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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enping

팔아본 사람들이
마케팅을 잘 합니다

모든마케팅활동은상품을잘팔기위한활동입니다.

㈜텐핑은브랜딩부터세일즈까지,고객여정의전과정에대한

충분한경험과이해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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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enping

지속 구매와
경험 공유

브랜드 인지 관심과 검색 구매 전환 지속적 환기

브랜딩부터 세일즈까지
End to End 마케팅

그모든과정에대한충분한경험과이해를바탕으로

포괄적이고체계적인마케팅서비스를지원할수있는

E2E(End-to-End) 마케팅기업이필요한시대이지만,

그런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회사는많지않습니다.

5



About Tenping

㈜텐핑은자체적인 IT 기술력과

브랜드를직접만들고알리고팔아본경험을바탕으로,

시장에서필요한모든마케팅서비스를지원할수있는

E2E 마케팅서비스기업입니다.

만들고
알리고
팔아본

㈜텐핑의
모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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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핑의 경험치

About Tenping

스타트업부터빅 브랜드까지

㈜텐핑은다양한카테고리의수많은광고주들과함께

전략적컨셉과크리에이티브를고민하며

마케팅파트너로서의역할을해왔습니다.5,760
누적 광고주 수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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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핑의 경험치

About Tenping

㈜텐핑은자체개발한 마케팅 플랫폼과

미디어 및 커머스관련 솔루션을통해

가장효율적인캠페인운영서비스를제공합니다. 20,354
누적 캠페인 수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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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핑의 경험치

About Tenping

마케팅데이터전문기업비즈스프링분석결과

텐핑은

- 방문당주문율높은광고매체TOP 20

- 주문당매출액높은광고매체TOP 20

부문에도꾸준히상위에 랭크되고있습니다.1위

방문당 회원가입률
높은 광고매체 TOP 20

2022년 2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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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링크 https://blog.bizspring.co.kr/

https://blog.bizspring.co.kr/%EB%89%B4%EC%8A%A4-%ED%8A%B8%EB%A0%8C%EB%93%9C/2022%EB%85%84-3%EB%B6%84%EA%B8%B0-%EA%B4%91%EA%B3%A0%EC%83%81%ED%92%88-%ED%8D%BC%ED%8F%AC%EB%A8%BC%EC%8A%A4-overview/?fbclid=IwAR3DwaQTPNIugpqbaBAkNMaktDSPZnr-6Vta0-DOk5fdGwxs3vx6pgMGyLQ


㈜텐핑의 경험치

About Tenping

㈜텐핑은자체브랜드인 UUU 유근피 비누를 개발,

자사몰과오픈마켓을통해경쟁이치열한비누시장에서

누적 판매량20만개를기록하기도했습니다. 20만개

UUU 유근피 비누
누적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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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enping

직접 경험해 왔기에
광고주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텐핑은대부분의기업이시장에서겪게되는

다양한종류의어려움을직접경험했기에, 클라이언트의고민을누구보다깊이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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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enping

결과를 만드는
E2E 마케팅 파트너 텐핑

㈜텐핑은자체 IT기술력과마케팅노하우를바탕으로

고객여정의전과정에걸쳐다양한과제를해결하는마케팅서비스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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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들이 바라본 ㈜텐핑

About Tenping

텐핑을소개받고광고를맡겨봤는데예산을늘리지않고동일한예산에서잘못운영되고있거나필요한부분을개선하면서

전체적인마케팅최적화작업을해주었습니다.키워드광고만진행하였던것과달리키워드,바이럴,쇼핑,배너등너무다양한

마케팅을동일한예산안에서운영하는것을보고처음에는의심도들었으나ROAS가놀라울정도로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텐핑은매출에따른광고비예산설정을철저하게지키면서마케팅을진행해주었습니다.

매출이상승되어제가마케팅비용을더쓰자고했을때마케팅비용을최대한매출을생각하면서사용해야한다고하면서

광고예산을늘리는것을반대하는것을보고텐핑에대한신뢰가높아졌고지금도계속텐핑과함께하고있습니다.

의류 업체 CEO

투자사를통해텐핑이마케팅을잘한다고소개받았는데텐핑을만난후매출이300% 이상증가했습니다.

저희가생각지도못한마케팅툴을적시에제안해주었고저희사업특성상효율이잘나올것같다고시도해보지않았던

광고를제안해주셔서테스트로운영해보았는데그결과매우높은매출상승이되었습니다.

텐핑은광고운영뿐만아니라투자사도소개해주어저희회사가투자를받을수있는길을열어주었습니다.

텐핑은단순한대행사가아닌회사의모든것을해결해주는컨설팅회사라고생각합니다.중고거래 업체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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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About Tenping

회사설립

(제일기획사내벤처)

성과형광고플랫폼

텐핑오픈

퍼포먼스마케팅

조직신설

커머스

사업부신설

마케팅전략, 

크리에이티브,

인플루언서마케팅

조직신설

E2E 

마케팅파트너

텐핑

2015 2016 2018 2019 2020 2022

2016  ·대한민국모바일어워드‘3월의모바일상’수상

2017  ·HI-seoul브랜드기업지정

·기업부설연구소설립

2018  ·대한민국굿컴퍼니서비스혁신대상수상

2019  ·중소기업R&D 우수성과기업선정

2020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선정

2021  ·광고성과분석및광고비실시간배분플랫폼개발기술역량우수기업인증

·기술신용평가‘TI-3’  등급획득

2022  ·UUU 유근피비누고객사랑브랜드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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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핑의 E2E 마케팅 서비스

About Tenping

ㄱ

Media Service Commerce ServiceCreative Service

주요 오픈마켓 입점 및 판매 전략

오픈마켓 마케팅-세일즈

자사몰 세일즈업 & 물류, CS 운영

자사몰 운영 & 고객관리(CRM)

㈜텐핑 보유 폐쇄몰 추가 세일즈업

멤버십 폐쇄몰 UUU몰 입점

전략적 컨셉 개발, 캠페인 운영

IMC 캠페인

매체별 크리에이티브 기획, 제작

배너, 영상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기획, 제작 및 SNS 채널 운영

브랜드 SNS 콘텐츠

DA, SA 등 효율적 미디어 운영

퍼포먼스 마케팅

성과당 광고비 지불 방식 마케팅

성과형 광고 플랫폼 텐핑

채널별 SNS 인플루언서 서비스

인플루언서, 바이럴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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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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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Service

주요 서비스 영역

IMC 캠페인기획및
운영대행

배너, 영상소재및
캠페인콘텐츠기획, 제작

브랜드SNS 콘텐츠기획, 
제작및운영대행



에버랜드

할로윈 캠페인기획 및 SNS 운영

BACKGROUND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할로윈, 비일상적인 즐거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할로윈

소비자가 스스로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캠페인 구성

시의적으로 제한된 일상에 지치고(코로나) 무료한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에버랜드만의 에.너.지 만들기 ▶ 지상 최대의 SHOW커스

끊임없이 자신의 끼를 노출하는(#노래 #마술 #댄스 #차력 #악기 등) 

인플루언서 및 일반인을 모집하여 실제 에버랜드 SHOW커스 행사에

참여하는 기회 및 우승 상금 지급

CLIENT Samsung

BRAND Everland

INDUSTRY Theme park

SCOPE OF WORK

Video productioin

Social media campaign

Content planning and creation

2021.10 ㅣ Tenping

Creative Service

IMC 캠페인 기획 및 운영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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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G 연간

디지털 마케팅대행

BACKGROUND

SFG(신화푸드그룹)는 한식 중식, 일식, 카페 브랜드 약 20개, 110개 업장을

운영 중인 국대 최대 규모 외식 기업입니다. 

주요 9개 브랜드에 대한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하고 있으며, 브랜드

검색광고, 키워드 검색광고, 플레이스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등 퍼포먼스

마케팅도 진행, 아울러 인스타그램 및 네이버 블로그의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활동까지 아울러 디지털 마케팅 전반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Creative Service

CLIENT SFG

BRAND Corporate brand

INDUSTRY F&B

SCOPE OF WORK

Performance marketing

Social media campaign

Content planning and creation

Viral marketing

브랜드 SNS 운영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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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아쿠아플라넷

통합 마케팅및 SNS 운영

BACKGROUND

아쿠아플라넷만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생존을 위한 마케팅 사이클

(전략/기획/실행/운영/리뷰) 전반의 고도화 및 디지털 마케팅 강화(SNS)

사업본부별(63/광교/일산) 마케팅 전략에 따른 기획 및 실행

① 하이시즌 타깃의 캠페인 콘텐츠 기획 (프로모션 및 SNS 기획/운영)

② 온/오프라인 구체적인 마케팅 활동 기획/실행/운영

③ 마케팅 성과 리뷰 및 보고 (As-is, To-be)

CLIENT Hanwha

BRAND Aquaplanet

INDUSTRY Theme park

SCOPE OF WORK

Performance marketing

Content planning and creation

Media planning & buying

Video productioin

Creative Service

캠페인 콘텐츠기획,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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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델코첸

주력 제품 세일즈극대화

BACKGROUND

나영석 사단의 `21년 1월 <윤스테이> `22년 2월 <어쩌다 사장 2> PPL을

주력으로 콘텐츠 기획 및 퍼포먼스 광고 집행하여 시너지 극대화

프로그램 특성 & 제품 USP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T.P.O 관점에 맞춰

콘텐츠 & 퍼포먼스 광고 집행 (본방ㅣ먹방 프로그램ㅣ주말ㅣOTT 등) + 

브랜드몰 & 자사몰 운영

* 본방 시간 / 먹방 프로그램 / 주말 시간대에 공격적인 광고 집행

(네이버GFA , 카카오모먼트 등 트레픽이 높은 매체 활용)

CLIENT TYS

BRAND   Edelkochen

INDUSTRY Kitchenware

SCOPE OF WORK

Performance marketing

Content planning and creation

Media planning & buying

PPL

Creative Service

방송 콘텐츠마케팅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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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Service

텐핑과 함께캠페인 크리에이티브를만들어가고있는클라이언트,

지금 이 순간에도성공적인 파트너십을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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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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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Service

주요 서비스 영역

퍼포먼스 마케팅 성과형 광고 플랫폼 텐핑 인플루언서, 바이럴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텐핑은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공식비즈니스파트너로서

자체기술로광고최적화솔루션텐핑애드+를개발해매체광고를전문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Media Service

2022년 2023년~

카카오 네이버

• 파워링크
• 쇼핑검색광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구글

검색광고자동입찰기능
(신규광고주/

대행사대상할인이벤트)

경쟁브랜드모니터링
산업카테고리별배너광고콘텐츠아카이브

Kakao

Naver

Google

Instagram

Facebook

매출

\5,928,584

ROAS 156%

판매량

62,292,6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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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형 광고 플랫폼 텐핑

㈜텐핑의자체기술로개발-운영하는플랫폼텐핑을통해참여형, 설치형, 클릭형등

성과당광고비를지불하는캠페인을다양한마케터들과진행할수있습니다.

Media Service

성과형광고플랫폼텐핑 재생형 (CPV) 

참여형 (CPA) 

설치 실행형 (CPE) 

클릭 체류형 (CPC+5) +5

구매형 (CPS) 

광고주

인하우스
퍼포먼스마케터

파트너
인플루언서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ETC

+

마케팅 성과 확인

광고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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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바이럴 마케팅

㈜텐핑은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 공식 협력사로서다양한인플루언서들과연결해
네이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신뢰성 높은 콘텐츠를 올려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Media Service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 공식 협력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공식 대행사)

브랜드
광고주

인플루언서
창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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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치웨어

쇼핑 매출 ROAS 증대 & 브랜드 인지도제고

BACKGROUND

애슬레져 시장 후발 주자로서 브랜드 인지도와 쇼핑 매출 증대 캠페인 진행

검색 광고 / 디스플레이 광고/ 바이럴 광고 등 전방위적인 마케팅 진행

① 제품 컨셉에 맞는 USP 발굴 및 소재 제작

② 매출 증대에 입각한 RTB 퍼포먼스 매체 운영

③ 분석 및 리포팅

진행 결과 대비 매출 300% 상승, ROAS 1400% 기록

매출 상승과 더불어 2022년 시리즈A 투자 유치

Media Service

CLIENT Conchwear

BRAND  Conchwear

INDUSTRY Fashion

SCOPE OF WORK

Performance marketing

Content planning and creation

Media planning & buying

Viral

퍼포먼스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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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가비

중고폰 매매중계 플랫폼 / 매매건수 증대

BACKGROUND

중고폰 매매 건수 증대를 목표로 한 퍼포먼스마케팅 주력 진행

검색 광고 / 디스플레이 광고/ 영상 광고 등 브랜딩+퍼포먼스를 아우를 수

있는 매체 운영,

트위터, 틱톡, 당근마켓 등 고효율 신규 매체 발굴

① 서비스의 USP를 강조하는 소재 제작

② 퍼포먼스와의 시너지를 위한 브랜딩 영상 기획, 제작

③ 당근마켓, 틱톡 등의 고효율 신규 매체 발굴 및 운영

진행 전후 대비 매출 880% 상승, ROAS 350% 증가, 매매 건수 1000% 증가

Media Service

CLIENT 업스테어스

BRAND Fongabi

INDUSTRY IT 서비스

SCOPE OF WORK

Performance marketing

Content planning and creation

Media planning & buying

퍼포먼스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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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Service

키즈텐

어린이 키 성장건기식 / 상담 신청고객 확보

BACKGROUND

브랜드 마케팅 및 제품 판매를 위한 성과형 광고 텐핑 참여형(CPA) 진행.

텐핑 인하우스 마케터로 TF를 구성하여 매체 광고 테스트 집중.

블로그 마케터 섭외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효과 극대화

① 카카오모먼트, 네이버GFA, 구글 디스커버리, 페이스북 등 다양한 DA 

테스트를 통해 CPA 성과 최적화

② 블로그 확산을 통한 브랜드 VALUE 제고

③ 신규 이벤트, 무료체험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으로 고객 증가 유도

진행 3개월 후 월 예산 1억 돌파, 6개월 후 2.5억 돌파. 현재까지 스펜딩 유지 중.

CLIENT 키즈텐

BRAND 키즈텐

INDUSTRY 건강기능식품

SCOPE OF WORK

Performance marketing

Content planning and creation

Media planning & buying

성과형 광고플랫폼 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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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Service

성과형 광고플랫폼 텐핑

와이즈캠프

초등 스마트교육 / 무료체험고객 모집

BACKGROUND

초등 스마트 교육 후발 주자로 가입자 증대를 위한 텐핑 CPA 진행.

다양한 교육 광고주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경쟁사 사례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프로모션 기획 참여하여 성과 향상에 기여.

주요 마케터 집중 관리 통한 꾸준한 활동 독려.

① 문제집 제공 USP 제안으로 부모 참여 확산에 기여

② 광고주가 만족하는 마케터 선별하여 개별 단가 지급함으로써 지속성 확보

③ 인하우스마케터의 다양한 고객 DB 확보 채널 발굴

4년 6개월간 지속 광고 유지 및 최근 22년 상반기 월 1억 광고비 돌파.

CLIENT  비상교육

BRAND 와이즈캠프

INDUSTRY 초등교육

SCOPE OF WORK

Performance marketing

Content planning and creation

Media planning & bu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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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유플러스

K-mas 방청Get 붐업

BACKGROUND

위메프,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한 전통시장과

청년몰 활성화 목적의 크리스마스 마켓 'K-MAS 방청GET' 붐업 바이럴

한정된 시간 동안 온라인 내 최대 붐업과 매출 증대를 위해 구매력이 있는

타겟이 구독 및 활동하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페 내 집중 바이럴

단순 확산이 아닌, 직접 구매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공감대를 형성

블로그 15건 / 인스타그램 15건 / 카페 배포 225건 진행

조회수 총 921,501회 / 좋아요 1,861건 / 댓글 12,765건 발생

CLIENT LG U+ 

BRAND  LG U+

INDUSTRY Mobile carrier

SCOPE OF WORK

Naver blog influencer

Instagram influencer 

Cafe/Community viral

Media Service

인플루언서, 바이럴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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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6주년 감사 세일바이럴

BACKGROUND

온라인 명품 부티크 발란의 초대형 명품 쇼핑 축제인 '6주년 감사 세일'을

붐업하고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기간 내 콘텐츠 온라인 배포

한정된 세일 기간 동안 온라인 내 최대 붐업과 매출 증대를 위해 구매력이

있는 타겟이 구독 및 활동하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페 내 집중 바이럴

네이버 인증 패션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타겟이

모이는 카페, 커뮤니티에 특정 인기 아이템 구매를 유도하는 콘텐츠 업로드

블로그 10건 / 인스타그램 10건 / 카페배포 49건 / 부정댓글 대응 40건 진행

조회수 총 140,736회 / 좋아요 7.261건 / 댓글 431건 발생

CLIENT BALAAN

BRAND BALAAN

INDUSTRY Commerce platform

SCOPE OF WORK

Naver blog influencer

Instagram influencer 

Cafe/Community viral

opinion management

Media Service

인플루언서, 바이럴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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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즈

앱 론칭 반려짝궁테스트 이벤트

BACKGROUND

펫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종합 힐링 앱 론칭을 위해 제작된 반려짝궁

테스트 이벤트 홍보 바이럴 진행

앱 유입을 위해 제작된 테스트 이벤트를 관심있는 타겟이 팔로우 및

구독하고 있는 소셜 인기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배포하였으며 네이버

최대 강아지 커뮤니티 강사모 메인 및 게시물 배너로 이슈 라이징

귀여운 캐릭터로 후킹하여 반려동물 매니아에게 공감대를 형성

블로그 6건 / 인스타그램 인기페이지 2건 / 카페배포 15건 생성

기간 내 총 도달 & 조회수 115,923회 / 좋아요 584건 / 댓글 33건 발생

CLIENT LG U+ 

BRAND LG U+

INDUSTRY Mobile carrier

SCOPE OF WORK

Naver blog influencer

Cafe/Community viral

Popular social media page viral

Banner/Contents design

Media Service

인플루언서, 바이럴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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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핑과 함께퍼포먼스 & 인플루언서마케팅을 진행하는클라이언트,

지금 이 순간에도성공적인 파트너십을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edi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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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e Service

주요 서비스 영역

오픈마켓 마케팅-세일즈 자사몰 운영 & CRM 멤버십 폐쇄몰 UUU몰 입점



오픈마켓 마케팅-세일즈

㈜텐핑은쿠팡,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지마켓, 11번가등주요오픈마켓에서효율적으로마케팅-세일즈활동을진행하면서

각상품들이오픈마켓내전략키워드검색에최적화되도록해,지속적세일즈가일어나도록하는토대를만들어갑니다.

Commerce Service

오픈마켓
검색 최적화

지속적 세일즈

             

오픈마켓 광고 운영
(검색광고, 브랜드광고)

Coupang

Naver

Gmarket

11번가

매출

\5,928,584

ROAS 156%

판매량

62,292,686회

스마트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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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몰 운영 & 고객관리(CRM)

㈜텐핑은각상품별브랜드키워드운영전략에따라브랜드공식몰(자사몰)과오픈마켓에서상호마케팅-세일즈시너지를창출하며

자사몰에인입된고객데이터를활용해고객들의지속적재구매를유도하는CRM을기획-운영합니다.

Commerce Service

자사몰 고객
데이터 확보

재구매 유도
CRM 진행

자사몰랜딩
퍼포먼스마케팅

실행

브랜드 키워드 전략 기반
자사몰 & 오픈마켓 판매 시너지

브랜드
공식몰

스마트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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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ang

Naver

Gmarket

11번가

매출

\5,928,584

ROAS 156%

판매량

62,292,686회



멤버십 폐쇄몰 UUU몰 입점

㈜텐핑의자체기술로개발운영하는멤버십폐쇄몰UUU몰과마케팅플랫폼텐핑에입점해

당사플랫폼수십만회원들이추가구매및입소문을일으키도록지원합니다.

Commerce Service

텐핑 인플루언서 입소문

가격 비공개 멤버십 폐쇄몰

UUU몰 VIP 회원 구매 +
40

Coupang

Naver

Gmarket

11번가

매출

\5,928,584

ROAS 156%

판매량

62,292,686회



Commerce Service

㈜ 텐핑과 함께커머스 비즈니스를진행하는클라이언트,

지금 이 순간에도성공적인 파트너십을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텐핑 제휴쇼핑몰인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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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회사개요

Appendix

1강남

2

8

삼성타운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대각빌딩 6층

2 호선 강남역 8 번 출구 앞

43

마케팅 대행
ad@tenping.kr

02-597-1551

sales@tenping.kr

02-597-1551

커머스 제휴
commerce@tenping.kr

02-6243-0555

텐핑
(성과형광고플랫폼)

mailto:ad@tenping.kr
mailto:sales@tenping.kr
mailto:commerce@tenping.kr


조직도

Appendix

CEO

경영 파트

경영기획팀

피플팀

재무팀

법무팀

IT 파트

플랫폼 기획운영팀

디자인팀

개발1팀

개발2팀

정보보호팀

텐핑 파트

컨설팅1팀

컨설팅2팀

컨설팅3팀

에이전시 파트

콘텐츠 기획팀

퍼포먼스 마케팅1팀

퍼포먼스 마케팅2팀

인플루언서팀

커머스 파트

상품팀

구매물류팀

글로벌세일즈팀

상품마케팅팀

총 임직원 수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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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