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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I.T.
to your
Business

주식회사 애드아이티는 

IT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여

브랜드와 함께 성장합니다.  



Overview

(주)애드아이티

2010년 6월 25일

배지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21 대화빌딩 3층

벤처기업, 여성기업, 기업부설연구소, 가족친화인증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온라인 마케팅 / Web/App 개발/ Web 디자인 / 영상

/ 출판 디자인/ BI CI 개발 / 컨설팅 및 연구

www.additcorp.com

Company

Founded

CEO

Address

Key Certification

Business field

 

Website

Add I.T. to your Business

당신의 비지니스에 IT를 더하다



One-stop Solution
300여 고객사와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구축한 마케팅 전략 노하우와

기업부설연구소의 안정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rocess

개발

· UIㆍUX 퍼블리싱
· Web / App front end, Back end

테크

· Data
· AI

IT

전략

· 마케팅 전략 수립
· 법 제도연구

시스템

· ISP

연구

디자인

· SNS 디자인
· 웹·앱 디자인
· 출판 디자인

영상 미디어

· 영상 촬영
· 영상 편집 
· Score

콘텐츠

기획

· 콘텐츠 기획
· 사업 계획 및 전략 수립

홍보

· 퍼포먼스 마케팅
· 캠페인 집행
· sns 콘텐츠 홍보

온라인 마케팅



Organization
애드아이티는 고객사의 매출 증대를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온라인·모바일 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Web/App 개발 · data

· AI

· 웹디자인

· 출판디자인

· 영상

· 인플루언서

· 마케팅 전략

· 제도연구

· ISP

IT디자인 연구

Web / AppDesign / Video R&D / Consulting

· 기획 · 홍보

온라인 마케팅

SNS / Webzine

대표이사

addit CEO

· 회계 · 총무

경영지원

Management 

Support Team

Overview



Since 2010
지난 10년간 애드아이티는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다양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History

2022

· 대한민국 ICT Innovation 특별상 수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전자·IT 의 날 유공자 장관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 [R&D] 오피니언 마이닝 기술 적용으로 온라인 내의 고객리뷰 빅데이터 신뢰도, 정보의 방향성 분석 시스템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 [R&D] 오픈 시나리오 기반 프로그래머블 인터렉티브 미디어 장착 서비스 플랫폼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장관 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여성경제인의 날 장관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2017

· [R&D]  실시간 광고경매 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2014

· ㈜애드아이티로 한글 사명 변경

·혁신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2020

·가족 친화 기업 인증2019

· 웹어워드코리아 공공블로그 분야 최우수상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2018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전문중소 SW기업 우수포럼 수상

·디지털이노베이션대상 수상

·대한민국SW기술대상 우수상

·대한민국온라인광고제 우수상

·스마트광고개발포럼 운영기관 선정

· [R&D]  쇼핑몰 큐레이션 시스템 [서울산업진흥원]

2015

· 벤처기업 · 여성기업 인증

·온라인광고 플랫폼 개발

· ㈜애드잇 설립

2010



IP
지식재산권/특허
애드아이티는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로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며,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광고 배너 자동 제작 방법 및 광고 배너 자동 제작 서버

·물품관리장치 및 그 동작방법

·온라인 의견 정보 수집 및 분석시스템

·서버장치, 서버장치의 제어방법 및 광고 제공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광고 플랫폼

·모바일 단말장치, 모바일 단말장치의 제어방법 및 광고제공 시스템

·사용자위치기반 유휴공석 제공 시스템과 서비스제공 서버에서 실행되는 사용자위치기반 유휴공석 제공방법2017

2014

·서버장치, 서버장치의 제어방법 및 광고 제공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광고 플랫폼

·빅모바일 단말장치, 모바일 단발장치의 제어방법 및 광고제공 시스템

2015

2009 · 접근허용영역에 기반한  정보유출 제어장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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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s list
애드아이티는 다양한 분야의 수상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 및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증명해왔습니다.

Awards

가족친화기업 인증

여성가족부 2019.1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강남구청 2017.0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특허청 2015.12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KOITA 2020.04

인증

전자·IT의 날 유공자 장관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2016.10

ICT Innovation 대상 특별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6.04

 

여성경제인의 날 장관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2017.11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장관 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11

 

표창

스마트광고개발 포럼 우수상

KOSA 2018.12

빅데이터어워드 매경 회장상 

매일경제미디어그룹 2017.12

대한민국 온라인광고제 우수상

한국온라인광고협회 2015.12

 

수상

스마트광고개발 포럼 우수상

KOSA 2015.05



Client

온라인마케팅

IT

연구용역



Successful case
Portfolio Online Marketing & Webzine

Editorial Design

BI & CI Design

Video

IT (Web & App)

R&D & Consulting



 IT (Web/App)



IT Web & System

현대페이 홈페이지 및

포털 시스템 구축

CLIENT

PROJECT

현대페이

web, solution



KASSE

블록체인 전자지갑

CLIENT

PROJECT

KASSE

web, solution

IT Web



Web

KASSE

온라인 쇼핑몰

CLIENT

PROJECT

KASSE

web, solution

IT 



현대페이 Hdac 

포털 시스템 구축

CLIENT

PROJECT

현대 페이

web, solution

Web & SystemIT 



일동후디스 홈페이지 및

포털 시스템 구축

CLIENT

PROJECT

일동후디스

web, solution

Web & SystemIT 



Web

일동제약 gQlab 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마케팅

CLIENT

PROJECT

일동제약

web, solution

IT 



Web

장애인부모회 복지몰

골든벨 구축 및 운영

CLIENT

PROJECT

장애인부모회

web, solution

IT 



장애인부모회 홈페이지 및

포털 시스템 구축

CLIENT

PROJECT

장애인부모회

web, solution

Web & SystemIT 



Web

농식품수출연구사업단

다국어 홈페이지 제작

CLIENT

PROJECT

농식품수출연구사업단

web, solution

IT 



Online Marketing
& Webzine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ICT산업 HOT Clips 웹진 제작

ICT산업 관련 기고문, 산업동향을 통해 

전문 기관 이미지 고취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관련 기업 우수사례, 일자리 소식 

정책성과를 확산 및 지원했습니다.

CLIENT

PROJECT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웹진, 웹진레터

Webzine & Newsletter
Online Marketing

Tech



Online Marketing Tech

NIA 통합 데이터 지도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데이터 초보자를 위한 다양한 사례 소개로 

데이터댐의 빅데이터 활용법을 안내하고

통합 빅데이터 검색 플랫폼 활성화와 

빅데이터의 중요성 및 활용법을 홍보하였습니다.

CLIENT

PROJECT

한국지능정보사회지진흥원

데이터 세미나 개최, 데이터스토리 업로드, 데이터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전문가 자문회의 섭외 및 진행, 인플루언서 협업 영상, SNS채널 운영, 카드뉴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열린마루 웹진 제작

소비자를 위한 먹거리 안전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정보 전달 및 

의료기기·의약품 제도 소개로 

환자 중심의 국민 안전 실천을 위해 배포했습니다.

CLIENT

PROJECT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진

Webzine & Newsletter Safety



health

DNA링크 DNA

GPS 통합마케팅운영

CLIENT

PROJECT

DNA링크

SNS, brochure

Online Marketing



Online Marketing Assembly

국회예산정책처

NABO 공식 SNS 운영

예·결산 분석 보고서, 경제전망 보고서를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콘텐츠로 홍보하여

국가재정과 경제에 관심이 있는 대국민 대상 

NABO 인지도 증대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CLIENT

PROJECT

국회예산정책처

SNS채널 운영, 카드뉴스 



Webzine & Newsletter Assembly

국회미래연구원

뉴스레터 및 미래칼럼 발행

국회미래연구원 소식과 칼럼,연구보고서를 뉴스레터로 발행하여

국가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국회 싱크탱크로서의

미래연구원 역할을 홍보하였습니다.

CLIENT

PROJECT

국회미래연구원

뉴스레터, 미래생각, 미래칼럼



Webzine & Newsletter Assembly

국회도서관

웹진 및 뉴스레터 제작

국회도서관 및 도서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직관적인 UI 디자인으로 

구독자들에게 전달하여 지식정보 지원기관으로서의 

대국민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CLIENT

PROJECT

국회도서관

웹진, 뉴스레터



Online Marketing
Webzine & Newsletter

대한장애인체육회

SNS 운영 및 뉴스레터 제작

장애인과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인식 개선

콘텐츠와 참여형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스포츠는 물론 문화, 예술 등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CLIENT

PROJECT

대한장애인체육회

SNS채널 운영, 뉴스레터, 카드뉴스, 기자단 운영

Disable



Online Marketing
Webzine & Newsletter

Disable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및

SNS 홍보

발달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체육과 

문화 활동을 다각도로 소개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이 지닌 재능을 증명하고 

발달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CLIENT

PROJECT

스페셜올림픽코리아

SNS채널 운영, 뉴스레터, 카드뉴스, 스킨, 이벤트



Online Marketing Local

청양 신활력플러스

농촌 신활력 온라인 캠페인

1, 2, 3차 산업 융·복합화로 

미래 성장 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주민 주도적 자립기반 확충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CLIENT

PROJECT

청양 신활력플러스

SNS채널 운영, 카드뉴스, 스킨, 이벤트



Online Marketing Local

영월 신활력플러스

농촌 신활력 온라인 캠페인

영월 내 장류생산 기업을 인터뷰를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를 통해 영월 장류를 알리고 

장류 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CLIENT

PROJECT

영월 신활력플러스 

SNS채널 운영, 카드뉴스, 스킨, 이벤트



Online Marketing Local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식물자원 보호 온라인 캠페인

미래를 위해 식물 종자와 식물 씨앗을 

영구 보존하는 시드볼트와 식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백두대간을 위한 콘텐츠를 

기획하여 운영하였습니다.

CLIENT

PROJECT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SNS채널 운영, 카드뉴스, 스킨, 이벤트



Online Marketing Local

국립세종수목원 

SNS 홍보 및 수목원 소개

산림청 주관 국립세종수목원의 시설 소개 및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식물자원에 대한 친근한 접근을 위해 

반려식물 키우는 정보성 콘텐츠와 

관련 이벤트를 기획, 발행하였습니다.

CLIENT

PROJECT

국립세종수목원 

SNS채널 운영, 카드뉴스, 스킨, 이벤트



Video



Video

영상 기획 및 제작

기획 취재, 인터뷰, 인플루언서 협업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을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흥미 유발과 SNS 활성화를 이뤄냈습니다.

제목 [꼰대가 간다] 꼰 대탈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기관 

제목 ICT기금사업 AllDigital 캠페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기관 

제목 우주부품 산업과 과학기술

한국산업기술시험원기관 

제목 [가치 더하는 작은음악회] 가수 김태우, 정성하, 유승우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기관 

제목 휠체어테니스 부부 인터뷰 | 김건훈, 최나영 선수

대한장애인체육회기관 

제목 KICT 멘토링 소개

K-ICT  창업멘토링센터기관 

제목 군인공제회의 모든것!

군인공제회기관 

제목 보험맛집 3탄

신용보증기금기관 

제목 우수GP데이

과학기술인공제회기관 

인플루언서 협업

취재·인터뷰

정보성 영상



Editorial Design



Editorial Design



Editorial Design



Editorial Design



BI & CI Design



BI & CI Design



BI & CI Design



BI & CI Design



R&D 
& Consulting



R&D & Consulting disable

R&D 과제 

[연구]마케팅전략·법제도 연구·ISP

독립된 기술개발 연구소와 

다양한 산 · 학 · 연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중심 연구지원 서비스, 

앞선 기술 개발 및 생산을 제공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빅데이터 기반 중소사이트를 광고매체로

만들어주는 광고 경매 시스템 개발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고객 리뷰 빅데이터 신뢰도,

정보 방향성 분석 시스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활용 API서비스

지원사업 사전기획

NAVER

개별 분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법적 책임과 한계연구



Add I.T. to

your Business

당신의 비지니스에
IT를 더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