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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디홀릭>과 함께해야 할까?”

이런질문에서시작해봅니다



사람들은누구나꿈을꾸죠

그것이나의바람이거나,
특정미션을향한목표이거나,
함께만들고싶은이상이거나,

: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꿈은

앞으로나아가는원동력이되니까요



우리도그런꿈을꾸어봅니다

늘새로운것을생각하고,
만드는것이좋아.광고를시작했죠.

그렇게, 작은광고회사부터잘나가는대형광고회사를다니며,
크고작은,  수많은캠페인을경험했고,
그과정속에서꿈을가지고시작했던많은친구들이
기계처럼돌아가는환경속에서꿈을내려놓고떠나는모습을봤습니다.

“

”



그러다, 문득그런생각이들더군요...

사람생각이다다르고, 브랜드의특징과전략이다다른데,“

”왜?
많은광고회사들은비슷한전략과비슷한Creative로
공장처럼기계적으로일을하는것일까?



시장이치열해지면서, 많은광고회사들은
선택과집중보다는다수의프로젝트가필요했고,

그만큼시간내많은프로젝트를진행하기위해
깊은생각보다는문제없는생각을찾게된거죠

더이상, 광고는브랜드의본질적가치보다는
보다더자극적인것,
보다더이슈화를위한 그런툴이되었고,
코에걸면코걸이, 귀에걸면귀걸이식의
Creative를기계처럼찍어내고있더군요!

“

”



광고는
메뉴얼된단순한사무논리가아닙니다

‘Ctrl + C’
‘Ctrl + V’



광고는
바로, 그런것들이죠

‘우리만의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것’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누구나생각하고, 누구나할수있는그런광고가아닌
캠페인에꼭! 필요하고, 소비자가공감할수있는그런광고를만들자고!

그래서우리는생각합니다

“
”

프로젝트에몰입할수있고,
깊은생각으로늘차별화된해답을찾아
함께웃을수있는캠페인을만드는
그런광고회사





꿈꾸는광고쟁이들의
꿈을이루는디지털크리에이티브

“ 당신의꿈은 무엇입니까? ”



D’HOLICOrganization

당신의꿈을이루기위해
전문경력8년이상의Specialist들이함께
프로젝트에몰입하고, 또몰입합니다

CEO
(Leader)

Planning
Group

Design
Group

Management
support Group

- 광고기획/전략수립
- Media Mix, Media Planning
- 모바일 Performance 광고
-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기획
- 바이럴 마케팅 기획
- 홍보 동영상 기획

- 온/오프라인 Banner 제작
- 홍보영상 제작
- Promotion Page 제작

Project
Success



D’HOLIC Business area

PLANNING

디지털캠페인기획

온/오프라인프로모션기획

브랜드컨텐츠기획

바이럴마케팅

키워드마케팅

Tie-up마케팅(제휴)

CREATIVE

Commercial Film

바이럴영상

마이크로사이트

웹/모바일배너

브랜드컨텐츠

MEDIA

ATL&BTL 매체플래닝/바잉

웹&모바일매체플래닝/바잉

매체기획/운영/효과분석

+ Business Partnership Business Partnership Business Partnership

BTL파워

이엠넷

팻마우스

이팀즈

플랜비

애플에이젼시

돈키호테

M3프로덕션

잭코드

앤츠플래닛

엠허브

오브라운

나스미디어

메조미디어

디지털퍼스트

카울리

뉴미디어파트너즈

당신의꿈을이루기위해
A부터Z까지디홀릭에게불가능한미션은없습니다

+ +





Game Portfolio

 궁3D

 천령 업데이트

 아레스

 요괴미식가

 파이널 서바이벌

 위드 : 신의 날개

 천령

 궁정계

 미르의전설2 리부트

 삼국지S

 이터널스톰

 마이프렌즈 : Dogs

 운명의 사랑 : 궁

 드래곤삼국지

 드래곤원정대

 삼국지블러드

 파이널삼국지

 로드오브던전

 강철의 함대

 WING 전장의 날개

 오션앤엠파이어

 촉산 for Kakao

 소년삼국지

 주사위의 신

 라스트드래곤

 레이븐 with NAVER

 메이플스토리

 엘소드

 모두의마블



OOH

D’HOLIC Portfolio

궁 3D
사전예약/런칭 캠페인

CLIENT 위시인터렉티브 & 프렌드타임스

2020. 06 ~ 2020. 08

Mission : 차세대 궁중 MMORPG로의 자리매김
앞서 출시 되었던 수많은 궁중 배경의 게임 중
차세대 궁중 MMORPG로의 자리매김 및 유입 활성화.

Full 3D로 구현되는 그래픽과 탄탄한 스토리 소구
기존 궁중 게임과는 다른 Full 3D 그래픽의 화려함과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게임의 컨셉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델 이준기를 기용하여, 메인 타겟인 여성의 감성을 자극.

Result : 긍정적인 모객 진행
런칭 후 지속적인 유저 유입 및 매출 기여.

Holic Point

PERIOD

Key visual



D’HOLIC Portfolio

천령
업데이트 캠페인

CLIENT U.LU Games

2020. 06 ~ 2020. 07

Mission : 업데이트 이슈 홍보 및 사전예약 모객
업데이트를 통한 신규 유저 모객 및 기존 유저의 로열티 증대.

업데이트 이슈 및 Benefit 소구
게임성 및 업데이트 이슈를 중심으로
신규 유저 모객 및 기존 유저의 게임 유입을 도모
업데이트 후 게임 활성화 형성.

Result : 안정적인 사전예약 모객 및 게임 활성화

Holic Point

PERIOD

Key visual



Key visual

D’HOLIC Portfolio

아레스
사전예약/런칭 캠페인

CLIENT U.LU Games

2019. 07 ~ 2019. 08

Mission : 사전예약 모객 및 출시 바이럴
사전예약 이슈 및 핵심 USP 소구를 통한
런칭 전 사전 기대감 조성.

핵심 타겟 접점을 통한 USP 소구
핵심 타겟의 유입이 높은 매체를 통한
사전예약 이슈 홍보 및 핵심 USP 소구.

Holic Point

PERIOD



Commercial Film

[CF 보기]

D’HOLIC Portfolio

요괴미식가
사전예약/런칭 캠페인

CLIENT 위시인터렉티브 & 프렌드타임스

2019. 07 ~ 2019. 08

Mission : 차별화된 게임성 및 타겟 공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요괴’와 ‘요리’라는 이색적인 소재의 게임성을 부각하여,
시장 내 차별화된 포지셔닝 구축.

‘요괴’와 ‘요리’라는 이색적인 컨셉의 차별화된 게임성 소구
차별화된 게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컨셉과
‘선미’를 모델로 활용하여, 컨셉을 효과적으로 제시.

Result : 여성 타겟의 많은 관심을 통한 이슈화 및 긍정적인 모객 진행
구글플레이스토어 피처드 선정 및 지속적인 유저 유입을 통한 매출 기여.

Holic Point

PERIOD

OOH

https://youtu.be/IM9jr-3DnB0


D’HOLIC Portfolio

파이널서바이벌
사전예약/런칭 캠페인

CLIENT U.LU Games

2019. 06 ~ 2019. 07

Mission : 사전예약 모객 및 출시 바이럴
사전예약 이슈 및 핵심 USP 소구를 통한
런칭 전 사전 기대감 조성.

‘생존RPG’를 기조로 차별화된 컨셉 소구
핵심 타겟의 유입이 높은 매체를 통한
사전예약 이슈 홍보 및 차별화된 컨셉을 통해
핵심 USP 간접적 소구.

Holic Point

PERIOD

Key visual



D’HOLIC Portfolio

위드 : 신의날개
2주년 기념 캠페인

CLIENT U.LU Games

2019. 03 ~ 2019. 05

Mission : 2주년 기념 홍보
2주년을 기념하며, 유저 감사 프로모션 및
브랜드 로열티 강화를 통한 유입 증대.

업데이트 이슈와 Benefit 소구
핵심 타겟의 유입이 높은 매체를 통한
2주년 이슈 홍보 및 다양한 혜택의 프로모션 고지.

Holic Point

PERIOD

Key visual Gift



D’HOLIC Portfolio

천령
사전예약/런칭 캠페인

CLIENT U.LU Games

2019. 02 ~ 2019. 04

Mission : 사전예약 모객 및 출시 바이럴
무협 게임 시장내 새로운 무협RPG로의
안정적인 안착이 필요.

차별화된 컨셉 제시
무협의 게임성을 넘어 게임 내
판타지와 로맨스요소를 통한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강조하며,
올드한 무협게임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진행.

Result : 안정적인 사전예약 모객 및 런칭

Holic Point

PERIOD

Key visual



OOH

D’HOLIC Portfolio

궁정계
사전예약/런칭 캠페인

CLIENT 위시인터렉티브 & 프렌드타임스

2018. 12 ~ 2019. 02

Mission : 차세대 궁중 MMORPG로의 자리매김
앞서 출시 되었던 수많은 궁중 배경의 게임 중
차세대 궁중 MMORPG로의 자리매김 및 유입 활성화.

궁을 세계관으로한 드라마틱한 스토리 소구
메인 타겟인 여성의 감성을 자극 할 수 있도록
타겟을 대변하는 여성 모델 유인영을 통해 사랑과 암투 등
드라마틱한 궁의 세계관을 표현.

Result : 여성 타겟의 많은 관심을 통한 이슈화 및 긍정적인 모객 진행
런칭 후 1주일 이내 인기순위 10위 달성.
구글플레이스토어 추천 게임 등극.

Holic Point

PERIOD

Key visual



Commercial Film

D’HOLIC Portfolio

미르의전설2 리부트
사전예약/런칭 캠페인

CLIENT 게임펍

2018. 10 ~ 2019. 02

Mission : 모바일 MMORPG 시장내 성공적인 안착
1세대 MMORPG ‘미르의전설2’ IP를 활용한
사전 이슈잉 및 대작 MMORPG로의 자리매김.

IP와 MMORPG의 본질을 소구
1세대 MMORPG의 IP를 중심으로 MMORPG가 주는
게임의 본질을 소구함으로써 사전 기대감 및 대규모 유저 모객 진행.

Result : 긍정적인 사전모객 및 런칭 유입 기록
사전예약 100만 달성.
런칭 후 대규모 유저 유입 진행.

Holic Point

PERIOD

[CF 보기]

Banner

Brand Page

OOH

https://youtu.be/8iaZyKjDW8s


Commercial Film

D’HOLIC Portfolio

삼국지S
사전예약/런칭 캠페인

CLIENT U.LU Games

2018. 11 ~ 2019. 1

Mission : SLG시장 내 차별화된 포지션 형성
누구나 부담없이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는
게임성을 살려 시장 내 차별화된 포지셔닝 구축.

컨셉 차별화를 통해 포지셔닝 차별화
박성광과 임송 매니저를 모델로 활용한 각 상황별 에피소드를
스톱모션 형태의 영상 Creative를 통해 쉽고, 빠르고, 혜택 많은
차별화된 게임성을 재미있게 소구.

Result : 기존 삼국지와의 차별화된 포지션 형성

Holic Point

PERIOD
[CF 보기]

Key visual

https://youtu.be/B5Yiygg0vuE


D’HOLIC Portfolio

이터널스톰
사전예약/런칭 캠페인

CLIENT U.LU Games

2018. 10 ~ 2018. 11

Mission : MMORPG 시장내 안정적인 안착
포화된 MMORPG 시장 내 새로운 MMORPG로의
안정적인 안착이 필요.

RPG를 즐기는 요소를 직관적으로 제시
핵심 타겟에게 집중된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타겟의 유입을 도모.

Result : 안정적인 런칭 및 유저 유입 확보

Holic Point

PERIOD

Key visual



Commercial Film

D’HOLIC Portfolio

마이프렌즈 : Dogs
사전예약/런칭 캠페인

CLIENT 게임펍

2018. 08 ~ 2018. 09

Mission : SNG시장 내 차별화된 포지션 형성
강아지를 육성하는 게임의 특징을 부각하여,
시장 내 독보적인 Identity 형성.

차별화된 게임성을 기조로 핵심 타겟 공략
SNG의 메인 타겟인 여성과 애견 타겟의 관심을 극대화 하기 위해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소구.

Result : 여성 타겟의 많은 관심을 통한 이슈화 및 긍정적인 모객 진행
사전예약 50만 달성.
1차 / 2차 CBT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형성.

Holic Point

PERIOD
[CF 보기]

Brand Page

Mobile Banner

https://youtu.be/rS9y1kizcPY


Commercial Film

[CF 보기]

D’HOLIC Portfolio

운명의사랑 : 궁
사전예약/런칭 캠페인

CLIENT 위시인터렉티브

2018. 06 ~ 2018. 08

Mission : 여성 타겟 공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게임이 가지고 있는 드라마틱한 스토리와 코스튬 등
여성 유저가 선호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소구.

게임성을 기조로 판타지 로맨스를 자극
여성의 관심을 극대화 하기 위해 박형식을 모델로 활용하여,
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임성을 여성 유저들에게
판타지 로맨스 감성을 자극.

Result : 여성 타겟의 많은 관심을 통한 이슈화 및 긍정적인 모객 진행
런칭 후 양대 마켓 인기순위 2위 달성.
런칭 후 매출 순위 20위건 등극 및 유지.
안정적인 ARPU를 나타내며 매출 견인.

Holic Point

PERIOD

OOH

https://youtu.be/FuoUiwvXHAM


D’HOLIC Portfolio

드래곤삼국지
사전예약 캠페인

CLIENT 게임펍

2018. 03

Mission : 삼국지와 전략게임에 대한 차별화된 메시지 소구
삼국지 게임과 전략 게임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시키고,
드래곤이라는 이색적인 소재 전달과 함께 유입의 Barrier을 해소.

쉽고, 편한 캐주얼 요소를 강조
보다 많은 타겟이 유입 될 수 있도록 드래곤과 삼국지에 대한
이색적인 세계관과 함께 쉽고 편한 캐주얼한 요소를 강조하여,
전략에 대한 어렵고 딱딱한 이미지를 희석.

Result : 사전예약 가입자 35만명 달성

Holic Point

PERIOD

Brand Page

Mobile Banner



D’HOLIC Portfolio

드래곤원정대
사전예약 캠페인

CLIENT 게임펍

2018. 01 ~ 2018. 02

Mission : 대작 게임으로 형성된 모바일 게임 시장 내 차별화된 포지셔닝
대형 게임사의 ‘MMORPG’로 형성된 모바일 게임 시장 내
다소 가벼운 게임성으로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

기존의 하드코어 RPG와 차별된 캐주얼RPG를 소구
타겟 세그멘테이션을 통해 기존의 하드코어 RPG의 피로도가 높은 타겟에게
쉽고, 가볍게 플레이 할 수 있는 캐주얼한 T&M와 방치형의 게임성을 소구하며,
다양한 영웅을 중심으로 이색적인 컨셉의 Creative 제시.

Result : 양대 마켓 무료게임 순위 1위
런칭 후 인기 순위 1위 달성 및 매출 순위 상위권 유지.

Holic Point

PERIOD

Brand PageMobile Banner



D’HOLIC Portfolio

삼국지블러드
사전예약 캠페인

CLIENT 게임펍

2017. 12

Mission : 다양한 삼국지 게임 내 성공적인 포지셔닝 및 핵심 타겟 확보
삼국지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삼국지 게임 시장 내 후발주자로서,
성공적인 포지셔닝 및 핵심 타겟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컨셉 필요.

차별화된 컨셉을 통한 자연스러운 게임USP 전달
유저에게 타 삼국지 게임과의 차별성을 쉽게 인지 시키기 위해
게임의 USP ‘3인 영웅의 팀플레이’가 연상되는 Key Message와
Promotion 제시.

Result : ARPG시장 내 성공적인 안착
런칭 후 1개월간 인기 순위 및 매출 순위 상위권 유지.

Holic Point

PERIOD

Brand Page

Mobile Banner



D’HOLIC Portfolio

파이널삼국지
런칭 캠페인

CLIENT 게임펍

2017. 06 ~ 2017. 07

Mission : 다양한 삼국지 게임 내 성공적인 포지셔닝 및 핵심 타겟 확보
삼국지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삼국지 게임 시장 내 후발주자로서,
성공적인 포지셔닝 및 핵심 타겟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컨셉 필요.

컨셉과 운영의 차별화를 통한 핵심 타겟 확보
“끝“, “완성”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파이널삼국지”라는 브랜딩을
자연스럽게 상기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 및 운영 서비스로
유입된 유저들의 로열티를 증대.

Result : 안정적인 매출 견인 및 유저 확보
런칭 후 매출 순위 20위건 등극 및 유지.
안정적인 ARPU를 나타내며 매출 견인.

Holic Point

PERIOD

Mobile Banner



D’HOLIC Portfolio

로드오브던전
런칭 캠페인

CLIENT 투핸즈게임즈, EK게임즈

2017. 03 ~ 2017. 04

Mission : 게임 시장 내 성공적인 포지셔닝 및 메인 타겟 검증
RPG 게임 요소와 시뮬레이션 게임 요소가 결합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게임으로서, 유사 레퍼런스 부재로 인해
New 포지셔닝 전략 및 향후 마케팅 메인 타겟에 대한 검증 필요.

사전 A/B 테스트를 통한 정량적인 타겟 검증
메인 타겟 검증을 위해 기기, 연령, 관심분야 등 세부적으로 타겟을 나눠
사전 A/B테스트를 진행 후 테스트 결과에 따른 메인 타겟 검증.
더불어 타겟 별 소구 메시지 차별화를 통해 향후 브랜드 포지셔닝 및
마케팅 방향성에 대한 DB 구축.

Result : 게임 시장 내 New 포지셔닝으로 성공적인 안착
런칭 1달 후 앱스토어 무료게임 순위 15위 등극.
높은 평점(4.6)과 만족도를 나타내는 리뷰 등 유저들의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인 런칭에 기여.

Holic Point

PERIOD

Facebook AD

Facebook AD



촉산 for Kakao
업데이트 캠페인

CLIENT 라인콩코리아

2017. 01 ~ 2017. 02

Mission : 업데이트를 통한 신규 유저 확보
업데이트 이슈와 함께 신규 유저 확보.

‘무협의 신’이라는 이색적인 컨셉으로 업데이트 이슈 소구
타겟 확장을 위해 ‘음악의 신’ 이상민을 모델로
‘무협의 신’이라는 이색적인 컨셉으로 업데이트 이슈를 위트있게 소구

Result : 신규유저 확보 및 안정적인 매출 확보
브랜딩 후 지속적인 신규 유저 유입 및 매출 상승.

Holic Point

PERIOD

D’HOLIC Portfolio

Commercial Film

[CF 보기]

Viral Film

[바이럴 영상보기]

https://youtu.be/7G__AYpp55w
https://youtu.be/fPr8WygEVkc


강철의함대
브랜딩 캠페인

CLIENT 게임펍

2017. 01

Mission : 런칭 후 게임 활성화를 위한 브랜딩 전략
런칭 후 많은 유저 유입 및 게임 활성화를 위한 브랜딩 전략 필요.

패러디를 활용한 쉽고 재미있게 게임을 소구
해전 게임의 특성과 한/중/일 국가 전쟁의 컨셉을
국민 영웅 이순신의 명대사를 패러디하여, 재미있게 게임을 소구.

Result : 신규유저 확보 및 안정적인 매출 확보
브랜딩 후 지속적인 신규 유저 유입 및 매출 상승.

Holic Point

PERIOD

D’HOLIC Portfolio

Commercial Film

[CF 보기]

https://youtu.be/ObqKJxIPUBE


WING 전장의날개
사전예약/런칭 캠페인

CLIENT 펀셀123

2016. 12 ~ 2017. 02

Mission : 대한민국 모바일 RPG 시장 내 성공적인 안착
경쟁이 심화된 대한민국 모바일 RPG 시장 내 후발주자로써,
시장 내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차별화된 포지셔닝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필요.

게임 속 다양한 메카닉 날개를 다양한 컨텐츠로 소구
기존 경쟁 게임에 존재하는 날개와 다르게 다양한 메카닉 날개가
펼쳐지는 액션 및 효과를 차별화된 USP로 웹드라마, TVCF등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하여, 날개의 매력을 드라마틱하게 전달.

Result : 런칭 후 1개월 이내 매출 20위권 내 안정적인 안착 및 유지
런칭 3일만에 구글플레이 무료게임 순위 1위 등극.
런칭 초반 높은 진성 유저 모객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여.

Holic Point

PERIOD

Mobile Banner

Commercial FilmWeb Drama

OOH

D’HOLIC Portfolio

[CF 보기]

[CF 보기][웹드라마 보기]

[액션편]

[날개편]

https://youtu.be/6P1-gLiDhmw
https://youtu.be/qDr5b8vvdx0
https://youtu.be/GjBjnvwG2ZM


오션앤엠파이어
런칭 캠페인

CLIENT 조이시티

2016. 10 ~ 2017. 02

Mission : 시장 내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런칭 커뮤니케이션 전략
김태곤 사단이 개발한 대항해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쟁게임으로써,
RPG가 집중되어 있는 모바일 게임시장에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미디어 활용.

대항해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무역과 전쟁 등 차별화된 게임성 소구
개발자 김태곤의 IP를 바탕으로 웰메이드 게임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대항해시대를 바탕으로한 전략 게임으로써의 차별화된 게임성과 함께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내 틈새시장 공략.

Result : 런칭 후 1개월 이내 매출 20위권 내 안정적인 안착 및 유지
런칭 초반 차별화된 게임성 및 높은 진성 유저 모객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여.

PERIOD

Holic Point

Mobile Banner

OOH

D’HOLIC Portfolio



촉산 for Kakao
사전예약/런칭 캠페인

CLIENT 라인콩코리아

2016. 05 ~ 2016. 08

Mission : 시장 내 무협 게임이 가지는 장르적인 Barrier 극복
서양 판타지를 선호하는 RPG 시장 내에서 무협이라는 장르가 가지는
선입견 및 타깃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성공할 수 있는 전략 필요.

세계관과 Celeb을 활용해 기존의 무협이 가지는 이미지 탈피
도,검,궁 등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협의 세계관과 검을 타고 다니며,
마법을 쓰는 선협이라는 무협판타지의 세계관 특성을 아름다운 무협이라는
컨셉을 착안. 컨셉을 보다 효과적으로 소구 하기 위해 ‘옥중화’로 활동 중인
‘고수’를 Celeb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무협과 다른 이미지를 제시함과 더불어,
브랜드 웹툰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게임의 이색적인 세계관을 소비자에게
쉽고 부담 없게 전달.

Result : 양대 마켓 무료게임 순위 1위
런칭 3일만에 구글플레이 무료게임 순위 1위 등극.
런칭 후 약 4개월간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20위권 내 유지.

PERIOD

Holic Point

Mobile Banner

Commercial Film

D’HOLIC Portfolio

[CF 보기]

https://youtu.be/CHBiogRjFuk


소년삼국지
브랜딩 캠페인

CLIENT 게임펍

2016. 04

Mission : 런칭 후 게임 활성화를 위한 브랜딩 전략
런칭 후 지속적인 신규 유저 유입 및 게임 활성화를 위한 브랜딩 전략 필요.

메인 타겟인 3040남성의 공감대 자극
핵심 유저인 3040남성의 현실을 빗대어
소년삼국지의 컨셉을 연계한 커뮤니케이션 진행.

Result : 신규유저 확보 및 안정적인 매출 확보
브랜딩 후 지속적인 신규 유저 유입 및 매출 상승.

PERIOD

Holic Point

D’HOLIC Portfolio

Commercial Film

[회사편] [CF 보기]

[휴일편] [CF 보기]

https://youtu.be/IOq9_3wrn1M
https://youtu.be/BHsB0-GrHBE


주사위의신
유지 캠페인

CLIENT 조이시티

2016. 02~ 2016. 09

Mission : 런칭 후 게임 활성화를 위한 서스테이닝 전략
런칭 후 지속적인 신규 유저 유입 및 게임 활성화를 위한 서스테이닝 전략 필요.

게임성을 바탕으로 유저들에게 기존 게임과의 차별점 소구
카드를 통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게임의 특징을 살려,
경쟁 보드게임과의 차별화된 재미요소 전달.
이 밖에 다양한 업데이트 이슈 및 프로모션을 통해 지속적인 게임 활성화 도모.

Result : 안정적인 매출 확보
런칭 후 약 3개월간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40위권 유지.

PERIOD

Holic Point

Mobile Banner

Offline-Promotion

D’HOLIC Portfolio



라스트드래곤
사전예약/런칭 캠페인

CLIENT 조이시티

2015. 12~ 2016. 02

Mission : 대한민국 모바일 RPG 시장 내 성공적인 안착
액션RPG로 경쟁이 심화된 국내 모바일 RPG 시장에서 후발주자로써,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위한 전략 필요.

게임을 즐기는 본질적인 욕구를 자극
유저가 게임을 즐기는 본질적인 욕구인 재미를 소구.
재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개그맨 ‘장동민’을 모델로 활용하여,
‘재미설계사’라는 이색적인 컨셉을 제시.

Result : 사전기대감 및 재미보상 이벤트 참여율 목표 달성
사전예약 10만 달성.
런칭 시 구글플레이 스토어 인기순위 1위 달성.
재미보상 이벤트 참여율 목표 달성.

PERIOD

Holic Point

Commercial Film

Mobile Banner OOH

D’HOLIC Portfolio

[CF 보기]

https://youtu.be/FlSIao-ttgs


레이븐with NAVER
사전예약/런칭 캠페인

CLIENT 라인플러스

2015. 02 ~ 2015. 07

Mission :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내 액션RPG NO.1으로 자리매김
쉽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 게임이 활성화 되던 모바일게임 시장 내
高퀄리티의 3D 액션RPG장르가 자리잡기 위한 전략 필요.

웰메이드 게임성을 필두로 전방위적 마케팅 진행
高퀄리티의 게임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배우 ‘차승원’과
‘유인나’를 활용한 브랜딩 및 기존 게임들과의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 진행.
또한, 당시 퍼포먼스 위주의 온라인에만 집중되던 마케팅 활동에서 벗어나
TVCF 등 전방위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진행.

Result : 양대 마켓 매출 순위 1위
런칭 5일만에 구글플레이/앱스토어 매출 순위 1위 등극.
런칭 후 약 3개월간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1위 유지.

PERIOD

Holic Point

Mobile Banner Brand Page

D’HOLIC Portfolio



메이플스토리
2013년 겨울 캠페인

CLIENT 넥슨

2013. 11 ~ 2014. 02

Mission : 유저 확대를 통한 게임 활성화
10년간의 게임서비스를 통해 진행된 유저 피로도 및 경쟁 게임의 등장으로 인한
유입자 감소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 필요.

유저와의 소통을 통한 장수 브랜드로써의 브랜딩 진행
10년 동안 유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로써, 새로운 유저의 유입에 앞서
기존 유저의 복귀를 통한 게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실제 유저와의 인터뷰를 통해 쇠퇴한 브랜드의 이미지를 확인하고,
유저와 소통을 통해 브랜딩을 강화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진행.

Result : 전년 대비 매출 및 접속자 수 증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및 접속자 수 증대.
유저 소통 프로모션 참여율 100% 달성.

PERIOD

Holic Point

Offline-PromotionOnline Banner

Commercial Film

D’HOLIC Portfolio

[업데이트 발표영상 보기] [채널링 축하영상 보기] [CF 보기]

https://youtu.be/0MJ0ZNZuiio
https://youtu.be/brpEJIredg0
https://youtu.be/-WlAoOqEyIo


엘소드
2013년 여름 캠페인

CLIENT 넥슨

2013. 06 ~ 2013. 08

Mission : 대규모업데이트 이슈를 통한 게임 활성화
새로운 캐릭터와 함께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변화 될 게임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게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략 필요.

새롭게 출시되는 캐릭터를 바탕으로 브랜드 로얄티 강화
새롭게 출시되는 캐릭터를 바탕으로 이색적인 캠페인 컨셉을 부여,
출시 전후 유저 초청을 통한 전국 쇼케이스 진행.
쇼케이스를 통해 다양한 업데이트 소식 공개 및 유저 참여 프로모션 등
다채로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한 브랜딩 강화.

Result : 캠페인 기간 중 최고 동시 접속자 수치 달성
캠페인 기간 중 최고 동시 접속자 수치 달성.

PERIOD

Holic Point

Online Banner

Offline-Promotion

Commercial Film

D’HOLIC Portfolio

[CF 보기]

[쇼케이스 영상 보기]

https://youtu.be/WekyeYFO2JQ
https://youtu.be/RKBkpMeyHos


모두의마블
연간 캠페인

CLIENT 넷마블

2012. 05 ~ 2013. 03

Mission : RPG와 FPS가 선점하는 게임시장 내 성공적인 안착
RPG와 FPS 장르의 게임이 대부분이던 PC시장 내에서 보드게임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마케팅 전략 필요.

‘추억의 부루마블’을 국민게임으로 만들자
2030 타깃을 대상으로 ‘부루마블’의 향수를 자극하는 메시지와 함께, 쉽게
한판 한판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특성을 고려한 TPO형태의 메시지 소구.
또한, 유저와 소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및 제휴, PPL 등
다양한 Co-Promotion 진행.

Result : 온라인 보드게임 1위
런칭 1개월 후 보드게임 1위 달성.
런칭 4개월 후 온라인 전체 게임순위 10위 등극.

PERIOD

Holic Point

Online Banner Co-Promotion

On-Off line Promotion

D’HOLIC Portfolio



Brand Portfolio

 SkyLife

 기업은행

 ESTEE LAUDER

 매일유업

 맥키스

 스카이 베가S5

 튼튼영어

 G마켓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문화정책과

 잉글리쉬에그

 신구대학



스카이라이프
연간 캠페인

CLIENT 스카이라이프

2017. 04 ~ 2018. 03 

Mission : 브랜드 채널 유입자 증대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
국내 최초 위성TV 브랜드로써,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 따라
쇠퇴한 브랜드 가치 강화.

타겟이 원하는 맞춤형 컨텐츠를 제시하자!
기존까지 기업에서 필요한 일방향적인 컨텐츠 소비에서 벗어나
각 브랜드 채널별 특성과 유입 타겟에 맞게 타겟이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쌍방향적 컨텐츠 소구.

Result : 브랜드 채널 평균 130%이상 유입자 증가
운영 4개월 후 페이스북 및 카카오스토리 팬 수 약 140% 성장.
운영 4개월 후 블로그 방문자 수 기존 대비 120% 증가.

PERIOD

Holic Point

SNS

Viral Film

D’HOLIC Portfolio

[BJ편] [그곳이알고싶다 편]

[바이럴 영상보기] [바이럴 영상보기]

https://youtu.be/zZx2AtLXOec
https://youtu.be/-ohNNsfPpp0


IBK 기업은행
온라인 캠페인

CLIENT IBK 기업은행

2017. 04 ~ 2017. 05 

Mission : 브랜드 인지도 강화
ATL 캠페인과 함께 온라인 매체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강화.

인지도와 효율을 고려한 미디어 릴리즈! 
영상의 주목도와 시청률이 우수한 유튜브 매체를 선정.
무분별한 광고노출이 아닌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타겟팅을 통한 광고 효율 제고.

Result : 예상 대비 약 160% 효율 상승 달성
예상 CPA 대비 높은 노출 및 클릭 수를 통한
우수한 CPA 효율 기록(CPA 약 5천원 수준).

PERIOD

Holic Point

Video

D’HOLIC Portfolio

[보드편]

[드럼편]



ESTEE LAUDER
온라인 캠페인

CLIENT ELKO

2014. 08

Mission : 구매률 증대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구매률 증대.

구매전환율을 높여라!
면세점을 통한 구매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릴리즈 되는 네이버 포털을 제외하고. 리타겟팅을 통한
타겟의 구매전환율 확보.

Result : 광고 유입을 통한 구매전환율 약 40% 기록
광고를 통해 약 40% 이상 구매전환 발생.

PERIOD

Holic Point

Online / Mobile

D’HOLIC Portfolio

[Web Banner]

[Mobile Banner]

[Page]



과일야채셀러드주스
온라인 캠페인

CLIENT 매일유업

2013. 06 ~ 2013. 07

Mission : 런칭 이벤트 홍보 및 참여율 증대
신제품 출시에 따른 이벤트 퍼포먼스 증대.

타겟의 시선을 사로잡자!
제품과 연관된 키워드를 검색한 타겟에게 광고를
노출하거나 타겟의 퍼포먼스 반응이 높은 매체,
팝업광고, 매체별 상황에 따른 다양한 Creative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타겟의 관심 유도.

Result : 우수한 광고 퍼포먼스 기록
CPM 636원, CPC 98원으로 우수한 광고 효율 기록.

PERIOD

Holic Point

Online / Mobile

D’HOLIC Portfolio

DM



맥키스
온라인 캠페인

CLIENT 선양

2013. 04 ~ 2013. 05

Mission : 캠페인 이슈화
새롭게 출시된 위스키 홍보 및 이슈화.

위스키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주류광고 특성 상 미디어의 제한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매체 및 모바일을 통해 타겟의 틈새시장 공략.
나아가 이색적인 컨셉의 영상을 중심으로한 Down age
전략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Result : 캠페인 기간 내 약 90만 클릭 기록
예상노출 대비 114% 초과 달성.
868원의 우수한 CPM 퍼포먼스 기록.

PERIOD

Holic Point

Online / Mobile

D’HOLIC Portfolio



스카이베가S5
‘어랍쑈’ 홍보 캠페인

CLIENT SK

2012. 08

Mission : 캠페인 이슈화
스카이 베가S5를 소개하는 <어랍쑈>캠페인의 홍보 및 이슈화.

타겟의 퍼포먼스를 유도하는 채널을 공략 하자!
방송 시간 전 네이버 타임보드 및 다음 초기시급제 광고의 TPO전략을
통한 직접적인 반응을 요구하며, 나아가 유튜브 및 타겟의 활동이 높은
온/모바일 매체의 타겟팅 노출을 통한 핵심 타겟층을 효과적을 공략.

Result : 약 3억 이상의 방송 노출 달성
예상노출 대비 114% 초과 달성.
868원의 우수한 CPM 퍼포먼스 기록.

PERIOD

Holic Point

Online / Mobile

D’HOLIC Portfolio



튼튼영어, G마켓, 근로복지공단등
브랜드 커뮤니티 운영관리

CLIENT 튼튼영어

2011. 02 ~ 2011.10PERIOD

D’HOLIC Portfolio

CLIENT G마켓

2011. 02 ~ 2011.05PERIOD

CLIENT 근로복지공단

2010. 11 ~ 2011. 11PERIOD



튼튼영어, G마켓, 근로복지공단등
브랜드 커뮤니티 운영관리

CLIENT 서울시 문화정책과

2010. 09 ~ 2011.02PERIOD

D’HOLIC Portfolio

CLIENT 잉글리쉬에그

2010. 06 ~ 2011.05PERIOD

CLIENT 신구대학

2010. 06 ~ 2011. 02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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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30길 14, 세종앤까뮤스퀘어 1117호

㈜디홀릭

010-903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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