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노삼성

Renault Samsung



Promotion Page

Date 2017.11 ~ 2017.12

Role Web,mobile page,
Banner, online marketing

Overview

Result

Renault Samsung - e-Showroom 

Launching 

11월 국내 최초 전 차종 온라인 구매 시스템인 르노삼

성자동차 e-SHOWROOM 오픈을 알리고 견적 저장

경험 유도

국내 최초 전 차종 온라인 구매 시스템

르노삼성자동차의 E-SHOWROOM 오픈 기념 이벤트 진행. 

2달 간 견적저장 & 구매청약 한 참여자 대상으로

SM6 1대 및 아이폰 X 6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600개

증정하여 견적 저장 경험 유도.

Client



Promotion BannerRenault Samsung - e-showroom 

launching 



Promotion Page

Date 2017.9

Role Web,mobile page,
Banner, online marketing

Overview

Result

Renault Samsung - 5 STAR Road Trip

르노삼성자동차 9월 전국시승행사 참여 유도

르노삼성자동차 9월 전국시승행사 참여 유도를 위해

시승신청/구매상담신청 참여자에게 ‘5 STAR’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5성급 호텔 숙박권 경품 제공하여

전국시승행사 참여, 르노삼성자동차 시승 유도.

Client



Promotion BannerRenault Samsung - 5 STAR Road Trip



Homepage

Date 2017.09

Role Web,mobile page,
Banner, online marketing

Overview

Result

Renault Samsung - Homepage 

Renewal

전 차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웹사이트를 고객중심의 UI/UX로 개선

2017 웹어워드코리아 자동차분야 최우수상

차량에 대한 정보를 비쥬얼적으로잘 보이도록

3D VR컨텐츠를 사용하였으며,

고객이 실시간으로 차량의 옵션의 가격정보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 욕구를 자극.

또한 프로모션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고객의 접근성을 높여 제작.

Client



Brand emoticon / Promotion Banner 

Date 2017.12~2018.01

Role Brand emoticon
Banner, online marketing

Overview

Result

Renault Samsung – REMO Brand 

emoticon

2017년 12월 부터 18년까지 2만회 이상의

배포 및 다운로드 달성.

주기적으로 르모 캐릭터를 업데이트하여 배포 예정.

Client

E쇼룸 오픈과 맞추어 르노삼성의 고유 캐릭터인

‘르모’ 캐릭터를 제작하여카카오 이모티콘으로 배포



폭스바겐

Volkswagen



Brand Campaign

Date 2017

Role Web,mobile page,
Banner, online marketing

Overview

Result

Volkswagen Signature e-

Card

2017 웹어워드 코리아 광고/프로모션부분 통합대상

Client

“Timeless Design”을 바탕으로 과거를 대표하는 올

드비틀과 현재를 대표하는 골프 그리고 미래를 대표하

는 I.D를 기본 디자인으로 하여 타이포 아티스트 박지

후 작가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총 21종의

Signature e-Card를 제작



Brand Campaign

Date 2016

Role Web,mobile page,
online marketing

Overview

Result

Volkswagen Big Fan

2016 웹어워드 코리아 기업프로모션분야 최우수상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참여자 8,000건 달성

Client

폭스바겐 차량 판매 중지기간, 폭스바겐 Owner대상, 

독일 아우토슈타트 투어 캠페인 진행하여 고객 로열티

증대

아울러 관련 콘텐츠(영상, 페이스북 콘텐츠 등) 제작∙

배포하여 브랜드 인지도 제고

▲ Click to play

[독일 아우토슈타트 영상]

https://youtu.be/dQMbiMlKMBc

https://youtu.be/dQMbiMlKMBc


Microsite

Date 2015

Role Web,mobile page,
online marketing

Overview

Result

Volkswagen Polo

2015 웹어워드 코리아 자동차분야 대상

1개월 동안 소셜미디어와 연동하여 참여하는 이벤트의 참여자

들이 약 1,000건 정도의 컨텐츠를 유저들이 직접 업로드

약 20만명 페이지 유입

Client

2030을 타겟으로 페이스리프트 된 폴로의

성공적인 런칭 및 이슈화

폴로의 펀투드라이브를 2030이 관심있어하는 핫플레

이스와 엮어 폴로만의 테이스티로드를 완성시키는 마

이크로사이트를 제작



Microsite

Date 2015

Role Web page, Tablet PC

Overview

Result

Volkswagen Digital 

Showroom

-

Client

Full 3D 모델링을 활용한 디지털 쇼룸을 제작

차량 스펙과 구매관련 정보의 이용성을 높인 UI구성으

로 구매의사 촉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고객 및 관리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로 시승신청 고객의

통합관리, 견적플랫폼의 틀을 마련



Full 3D 360 VR Video

Date 2015

Role Full 3D 360 VR Video

Overview

Result

Volkswagen Golf R VR 

Driving

짧은 기간 1만개 이상의 참여자가 발생

영상 조회수 Total 130만뷰 달성

Client

국내 최초로 Full 3D 360 VR 영상 제작

SNS를 통해 런칭 모델명 맞추기 티징 이벤트와

골프R의 제로백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

[Volkswagen Golf R VR Driving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Cac0EUvFsF0

https://www.youtube.com/watch?v=Cac0EUvFsF0


Official Web page

Date 2017

Role Web, mobile page

Overview

Result

Volkswagen Homepage renewal

-

Client

폭스바겐 독일 본사 CMS 교육 이수 후, 독자적으로 홈페

이지 리뉴얼 진행

SEO 설정, 차량 하이라이트 등 차종 정보를 확인 할 수 있

는 디지털 쇼룸으로 랜딩하는 등 국내 환경에 맞게 개선



동아오츠카 오라떼

Donga-Otsuka Olatte



Date 2016.07 ~ 10

코인노래방과의 제휴를 통해 2016 세일즈 캠페인 진행

매장 내 오라떼 입점 및 이벤트 운영, 오라떼 듀엣가요제 개최

SNS 컨텐츠 및 인플루언서 활용을 통한 온라인 바이럴 확산

확산 학교 내 자판기 POP물 설치, 브랜드 관심/구매유도

Role on/offline marketing

Overview

브랜드 신규 경로 입점

이벤트 기간 총 5,571개 판매

컨텐츠 총 누적 6만뷰 이상 노출

Result

동아오츠카 오라떼 세일즈 캠페인

Client

Sales Campaign



동아오츠카 오라떼 세일즈 캠페인 Sales Campaign Y-banner & Poster & Pop



소셜미디어

Social Network Services



삼성카드

Samsungcard



Date

삼성카드 공식 운영채널을 통해 브랜딩 및

세일즈 유도 목표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포

스트 기획 및 운영관리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유용한 정보,

유저 친화적, 모바일 최적화된 톤앤매너로 운영

Role

Overview

운영대행 후 약 1년만 100만 팬 돌파(FB 기준) 

목표 KPI 초과달성(전년 比 약 30%, fan/TAT) 

Result

Samsungcard SNS 연간운영

Client

SNS  Management

2016.09 ~ 2018.2 

SNS  management,
Digital Film(Bumper Ad)

페이스북 : [ 바로가기 ]

인스타그램 : [ 바로가기 ]

블로그 : [ 바로가기 ]

포스트 : [ 바로가기 ]

URL

https://www.facebook.com/withSamsungCard
https://www.instagram.com/withsamsungcard
http://blog.samsungcard.com/
http://post.naver.com/withscard


Samsungcard SNS 연간운영 SNS  Contents



Samsungcard SNS 연간운영 SNS  Contents



제임슨

Jameson



Client

Date 2016.06~2017.09

-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아이리시 위스키 ‘제임슨’

2017년 연간 SNS 채널 운영 진행

- 다양한 시즌성 컨텐츠 및 정보 컨텐츠를 통해

아이리시 위스키 제임슨 인지도 제고

Role Facebook / Instagram

Overview

Result

페르노리카 코리아 제임슨 SNS 운영 SNS Management

- Facebook Fan Total  24,052 명 (+9,490)

- Instagram FollowerTotal 1,233명 (+463)

페이스북 : [ 바로가기 ]

인스타그램 : [ 바로가기 ]

URL

https://www.facebook.com/jameson.korea/
https://www.facebook.com/withSamsungCard
https://www.instagram.com/jameson_korea/


페르노리카 코리아 제임슨 SNS 운영 SNS Contents



한화생명

hanwhalife



온라인 광고

Date 2017.01 ~ 현재

미션, 최대한의 세일즈를 이끌어 내라.

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개별적인 매체 선정

하였으며, 상품 USP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배너 크리에이티브를 운영.

Role Web,mobile page,
Banner, online marketing

Overview

2016년 대비 전체 설계 76% 증가, 가입 49% 

증가, CPA 45% 절감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기존 대비하여 1.5배 이상의 효율화를 통해

지속적인 광고를 운영 중.

Result

hanwhalife

Client



온라인 광고

Date 2017.01 ~ 현재

Role Web,mobile page,
Banner, online marketing

Overview

Result

hanwhalife

미션, 최대한의 세일즈를 이끌어 내라.

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개별적인 매체 선정

하였으며, 상품 USP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배너 크리에이티브를 운영.

2016년 대비 전체 설계 76% 증가, 가입 49% 

증가, CPA 45% 절감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기존 대비하여 1.5배 이상의 효율화를 통해

지속적인 광고를 운영 중.

Client



케이뱅크

K-bank



온라인 광고

Date 2017.01 ~ 2017.12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선두주자로서 포지셔닝 및 차별화를 위해 세밀한

타겟 선정을 통한 온라인 광고를 집행.

관심 타겟 접점 확보 및 앱 다운로드 & 

상품 가입 전환 유도까지 최적화 진행

Role Web,mobile page,
Banner, online marketing

Overview

런칭 당일 실시간검색 1위, 앱마켓 종합 1위를

달성 하였으며, 실제 세일즈 전환으로 이어져

출범 70일만에 여수신 1조원 돌파, 100일만에

가입자 40만 돌파의 성과를 기록. 

Result

K-bank

Client



Promotion Page

Date 2017.01 ~ 2017.12

Role Web,mobile page,
Banner, online marketing

Overview

Result

K-bank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선두주자로서 포지셔닝 및 차별화를 위해 세밀한

타겟 선정을 통한 온라인 광고를 집행.

관심 타겟 접점 확보 및 앱 다운로드 & 

상품 가입 전환 유도까지 최적화 진행

런칭 당일 실시간검색 1위, 앱마켓 종합 1위를

달성 하였으며, 실제 세일즈 전환으로 이어져

출범 70일만에 여수신 1조원 돌파, 100일만에

가입자 40만 돌파의 성과를 기록. 

Client



Promotion BannerK-bank



삼성카드

Samsungcard



Date ~ 2017.12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의 성공적인 런칭과 지속

성장을 목표로 캠페인 기획. 아직 국내에서 생소한

다이렉트 오토의 개념을 알리고, 전무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마케팅 진행

Role Web,mobile page,
Banner, online marketing

Overview

런칭 후 약 1년만에 누적 UV 500만을 돌파, 

다이렉트 오토 분야의 선두로서 영역을 확장.

Result

Samsungcard direct auto 연간캠페인

Client

Promotion Page



Samsungcard direct auto 연간캠페인Promotion Banner



인터파크투어

interparktour



INTERPARK TOUR 제 2회 여행박람회

Date 2016.05

인터파크투어에서 두 번째 온라인 여행박람회를

개최하며, 3주간 ‘상상하고, 준비하고, 떠나자! 

21일간의 세계여행’을 주제로 대규모 캠페인을 진행.

Role Web,mobile page,
Banner, online marketing

Overview

누적 방문자 310만명, 일 최고 방문자 38만명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매출 2,400억원을 기록하며

1회 대비 600억 이상의 매출 성장을 견인.

Result

Client

Promotion Page



INTERPARK TOUR 제 2회 여행박람회 Promotion Banner



INTERPARK TOUR 제 3회 여행박람회

Date 2016.10

업계 최초 온라인 여행 박람회를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인터파크 투어의 세 번째 온라인 여행박람회

캠페인. ‘Flaa in Travel＇이라는 컨셉 아래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형 프로모션을 기획하여

박람회 유입을 극대화

Role Web,mobile page,
Banner, online marketing

Overview

2회 온라인 여행박람회 대비 이벤트 참여 전환율을

약 90% 증대시키는 성과 달성

Result

Client

Promotion Page



INTERPARK TOUR 제 3회 여행박람회 Promotion Banner



INTERPARK TOUR 제 4회 여행박람회

Date 2017.06

‘여행은 언제나 옳다’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진행된

제 4회 온라인여행박람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여행의 즐거움을 전달하고, 

세일즈 전환에 기여

Role Web,mobile page,
Banner, online marketing

Overview

DA를 통해 3회 온라인여행박람회 대비 페이지

유입을 약 72% 증대시켰으며 이벤트 참여횟수는

약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기록

Result

Client

Promotion Page



INTERPARK TOUR 제 4회 여행박람회 Promotion Banner



INTERPARK TOUR 제 5회 여행박람회

Date 2017.11

인터파크투어의 다섯번째 온라인 여행박람회.

‘인생여행’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프로모션 페이지

운영 및 광고 집행

Role Web,mobile page,
Banner, online marketing

Overview

4회 온라인여행박람회 대비 DA를 통한 유입은

약 147% 증가, 매출은 약 176% 증대 시킴

Result

Client

Promotion Page



INTERPARK TOUR 제 5회 여행박람회 Promotion Banner



주말에 뭐하지

ZUMO



온라인 광고ZUMO(주말에 뭐하지?) 

Date 2017.01~ 현재

‘주말에 뭐하지? - ZUMO’ 는 국내 최초의

여가정보 큐레이션 서비스로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고객 확보를 위해 온/오프라인 전방위적 캠페인을

진행 중.

Role mobile app, Banner,
on/offline marketing

Overview

집행 후 6개월 간, 앱다운로드 수치는 기존대비 300% 

상승하였으며, 2017년 6월에는 앱스토어 랭킹 1위를

달성 (iOS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1위 기록, 전체 인기

순위 4위 기록)

Result

Client



ZUMO(주말에 뭐하지?) Display Ad



ZUMO(주말에 뭐하지?) MCN스타 영상 콘텐츠



넥슨 모바일 오버히트

OVERHIT



Online오버히트 사전예약 캠페인

Date 2017.11

넥슨의 신규 대작 오버히트 사전예약 프로모션 진행.

게임 내 캐리릭터의 특징 및 스킬 것 등을 활용한 디자인

제작 및 프로모션 캠페인 진행

Role ONLINE/ mobile

Overview

사전예약 180만 이상 유저 모객 완료

Result

Client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gs6vw8tHYAhWHi5QKHXnhBX4QjRwIBw&url=https://www.noxgamer.com/kr/android/pre-register/fffabb69ebbb7e27&psig=AOvVaw3k0ODmx6hM-uo21iCeez3u&ust=1515828340034519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gs6vw8tHYAhWHi5QKHXnhBX4QjRwIBw&url=https://www.noxgamer.com/kr/android/pre-register/fffabb69ebbb7e27&psig=AOvVaw3k0ODmx6hM-uo21iCeez3u&ust=1515828340034519


오버히트 사전예약 캠페인 Campaign Banner



Online오버히트 런칭 캠페인

Date 2017.12

다양한 멀티히어로들의 조합으로 플레이를 펼쳐나가는

수집형 RPG 게임.전작 HIT의 아성을 뛰어넘는 컨셉으로

“멀티히어로의 오버클래스” 슬로건 개발

주요 특징을 전달함과 동시에 게임캐릭터의 특징과 모델의

조합을 통해 유저들의 신선한 반응 유도

Role ONLINE/ mobile

Overview

구글 스토어 최고 매출 3위 달성 18.1.4

Result

Client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fnebW8dHYAhXHJ5QKHYFZDZgQjRwIBw&url=http://m.danawa.com/dpg/news/view?boardSeq=61&listSeq=3498889&psig=AOvVaw1nGivsub2mRQhMTvVofOCT&ust=1515827891997297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fnebW8dHYAhXHJ5QKHYFZDZgQjRwIBw&url=http://m.danawa.com/dpg/news/view?boardSeq=61&listSeq=3498889&psig=AOvVaw1nGivsub2mRQhMTvVofOCT&ust=1515827891997297


Campaign Banner오버히트 런칭 캠페인



년 브랜딩 캠페인

삼성화재 다이렉트



삼성화재다이렉트 2017 TVC 브랜딩캠페인

Date 2017.01

삼성화재 다이렉트 2017년 연간 브랜딩 광고 캠페인.

모델 ‘공효진’과 서브모델 ‘손종학’, ‘김동식’을

활용한 TVC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온라인 영상

마케팅을 진행

Role PC, Mobile web page,
online marketing

Overview

캠페인 기간 동안 총 560만회 광고 영상 재생 기록, 

유튜브 조회수 300만회 기록

Result

Client

Promotion Page



삼성화재다이렉트 2017 TVC 브랜딩캠페인 Promotion Banner



년 브랜딩 캠페인

삼성화재 다이렉트



삼성화재다이렉트브랜딩캠페인

Date 2017.03

론칭 8주년 기념 프로모션

- 플래시 게임을 개발, 전국 고객 대상으로 게임을

활용한 프로모션 진행

Role PC, Mobile web page,
online marketing

Overview

.

Result

Client

Promotion Page



삼성화재다이렉트브랜딩캠페인

Date 2017.03

가입고객 200만 돌파 프로모션

- 플레시 게임을 활용, 게임 내 삼성화재 다이렉트의

USP를 활용, 참여형 이벤트 프로모션 진행

Role PC, Mobile web page,
online marketing

Overview

.

Result

Client

Promotion Page



브랜드이모티콘

삼성화재 다이렉트



삼성화재다이렉트브랜딩캠페인

Date 2017.04

삼성화재 다이렉트의 공식 캐릭터를 활용한

카카오톡 브랜드 이모티콘 제작

카카오 플랫폼인 내비게이션과 제휴를 통한

이벤트 프로모션 진행

Role online marketing

Overview

플러스친구 맺을 시 경품으로 무료 배포하여

총 5만회 배포 및 다운로드 발생

Result

Client

Brand emoticon



삼성화재다이렉트브랜딩캠페인 Promotion Banner



브랜드웹툰캠페인

삼성화재 다이렉트



삼성화재다이렉트브랜드웹툰캠페인

Date 2017.09

- 카카오페이지와 제휴하여 삼성화재 다이렉트

브랜드 웹툰 제작

- 인기 웹툰인 ‘괜찮아 애송이’, ‘가우스 전자’, 

‘생활의 참견’, ‘윌유메리미’등 다수의 작품과 브랜드 웹툰 제작

- ‘괜찮아 애송이’의 경우 삼성화재 다이렉트 특별편으로 진행

Role Online Marketing

Overview

브랜드 웹툰 열람 20만회

댓글 참여 3만5천건 발생

Result

Client

Promotion Page



삼성화재다이렉트브랜드웹툰캠페인 Promotion Banner



삼성화재다이렉트브랜드웹툰캠페인 Promotion Banner



삼성화재다이렉트브랜드웹툰캠페인 Promotion Banner



삼성화재다이렉트브랜드웹툰캠페인 Promotion Banner



2018년 TVC 브랜딩캠페인

삼성화재 다이렉트



Client

Date 2018.01

- 삼성화재 다이렉트 2018년 연간 브랜딩 광고 캠페인 진행.

- 모델 ‘정우성’ 을 활용한 ‘자동차보험의

삼성화재 다이렉트 시대’라는 메시지 전달

- TVC 확산 및 노출 극대화를 위해 온라인 동영상 매체를

중심으로 대대적 프로모션 진행

Role PC, Mobile web page,
online marketing

Overview

.

Result

삼성화재다이렉트 2018 TVC 브랜딩캠페인 Promotion Page



삼성화재다이렉트 2018 TVC 브랜딩캠페인 Promotion Page



brain의차이가

경쟁력이라믿는사람들

organization

plan1

team1

team2

plan2

team1

team2

team3

plan3

team1

team2

team3

design1

team1

team2

design2

team1

CEO

CMO CCO



76명(2018년1월기준)

overview

http://www.motherbrain.co.kr/
http://www.facebook.com/motherbrain


마더브레인은
클라이언트와의신뢰와함께성장했습니다

our client

finance

entertainment

automobile

lifestyle

Consumer goods



브레인의연결고리들

수많은가능성이결합해

업그레이드된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co work partners

motor

finance/public company

online market place

entertainment



02·2051·3335

contact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77길54 서초W타워15,16층

15f 16f seocho w tower, 54, seocho-daero 77-gil, seocho-gu, seoul, korea

02·2051·3341

http://www.motherbrain.co.kr/
http://www.facebook.com/motherbrain
http://www.instagram.com/motherbrains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