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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Advertising Agency 

회사소개서 
㈜타겟커뮤니케이션즈 

(포트폴리오) 

TARGET COMMUNICATIONS 



기본 정보 

㈜타겟커뮤니케이션즈 

㈜타겟커뮤니케이션즈 
 
2012.07.11 (Since 2010.05.24) 
 
광고대행(IMC광고기획) 
 
051.701.5553 
 
051.701.5552 
 
targetcoms@targetcoms.co.k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0 센텀T타워 502호 

회사명       : 
 
법인설립일 : 
 
주요사업    : 
 
대표전화    : 
 
팩스번호    : 
 
이메일       : 
 
회사주소    : 



㈜타겟커뮤니케이션즈 

Project Planning / Advertise Planning / Budget / Scheduling /  
Model Casting / Media Booking / Feedback management 

TV-CF / Radio-CF / Cable TV-CF / Theater-AD / Newspaper-AD / 
Magazine / OOH-AD / Etc(All Kind) 

On-line Mkt. / Viral Mkt. / Yacht-AD /  
Zeppelin-AD / Media Board-AD / Etc(All Kind) 

Catalogue / Leaflet / Banner / Etc(Printings) 
Making CF / Design / Etc(All Kind) 

Mkt. Planning 

Mass Media 

New Media 

Printing AD 

취급 업무 



㈜타겟커뮤니케이션즈 

업무 방식 



㈜타겟커뮤니케이션즈 

Partner 

주요광고주 
 
파트너社 



방송광고 집행 사례 

지상파TV 



[라디오 송출] 
지상파라디오 

방송광고 집행 사례 



지면광고 사례 

신문광고 
 
잡지광고 



종합홍보인쇄물제작 

인쇄물제작  
 
배포 



온라인광고/바이럴마케팅 

온라인광고 
 
바이럴마케팅 



전국지하철광고 

부산역와이드컬러 센텀시티역사광고 부산지하철내부광고 

부산역스크린도어 서울스크린도어&PDP 부산지하철PDP 

서울지하철DID광고 부산지하철기둥광고 김해경전철와이드컬러 

전국 옥외광고 집행 사례 



전국버스광고 

전국 옥외광고 집행 사례 

창원버스외부광고 마산버스외부광고 진해버스외부광고 

부산버스외부광고 부산버스외부광고 부산버스외부광고 

울산시외버스외부광고 부산시외버스외부광고 서울버스외부광고 



전광판광고 

전국 옥외광고 집행 사례 

서울홍대전광판 서울시청광장전광판 

서울명동전광판 

부산중앙동전광판 

부산미남로터리전광판 창원전광판_거제 한화리조트 

창원전광판_BMW 부산남포동전광판 울산전광판_BMW 



주요거점매체 

전국 옥외광고 집행 사례 

부산서면미디어폴 고속도로야립광고 사직야구장광고 

울산터미널영상광고 통영케이블카영상광고 

노포동터미널광고 김해국제공항광고 해운대CGV 

동서고가도로 옥탑광고 



랩핑광고 
 
각종 차량광고 

전국옥외광고집행 

Hardrock cafe busan UPI KOREA 다인로얄팰리스 명지 

husse 야놀자 BuBi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완전개통 광고 모바일플렉스차량 광고 



BTL 
 
Promotion 

기타 BTL/PROMOTION 

삼성래미안 고래비행선 프로모션 에어부산 락페스티벌 프로모션 에어아시아 신규취항 부산프로모션 

달콤커피 다니엘헤니 팬싸인회 2018 지스타 펍지 프로모션 우보한의원 해운대프로모션 

다비치안경 요트광고 코나빈스 에어벌룬 영상 각종 행사 불새연출 



현수막,실사 
 
출력 및 시공 

기타 BTL/PROMOTION 

스타자동차 스타자동차 삼토건설건물외벽실사 

힘내라병원 박람회 부스홍보물 부민병원 오픈 내외부 홍보물 국민은행 해운대프로모션 홍보물 시공 

오버위치 부산맵 프로모션 부산 지스타 펍지& SK 각종 배너 제작 케이옥션 현수막 지정게시대 



Contact Us 

협회 가입현황 
 

現)부산광고산업협회             부이사장 
現)부산영화영상협회 이사 
現)한국광고대행업협동조합    조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