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27  
JOINSM 
COMPANY PROFILE 
2018 

 - JOINSM DIGITAL MARKETING 
- VIWID V.PRODUCTION 
- THIRD-PARTY WEB&DESIGN AGENCY 
- ANIKIT ANIMATION PRODUCTION 

Experience 



1                    2                    3                    4                    5                  
 

JOINSM 

HISTORY 

VIWID/ANIKT  

PRODUCTION 

WEB&DESIGN 

AGENCY 

DIGITAL  

MARKETING 

PORTFOLIO 

352/77 401 787 +1427 10&50 

CONTENTS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1 

JOINSM 
COMPANY HISTORY 

10 
Years Old  

조인스엠 창립(논현동) 
병원 개원 및 컨설팅/마케팅 전반 진행 

Foundation of joinsm 

Stand up 

Make new 

조인스엠 법인 설립 
하우스 디자인 에이전시 구축 
알마 社와 협력, 소프라노 레이저(소프라노제모)/뷰레인 레이
저(트리플점빼기) 브랜딩 및 마케팅 진행 

엑센트뷰티 (알마아시아) 
보톡스 (엘러건-고톡스) 
마케팅 및 제품 브랜딩 진행. 
아미팜/원익/한화 드림파마 등 제품 브랜딩 및 마케팅 진행 다수 
로컬 병의원 정기거래처 전국 50곳 돌파 
 

PRP (리젠-피주사) 
러블리IPL (alma asia) 

소프라노제모 (alma asia) 
뷰레인레이저 (alma asia) 

제품 런칭, 마케팅 및 브랜딩 진행. 

J O I N S M  
H I S T O R Y 

J O I N S M  1 0  y e a r s  e x p e r i e n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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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SM 
COMPANY HISTORY 

10 
Years Old  

The value of creative 

젤틱 (원익) 
프락셀 듀얼 (원익) 
마이아블록 (한화드림파마-땀주사) 
마케팅 및 제품 브랜딩 진행. 

사샤후안 (바디, 헤어클렌저) 
네오울트라 (시너론) 
인티마 (포토나) 
콰트로빔 (콴타시스템) 
마케팅 및 제품 브랜딩 진행. 

성수동으로 확장 이전 
엘란쎄 (JW중외제약) 
큐오필 (JW중외제약) 
쿨브릿지트리오 (제조사-트리오핌플) 
마케팅 및 제품 브랜딩 진행. 
사내 벤처 영상&애니메이션 사업부 설립(VIWID/ ANIKIT) 
 

PPC (아미팜-엑센트PPC) 
더마스템프 (MTS-모공스탬프) 

마케팅 및 제품 브랜딩 진행.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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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SM 
COMPANY HISTORY 

10 
Years Old  

challenge the new business 

항산화주사 (백옥주사) 
버블레이저 (코어텍) 
브리예 필링기 (셀프가정용) 
알피우스900 (알피니언-하이푸) 
마케팅 및 제품 브랜딩 진행. 
 
필라(FILA)  캐릭터 계약수주 
신한은행 애니메이션 계약 수주 

기업 CI(Identity 변경) 
법인 설립 10주년 

로컬 병의원 정기거래처 전국 100여 곳 

뱅퀴시 (BTL) 
에너젯 (네오웨이브) 

아포렉스 (청우메디칼) 
실리프팅 (TR라인, V리프팅) 

엑실리스엘리트 (코어텍홀딩스) 
마유테라피 (닥터크롬셀) 

스마트X지방이식 (동구바이오제약) 
히알라인필러 (LG생명과학) 
마케팅 및 제품 브랜딩 진행. 

 

More And more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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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SM 
OVERVIEW 

10년의 경험과 지식을 가치로 바꿔내는 사람들 
 
창립일            2006년 4월 
법인설립일    2008년 4월 
대표이사        홍준석 
직원수            내근직 50명/비상근 30명 
사업부구성    디지털마케팅 사업부/디자인 사업부/영상제작부/애니메이션부/기획부/경영지원부 
회사위치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08-4 서울숲 코오롱 디지털타워 1차 2005-7호 
연락처            02-511-0885 

 

CEO 

 
DIGITAL MARKETING 

- IMC 
- PROMOTION 
- BRANDING 
- CAMPAIGN 
- ANALISYS 

VIWID 
- VIDEO 
- IMAGE 

THIRD-PARTY 
- WEB AGENCY 

- DESIGN 

ANI-KIT 
- ANI 

- TOON 
WEB PLANNING 

+50 
People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Experience the experience 
경험을 경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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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SM 
VIWID V.PRODUCTION 

영상 크리에이티브 
 
영상광고는 대중에게 브랜드의 편익과 가치, 이상적 이미지를 제시하는 적합한 수단입니다. 
대중 정서를 잘 이해하고 겨냥한 광고는 소비자 마음의 빗장을 풀어내고 지갑을 열게 합니다. 

+102 
Video create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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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엘리시아(Aletheia) 

2018 
‘홈 에스테틱’을 표방하는 브랜드 엘리시아는 버블홈과 아이크림 등 상호 보완적 성격의 라인업으로 포진, 톤앤매너는 일관화 시키고  
제품마다의 효과와 Step by step에 집중하여 브랜드 자체가 하나의 완전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기획, 연출. 

JOINSM 
VIWID V.PRODUCTION 

+102 
Video create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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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 

레이저 옵텍 헬리오스 디지털 모션그래픽 제작 

2018 
의료기기 전문업체 ‘레이저옵텍’의  핵심 기술 시각화 프로젝트. 논문으로 존재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들을 명료하게 시각화. 
제품의 실사촬영과 모션그래픽 디자인을 합성하여 직관적인 방법으로 연출. 

JOINSM 
VIWID V.PRODUCTION 

+102 
Video create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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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3 

도로오토모티브 브랜드 바이럴 필름 제작 

2017 
수퍼카 직수입 기업 ‘도로오토모티브’의 인지도 제고와 브랜드 메시지 전달. 디자인, 퍼포먼스, 사후관리 등 수퍼카를 구매하는  
가치관 공감과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 시킨다는 메시지 제고. 핸드헬드와 매치무브 VFX기술이 접목된 프로젝트. 

JOINSM 
VIWID V.PRODUCTION 

+102 
Video create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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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4 

클레이나라 TV CM 

2017 
종이나라의 클레이 완구 제품 클레이나라 TV 광고 ‘디즈니썸썸’,’아기상어’ 2편 제작.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색감과 질감을 전달하고 다양한 how to play를 제시하여 제품의 확장성 자체에도 USP를 부여. 

JOINSM 
VIWID V.PRODUCTION 

+102 
Video create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JOINSM 
ANIKIT A.PRODUCTION  

캐릭터/애니메이션 크리에이티브 
 
기업/브랜드/컨셉의 특성을 살린 캐릭터와 일러스트, 크리에이티브 애니매이션 제작 
트렌디한 톤앤매너, 레이아웃, 드로잉, 모션, 컬러, 연출, 스토리텔링으로 높은 퀄리티와 메시지를 전달 

+77 
Animation create  

10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CASE1 

신한금융그룹 Smart Project 2020 애니메이션 제작 

2018~ 
신한금융그룹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제시하여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금융사로서의 도약과 비전을 제시 
일러스트레이션의 톤앤매너를 기반으로 신한의 컬러를 조합하고 배경의 오브젝트들을 통해 금융서비스들을 배치하여 연출  

JOINSM 
ANIKIT A.PRODUCTION  

+77 
Animation create  

11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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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 

한국공항공사 서비스 매뉴얼 애니메이션 제작 

2018~ 
한국공항공사의 카테고리별 서비스 매뉴얼 애니메이션 제작 
10가지 핵심 서비스를 공항공사의 대표 캐릭터 ‘포티’를 멘토로 구성하여 응대 상황별로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출  

JOINSM 
ANIKIT A.PRODUCTION  

+77 
Animation create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CASE3 

KTV 브랜드ID 애니메이션 제작 

2018~ 
KTV 국민방송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ID(로고송) 애니메이션 제작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레이아웃 & 캐릭터 단순화, 정책과 삶의 밀접성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장면 구성으로 희망적 메시지를 어필 

JOINSM 
ANIKIT A.PRODUCTION  

+77 
Animation create  

13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THIRD-PARTY  
WEB&DESIGN AGENCY 

웹표준 사이트 구축 및 디자인에 관한 모든것 
 
기업/브랜드/컨셉의 특성을 살리며, 산업 카테고리별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한 웹사이트 제작/개발 및 유지보수관리  
패키지 및 부스 등 오프라인/인쇄 디자인도 가능 

+401 
Website production 

14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THIRD-PARTY  
WEB&DESIGN AGENCY 

+401 
Website production 

CASE1 

국립현대미술관 

2018~ 
국립현대미술관의 아이덴티티를 살린 메인 디자인과 UI/UX 구성 기획. 

15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THIRD-PARTY  
WEB&DESIGN AGENCY 

+401 
Website production 

CASE2 

타토아의원 네트워크 

2017~ 
타토아의원 네트워크 홈페이지 제작. 
네트워크의 장점을 살린 디자인 기획과 웹/모바일 최적화 홈페이지 개발 

16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THIRD-PARTY  
WEB&DESIGN AGENCY 

+401 
Website production 

CASE3 

차메디텍패키지 디자인 

2018~ 
차메디텍 제품인 참린필러 시리즈 패키지 디자인 

17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JOINSM 
DIGITAL MARKETING 

+787 
Brand Marketing 

모바일 플랫폼 중심의 마케팅 진행 
 
모바일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한 모바일 중심의 컨텐츠 제작과 광고 매체를 선별한 마케팅 플래닝 제공. 

18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JOINSM 
DIGITAL MARKETING 

+787 
Brand Marketing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 
지식인/카페/블로그 중심의 바이럴 마케팅 진행 
네이버/다음 카카오 키워드 광고 진행 대행. 
각 포털 사이트 및 커뮤니티, 언론사 베너 광고 대행.  

검색광고 
네이버/다음 카카오 
포털 사이트  

키워드 검색 광고 대행  

베너광고 
네이버/다음 카카오 
포털 사이트 베너 대행  
기타 커뮤니티 사이트 
및 언론사 매체 베너 광

고 진행  

바이럴 마케팅 
지식인/카페/블로그 
포털 사이트  
검색 노출 광고  

모바일 중심 광고 노출 
모바일 기기의 개인성과 
휴대성을 바탕으로 타겟
의 성향에 맞는 마케팅 

진행 

19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JOINSM 
DIGITAL MARKETING 

+787 
Brand Marketing 

SNS 마케팅/APP 제휴 마케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SNS 컨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진행 
굿닥, 미인하이, 바비톡 등 APP과 카페, 커뮤니티 제휴 마케팅 진행. 
인플루언서 섭외 및 관리 대행. 

SNS 관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관리, 운영. 

CPC 광고 진행.  

컨텐츠 제작 
각 SNS 매체 특성에 맞
는 영상 및 이미지 컨텐

츠 제작.  

제휴 마케팅 
굿닥, 미안하이, 바비톡 
등의 APP 및 커뮤니티 
카페, 사이트 제휴 마케

팅 진행  

인플루언서 섭외 
각 카테고리에 영향력을 
가진 인스타그래머, 블로
거, 유투버 섭외 대행 및 

관리. 

20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JOINSM 
DIGITAL MARKETING 

+787 
Brand Marketing 

시장조사 및 애널리틱스/빅데이터 분석 
로그분석을 활용한 보고서 제공. 
구글 애널리틱스/에이스카운터/네이버 애널리틱스 등을 통한 마케팅 집행 분석. 
진행 중인 마케팅의 장단점과 문제를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파악해 보다 높은 퀄리티의 피드백 제공. 

21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JOINSM 
DIGITAL MARKETING 

+787 
Brand Marketing 

오프라인 광고 대행 
버스 내 외부, 택시, 지하철 등의 교통 광고 대행 
아파트,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버스 내부, 미용실 영상 광고. 
신문사, 잡지 등의 언론사 기사 작성 및 광고물 제작, 송출. 

버스 내/외부 광고 지하철 내/외부 광고 옥외광고 신문/잡지 광고 대형마트광고 

23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JOINSM Client 
제약/병의원 

24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JOINSM Client 
Brand/기업 

25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10+50+102+77+401+787 



#1427 
10년의 시간. 
102개의 영상 컨텐츠 제작. 
77개의 애니메이션 크리에이티브.  
401개의 웹사이트 구축,  
787 케이스의 마케팅 진행 경험과 노하우.  
그 모든 것이 합쳐진 1427이라는 숫자의 의미. 

 
Experience the experience 
무수한 도전과 충분한 시행착오를 경험한 회사. 
그리고 그 경험을 가치로 만들어낸 기업 
 
조인스엠은 허구나 상상이 아닌 현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웹디자인, 컨텐츠 제작, 통합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ERVICE 
01 

SERVICE 
02 

SERVICE 
03 

SERVICE 
04 

SERVICE 
05 

SERVICE 
06 

EXPERT 
경험을 바탕으로한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전문가 집단 

MOBILE 
모바일 플랫폼을 중심으로한 
컨텐츠 제작, 마케팅 서비스 제공 

CREATIVE CONTENTS 
애니메이션, 영상 등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기획/제작 

WEBSITE 
표준 웹사이트 구축 
자체 에이젼시 인프라로 
즉작적인 피드백 가능. 

MARKET ANALYSIS 
시장 환경 및 경쟁사 분석 
컨설팅 서비스 제공  

GA ANALISYS 
애널리틱스 분석을 통한 
정확한 온라인 마케팅 진행 

26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suggest a new theory. JOINSM Experience will create the WINNER 
Sell value, not pr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