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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하이브리드웹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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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기사에서 보는기사로,

글자 대신 멀티미디어로,

일방적 메시지 전달에서 공감과소통으로

디지털시대에는
디지털이
답입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성공 전략, 하이브리드웹진

5

웹진

더 많은 사용자를 초대하고 싶나요?

더오래머무르게 하고 싶나요?

참여율을 높이고 싶나요?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나요?

더 널리 콘텐츠를 확산시키고 싶나요? 

그렇다면 넥스트페이퍼와 함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이브리드 웹진을

만나보세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시대, 웹진은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66

하이브리드웹진

AS IS

기존매체

TO BE

가장진보적매체

• 디지털이라는 무한의 공간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빌하는 비주얼 이미지를
무한정 제공한다

• 실시간 변동되는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한다.  

• 최신 웹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미니멀 그리드 레이아웃 및 스크롤 기반
UI/UX로 콘텐츠의 주목도를 높인다

• 카테고리 페이지 신설과 호별 보기를 통해 기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지난 기사를 쉽게 탐색할 수 있다

• 뉴스레터, PUSH 메시지를 통해 더 많은 독자를 웹진으로 초대한다

• 댓글, 공유 기능을 통해 독자와 소통한다

• 동영상, 움짤 등 멀티 미디어 콘텐츠로 독자의 집중을 유도한다

• 룰렛, 틀린그림찾기 등 인터렉티브 이벤트로 독자 참여율/재방문율 UP!

기존매체의한계

• 한정된 지면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 

• 일정한 발행 일자 때문에 정보의 신속성이 떨어진다

• 웹의 플렉서블한 UI/UX  장점을 살리지 못해 종이 매체처럼
기사를 찾아 보는 구조다

• 카테고리, 섹션, 인기글을 모아서 볼 수 없어 기사를 쉽게 탐색하기 힘들다

• 웹진의 URL 또는 검색을 통해 구독하기 때문에 오히려 종이사보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 최신 기사 알림, 기사 댓글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능과 콘텐츠가
부족해 독자와 함께 호흡할 수 없다

• 종이 매체를 그대로 옮긴 방식이라 사진과 글 중심인 평면적 구성이다

• 독자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렉티브 이벤트가 부족하다

종이매체

웹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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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진화한웹기술, 디자인, 콘텐츠로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최신 Progressive WEB App 기술

콘텐츠자동배포로노출극대화

체계적관리시스템

사이트최적화로웹페이지상위노출

콘텐츠중심의
UI/UX 디자인

흥미롭고입체적인
멀티콘텐츠제작

재방문율을높이는
참여형콘텐츠

진보된
웹기술

최신웹
디자인

콘텐츠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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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독자를 초대하고 더오래머무르게합니다

콘텐츠ㆍ사용환경ㆍ디자인ㆍ기능을 모두 고려한 웹진 구축

가장진보된하이브리드웹진구축/운영으로독자와의디지털소통공간으로포지셔닝

신규 독자
유입 증대

체류시간
재방문율 증대

서술형 기사를
영상과

이미지화

SNS 연동, 
인터랙티브
이벤트 등을

통한
인게이지먼트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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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웹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용자
참여•반응

사용자및
콘텐츠
분석

웹진
콘텐츠
기획

푸시알림

뉴스레터발간

콘텐츠
개선

촬영및
원고작성

편집

콘텐츠 크리에이티브부터 개발, 리포트까지 책임지는 멀티 프로세스



핵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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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비즈니스를 근본부터 바꾸는하이브리드웹진의기능

디지털 경험의 수준을 높이는 웹진의 핵심 기능

기사 발행과 동시에
네이버 블로그 및 SNS 채널

자동 업데이트

콘텐츠가가장먼저들어오는미니멀한디자인
검색이 쉽고 정보 습득에 용이한

그리드 및 수직적인 패턴과 스크롤 UI

OX퀴즈, 가로세로 낱말퍼즐
카드 뒤집기, 룰렛 등

인터랙티브한 퀴즈로 트래픽 확대

자유로운
콘텐츠 공유로 효과적인

노출 및 확산

PC, 모바일은 기본!
디바이스 환경에 맞게
화면이 자동으로 변환

반응형 웹 지원 콘텐츠 중심의 UI/UX 인터랙티브 콘텐츠 콘텐츠 SNS 공유 콘텐츠 자동 배포

스마트폰 바탕화면
아이콘 생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웹진에 접근

모바일 웹 아이콘 생성 웹 푸쉬 알림 기능 통계 기능 지원 검색 최적화(SEO) 통합 CMS

저절로 날아오는
PUSH 메시지를 통해
더 많은 사용자를 초대

구글 애널리틱스, 
페이스북 픽셀 등을 통한

통계 기능 지원

네이버/구글 검색엔진의

상위노출 알고리즘에 맞춰

웹진 사이트를 최적화

통합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를
통해 기사 작성, 배포, 관리를
아주 쉽고 편리하게 관리 가능



읽는 기사를 보는 기사로 바꾸는파워풀한영상콘텐츠

생생한 영상 콘텐츠로 디지털의 역동성을 살립니다

한 국 의 오 드 리 헵 번 문 숙 , 前
문 화 부 장 관 김 명 곤 등 막 강
섭외력으로 톱 셀러브리티 영상 제작

자막, 타이포, 2D 합성, 3D 모션 그래픽
등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임직원들의
이야기를 트렌디하게 있게 전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Tips을
HOW TO와 함께 전달하는 랜선
클래스

스 타 일 리 스 트 , 헤 어 ㆍ 메 이 크 업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스타일 변신
프로젝트

브랜드 이미지 및 메시지를 스토리
라인에 녹여 다양한 장르와 접목시킨
트렌디 웹드라마 제작

CELEBRITY

행 사 의 의 미 와 목 적 에 맞 는
스케치/메이킹 영상을 통해 브랜드와
행사가 지닌 가치 향상

드 론 을 이 용 한 항 공 촬 영 을 통 해
영상의 미학적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광활하고 넓은 풍경을 실감나게 전달

타 겟 , 의 미 , 목 적 에 맞 는 기획 과
제작방식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쉽고 재미있게 어필

MAKE OVER HOW TO TALK SHOW

WEB DRAMA SKETCH DRONE SHOO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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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tagram.com/p/B6hwfC1lX-E/

※링크클릭시해당페이지로이동합니다

http://talk.hyundai-steel.com/2019/12/27/%eb%8b%b9%ec%8b%a0%ec%9d%98-%ec%8a%a4%ed%83%80%ec%9d%bc%ec%9d%84-%ec%b0%be%ec%95%84%eb%93%9c%eb%a6%bd%eb%8b%88%eb%8b%a4/
http://talk.hyundai-steel.com/2019/11/22/%ec%9c%84%eb%8c%80%ed%95%9c-%ec%9d%bc%ec%9d%80-%ec%97%86%eb%8b%a4-%ec%9c%84%eb%8c%80%ed%95%9c-%ec%82%ac%eb%9e%91%ec%9d%b4-%ec%9e%88%ec%9d%84-%eb%bf%90%ec%9e%90%ec%97%b0%ec%b9%98/
https://hallawebzine.co.kr/?p=4016
http://talk.hyundai-steel.com/2020/07/10/%ed%98%84%eb%8c%80%ec%a0%9c%ec%b2%a0-%ea%b2%bd%ec%98%81%ed%98%81%ec%8b%a0-%ec%95%84%ec%9d%b4%eb%94%94%ec%96%b4-%ea%b3%b5%eb%aa%a8%ec%a0%84%ec%8a%ac%ea%b8%b0%eb%a1%9c%ec%9a%b4-%ec%a0%9c%ec%b2%a0-2/
http://talk.hyundai-steel.com/2019/03/07/%ed%98%84%eb%8c%80%ec%a0%9c%ec%b2%a0-%ec%87%a0%eb%b6%80%eb%a6%ac%ed%86%a0%ed%81%ac-%ed%99%8d%eb%b3%b4%ec%98%81%ec%83%81/
https://www.instagram.com/p/B6hwfC1lX-E/?utm_source=ig_web_copy_link
http://talk.hyundai-steel.com/2019/09/20/%ec%a7%80%ea%b8%88-%eb%b0%94%eb%a1%9c-%ec%9d%b4-%ec%88%9c%ea%b0%84%ec%97%90-%ec%a7%91%ec%a4%91%ed%95%98%eb%9d%bc%ed%9e%90%eb%a6%ac%ec%96%b8%ec%8a%a4-%ec%84%a0%eb%a7%88%ec%9d%84/
https://www.youtube.com/watch?v=uDrJPPLNakw
https://www.instagram.com/p/B6hwfC1lX-E/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볼 수 있는멀티콘텐츠

카드뉴스, 웹툰, 인포그래픽 등 멀티 콘텐츠를 통해 클릭해서 보고 싶은 기사로!

브랜드 메시지가 콘텐츠 스토리라인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웹툰으로

재미와 감동을!

이미지와 함께 정보를 전달하는
카드뉴스로 흥미 up!

시선을 사로잡은 움짤로 생동감 있게!

WEBTOON CARDNEWS ANIMATED G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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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클릭시해당페이지로이동합니다

http://talk.hyundai-steel.com/2020/03/13/%ed%98%84%eb%8c%80%ec%a0%9c%ec%b2%a0%ec%9d%98-%eb%b3%80%ed%99%94-%ec%a7%80%ea%b8%88%eb%b6%80%ed%84%b0-%ec%8b%9c%ec%9e%91%ed%95%a9%eb%8b%88%eb%8b%a4/
https://www.instagram.com/p/CC7toGZn4S5/
https://www.instagram.com/p/B9qvQqDH_Ox/
https://www.instagram.com/p/B7SuDp6JHxx/
https://webzine.sac.or.kr/?p=3324
https://webzine.sac.or.kr/?p=4537
http://story175.sejongpac.or.kr/2020/07/%ec%84%b8%eb%b9%84%ec%95%bc%ec%9d%98-%ec%9d%b4%eb%b0%9c%ec%82%ac%eb%a5%bc-%ec%86%8c%ea%b0%9c%ed%95%a9%eb%8b%88%eb%8b%a4/
https://hallawebzine.co.kr/?p=856
https://hallawebzine.co.kr/?p=856


SNS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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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도, 자랑하고 싶은 것도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되는 세상

SNS 마케팅을 통한 대중과의 공감과 소통이

성공의 핵심 전략입니다

사용자를움직이는
소통과공감의힘



SNS채널별타겟및포지셔닝

웹진을 중심으로 SNS 채널 간의 연동을 강화해 콘텐츠 노출ㆍ확산 및 사용자 유입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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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운영 목적과 전략으로독자와의소통강화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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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만들것인가?퍼뜨릴것인가?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 : 검색엔진최적화, SEM(Search Engine Marketing) : 검색엔진마케팅

• 네이버 플랫폼의 지면 노출(검색결과 or 메인 주제판 등)을 염두에 둔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검색엔진최적화(SEO) 를 고려한 키워드 및 해시태그 공략

• 일방향성 콘텐츠 보다 독자 참여형 양방향 콘텐츠 중심으로 기획 및 운영을 통한 Viral 효과 고려

•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장치 제공을 통해 방문자 유입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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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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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공기관/미디어웹사이트 外다수구축운영

기업웹진

현대제철사보(쇠부리토크)

쇠부리토크

SK템레콤사보(CONNECT+)

CONNECT+

한라사보(Four Seasons)

Four Seasons

네네치킨(해피투데이)

해피투데이

도레이첨단소재(토담e)

공공기관웹진

예술의전당(SAC)

SAC

세종문화회관(문화공간175)

문화공간175

고등과학원(HORIZON 과학의 지평)

HORIZON

서울시교육청(지금서울교육)

지금서울교육

국립민속박물관(민속박물관 웹진)

민속박물관 웹진

미디어웹사이트

두산매거진

(VOGUE 코리아)

http://www.vogue.co.kr/

가야미디어

(플레이보이 코리아)

※링크클릭시해당페이지로이동합니다

http://talk.hyundai-steel.com/
http://hallawebzine.co.kr/
http://happy2day.kr/
https://webzine.sac.or.kr/
http://story175.sejongpac.or.kr/
https://horizon.kias.re.kr/
https://now.sen.go.kr/
https://webzine.nfm.go.kr/
http://www.vogue.co.kr/


대표기업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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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사보

CONNECT+

도레이첨단소재

토담eThe Four Seasons

한라사보현대제철사보

쇠부리토크 해피투데이

네네치킨

※링크클릭시해당페이지로이동합니다

https://hallawebzine.co.kr/
http://talk.hyundai-steel.com/
http://happy2day.kr/


대표공공기관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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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간175SAC

세종문화회관

민속박물관 웹진

국립민속박물관

HORIZON 과학의 지평

고등과학원

지금서울교육

서울시교육청예술의전당

※링크클릭시해당페이지로이동합니다

http://story175.sejongpac.or.kr/
https://horizon.kias.re.kr/
https://now.sen.go.kr/
https://webzine.sac.or.kr/


대표미디어웹사이트구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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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미디어

플레이보이 코리아

두산매거진

VOGUE 코리아

※링크클릭시해당페이지로이동합니다

http://www.vogue.co.kr/
http://www.vog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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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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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회사는 디지털이 약하고 디지털 회사는 콘텐츠가 약합니다
넥스트페이퍼는 콘텐츠, 개발, 디지털마케팅 모두 강한 보기 드문 회사입니다

콘텐츠ㆍ개발ㆍ디지털마케팅전문가가한자리에

구글공식
디지털퍼블리싱

파트너

다수의기업/공공기관웹진을
진보된웹진 2.0 으로

재구축

세타필, 괌관광청등다수기업의
온라인및 SNS 채널운영및

종합광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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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AD-네트워크 광고 플랫폼

(2016년~현재) 운영

• PC/모바일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 운영(TDN)

• 국내 주요 100여개 매체사

웹사이트 연동으로 광고 노출

• 구글 광고 공식 파트너사

국내 최고의 디지털매거진플랫폼(탭진)

(2011년~현재) 운영

• 150여종 상업용 매거진 무료 서비스

• Vogue, Elle 등 국내 유명 매거진 입점

• 20여종 공공기관/기업 사외보 매거진 입점

• 누적 다운로드 250만

프리미엄 미디어 웹진사이트 구축/운영

• 가야미디어 - ‘플레이보이코리아’

• 두산매거진 - ‘VOGUE 코리아’

• 현대제철 웹진 ‘쇠부리토크’ 구축/운영

• SK텔레콤 웹진 ‘CONNECT+’구축

• 국립민속박물관 웹진 구축/운영

• 세종문화회관 웹진 ‘문화공간175’ 구축/운영

• 고등과학원 웹진 ‘Horizon’ 구축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웹진 구축/운영

Creative 콘텐츠 제작
• 영상/사진 촬영, 카드뉴스 / 일러스트 제작
• 디지털 광고 콘텐츠
• 애드버토리얼 기사

디지털 마케팅 운영
• 세타필 SNS 채널 운영 및 PR, 광고 집행
• 괌 관광청 온라인/SNS 채널 운영
• 토미티피(영국계 유아제품) SNS 채널 운영
• 아모레퍼시픽/핏비트코리아 등 SNS 운영

디지털 광고 집행및 데이터 분석
• 검색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유튜브 광고, GDN 광고 등

웹진/미디어 사이트 구축 및 운영 사업 부문 디지털마케팅 종합 운영 대행 사업 부문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사업 부문 온라인 네트워크 광고 사업 부문

동영상

배너

웹진구축부터디지털마케팅종합대행까지



디지털마케팅주요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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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FIRST 시대를선도하는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컴퍼니

회사명 (주) 넥스트페이퍼엠앤씨

대표이사 손명희

업태및업종
업태 : 서비스/도매
업종 : 온라인정보제공/소프트웨어개발/광고대행

사업자번호 107-87-53793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93 비퍼스 빌딩 2층, 3층

전화및팩스 Tel : 02-735-2087 Fax : 02-736-2087

회사설립년도 2011년 6월 9일

주요사업

•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제작(취재/편집 등)
• 웹진 구축 및 운영
• 온라인 및 디지털 마케팅 운영 대행
• AD 네트워크 광고 플랫폼 운영

홈페이지/앱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 ‘탭진’

특징 여성기업확인, 벤처기업인증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졸업
성균관대학원 사학과 석사 졸업
미국 Thunderbird 경영대학원 MBA 졸업

주요경력사항

신문사 기자 및 잡지사 편집장
미국, 크리스찬디올 코리아 마케팅 담당
미국, 포에버21 마케팅 총괄
미국, 힐리오(이동통신사) 마케팅 매니저
한국, 인천 하얏트 마케팅 총괄
현재 ㈜넥스트페이퍼엠앤씨 대표이사

기타사항

현지인 수준의 영어권 마케팅 전문가
20여년간 국내 및 미국에서 뷰티&패션
마케팅을 담당. 넥스트페이퍼엠앤씨 창업

개요 대표이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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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구성을 통한품질극대화



올인원시스템으로 기획, 제작, 촬영, 개발, 구축까지 한 번에

대표이사

36

기술개발팀

Technical Director

WEB Site/
APP(Android/iOS) 개발

서버 플랫폼/CMS개발

Data Technology

- Web Crawling

- Big Data Analytics

- Data Tracking 

- Google Data Studio 
응용 개발 등

AD-TECH(광고기술)개발
- Programmatic Deal

- Ad-Exchange

- Ad- Manager

AD-Network 사업부문

Ad Business Director

Ad-Network
서비스 플랫폼 운영

광고주 및 Media Sales

광고 분석/리포트

크리에이티브 콘텐츠팀

디지털 마케팅 사업부문

기획/운영팀

Manager Manager

Business Director

Contents Planning 

& Creations

Video Production

Photography

Digital Strategy &

Planning

취재/Editorial

Contents Channel

Operation

Brand Immersion
Integrated Digital 

Marketing

On/Offline Promotion & 

PR

UI/UX Design

디자인팀

Design Manager

Creative Design

WEB Publishing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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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공공기관웹진사업확대

ㆍ세종문화회관/예술의전당 웹진 구축 및 운영 계약

ㆍ현대제철 사보 웹진 디지털 전면 전환 웹진 재구축 및 운영

ㆍSK텔레콤 사보 웹진 구축 계약 외 다수

ㆍ㈜ 한라 사보 ‘포시즌’ 디지털 웹진으로 론칭 및 운영

ㆍ두산매거진 ‘VOGUE’ 웹진 사이트 구축

ㆍ서울평생교육원 웹진 ‘다들’ 구축 및 운영 (취재/편집 포함)

ㆍ국립민속박물관 웹진 구축 및 운영(취재/편집 포함) 외 다수

• KBS 뉴스/채널IT <생방송 스마트 쇼>에 ‘성공적 디지털 매거진 앱’으로

추천됨, 생방송 출연

• 3회 ‘아시아 태평양 디지털매거진 컨퍼런스’ 한국대표로 발표

• 법인 설립

• 탭진앱(Tapzin,디지털매거진플랫폼) 론칭

• 탭진앱 유료 공공기관 및 기업 디지털 매거진 서비스 본격 시작
• 탭진앱 ‘디지털매거진광고’서비스론칭

2012
~2013

2011

2014
~2015

• 기업/공공기관 웹진사업본격화

ㆍ가야미디어 ‘플레이보이 코리아’ 웹진 사이트 구축

ㆍ고등과학원 웹진 ‘Horizon, 과학의 지평’ 구축

ㆍ현대제철 사보 ‘쇠부리토크’ 웹진 구축 및 운영 외 다수

• 현대제철사보 ‘쇠부리토크’앱구축및운영

• 괌(Guam) 관광청 온라인 및 SNS 채널 콘텐츠 제작 및 운영
2016

2017

2018

2019

• 2년연속글로벌브랜드 ‘세타필’화장품년간온라인및

SNS채널운영및광고대행계약

• 종근당건강 아이클리어 프로모션 대행

2020

• LG전자 스마트 폰내 ‘스마트월드’ 월페이퍼 콘텐츠 제공

• 우리은행 ‘위비톡’ 콘텐츠 MCP 사업자 선정

• 프리미엄프리미엄 AD 네트워크플랫폼(TDN) 론칭

• 구글(Google) 퍼블리셔파트너사선정

국내 150여개 매체사를 통한 프로그래매틱 Ad-Network 광고

• 디지털마케팅종합대행사업확대

ㆍ괌관광청 온라인 및 SNS채널 운영 및 광고 집행

• 갈더마코리아 ‘세타필’ 브랜드 디지털마케팅

연간 대행 계약 체결

ㆍ세타필 글로벌 해외 법인 중“2019년 Year of Marketing” 수상
• 대한항공이벤트프로모션 Total 대행

디지털 트렌드를 리딩하며지속적인성장

• 탭진앱 – LGU+ ‘홈보이’ 단말기에 기본 탑재

• 탭진앱 200만누적다운로드

•

• 탭진앱 50만누적다운로드

• 탭진앱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

• 애플 앱스토어 전체 카테고리 1위

https://www.shutterstock.com/ko/search/similar/234372760


주요클라이언트



디지털마케팅분야

디지털콘텐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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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네트워크플랫폼(TDN)을통해집행된광고주

광고제휴미디어랩사

40



감사합니다

문의

sales@thenextpaper.com

02-735-2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