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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Z PROPOSAL #1. 개요

A TO Z (A부터 Z까지)

에이토즈는브랜드를효과적으로홍보할수있도록

디지털채널의제안/실행/제작까지모두가능한

디지털커뮤니케이션서비스를선도하는마케팅그룹입니다.



ATOZ PROPOSAL #2. 비전

P Professionalism
최고의 기량과 정신을 갖춘 인재 구성

S Specialty
최고의 퍼포먼스를 위해
트렌드를 앞서는 특별한 전문성

Q Quality 
Assurance
어떠한 일에도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는 관리 능력

3대 핵심 역량 강화에 항상 주력하고 있으며, 

고객이 함께 성장하는 회사, 곧은 신념과 철학이 있는 회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ATOZ Core Competence



ATOZ PROPOSAL #3. 사업영역

MAN POWER SOLUTION CREATIVE

DIGITAL COMMUNICATION GROUP

진행하기전바이럴에대한기획및
플랜을구성하는사업부

사용자,소비자의입장에서생각한
효율적인홈페이지및앱개발

타겟에게직접적인미디어를선별, 
다양한매체및콘텐츠아이디어를개발

ATOZ는각분야의전문가로써고객이원하는다양한분석을거듭하여, 기획부터실행까지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적절하게 찾아 구현하는 BRAND COMMUNICATION COMPANY 입니다.

각 사업부 영역에서 기발한 IDEA를 통해, 오직소비자들을위한지향형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ATOZ PROPOSAL #4. 연혁

2016

2015

2014 9월 ㈜에이토즈 설립

ATOZ Solution Ver.1 홈페이지&인트라넷 제작

㈜ 에이토즈 사무실 확장 이전

누적 디지털 광고 집행 건 수 1,000건 돌파, 보유 고객사 100사 돌파

네이버 스타트업 지원 NPAC 

ATOZ Solution Ver.2 홈페이지 개편,코드 분석 제작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주관 기업부설연구소 승인

환경경영시스템 디지털마케팅&웹솔루션 부분 ISO 14001 승인

품질경영시스템 디지털마케팅&웹솔루션 부분 ISO 9001 승인

2017
서울시 중소기업 주관 벤처기업 승인

서울시 주관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서울시 주관 “우수기업들의 모임” 하이서울 브랜드 선정



ATOZ PROPOSAL #5. 파트너스

ATOZ DIGITAL MARKETING PARTNERS



SERVICE
서비스 안내

찾아오시는길



ATOZ PROPOSAL #1. 내부운영체계

경영 지원실 솔루션 개발부 디지털 마케팅부
회사경영에필요한자원,
인사경영및복지체계구성

사용자친화적브랜드를최우선으로고려
양질의홈페이지를생산, 유통하는사업부

디지털마케팅채널의모든것을
기획하고실행하는사업부

ATOZ OPERATION SYSTEM

ATOZ는솔루션개발부서와디지털마케팅부서가 같이 있어 다양한 시너지가 가능한 회사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많은마케팅경험을보유한맨파워를 가진 회사 입니다.

솔루션 개발을 통해 다양한 마케팅 결과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회사 입니다.



ATOZ PROPOSAL #1. 서비스안내

광고주분석

매체분석

키워드분석

코드분석

포털검색을위한소비자들이

가장관심을끌만한핵심테마

분석

광고주마케팅성과의가장

효율적인매체및키워드분석

스터디아이디어회의

브랜드의가장효율적인마

케팅을위한디지털매체분

석(인플루언서,DA광고 등)

ATOZ가고안한분석코드를

활용한디지털마케팅분석

ATOZ SYSTEM

분석을통해이후가장효과가높은마케팅제안및실행



ATOZ PROPOSAL #4. 찾아오시는길

HEAD OFFICE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 1로 128 STX V타워 309호

TEL 02-6274-6250

FAX 02-6082-6250

Category컴퓨터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산업 > 인터넷광고대행

E-MAIL atoz@atozstory.com

ATOZ 변화및내부사진가산디지털단지역 5번출구도보 5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