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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Digital 
Marketing 
Service 
NHN엔터테인먼트 애드는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입니다.  

NHN엔터테인먼트 및 수많은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통해 

디지털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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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Delivering 
Happiness 
NHN엔터테인먼트 애드가 추구하는 가치인 

“딜리버링 해피니스”는 광고주와 직원 모두에게 

행복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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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역량 극대를 위한 

정기적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직원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크리에이티브를  촉진 시키는  

자율적인 문화 

쾌적한 업무 환경 

Play Museum 

자율적인 문화 

ADIN Culture 

역량 강화 교육 

Marketer  Course 

ROAS 236%p 증가 

브랜드 인지도 13% 상승 

(Google 인지도 측정 기준) 

DAU 220% 증가 

매출 증가 

A 기업  

방문자 & 가입자수 증가 

B 기업  

브랜드 인지도 상승 

C 기업  

광고주별 목표에 따른 맞춤 전략을 통해 

매출 증가, 브랜드 인지도 상승, 가입자 수 증가 등의 

목표를 달성하여 행복을 전달합니다. 

역량 강화 교육, 자율적인 문화,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이는 다시 광고주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광고주의 행복 직원의 행복 

핵심 가치 NHN엔터테인먼트 애드는 핵심 가치인 “딜리버링 해피니스”를 실현시키기 위해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bout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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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1 

미디어 기획 

퍼포먼스 마케팅 1 퍼포먼스 랩 퍼포먼스 기획 

NHN엔터테인먼트 애드 

UI/UX 랩 

마케팅 본부 캠페인 본부 

크리에이티브 랩 

솔루션 랩 

퍼포먼스 마케팅 2 퍼포먼스 마케팅 4 

캠페인 2 

캠페인 3 

캠페인 1 

캠페인 2 

캠페인 3 

게임 

모바일 

SNS/바이럴 

조직 구성 NHN엔터테인먼트 애드에는 디지털 마케팅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창조를 위해 충돌하며 광고주에게 행복을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영업 기획 

재무 회계 

About Us / 

퍼포먼스 마케팅 3 

캠페인 1 

캠페인 2 

캠페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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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NHN엔터테인먼트 애드는 활발한 소통을 위해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SNS에 주기적으로 업로드 되는 온라인 광고 업계의 트렌드와 같은 전문 콘텐츠와 직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NHN엔터테인먼트 애드를  한눈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NHN엔터테인먼트 애드가 제공하는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와 온라인 시장 및 업계 동향 

관련 소식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광고를 운영하는 광고주에게 유용한 온라인 

시장, 업계 동향 관련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ADZOOM, 

UI/UX 포스트, 스크랩 및 직원들의 인터뷰와 소식을 

제공합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홈페이지 

시시각각 변하는 온라인 광고 환경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드리며, 광고주와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VIEW 

VIEW 

VIEW 

About Us / 

http://www.nhnad.co.kr/
http://blog.naver.com/ne_ad
http://www.facebook.com/nhn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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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영역 NHN엔터테인먼트 애드에서는 다양한 광고 매체를 집행합니다. 

광고주의 목표에 맞는 최적의 매체 믹스와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여 광고의 성과를 극대화합니다. 

더불어, 지속해서 신규 매체를 탐색하고 제휴를 맺어 미디어 풀을 확장하고 새로운 매체 믹스를 제안합니다.  

미디어 영역 

데이터 분석 

마케팅 전략 

리타겟팅 

검색 광고 

쇼핑 

디스플레이 광고 

동영상 

TV CF 옥외 광고 

SNS 

모바일 

광고주 목표에 부합하는 최적의 매체 믹스 및 마케팅 전략 도출 

광고주 
업종, 광고 효율 

타겟 
인구 통계, 라이프 스타일, 

SNS 정보, 위치 정보 

시장 
경쟁사 분석, 트렌드 분석, 이슈 분석 

+ 
지속적인 신규 매체 

발굴 및 제휴 

네트워크 

Service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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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세스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영역은 광고주의 목표 달성을 위한 퍼포먼스 마케팅에 활용됩니다. 

자사 고유의 Performance Marketing Service Process에 따라 지속적인 효과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인 광고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Performance Marketing Service Process 

현황 분석(자사 & 경쟁사) 

타겟팅 및 목표 설정 

마케팅 컨셉 

미디어 믹스 

광고 소재 제작 

랜딩 페이지 관리 

순위 및 목표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 알림 

A/B 테스트 

키워드 & 문안 관리 

자동 입찰 

효율 분석 

로그 분석 

UI/UX 분석 

효율 개선 방안 도출 

Plan 
Targeting & Goal Setting 

Perform 
Real-time, Data-Driven Execution 

Analyze 
Tracking & Measurement 

Service Area / 



Competitive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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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X 랩 

관계사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랩 

업종/매체 전문가 솔루션 랩 

“ADSSOM” 

Competitive Edge 

퍼포먼스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ADZOOM” 

NHN엔터테인먼트 애드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광고주의 목표를 실현해드립니다.  

Competitive E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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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마케팅 NHN엔터테인먼트 애드는 데이터 기반 Targeting, Testing, Tracking을 통해 마케팅 효율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끊임없는 최적화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이 검증된 캠페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광고주의 

마케팅 목표를 달성합니다. 

캠페인 

최적화 및 

투자 집중 

Targeting, 

Testing, Tracking 

효율 검증 
데이터, 솔루션 

목표 달성도 

Competitive E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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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랩 “ADSSOM” NHN엔터테인먼트 애드의 자체 개발 통합 마케팅 솔루션 ADSSOM은 빅 데이터 분석, 실시간 대용량 처리, 

Intelligent 목표 관리 및 다차원 분석을 통해 퍼포먼스 마케팅을 실현합니다. 

빅 데이터 인사이트 

실시간 대용량 처리 

Intelligent 목표 관리 

Analytics 

광고주 DB 연계 

매체 데이터, 웹 크롤러, 로그분석 등 20가지 이상의 데이터 수집/분석 

실시간 마케팅 효율 분석 및 자동 입찰 

오픈 마켓, 종합 쇼핑몰 등 대형 사이트를 고려한 설계 

마케팅 목표 달성 수준에 따른 입찰 로직 설정 및 자동 입찰 

마케팅 라이프 사이클 트랙킹, 고객 행동 패턴 분석, 

마케팅 효율 다차원 분석 

광고주 상품 DB, 검색 DB, 쇼핑 EP 등 연계 

랜딩 페이지 오류 검출 및 적합성 검증 

퍼포먼스 마케팅 

성과 증대 

ADSSOM만의 

차별점 

01 

02 

03 

04 

05 

Competitive E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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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랩 “ADSSOM” 웹 크롤러, API, 광고 효율 데이터, 로그 분석 등 20가지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더욱 정확한 현황 분석 및 

Intelligent 목표 관리가 가능합니다.  

웹 수집 기반 데이터 자사 광고 효율 데이터 
NHN엔터테인먼트 

DMP 데이터(계획 중) 
매체 데이터 오디언스 분석 광고주 DB 연동 

빅 데이터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소셜 

버즈 

지식 쇼핑 

검색 광고 현황 
PC/모바일 

매체별 견적 데이터 
PC/모바일 

광고 효과 데이터 
PC/모바일 

로그 분석 데이터 
PC/모바일 

이커머스 데이터 

게임 유저 데이터 

PG 데이터 

컨텐츠 유저 데이터 

패널 베이스 오디언스 분석 

DB 연계형 분석 도구 

브랜드 가치 분석 

엔진 페이지 

상품 DB 

검색 DB 

판매 DB 

Plan 
Targeting & Goal Setting 

Perform 
Real-time, Data-Driven Execution 

Analyze 
Tracking & Measurement 

Competitive E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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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랩 “ADSSOM” ADSSOM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광고주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마케팅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사전 리스크 대응이 가능합니다. 

키워드 제안 

Intelligent 목표 관리 

순위 관리 
네이버 스마트 입찰 폐지 대응, 

대표 키워드 노출 및 순위 관리 

시즌/연관/업종/경쟁사 키워드 제안 및 

예상 견적 산출 

목표 수준에 따른 키워드 필터링, 

입찰 로직 설정 및 자동 입찰 

성과 극대화 마케팅 인사이트 리스크 대응 

경쟁사 분석 

마케팅 성과 분석 

경쟁사 광고비, 키워드(광고 소재), 트래픽 등 

마케팅 현황 분석 

마케팅 성과 요약 대시보드 등 50여종의 

분석 리포트 제공 

랜딩 페이지 체크 

실시간 Alert 

랜딩 페이지 오류 자동 탐지 및 

적합성 검증 

입찰 결과, 광고 게재 현황 및 

실시간 효율 데이터 메시지 알림 

01 

02 

03 

01 

02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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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탐색 전환 유입 

Pre-click Post-click 

첫 화면 점검 

상품 배치(레이아웃) 

상품 리스트 /  
상세 페이지 점검 

시각적 요소(색, 이미지) 

결제 프로세스 점검 

…
 

…
 

…
 

로딩 속도 

전환 유도 페이지 

용어 및 오인 요소 

결제 편의성 

UI/UX 랩 PC, 모바일, 디지털 사이니지 등 다양한 웹 구축/운영 경험을 가진 UI/UX 전문가들이 최신 디지털 트렌드와 수준 높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이트로 유입된 사용자들이 탐색 중에 이탈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웹사이트 전반에 걸쳐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Competitive E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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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 디자인, UI 디자인,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공식 평가 지표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컨설팅합니다.  

웹 컨설팅 

로그 데이터의 정량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웹사이트를 진단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을 찾아내어 분석합니다.  

로그 데이터 분석 

웹 접근성과 웹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웹 접근성 

온라인 마케팅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도록 검색 엔진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 

소비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부정적인 경험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UX 디자인 

경쟁사, 시장 현황을 분석하여 마케팅 측면의 차별화된 

웹사이트 운영 전략을 제시합니다.  

마케팅 전략 

시시각각 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경쟁력을 갖추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최신 웹 트렌드를 제공합니다.  

웹 트렌드 

웹사이트 구축 과정에 UI/UX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용자 기반의 

웹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리뉴얼 가이드 

UI/UX 랩 웹사이트는 광고주와 고객이 만나는 공간으로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NHN엔터테인먼트 애드의 UI/UX 컨설팅은 광고주의 비즈니스 특성과 사용자의 경험을 분석하여  

고객의 웹 경험을 더욱 좋게 만들고, 광고주가 원하는 전환까지 이끌 수 있는 웹사이트 전략을 제시합니다. 

01 

03 

05 

07 

02 

04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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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X 랩 시시각각 변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온라인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창구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사업자가 알아야 할 최근 이슈와 칼럼, 효과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UI/UX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사업자가 알아야 할 온라인 시장, 업계 동향 

관련 뉴스, 신규 또는 리뉴얼된 웹사이트와 모바일 

웹/앱 등의 소식을 제공합니다. 

웹/앱에 올바르게 적용되었으면 하는 전문가의 

생각과 방법을 담아낸 칼럼입니다. 

모바일 UI 체크 리스트 

공신력 있는 웹 어워드의 6가지 기준을 토대로, 

가장 필수적인 38가지 베이직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UI/UX 포스트 UI/UX 스크랩 

VIEW 

VIEW 

VIEW 

매월 

1회 

매월 

1회 

Competitive Edge / 

http://blog.naver.com/ne_ad/220398652101
http://blog.naver.com/ne_ad/220391611667
http://blog.naver.com/ne_ad/2203669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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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X 랩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사이트를 잘 운영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더 잘하려는 방법을 NHN엔터테인먼트 애드의 UI/UX 전문가가 찾아드립니다. 

모바일 웹사이트 컨설팅 소개서 

① 시선의 흐름에 따른 디자인 레이아웃 

② 느린 로딩속도는 유저의 검색 시간을 방해 

③ 썸네일의 크기는 정보의 크기 

3 

2 

1 

Competitive E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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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랩 크리에이티브 랩은 비쥬얼, 브랜딩, 카피라이팅, 바이럴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크리에이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주의 브랜드를 심층 분석 및 전략을 수립하여 업계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산출물을 제공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분석 

크리에이티브 디렉션 

비쥬얼 아트 &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DA 

카피라이팅 

브랜드 디자인 바이럴 콘텐츠 

브랜드와 제품의 

인지도, 시장 현황, 이전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분석을 통해 나온 데이타를 

토대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수립합니다. 
모션 그래픽 디자인 ETC 

크리에이티브 

전략 수립 

Competitive E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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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와 제품이 지니고 있는 특징과 본질에 집중하여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하여 표현합니다. 

비쥬얼 아트 & 디자인 

광고주의 크리에이티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션 

네이버 타임보드, GDN, 다음카카오 성과형광고/Ad@m/DDN 등 

PC 및 모바일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 광고를 제작합니다. 

크리에이티브 DA 

크리에이티브 랩 크리에이티브 랩은 광고주의 비즈니스 성장에 미치는 통합적인 크리에이티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브랜드가 시장에서 자리 잡을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모든 크리에이티브를 제작합니다. 

브랜드 디자인 

제품이 소비자에게 각인될수 있는 효과적인 카피를 제작합니다. 

카피라이팅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슈화 될수 있는 이미지, 영상 등의 

바이럴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바이럴 콘텐츠 

01 

03 

05 

02 

04 

06 

게임 홍보 영상, 제품 홍보 영상, 플래시 모션 등 사용자에게 각인될수 

있는 화려한 영상을 제작합니다. 

모션 그래픽 디자인 07 

Competitive E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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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랩 크리에이티브 랩에서는 GDN, DDN, 네이버 타임보드 등과 같은 온라인 광고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야구장 등과 같은 오프라인 

광고도 다루고 있어 광고주가 원하는 통합적인 마케팅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방 온라인 광고 - GDN, 캐시슬라이드 등 드래곤페이트 온라인 광고 - 인벤, 헝그리앱 등 

Competitive E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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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랩 크리에이티브 랩에서는 GDN, DDN, 네이버 타임보드 등과 같은 온라인 광고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야구장 등과 같은 오프라인 

광고도 다루고 있어 광고주가 원하는 통합적인 마케팅 방향을 제시합니다. 

페이코 야구장 광고 - 테이블 래핑, 현수막, 전광판 영상 등 코미코 지하철 광고 - 스크린도어, 게이트 비전 등 

Competitive E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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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랩 크리에이티브 랩에서는 GDN, DDN, 네이버 타임보드 등과 같은 온라인 광고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야구장 등과 같은 오프라인 

광고도 다루고 있어 광고주가 원하는 통합적인 마케팅 방향을 제시합니다. 

클래스팅 TV CF - “마음과 마음을 잇다”편 

Competitive E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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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마케팅 NHN엔터테인먼트는 게임 제작, 유통, 쇼핑, 문화 공연 등 다양한 업종의 30개 이상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NHN엔터테인먼트 애드는 에이스카운터의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더욱 심도 깊은 효과 분석을 제공하며,  

관계사 마케팅을 통해 광고주의 목표에 따른 성과를 극대화시킵니다. 

게임 제작, 퍼블리싱, 유통 인터넷 기반 온라인 기업 및 플랫폼 디지털 마케팅 

Competitive E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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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ADZOOM” 

ADZOOM은 NHN엔터테인먼트 애드가 개발한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브랜드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디지털 마케팅 환경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경쟁사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광고주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과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효과적인 광고 집행을 위해서는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마케팅 환경을 분석하여, 

당면한 비즈니스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디지털 마케팅 세상과의 소통 애드줌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마케팅 환경 

광고주의 관점에서 

해결책 도출 

NAVER advertising product landscape 

+ 

Korean search advertising landscape 

Competitive E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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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매체 전문가 

업종 전문가 & 

매체 전문가 
광고주 

NHN엔터테인먼트 애드는 각 광고주의 목표 및 전략에 따라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실행합니다. 

Solution Lab Creative Lab UI/UX Lab 

광고주 전담팀 

Competitive Edge / 

리타겟팅 

쇼핑 

디스플레이 광고 

동영상 

TV CF 

SNS 

모바일 

네트워크 

의류/패션 

병원 

교육 

가정/생활 

여행/교통 

게임 

검색 광고 

옥외 광고 



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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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여성화 쇼핑몰 A 기업 

구매 전환율 확대 

1. 랜딩 페이지 컨설팅 

- 검색 키워드와 랜딩 페이지의 불일치 오류 수정 

- 확장 키워드에 따라 페이지 내 세부 카테고리 제안 

 

2. 트렌드 키워드 리포트 제공 

- 시즌별 트렌드 키워드 에 대한 민첩한 대응  

- 핵심 키워드 선점  ▸  경쟁력 확보  

PC 구매 전환율 2.3배 증가 

모바일 구매 전환율 1.2배 증가 

HOW TO 

RESULT 

PROJECT GOAL 

2.3배 
증가 

1.2배 
증가 

Success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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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S 증가 

HOW TO 

RESULT 

광고 집행 전 대비 ROAS 236%p 증가 

1. ADSSOM 솔루션 사이트 내제화 

- 오픈마켓의 매출 보안 유지를 위해 솔루션 내제화 

  ▸ 광고주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 

 

2. 다음카카오 ‘확장 검색 기능’ 전략적 활용 

- 450만개의 비효율 키워드 정리 후, 세부 키워드 확대 

- 다음의 ‘확장 검색 기능’ 전략적 활용  

  ▸ 기존보다 낮은 CPC로 동일한 노출량 확보 가능 

이커머스 

오픈 마켓 B 기업 

PROJECT GOAL 
  

Success Case / 

236%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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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치자 수 증가 & 브랜드 인지율 증가 

1. 최적화된 미디어 믹스 

- 유튜브 영상, 오프라인, 모바일 앱 등 타켓층에 

  최적화된 매체 다양화  ▸ 앱 설치자 수 증대 

 

2. 경쟁사 리포트 제공 

- 동종 업계 1위 확보를 위해 경쟁사 분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소재 및 매체 접근 방법 활용  

 

3. 소재의 차별화 

HOW TO 

RESULT 

순 설치자 80% 증가, 순 이용자 42% 증가 

브랜드 인지율 14% 증가 

동종업계 경쟁사 대비 CTR 31%, CPI 25% 

더 높은 수치 달성 

앱 다운로드 마케팅 

부동산 앱 D 기업 

PROJECT GOAL 

80% 
증가 

 42% 
증가 

14% 
증가 

Success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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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N 기업의 C 웹툰 DAU 변화 

1. 코어 타겟군 광고 

- ‘코어 타겟 분석’ 리포트 제공, 타겟의 주 사용 매체 

   적극 활용  ▸ 광고비 효율 극대화 

 

2. 바이럴 마케팅 

- 리워드성 매체로 인한 이탈자를 고려하여, SNS/커뮤니티 

  적극 활용  ▸ 자연스러운 홍보 & 진성유저 확보 

 

HOW TO 

RESULT 

DAU 220% 증가 누적 다운로드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진성 유저수 상승 

앱 다운로드 마케팅 

N 기업의 C 웹툰 

DAU 증가 & 진성 유저 확보 

PROJECT GOAL 

220% 
증가 

Success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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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S 기업의 A 게임 광고 효과 

1. 최적화된 미디어 믹스 

- 유사 게임 장르 및 경쟁사 앱 타겟팅을 비롯하여 

  상세 타겟팅의 매체와 상품을 활용 ▸ 광고비 효율 극대화 

 

2. 타겟별 다양한 소재 운영 

- 캠페인 목표에 따른 타겟군을 구분하여 다양한 소재를 운영 

  ▸ 캠페인 도달율 향상  

HOW TO 

RESULT 

DAU 급격히 증가 및 구글 플레이 랭킹 상승 

(전체, 인기 게임, 해당 장르) 

앱 다운로드 마케팅 

S 기업의 A게임 

신규 유저 가입 & 휴면 유저 복귀 

PROJECT GOAL 

랭킹 

상승 

랭킹 구분 Before After 

구글 플레이 (aa)게임 7 1 

구글 플레이 게임 전체 21 2 

구글 플레이 전체 155 9 

Success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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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NHN엔터테인먼트 애드는 광고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Reference / 



Thank you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애드(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6 NHN엔터테인먼트 플레이뮤지엄 

T 1800-0704(ARS)    F 031-8038-3000    E nhnad@nhnent.com 

www.nhna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