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nny Choi 
Project Coordinator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서강대학교 경영학 

前 KT 

前 RealStack USA LLC 

Ethan Park 
Project Coordinator 

사업전략 / PM 

서강대학교 경영학 

前 신세계 

Tommy Kim 
Business Develop 

사업개발 

서강대학교 경영학 

Charles Kim 
Marketing Specialist 

마케팅 총괄 

서강대학교 경영학 

前 제일기획 

TW Kim 
Performance Mkter 

퍼포먼스 마케팅 

연세대학교 사회학 

Jay Moon 
Brand Creative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연세대학교 경영학 

前 삼성전자 

前 대한항공 

HJ Yoon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전략 

서강대학교 사회과학 

前 CJ E&M 

Mic Park 
Performance Mkter 

퍼포먼스 마케팅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 

前 HS애드 

Jane Kim 
Project Operation 

오퍼레이션 총괄 

서울대학교 경영학 

前 삼성전자 

JH Jung 
Digital Creative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前 현대카드 

Sunny Hong 
Operation 

컨텐츠 기획 

서강대학교 경제학 

前 아모레퍼시픽 

Jacob Kim 
Creative Design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한성대학교 시각디자인 

前 Primitive Ideation 

S Kim 
Global Operation 

글로벌 오퍼레이션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 

Columbia University 

BA Economics 

JY Choi 
Creative Design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University of Arts London 

; Goldsmith / Fine Art BA 



나쁜 스토리 텔링 Case 1 나쁜 스토리 텔링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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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스타트업  A 

3개월차 네이버 뷰티 순위 1위 

4개월차 국내 유명 드럭스토어 

입점 완료 

패션 스타트업  B 

여성패션부문 

지그재그 랭킹 TOP30 

ROAS 250% 이상  

어반 커뮤니티  
운영기업 C 

IMPRESSION 300% 이상 증대 

홈페이지 트래픽 450% 증대 

투자유치 성공 

헬스케어 디바이스 I 

스토리/컨텐츠 촬영 등 

 총제작 5일 진행 

와디즈 첫펀딩 1.6억 달성 

중견기업 P 

마케팅비용 50% 절감 

인건비 60% 절감 

ROAS 300% 이상 달성 

Revenue Stability 증대 

운영비 (마케팅/인건비) 절감 

종합광고대행사가 절대 보유할 수 없는 
 브랜드 운영노하우 및 DATA 

EXPERIENCE 제공 

매출 및 광고효율 상승 

결과값으로 성과를 명확하게 판단. 
추가진단 필요 시 추가서비스 
제공 가능 

너무나 놀랐어요. 모든 경험에 대한 전수와 더불어 브랜드가 성장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느낌입니다, 밀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할 수록 제 역량도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유일의 통합 솔루션 서비스라 자부할만 하네요. 

뷰티 스타트업 “A” 대표님 후기 

대기업과 전략컨설팅, 실전 비즈니스를 두루 경험한 우수 인력의 경험치, 특히 속도가 어마 

무시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보고용 컨설팅으로 끝나는 게 아닌, 실제 숫자와 컨텐츠를 아주 

빠르고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네요.  

괜히 K*, S*, 삼*전자, 제*기획 출신의 에이스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 아닌 듯 합니다.  

중견기업 마케팅 팀장님 “J”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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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50996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50996


주식회사 엑스와이씨비 컨텐츠사업부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III, 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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