든것이 서툴고 생소한 엄마들에게 아쿠아퍼 베이비의 영상 및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는 솔루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 시키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메인인 영상 콘텐츠 KPI 991% 달성 / 프로모션 engagement KPI 1277% 달성 

87 

Like Contents 

16,757 4,900 

follower 



Beiersdorf 
Eucerin_유세린 

 독일 더모 코스메틱 ‘유세린’의 국내 공식 온라인 대행사로 홈페이지-온라인 쇼핑몰 운영.관리 및 

      디지털 캠페인 전반에 걸쳐 기획.제작.운영을 담당. 



Beiersdorf 
Nivea_니베아 

 100년 전통의 스킨케어 브랜드 니베아의 국내 온라인 공식 대행사로 E-커머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수행  



150,000 

Web UV Blog UV 

350,000 2,000 

F.B UV 

 ‘교통안전공단’의 온라인 공식 대행사로써 ‘홈페이지, 블로그, SNS’에 대한 기획, 운영, 디자인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컨텐츠를 직접 기획.취재하여 게재. 

  “주정차 지킴이” 앱 기획, 개발, 퍼블리싱 

교통안전공단 
온라인 홍보 대행 



 

 일본정부관광국에서 운영하는 캠페인, 문화,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J-Route 사이트 내 마이크로 페이지의 2017년 캠페인 

해외여행을 즐기는 방법이 다양화되므로, 여행관련 콘텐츠 확산 및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개인과 여행지의 개성을 부각하여  

일반적인여행이 아닌  나다운 컨셉이 있는 여행을 제안 

일본정부관광국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일본을 더하다 



 삼성전자 카메라사업부의 공식 대행사로 브랜드 홍보, 신제품 론칭, E-commerce 등 

     전방위적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수행 

삼성전자 
갤럭시&스마트카메라 

11 

Years Campaigns 

4 1위 

M/S 



 ‘자전거 여행’을 테마로 하여 전국의 아름다운 자전거 코스를 각 지.자체로 부터 추천 받아 

     최종 30개 코스를 선발. 직접 기획.취재를 통해 컨텐츠화 하였으며, 이를 웹사이트로 구축. 

15,735 

Contents UV 

30 297 

UCC 

한국관광공사 
아름다운 자건거 여행길 



54 

Years Campaigns 

6  2010년 광고제작으로 업무를 시작한 이래 웹사이트 관리, 약 6년간 각종 캠페인.이벤트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였으며,  2012년 공식 페이스북 채널 구축과 함께 운영 대행 지속. 

닌텐도 코리아 
온라인 캠페인 



242,432 

View Click 

1,209,308 5,662 

Share 

 전라북도청의 온라인 공식 홍보대행사로 각종 프로모션과 광고 등을 집행 

 특히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여행 컨텐츠를 제작. 카카오 네비와 제휴를 통해 공급. 

전라북도 
온라인 홍보 대행 



Asia No. 1 

Years 

5 
P&G 

Awards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E-Commerce까지 전방위적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담당 

 국내 화장품 브랜드 최초 Digital Counseling Program 구축 

P&G 
SK-Ⅱ 



19 

Years Campaigns 

3  로레알파리의 온라인 공식 대행사로 해당 기간 내 웹사이트 리뉴얼 및 각종 브랜드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수행 / 특히 Facebook를 신규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론칭. 

LOK 
로레알파리 



40 

Sports Item Schools 

7 1,600 

Students 

 코카-콜라의 글로벌 캠페인 ‘Olympic Moves’의 국내 현지화 작업 컨설팅 및 프로그램 설계 

 대한민국 학교체육의 개선을 위하여 기존 엘리트 중심의 체육에서 벗어나 다 함께 즐기는 활동 중심의 체육 전파. 

코카-콜라 
Olympic Moves 모두의 올림픽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스노우파크 

Movie 

45 

 휘닉스  호텔앤드리오즈 온라인 공식 홍보대행사로 각종 프로모션과 광고 등을 집행 

 특히 다양한 동계 스포츠 컨텐츠를 제작. 공식 Facebook, Instagram 및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공급. 

Art work 

15 

Contents 

350 



전국 야영장 정보망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으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진행을 통해  
안전•친환경 캠핑문화 정착을 도모 

200 

Like Contents 

14,369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Beiersdorf 
Aquaphor_아쿠아퍼  

Movie 

45 

 아쿠아퍼 공식 인스타그램을 오픈하여 아쿠아퍼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들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키고자 아쿠아퍼의 톤앤매너를 유지한  인스타그램 이벤트 진행 

Contents 

350 



Movie 

45 

 일본정부관광국의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제작진행 및 SNS 운영 

 공식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본여행 소재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및 운영 

Contents 

350 

일본정부관광국 

J-Route 페이스북 운영 



150,000 

Web UV Blog UV 

350,000 2,000 

F.B UV  ‘교통안전공단’의 온라인 공식 대행사로써 블로그, 페이스북에 대한 기획, 운영, 디자인 등  

      온라인 채널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 

교통안전공단 
페이스북/ 블로그 운영 



 ‘로레알파리스의 공식대행사로 컨텐츠 기획 및 페이스북 운영, CS관리 

L’Oreal Paris 
페이스북 운영대행 



 ‘Jeep코리아의 공식대행사로 컨텐츠 기획 및 프로모션 운영. 

Jeep 
페이스북 운영 



 토요타  Prius / 86 캠페인 진행 

 게임을 이용한 캠페인으로 브랜드채널 유입 증대 

Toyota 
페이스북 캠페인 



 ‘닌텐도코리아 신규 게임소개 및 프로모션 운영. 

Nintendo 
페이스북 운영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섬진강 편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아자길) 홍보영상물 
 
섬진강 자전거 길을 이동하면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주변 ,풍경, 문화,  
레저활동  등 체험 위주의 자전거 관광 강조 
 
온라인(SNS,유튜브 등) 및 방송매체,홍보 바이럴 

한국관광공사 

https://www.youtube.com/watch?v=ONJP7Q34-oQ


UP GRADE 모니터링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한국관광공사 

대한 민국  각 테마 별 여행지 홍보영상물 
 
지역에서 지역으로 여행이 이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즐거운 테마들도 더불어 이어져   
즐거운 여행이 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온라인(SNS,유튜브 등) 및 방송매체,홍보 바이럴 

https://www.youtube.com/watch?v=5lt4O47w8yg


16/17 휘팍  익스트림 영상 

나에게 있어 
익스트림이란? 

휘닉스 스노우 파크  익스트림 홍보 영상물 
 
익스트림 동계스포츠를 즐기는   
스키어 /보더 들의 진솔한 그들만의 이야기 
 
온라인(SNS,유튜브 등) ,홍보 바이럴 

휘닉스 호텔 & 리조트 

https://www.youtube.com/watch?v=idvgACPzfjo


16/17 휘팍  바이럴  영상 

베프끼리 
휘팍가자!! 
휘닉스 스노우 파크 바이럴 영상물 
 
친구와 함께 떠나 더 즐거운 16/17 시즌 즐거운 휘팍 체험 스토리 
온라인(SNS,유튜브 등) ,홍보 바이럴 

휘닉스 호텔 & 리조트 

https://www.youtube.com/watch?v=-_cvAAP-cSg


대한민국 교통안전 

권봄이의 
드라이빙 스쿨 

교통안전공단 

교통 안전 홍보 영상물 
 
여성 카레이서 권봄이가 알려주는 
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자동차 교통안전 정보 및  
안전한 드라이빙 상식등을 영상을 통해 바이럴 
 
온라인(SNS,유튜브 등) 및 방송매체,홍보 바이럴 

https://www.youtube.com/watch?v=zLatEzAPqrc&list=PL2pyhulwErtSQOrwHrG5TIpkIJ1J3dNpx




 코카-콜라의 글로벌 캠페인 ‘Olympic Moves’의 국내 현지화 작업 컨설팅 및 프로그램 설계 

Coca-cola 
Olympic Moves 모두의 올림픽 



한국관광공사 
2014-2016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관광공사 “친환경대전” 캠페인 부스 기획 및 프로모션 3년간 운영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테마10선 – 내나라 여행박람회 

 

 관광공사 “대한민국테마10선” 전시 기획, 프로모션 운영 

 선정된 관광지 홍보와 디지털을 활용한 프로모션 진행 





Category 
Beauty 



Category 
Beauty 



Category 
Game 



Category 
Electronics / Telecom 



Category 
Electronics / Telecom 



Category 
Government office 



Category 
Korea Tourism Organization 



Category 
Automobile 



Category 
Consumer goods 



Category 
Broadcasting 



Category 
F&B 



Category 
Finance 



Category 
Fashion 



Category 
Contents 



Tel. 02 552 6160   / staff@viskit.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7길, 66  2층[ 역삼동 ,기초전력연구원 2층] 

캠페인기획 : 김현유 부장 / 02-552-6196 / 010-3204-8327 / snowport@viskit.co.kr 
컨텐츠제작 : 권용구 차장 / 02-552-6187 / 010-6364-6723 / kei@viski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