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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ginning of a new journey & new chapter
Digital Experience in IPGROUP

새로운 여정, 새로운 챕터

디지털 경험의 새로운 시작을
아이피그룹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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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아이피그룹은 Digital Performance Evangelist입니다.
오늘날의 디지털패러다임이 소비자의 삶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깊은 영역까지 파고 들고 있는지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콘텐츠 마케팅, 네이티브 마케팅을 비롯하여 옴니채널 마케팅 등 최근 마케팅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는 브랜드와 고객 사이의 잠재된 가치를 일깨우게 하였으며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 이상의 브랜드 경험을 제시하였고 기업과 사용자간의 밀접한 상호 소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디지털 생태계에서 기업과 조직의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니즈는 더 많은
다양성, 더 높은 전문성, 더 넓은 통합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가 디지털 안에서 융합되고 소비자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창의적인 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케팅
경험은 우리 모두의 목표이며 도전과제입니다.

아이피그룹은 전문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통합인프라라는
고객 니즈를 목표로 하여 개별 마케팅의 전문화, 통합커뮤니케이션 구축,
나아가 디지털 컨설팅 및 운영대행으로 브랜드 성공신화를 견인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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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그룹은?

변화에 따르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 가는 아이피그룹. 디지털 시대, 브랜드의 성공을 견인합니다
아이피그룹은 소비자, 판매자, 관리자 등 Front End와 Back End에서의 모든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래지향의 혁신적인 인터페이스와
끊임 없이 이어지는 Seamless Experience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디지털 경험 구축 기업입니다.
디지털 모빌리티를 추구하는 모바일 지향의 사용자 경험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성공적인 퍼포먼스를 지원함으로써 비즈니스의 성공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Innovation

Performance

혁신
미래
변화
주체

완벽
완성
책임
성과

Group
협업
완수
능률
능력

혁신을 성공으로 이끌어 내는 주체적 집단

아이피그룹(IP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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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철학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공적 마케팅은 Dot(점)의 Connection(연결성)입니다
아이피그룹은 360° 솔루션을 지향합니다. <변화 – 혁신 – 진보 - 책임 – 휴먼 - 상생 – 성공>
멈추지 않는 변화와 혁신의 순간을 함께 하며, 진보적이며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감성과 테크놀로지를 만족시키는 User Experience,
그리고 소비자, 기업이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며 성공의 자리에 함께 오르기 위한 브랜드 성공전략을 제시합니다.

360° Solutions
변화의 지속성
혁신과의 동행
진보적 스타일
무한 책임주의
감성 휴머니즘
상생과 공존성
함께하는 성공
We Build Brands with 360° Solutions
A full-service digital agency approach to grow your brand online
지속적인(Seamless) 사용자경험과 상호작용만이 마케팅을 성공으로 견인합니다.
아이피그룹의 360° 통합 솔루션을 통해 온라인, 모바일에서의 최상의 브랜드 가치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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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아이피그룹은 웹, 모바일, 소셜 등의 UX/UI를 포함한 마케팅 채널의 통합과 디자인 밸런싱을 추구합니다.
기업과 개인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과 개인의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정한
신뢰관계가 생길 수 있도록, 아이피그룹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니즈를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그리고 고객이 좋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호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연락처
매출규모
주소

주요서비스 소개

㈜ 아이피그룹

대표자

김영배

2000년 05월 01일

자본금

137,050 [단위 : 천원]

107-81-82694

법인등록번호

110111-1954844

서비스, 도소매, 부동산업

업종

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 광고대행, 이벤트

070-8730-8065

FAX

02-6261-8065

5,261,200 [2014년 매출, 단위 : 천원]

종업원수

82 명(2015년 11월 현재)

(100-849) 서울시 중구 을지로 158, 530호(삼풍빌딩)
• Website Development & Maintenance : 웹사이트 제작 및 운영
• Mobile Web/App Development & Maintenance : 모바일 서비스 제작 및 운영
• Online Promotion : 온라인 프로모션 기획 및 제작
• e-Business Consulting Service : 온라인 비즈니스 및 웹사이트 구축 컨설팅
• e-Branding Consulting Service : 온라인 브랜드 전략 및 웹 아이덴티티 구축
• Rich Internet Application Development : RIA 개발
• Offline Creative Service : 신문.잡지광고 제작 및 매체대행
• 카탈로그, 브로슈어, 단행본, 사사, 사보(뉴스레터), C.I(B.I) 등 홍보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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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아이피그룹의 조직은 Dot의 Connection을 통한 유기적 마케팅 통합체입니다.
이커머스, 브랜딩, 크리에이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바일 퍼포먼스의 완성.
모든 기업과 고객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최적화 된 아이피그룹의 조직력은 즉각성과 민첩성, 그리고 협동성과 완벽성을 추구합니다.
발빠른 기획과 운영, 위기 대처, 안정적 관리와 보고 즉시성 등, 오랜 기간의 전문적 노하우로 결성된 최강의 스페셜리스트 그룹입니다.

대표이사

Visual Communication Group

E-biz Operation Group

Operation Plan
Team 1
•
•
•
•
•

Visual Design
Team 1

Operation Plan
Team 2

E-business consulting
Research & analysis
Web Service & Contents planning
Online promotion & marketing
System management

경영 지원팀

•
•
•
•
•
•

Visual Design
Team 2

Web design/redesign
CI/BI 개발
User interface design
Online catalogue 제작
Online promotion/marketing Contents 제작
Multimedia 제작

Mobile Business Group

Multimedia Team
•
•
•
•

Flash
Motion Graphic
Action Script
Publishing

Mobile Development Team
• APP 개발(안드로이드/아이폰)
• Mobile Web 개발
• 각종 모바일 솔루션 개발
(QR 코드, 증강현실, 전자결재 등)
• 교육용 모바일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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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

아이피그룹의 휴먼리소스는 미래로 뻗어 나가는 젊고 도전적인 아이피그룹 만의 인적자원입니다.
아이피그룹의 전문인력은 각자 분야에서의 트렌드를 좇지 않고 앞서 나아가 선도하는 젊고 역동적인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예 핵심 브레인을 주축으로 하여 전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전체 인원의 80%가 20~30대의 구성원들로
언제나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미래지향의 서비스 인프라를 추구하며 최상의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등급별 인력 구성 현황 : 전체 기술인력 중 정규직 인원 - 75명(2015년 11월 현재)
전문분야
구분

합계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기타

특급 기술자

7

9.3%

4

2

0

1

7

고급 기술자

11

14.7%

4

3

3

1

11

중급 기술자

18

24.0%

7

8

3

0

18

초급 기술자

39

52.0%

12

19

6

2

39

27

32

12

4

75

합계

Publishing
Development
Application

Translation
E-Commerce
Solution

Planning
Operation
Maintenance
Research

Design
UI/UX
Architecture

전체 75명 중 80% 20대 ~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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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적

아이피그룹은 국내 유수 백화점, 면세점 등의 전자상거래 브랜드를 책임져 왔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실적 (2013년 ~ 2014년)
분류

운영부문

구축부문

프로젝트

세부내용

기간

발주사

비고

롯데면세점

운영관리

롯데인터넷면세점 서비스 운영관리

운영계획 수립,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제작, 서비스 개선

2001.01 ~ 현재

롯데백화점 홍보사이트 운영관리

운영계획 수립,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제작, 서비스 개선

2001.01 ~ 현재

롯데백화점

운영관리

롯데칠성몰 서비스 운영관리

운영계획 수립,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제작, 서비스 개선

2014.06 ~ 현재

롯데칠성음료

운영관리

롯데그룹사 사이트 운영관리

롯데그룹, 롯데재단, 롯데피트인, 롯데몰 서비스 관리

2013.01 ~ 현재

롯데닷컴

운영관리

롯데닷컴 글로벌 모바일 사이트 구축 프로젝트

모바일 서비스 기능 및 UI/UX 신규 구축

2015.05~2015.09

롯데닷컴

신규구축

현대백화점 EC서비스 구축 프로젝트

웹/모바일 서비스 기능 및 UI/UX 신규 구축

2015.04~2016.01

현대백화점

신규구축

제주항공 기내면세 예약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온라인 카타로그 및 예약시스템 신규 구축

2015.02~2015.04

롯데디에프글로벌

신규구축

부산롯데인터넷면세점 모바일 사이트 개선 프로젝트

모바일 서비스 기능 및 UI/UX 개선

2014.10~2014.12

롯데면세점

리뉴얼

엔타스면세점 웹 사이트 구축 프로젝트

엔타스면세점 홍보 사이트 신규 구축

2014.08~2014.12

엔타듀티프리

신규구축

롯데재단 웹 사이트 리뉴얼 프로젝트

서비스 기능 및 UI/UX 개선

2014.06~2014.08

롯데재단

리뉴얼

롯데인터넷면세점 모바일 사이트 개선 프로젝트

모바일 서비스 기능 및 UI/UX 개선

2014.02~2014.05

롯데면세점

리뉴얼

엠티처 교수학습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온라인 교육강의 관리 서비스 개선

2013.12~2014.02

미래앤

리뉴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셜미디어센터 구축 프로젝트

국민 민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신규 구축

2013.10~2014.02

국민건강보험

신규구축

롯데피트인 웹 사이트 구축 프로젝트

롯데피트인 홍보사이트 신규 구축

2013.08~2013.12

롯데자산관리

신규구축

롯데몰 웹 사이트 구축 프로젝트

롯데몰 홍보사이트 신규 구축

2013.08~2013.12

롯데자산관리

신규구축

보험정보 민원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정보 관리 및 열람 서비스 신규 구축

2013.06~2013.09

보험개발원

신규구축

통합교수학습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미래창조과학부 정부과제 프로젝트 신규 구축

2013.06~2013.11

비상교육

신규구축

롯데백화점 웹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

웹 접근성 개선 및 UI/UX 개선

2013.04~20130.8

롯데백화점

웹 접근성

롯데타운 웹 사이트 리뉴얼 프로젝트

웹 접근성 개선 및 UI/UX 개선

2013.03~2013.05

롯데닷컴

리뉴얼

하나생명 웹 사이트 리뉴얼 프로젝트

웹 접근성 개선 및 UI/UX 개선

2013.02~2013.06

하나생명

리뉴얼

메리츠화재 웹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

웹 접근성 개선 및 다이렉트몰 디자인 개선

2013.01~2013.05

메리츠화재

웹 접근성

롯데아이몰 차세대 구축 프로젝트

웹/모바일 서비스 기능 및 UI/UX 개선

2012.08~2013.08

롯데홈쇼핑

리뉴얼

※ 2015년 제안 참여 중 또는 구축 진행 중 프로젝트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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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대표 실적

/ 2014

/ 2011

/ 2008

/ 2005

 롯데아이몰 cs 개선 프로젝트(web, 모바일)

 롯데닷컴 모바일 '스마트픽' APP 제작

 롯데 광주 아울렛 사이트 운영

 롯데그룹 홈페이지 제작

 롯데인터넷면세점 국문, 중문 모바일 개선 프로젝트

 롯데닷컴 모바일웹 '회원가입정책' 구축

 롯데 김해 아울렛 사이트 제작

 롯데마트 사이트, 롯데닷컴 여행몰 리뉴얼

 롯데부산인터넷면세점 모바일 구축 프로젝트

 롯데백화점 모바일 웹 운영

 롯데 김해 스카이힐 사이트 제작

 한화제약 디자인 개편 연간 운영 대행

 롯데재단 사이트 구축 프로젝트

 롯데카드 VM APP 제작

 청담어학원 WYMC Jr. 사이트 제작

 롯데 일본관광객 대상 웹사이트 구축 컨설팅

 롯데타운 사이트 운영

 현대카드 NFC APP 제작

 청담어학원 사이트 리 디자인

 케이피케미칼, KKD

 롯데백화점 고객 홍보사이트 운영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 페이지 제작

 롯데인터넷면세점 쇼핑몰 운영 外 다수 제작 진행 중..

 롯데몰 이시아폴리스 페이지 제작

 롯데인터넷면세점 디자인 리뉴얼

 롯데닷컴 보험몰 웹사이트 구축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페이지 제작

 롯데멥버쉽, 롯데타운 사이트 리뉴얼

 롯데상품본부 웹사이트 리뉴얼

 T-STORE "트럼펫" APP 제작

 성진애드컴 사이트 리뉴얼

/ 2013
 메리츠화재 사이트 웹 접근성 개선
 하나HSBC생명 사이트 리뉴얼 및 웹 접근성 개선

(국제교류,글로벌프렙, GATE)

 T-STORE "베스트셀러" APP 제작
 T-STORE "시스템최적화" APP 제작
 T-STORE "체인지마우스" APP 제작

/ 2007

 T-STORE "링링" APP 제작
 "아이피그룹 회사" 모바일웹 제작

웹사이트 운영관리 대행

 롯데백화점 그린레이디(여성커뮤니티) 웹사이트 제작

/ 2004
 롯데 지바마린즈 웹사이트 구축

 롯데닷컴 루트엘 사이트 리뉴얼

 롯데백화점 환경가치경영 웹사이트 구축

 롯데닷컴 롯데타운 웹 사이트 웹 접근성 개선

 롯데수퍼 사이트 리뉴얼

 롯데시네마, 롯데삼강, 롯데상사 웹사이트

 롯데자산개발 고객 홍보사이트 신규구축

 토이저러스 사이트 신규 구축

 운영관리 대행 및 프로모션 진행

 롯데제과 빼빼로, 치토스, 드림카카오 이벤트

 롯데타운 웹사이트 리뉴얼

 jDF

 롯데백화점 환경학교(어린이커뮤니티) 웹사이트구축

 롯데백화점 고객 홍보사이트 웹 접근성 개선

 롯데닷컴 롯데타운 웹 사이트 웹 접근성 개선

/ 2010

 롯데타운 사이트 운영

오피셜 사이트 제작

 롯데백화점 고객 홍보사이트 운영

 롯데쇼핑 31주년 사이트

 롯데쇼핑 상품본부 사이트 리뉴얼

 롯데닷컴 온라인 광고 대행

 롯데인터넷면세점 쇼핑몰 운영

 롯데백화점 모바일 웹 페이지 구축

 롯데인터넷면세점 사이트 리뉴얼

 롯데백화점 라운지(커뮤니티) 웹사이트 구축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업부 신설

 롯데에비뉴엘 개점 2주년 기념 온라인

/ 2012
 롯데백화점 홍보 사이트 운영
 롯데타운 사이트 운영
 롯데면세점 홍보 사이트 운영

 롯데 아울렛 사이트 신규 구축

 롯데호텔 패키지 사이트 플래쉬 개편

 롯데 슈퍼 사이트 운영

 롯데마트 인터넷 쇼핑몰 운영 컨설팅

 롯데닷컴 모바일 웹 운영

/ 2003

 롯데코엑스 인터넷 면세점

 롯데제약 웹사이트 구축

 롯데 아울렛 리뉴얼

 롯데제과 나뚜루 웹사이트 구축

 라데나 리조트 사이트 리뉴얼

 롯데마트 홍보 사이트 운영
 롯데인터넷면세점 쇼핑몰 운영

프로모션 기획/제작

 중국 '천진점' 롯데백화점 웹 사이트 구축

/ 2009

/ 2006

/ 2002

 롯데시네마 예매시스템 리뉴얼
 에비뉴엘 브랜드 사이트 제작

 롯데월드 리뉴얼 구축 PM 수행

 롯데백화점 홍보 사이트 고도화

 롯데쇼핑 30주년 사이트

 롯데제과 치토스 브랜드 사이트 제작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월드, 롯데호텔,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리아,

 롯데 인터넷 슈퍼 쇼핑몰 고도화

 롯데 성주 스카이힐 사이트 제작

 일산 롯데백화점 생태 공원 사이트 제작

 롯데 인터넷 면세점 쇼핑몰 웹 표준화

 롯데백화점 어버이날 홍보 영상 제작

 롯데칠성 미녀석류, 사랑초 온라인 프로모션

 비오템 웹사이트 운영관리 대행

 컷코코리아 사이트 구축

 롯데백화점 프리미엄 웹진 FLARE 사이트 제작

 롯데제과 치토스, 롯데껌 등의 이벤트 제작

 롯데타운 웹사이트 운영관리 대행

 롯데 패밀리 회원제도 개선 컨설팅 및 구축

 롯데백화점 프리미엄 웹진 FLARE 사이트 운영

 롯데쇼핑 IR

 스위스 브랑제리 웹사이트 구축 PM 수행

 롯데아이몰 차세대 서비스 구축(web, 모바일)

 롯데백화점 ECO 전단 제작

 롯데마트 추석몰 구축

 롯데중앙연구소 웹사이트 구축

 부산 롯데 롯데면세점 제작

 롯데백화점 롯데타운 미니홈피 구축

 롯데유통사업본부 웹사이트 구축

 롯데환경 사이트 제작

 롯데백화점 온라인 프로모션 컨설팅

 롯데닷컴 회사 웹사이트 구축

 롯데마트-'요리레시피' 페이지 제작

 롯데시네마 영화'가을로' 온라인 홍보기획/제작

 롯데닷컴 PS2 게임몰 운영관리 대행

 롯데백화점 미아점 오픈 온라인 프로모션 컨설팅

 롯데닷컴 여행몰 운영관리 대행

 제일모직 일모스트릿 쇼핑몰 운영

사이트 제작

웹사이트 운영관리 대행 및 프로모션 진행

 롯데제과 빼빼로 프로모션 웹사이트 구축 및 프로모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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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Approach

담론

II. BUSINESS

크리에이티브

아이피그룹이 가장 잘하는 것은 Creative Brand Communication입니다.
기업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위한 창의적인 전략 수립,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UX/UI의 설계와 구축, 진화적 웹환경을 선도하는 기술력,
차세대 인공지능형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과 트렌드의 리딩, 온라인과 모바일 마케팅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를 이끌어 내는 전문성.
이 모든 것이 아이피그룹이 추구하는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의 모든 것입니다.

/ BRANDING / UX/UI

/ WEB

/ APPS

/ MARKETING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인텔리전스 UIX

인터렉티브 웹 빌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통합마케팅 플랜

브랜드 차별화를 이끄는
창의적 인사이트와 실행력

총체적 유용성과 경험에
기반한 UIX 도출

완벽한 웹을 추구하는
믹스업 & 매치업 방법론

모바일 라이프스타일의
끊기지 않는 연속성 추구

혁신적인 마케팅 툴의
분석, 전략적 성과의 실현

Brand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s to the success
of any business. It tells
customers who you are
and distinguishes you
from your competitors.
We strategically pour your
identity into the final
product in a way that
produces imaging
concepts that will
resonate with your target
audience and make you
stand out among even
the largest crowd.

The reason you go your
favorite bar isn’t because
of the low prices or
convenient location; you
go there because the
overall experience.
We take that same
approach with the apps
and websites we create.
We focus on overall
usability, ease of use,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user and product. The
result is engagement,
social interaction, and
sales.

Everywhere & Every
Device, Your Site Should
Flow Seamlessly
The perfect cocktail
should still look and taste
perfect no matter the size
of the glass you serve it in.
We feel the same way
about the sites we mix up.
From shot to pitcher,
smart phone to desk top,
your site should look and
function seamlessly.

Tap into our ability bring
your mobile app idea to
life. Lounge Lizard has
proven experience in the
world of app design, app
development and testing.
Our staff includes
seasoned Apple and
Android developers that
work closely with our
award-winning visual
designers and usability
experts.

Like Apple we think
different when it comes to
inventing strategies to
meet our clients
objectives.
From marketing a new
mobile application, to a
new social network, to
helping a small business
grow, to expanding the
market share of a well
known brand.
Our digital marketing
strategies are unique and
we always produce Result.

아이피그룹의 크리에이티브는
새로운 디지털 경험으로 향하는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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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BUSINESS

사업분야

아이피그룹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Digital Integration Marketing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생태계에서 기업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B2B, B2C, 전자상거래, 모바일, 소셜마케팅, 공익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적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피그룹은 모든 형태의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컨설팅, 설계, 구축, 운영까지의 비즈니스를 도맡아 제공합니다.

/ B2B

/ B2C

/ E-COMMERCE

B2B를 위한 맞춤 솔루션

B2C 고객중심 서비스 구축

백화점, 면세점 전자상거래 구축 운영

Products or services to
businesses large or small

Products or services to
end-user consumers

Enterprise e-Commerce to
global market

/ MOBILE

/ SOCIAL NETWORK

/ NON PROFIT

모바일 인터렉티브

빅데이터 분석 & 소셜통합마케팅(IMC)

사회적 책임 기업 홍보 마케팅

Mobile apps, mobile sites
and wearable tech.

New social network builds to
social media integration

Social responsibility to
just plain c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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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BUSINESS

방법론

아이피그룹의 경쟁력은 남다르게 바라보는 관점(Perspective)입니다.
브랜딩을 위한 STP(Segmentation-Targeting-Positioning) 전략에서부터 웨어러블 테크놀로지까지, 모든 전략, 크리에이티브, 개발기술 등의 분야에서
남다른 관점과 마인드로 독보적인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포지셔닝과 마케팅을 전개하는 방법론은 다양한 실무를 통해 내재화 된
아이피그룹만의 노하우이며 경쟁력입니다. 아이피그룹만의 차별화 된 전문성을 파트너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TRATEGY
Brand Positioning
Brand Voice
Marketing
Direct Response

글로벌 지향
전략적 사고

/ CREATIVE
Identity Design
Interactive Design
Visual Design
UX/UI Design

트렌드 선도
창조성 추구

/ TECHNOLOGY
Websites
Mobile Apps
Web Apps
Wearable Tech

사용자 관점
미래 기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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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BUSINESS

개발 전략

1. Web Development Service
Business Modeling Consulting, 운영환경 구축 및 브랜딩 전략을 통한 경쟁력 있는 웹사이트 개발
• Business Modeling 컨설팅(오프라인 기업의 온라인 진출 컨설팅 포함)
• 웹 사이트 개발 구축, 운영 서비스(Front end – Back end의 구축)
• 고객 요구, 웹 개발환경 최적화 솔루션 설계, 개발
• 관리/유지보수 적합 환경 구축
• 기업 이미지 구축 e브랜딩 서비스

Strategy Service
• E-business consulting
• Research & analysis
• Website planning
• Information structure
• Online promotion/marketing
• Project management

Creative Service
• Web design/redesign
• CI/BI 개발
• User interface design
• Online catalogue 제작
• Multimedia 제작

Technology Service
• CRM solution
• B2B/B2C solution
• CMS solution
• Back-end system
• Intranet
• 각종 component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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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BUSINESS

개발 전략

1. Web Development Service
제안 & 기획단계

개발단계

서비스시작

• Project Proposal 작성
• 클라이언트 요구사항 분석
• 시장상황 분석
• Bench marking
• 사용자 분석
• 전략 및 컨셉 설정

• Interface Design
• Web Style Guide 정의
• Navigation Design
• Creative Visual Design
• Web Application Design 및 Html Coding
• Web Application Program

• Service 오픈
• Site 이관 및 기술 이전
• Monitoring 및 분석

Planning

Design

Development

Test

설계단계

테스트단계

• Interaction System Design
• 정보 수집 및 우선순위 분석
• Information Architecture 제작
• Data Base Design

• Systems 세팅 및 동기화
• Testing & Debugging

Laun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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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BUSINESS

운영 전략

2. Maintenance Service

안정적 프로세스 및 품질관리 노하우, 리포트, 컨설팅을 통한 발전적 웹사이트의 운영
• 웹사이트 운영계획 수립
• 관리/유지보수 Team 및 시스템 조직(기획자+디자이너+프로그래머)
• 타깃 Promotion 및 E-Mail Management
• 웹 사이트 위험요소 관리/웹사이트 품질 유지
• 홈페이지 운영 방향 Guide Line 제시

Planning

Design

System

Consulting

• 연간 운영 계획 수립
• 사이트 홍보
• Information Architecture 설계
• Web Log를 통한 Traffic 분석
(월별 업무 리포트)

• Interactive Design 유지보수
• 분기별/년간 Main Page Renewal
• Event Page/E-mail 제작
• 월별 제작물 Review

• 데이터베이스 관리, 유지보수
• 웹 서버 및 메일서버 모니터링
• System Tuning, Patch, System Backup
• Solution 추가/수정

• 방문자 접속통계, 분석
• Traffic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 제시
• 사이트 중-장기 성장 전략 제안
• 시장 및 경쟁사 요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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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Approach

담론

II. BUSINESS

운영 전략

2. Maintenance Service
SM Team Build

Communication

Report

• 디지털 Marketer, 전담 기획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구성
• 사이트 운영 및 총괄적 관리
• 전담반 운영

• 고객 사와의 유기적 업무협조
체제마련 및 위기관리체제 운영

• 월 운영결과 보고
• 이벤트 결과 보고
• 업무량 측정 보고

SM Set up

Maintenance
plan

Conference

Consulting

Report

운영계획안

컨설팅 강화

• 사이트 전반 유지관리 연간 운영계획안
• 시즌, 타깃, 정기 프로모션 연간 계획안

• 프로모션 분석, 이용자 분석
• 통계분석 등을 통한
• 성장 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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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Approach

담론

II. BUSINESS

프로모션 전략

3. On-Line Promotion Service
매체전략, 제작기법 다각화, 브랜드 홍보전략, Co-marketing promotion 제안, 효과분석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

• 온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
• 온라인 프로모션 기획 및 집행
• 브랜드 Identity
• 프로모션 효과 측정 및 결과 분석 제공

Promotion Planning

Marketing Strategy

• 타깃 분석
• 프로모션 기획
• Positioning 전략, 브랜드 구축
• 브랜드 이미지 관리, 브랜드 홍보 전략
• 온라인 광고물 제작
(Ad Page, Banner, Beyond Banner, e-mail.. )

• STP 설정(Segmentation-Targeting-Positioning)
• 방문자 증대/사이트 활성화
• 타깃별, 목적별 매체전략
• 다각적 제작기법 광고 진행
• Co-Marketing 프로모션
• On-Off Line 통합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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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Approach

담론

II. BUSINESS

프로모션 전략

3. On-Line Promotion Service
프로모션 기획

마케팅 전략 수립

마케팅 결과 도출

• 최적의 브랜드 홍보 전략
• 브랜드 이미지 관리
• 프로모션 기획 수립

• STP를 통해 온라인 마케팅
• 방향에 따른 전략 수립

•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마케팅 결과 도출

Planning

Development

Marketing
Strategy

Promotion
AD

프로모션 개발

프로모션 광고 진행

• Creative Design & Programming
• Ad Page, Banner, e-mail 등..

• 적합한 매체선정
• 다양한 제작기법
• 프로모션 광고 진행

Marketing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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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Approach

담론

II. BUSINESS

통합 마케팅 전략

4. IMC(Integration Marketing Communication) Service
아이피그룹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마케팅, 소셜 채널 마스터링, 온라인 AD 밸런싱 전략, 이벤트 판매촉진,
오프라인 사물인터넷 통합 마케팅 인프라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Social

New Media

Communication

Experience

Cross

Digital

마이크로 콘텐츠 마케팅

소셜채널 밸런싱 마케팅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옴니채널 마케팅

Micro Content Marketing)

(Channel Balancing Marketing)

(Integration Marketing Communication)

Omni Channel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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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운영

[Brand 운영] 롯데백화점 홍보관(Web, Mobile,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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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운영

[Brand 운영] 롯데백화점 브랜드(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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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운영

[Brand 운영] 롯데백화점 애비뉴엘(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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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운영

[Brand 운영] 롯데백화점 상품본부(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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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운영

[Brand 운영] 롯데백화점 IR(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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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운영

[Brand 운영] 롯데그룹 (Web)

30

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운영

[Brand 운영] 롯데 타운(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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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운영

[Brand 운영] 하나생명(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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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운영

[e-Commerce 운영] 롯데면세점 국, 영, 중, 일(Web,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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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운영

[e-Commerce 리뉴얼/운영] 롯데칠성몰(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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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구축

[e-Commerce 구축] 롯데슈퍼(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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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구축

[e-Commerce 구축] 제주항공 기내면세 예약시스템 구축 프로젝트(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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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구축

[Brand 구축] 엔타스 면세점 웹 사이트 구축 프로젝트(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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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구축

[Brand 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셜미디어센터 구축 프로젝트(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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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구축

[Brand 구축] 엠티처 교수학습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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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구축

[웹 접근성 구축/개선] 메리츠화재/ 하나HSBC생명(Web)
[메리츠화재] 메인 사이트 웹 접근성 개선

[하나HSBC생명] 메인 사이트 리뉴얼 및 웹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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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구축

[웹 접근성 구축/개선] 롯데백화점 / 롯데타운 (Web)
[롯데백화점] 고객 홍보사이트 웹 접근성 개선

[롯데닷컴] 롯데타운 웹 사이트 웹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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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구축

[웹 표준화] 롯데인터넷 면세점(Web)
롯데인터넷면세점(2012년 1월 ~ 5월)

롯데부산인터넷면세점(2012년 6월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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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구축

[차세대 서비스 구축] 롯데홈쇼핑(Web/Mobile)
[롯데홈쇼핑] 롯데아이몰 차세대 서비스 구축(web)

[롯데홈쇼핑] 롯데아이몰 차세대 서비스 구축(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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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구축

[Brand 구축] 롯데백화점 지점(Web)
롯데백화점 하노이점

롯데 아울렛 청주점 - 웹

롯데백화점 자카르타점

롯데 아울렛 청주점 -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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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구축

[Brand 리뉴얼] 롯데아울렛/라데나 리조트(Web)
[롯데 아울렛] 사이트 리뉴얼

[라데나 리조트] 사이트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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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구축/운영

[Brand 구축/운영] 롯데몰 김포공항점/수원점(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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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구축/운영

[Brand 구축/운영] 롯데피트인(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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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구축/운영

[Brand 구축/운영] 롯데재단 개선(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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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모바일

[Mobile e-Commerce 구축/개선] 롯데인터넷면세점(Mobile)
[롯데인터넷면세점] 국문/중문 모바일 개선

주요 업무
 롯데인터넷면세점 국문/중문 모바일(web/app) 개선
 국문_이벤트/기획전/사은행사 기획, 제작, 운영
 국문_고객사 운영제안 – 개선 및 프로모션 부문
 국문_주요 실적(고객유입) 분석 및 보고

[롯데부산인터넷면세점] 모바일 신규 구축

주요 업무
 롯데부산인터넷면세점 모바일(web/app) 신규 구축
 이벤트/기획전/사은행사 기획, 제작, 운영
 고객사 운영제안 – 개선 및 프로모션 부문
 주요 실적(고객유입) 분석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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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모바일

[Mobile App 제작/운영] 롯데닷컴/롯데백화점/티스토어(Mobile)
[롯데닷컴] '스마트픽' APP 제작

[롯데백화점] 모바일 웹 운영

[T-STORE] APP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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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ases

실적

III. PORTFOLIO

모바일

[Mobile] 주요모바일 실적(Mobile)

◆ 롯데백화점 – 창립 32주년

◆ 롯데백화점 – 가을 정기세일

◆ 롯데상품권

◆ 롯데 웨딩센터

◆ 롯데몰 – 이시아폴리스 오픈

◆ love to love

◆ 오르세 미술관전

◆ 황사패션

◆ 가구박람회

◆ 안심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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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s

실적

III. PORTFOLIO

수상내역

[수상 실적] 앱어워드
App Award Korea 2011

[조선일보]

* 스마트픽 (롯데닷컴)
롯데닷컴 ‘스마트픽’은
2011년 앱 어워드 코리아
유통 및 전자상거래 분야
(쇼핑몰 부분)
주최 ㅣ 스마트앱 어워드 2011

관련 기사 자료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07/20111207015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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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s

실적

III. PORTFOLIO

수상내역

[수상 실적] 웹어워드
Web Award Korea 2009
* 롯데백화점 30주년 기념관

Web Award Korea 2008
* 롯데멤버스

Web Award Korea 2008
* 롯데타운

2009년 웹 어워드 코리아
“사이버전시관” 부문 - 최우수상 수상

2008 웹 어워드 코리아
“지원/서비스“ 부문 - 최우수상 수상

2008 웹 어워드 코리아
“지원/서비스“ 부문 - 우수상 수상

롯데백화점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한눈에 보는 30년이라는 테마로 페이지 제작.

롯데계열사의 통합 포인트 적립 카드의
내용을 담은 사이트.

롯데계열사의 통합 마케팅 홍보 채널
사이트로 보다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페이지.

전반적으로 ‘박물관’ 컨셉을 토대로
독특한 구성에 획기적인 기획을 선보임.

롯데멤버스의 고객을 위해 ‘이벤트’, ‘쿠폰’,
‘포인트 적립’, ‘웹진’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하여 최대한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제작함.

소비자 생활 중심적인 접근 방식으로
고객의 혜택과 서비스가 주로 구성되어짐.

주최 ㅣ 웹 어워드 코리아

주최 ㅣ 웹 어워드 코리아
주최 ㅣ 웹 어워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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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Seamless

Interaction

Linable

Consistent

Seamless Digital Experience & Interaction

360° Solutions
멈추지 않는 사용자경험과 상호작용의 설계

아이피그룹 디지털 경험의 새로운 시작
주식회사 아이피그룹
기획실 프로젝트팀
TEL. 070-8730-8065
FAX. 02-6261-8065
EM. master@ipgroup.co.kr
Add. 서울시 중구 을지로 158, 530호(삼풍빌딩)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