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크로스주식회사(IncrossCo Ltd.,)

2007년8월13일

이재원

262명 (2021년12월말기준)

5,137억4,700만원 (2021년연간기준)

518억100만원 (2021년연간연결기준)

214억300만원 (2021년연간연결기준)

www.incross.com



디지털
미디어렙

애드
네트워크

T deal



인크로스설립

‘크로스엠인사이트’
미디어렙사업

영업양수

국내최초동영상애드
네트워크플랫폼 ‘다윈‘ 출시

다윈, 2013 온라인광고마케팅
대상수상

구글공식미디어렙사선정

다윈, 모바일광고
플랫폼(MadP) 인증획득

2014 스마트미디어대상
이노베이션부문우수상수상

코스닥시장상장
(2016. 10)

서비스운영사업부문
물적분할

NHN엔터테인먼트로
최대주주변경(2017.12)

디지털미디어
트렌드리포트

‘마켓인사이트’ 발간

SK텔레콤으로
최대주주변경

(2019.06)

SKT와함께 LMS/MMS 기반
CPS 광고상품 ‘T deal’ 출시

SK스퀘어로 최대주주변경
(2021.11)

유튜브웍스어워즈 2021
‘베스트브랜딩’ 부문수상

메타파트너어워즈 2021
이노베이션히어로부문수상

구글프리미어파트너어워즈
2021 ‘온라인판매’ 부문수상

2007 2009

2013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구글프리미어
파트너선정

2022



CEO

전략마케팅담당

사업총괄

광고효율
관리실

광고1실 광고2실 광고3실
퍼포먼스
마케팅실

플랫폼개발실 경영기획실 재무기획실데이터커머스
사업실

기술연구소 경영지원본부







Planning
Live

Reporting
Post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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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일원화된 Tracking 

Solution 제공

04
다년간축적된퍼포먼스

운영노하우보유

01
Funnel별 Audience 정의
및맞춤시나리오제공

03

광고주맞춤 Tech 지원
(카탈로그 연동, 맞춤 대시보드, 

오디언스 빌더 등)



• Baidu, Tencent GDT, Wechat, Bytedance등

매체빅데이터를활용한정밀타겟팅광고

• Baidu, 360, Sogou, Shenma등중국주요검색엔진광고

• 다양한디지털채널을통한동영상, 배너, 타겟팅DA 광고

• SNS 채널기획/운영, 디지털캠페인(왕홍캠페인등)

• 중국대표SNS 채널광고 (Weibo, Wechat)

Targeting AD

Search AD

Display AD

SNS

• 중국의공신력있는대형언론매체PR기사배포

• 광고주/브랜드/제품시드컨텐츠양성및신뢰도제고
PR

AD Network

SNS

Community

KOL / ETC

OTA

Portal / Feed

Video

Search Engine

중국마케팅소개서다운로드
• 중국No.1 이커머스Tmall 스토어입점및운영대행

• 입점/구축/마케팅/판매/배송/CS 등원스톱운영서비스
e-Commerce

https://www.incross.com/wp-content/uploads/2020/06/INCROSS-CHINA-MKTG-INTRODUCTION_2020_3Q.pdf




Advertiser Agency Media





다윈상세페이지보기

https://www.incross.com/business/dawin/




dawin
3,730만







Opt-in 고객 1,900만







인크로스주소 & 약도

2호선

대표번호 02-3475-2800

사업제안
02-3475-2849

business@incross.com

투자문의
02-3475-2849

investor@incross.com

채용문의
02-3475-2865

recruit@incross.com

온라인&
모바일광고

IPTV
02-3475-2722

vad@incross.com

다윈
02-3475-2766

dawin@incross.com

문의

02-3475-2717

media@incro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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