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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높이는디지털마케팅의핵심은
차별화된데이터분석력

2002년에설립된인사커뮤니케이션은차별화된기술력과노하우로
Data science 를통해분석된데이터를마케팅에접목한

Marketing Technology (Martech)에특화된디지털마케팅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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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사업부 웹사업부

대표이사

콘텐츠마케팅팀 디자인팀

광고마케팅팀 개발/기획팀

영상제작팀

브랜드디자인팀

COMPANY
ORGANIZATION

디지털마케팅, 그이상의가치. 인사커뮤니케이션

기업부설연구소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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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사로잡다, 인사커뮤니케이션

2002.06

2009

2011

2014

2015

2016

2017

˙회사설립

˙법인전환 (자본금 3억)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등록

˙마케팅기업부설연구소인증

˙이노비즈 (혁신기술형중소기업) 인증 (2015.09.10~2018.09.09)

˙메인비즈 (혁신경영형중소기업) 인증 (2015.09.22~2018.09.21)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교육부장관상 수상 (장관 황우여)

˙미래창조과학부앤어워드건영건설금상수상

˙응용소프트웨어 기술평가 우수기업인증 (NICE신용평가정보㈜)

˙국가직무표준 NCS 교육기관인증및 NCS 직무개발 (소프트웨어개발)

˙미래창조과학부앤어워드시그니아금상수상

˙상명대학교미디어콘텐츠경영학과산학협력

˙명지전문대학교소프트웨어콘텐츠과산학협력

COMPANY
HISTORY
디지털마케팅, 그이상의가치
인사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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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9

2020

2021

˙NICE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T-4등급 획득) 

˙이노비즈 (혁신기술형 중소기업) 인증 (2018.09.10~2021.09.09)

˙메인비즈 (혁신경영형 중소기업) 인증 (2018.09.22~2021.09.21)

˙병원온라인예약관리시스템출원

˙이미지관리시스템출원

˙보청기이오더플랫폼출원

˙숭실대학교혁신경영학과산학협력

˙국가직무표준 NCS 개발 (디지털디자인)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보청기중계시스템기술특허 (특허 제10-1940975호)

˙구글 공식 파트너 인증 취득 (Google Partner 인증)

˙국가직무표준NCS개발 (마케팅전략기획)

˙와인정보제공시스템기술특허  (특허 제10-2117917호)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인증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우수 공로상 수상

˙2년 연속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COMPANY
HISTORY
디지털마케팅, 그이상의가치
인사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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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VISION

많은기업에디지털마케팅을제공하는것이목표가아닙니다.
단 1명의고객과계약을하더라도최고의디지털마케팅을
제공하여같이성장하는기업이바로인사커뮤니케이션입니다.

01. TRUST

03. PARTNERSHIP

02. PASSION

믿음과신뢰를바탕으로보다나은미래를만들어가는기업

기업과고객의가치를극대화하고, 동반성장을목적으로하는파트너쉽

발전을위한열정과끊임없는노력을다하는인사人

˙이노비즈(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인증
˙메인비즈(경영혁신형중소기업) 인증
˙NICE 기술평가우수기업(T-4) 인증
˙구글 공식 파트너 인증

˙5년이상장기클라이언트 70%이상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교육부장관상
˙하이서울브랜드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상명대, 숭실대 산업체 제휴
˙기술특허  2건, SW출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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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MISSION

디지털마케팅은마케팅에대한전문지식과웹플랫폼에대한
전문성이필요한전문영역입니다.

인사커뮤니케이션은현직대학교수로구성된석˙박사급 IMC 컨
설턴트와마케팅전공자로구성된전문가들이차별화된디지털마
케팅서비스를제공합니다.

또한, 전문성확보를위해웹플랫폼분야에서특허 와인증을받고,
SW를출원하고기술력에대한평가를받았습니다.

인사커뮤니케이션은마케팅과기술을조합하여개발한 Insa IMC 
플랫폼을통해디지털마케팅,그이상의가치를전달하겠습니다.

디지털마케팅, 그이상의가치를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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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DENTITY
인사커뮤니케이션의가장큰차별점은
바로 전문성에서나옵니다.

하이서울브랜드

보청기중계시스템
특허 

이노비즈인증

청년친화강소기업

메인비즈인증

NICE 기술평가
우수기업(T-4)

기업부설연구소인증

구글파트너인증

와인정보제공시스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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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DENTITY
인사커뮤니케이션의가장큰차별점은
바로 전문성에서나옵니다.

병원예약관리플랫폼
저작권출원

2018년숭실대학교
혁신경영학과

산학협력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
우수공로상수상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
교육부장관상

2017년명지전문대학교
소프트웨어콘텐츠과

산학협력

2016년상명대학교
미디어콘텐츠경영학과

산학협력

이미지뱅크플랫폼
저작권출원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

보청기이오더플랫폼
저작권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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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SERVICE
인사커뮤니케이션의특화된비즈니스영역을소개합니다.

˙디지털마케팅컨설팅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전략수립
˙빅데이터분석솔루션개발
˙브랜드디자인컨설팅

˙디지털광고, 콘텐츠마케팅
˙SNS / 프로모션 / 이벤트기획

 ̇광고제작및 집행대행

˙웹사이트제작및 유지보수
˙맞춤형웹솔루션기획및 개발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영상 광고 및  집행 대행

E-비즈니스컨설팅 디지털마케팅

웹솔루션 영상제작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더욱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커스터마이징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각 분야의 마케팅 솔루션을 통합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ONE-STOP 디지털 마케팅을
제공합니다. 

주 방문층에 최적화된 홈페이지 / 모바일 /
SNS / 사이트 제작 및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더욱 효과적인 맞춤형 웹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단순 영상 제작을 넘어 마케팅을 위한
영상 제작으로 기획부터 영상 제작,
영상 광고까지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웹개발·웹디자인광고마케팅 영상제작

매출증가 Report

IMC 컨설턴트

콘텐츠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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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인사커뮤니케이션의핵심마케팅전략으로운영되는InsaIMC 전략은기존의분산된마케팅활동들을하나로통합하여적은예산으로도최고의마케팅효과를창출하는전략입니다.

˙교육부장관상 수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기술특허  2건
˙숭실대 혁신경영학과 산학협력
˙상명대 미디어콘텐츠경영학과 산학협력

˙웹프로그래밍 전공
˙시각디자인 전공
˙플랫폼 특허 2건
˙SW출원 3건
˙디자인 수상 2건

˙마케팅을 전공한 석,박사급 인력
˙실무 경력 12~20년의 전문가
˙현직 대학교수 포함

˙마케팅및 영상관련전공자
˙실무 경력 5년 이상 (대리급)
˙검색광고 마케터 1급 자격증 취득
˙구글 Ads 인증 

Plan

Execute

Measure

Marketing
Mix

IMC 전략실행

성과보고 분석을 통한 채널 재구성 → 마케팅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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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S
인사커뮤니케이션에서는디지털마케팅을위해모인각분야전문인력들을만나실수있습니다.

인사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광고홍보학 전공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교육부 장관상 수상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우수공로상수상
검색광고 마케터 1급
구글 인증 자격증 (GIAQ, 모바일, 디지털광고)
사회복지사 2급

˙경력 20년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컨설팅
˙디지털 통합마케팅 컨설팅
˙해외 및  국내 상장기업 컨설팅

˙경력 16년
˙광고 플랫폼 개발 및  기획 컨설팅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디지털 통합마케팅 컨설팅
˙해외 및  국내 상장 기업 컨설팅

˙경력 21년
˙병원마케팅 전략 자문
˙병원브랜드 전략 자문
˙개원전략 및 프로세스 자문
˙병원세무 및 관리회계 자문
˙병원재무타당성 분석 및 자문
˙병원비용절감자문

인사커뮤니케이션 부사장
심리학 전공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언론학 석사
명지전문대학 소프트웨어콘텐츠과 겸임교수
검색광고 마케터 1급
구글 인증 자격증 (GIAQ, 검색, 모바일, 동영상, 디지털광고)
사회복지사 2급

인사커뮤니케이션 이사
골든와이즈닥터스 경영지원 팀장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 석사
금융 MBA
헬스조선 칼럼리스트
한국의학통신 칼럼리스트

김훈 곽나영 김강현

전문분야 전문분야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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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S
인사커뮤니케이션에서는디지털마케팅을위해모인각분야전문인력들을만나실수있습니다.

인사커뮤니케이션 이사
경영학 전공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행정학 박사
신한대학교 특임교수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비상임이사
경기콘텐츠진흥원 비상임이사

˙경력 23년
˙문화콘텐츠 마케팅 전문가
˙브랜드 마케팅 컨설팅
˙해외 및 국내 상장 기업 컨설팅

˙경력 18년
˙브랜드 디자인 전문가

i̇F Design Award Winner
˙Good Design 수상
˙국내외 주요 브랜드 디자인 경력

˙경력 23년
˙방송 콘텐츠 마케팅 전문가
˙MBC 방송연예대상 특별상 (작가부분)
˙MBC <뽀뽀뽀>
˙KBS <대종상영화제 시상식>
˙EBS <딩동댕 유치원>
˙중국 호남방송/채널A <커피의 여왕> 드라마
˙중국 우한 TV <여신강림> 예능
˙중국 샤오미 TV <동호가 간다> 예능 등

인사커뮤니케이션 실장
시각디자인 / 멀티미디어 전공

인사커뮤니케이션 이사
교육학 전공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 박사 수료
경기관광공사 비상임이사

김영훈 김준구 임정연

전문분야 전문분야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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