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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 ConsultingUXUX

㈜와이어링크는 국내 유일의 UX Writing 전문 컨설팅 기업입니다

2021 Digital  Experience Agency lab. Platform

TX+UX Writing은 디지털 채널에서 동일한 보이스앤톤으로 브랜드 개성을 표현하고 

고객 중심의 언어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UX 분야에 새로 등장한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COPYRIGHT Ⓒ 2021 WIRELINK Inc. ALL RIGHTS RESERVED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기업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UX Writing

UX Writing 팀과 콘텐츠 팀 사이에

자체 브랜드 번역 가이드 구축

사용자의 여정을 개선한 UX Writing으로 

사용자의 제품 경험 향상

메뉴바의 단순화, 고객 소통 중심의 

질문형 UX Writing으로 개선

결제페이지에 마이크로카피(Microcopy) 

추가하여 결제 불안감 해소

금융 용어를 소비자 용어로 접근하여 

밀레니얼, 디지털 세대 눈높이 맞추기

어려운 금융 용어를 고객 관점으로 

순화하여 고객과의 신뢰 형성

스마트폰에 감성을 불어넣는 

언어 디자인으로 사용자와 친밀감 형성

‘Simple & Easy’의 텍스트 톤으로 

고객과의 공감대 형성

어려운 통신 용어 순화를 위해 

고객언어연구소 운영

비대면(Untact) 시대, 고객과의 최선의 소통 방법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되어버린 시대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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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Writing

Here’s why UX Writing is so important
There’s lots of talk about UX Writing and hiring writers to help design… if they needed to do 

something, and most importantly, a consistent way…

- https://owenwillia.ms -

Yes, You Really Do Need a UX Writer
In recent years, UX writing has become a discipline in its own right, complete with books, 

bootcamps, and conferences-but my role still requires…

- https://eyeondesign.aiga.org -

Why is everyone talking about UX writing?
Yes, however UI text should be written early on in the whole process. Why do I need a UX writer? Whenever a 

designer, developer, or product…

- https://www.creative.onl -

UX writing: What is it and why is it so important
Why is UX writing important. Every user needs some sort of direction while using a website, an app, or a software. 

UX writing bridges a gap…

- https://www.popwebdesign.net -

어려운 금융용어 바꾸는 ‘UX 라이터’ 영입한 토스
KB국민은행도 디지털채널에서 사용하는 금융 언어를 쉽고 간결하게 재정리했다. 

해외 주요 글로벌 기업에서는 일찍이 UX 라이터를 대거 채용해…

- 전자신문 -

“다들 말렸던 문화인류학, 스포티파이서 일하는 계기 됐죠”
‘UX 라이터(UX Writer)’라는 흥미로운 직업을 소개해주고 싶다. 앱에 들어가는 글을 쓰는 건데, 앱 안에서 사람들이 헤매지 않도록 길잡이 역할을…

- 블로터 -

네이버·LG화학·카카오엔터·E1·현대차 등 겨울 인턴 대거 모집
25일 취업정보사이트 캐치의 주요 기업 인턴 채용 공고에 따르면 네이버, … 는 ‘기술기획 리서치 업무보조 인턴’과 ‘Technical Writer 인턴’을 모집하고 있

다.… 모집 직무는 데이터 분석, UX디자인, 웹소설, 웹툰MD, 영문 웹톤 포토샵…

- 에듀동아 -

UX Writing의 역할과 중요성
국내 시장의 UX 분야에서도 UX Writing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

- 디지털 인사이트 -

삼성·CJ·롯데 등 대기업, 상반기 신입채용 본격 돌입
기획의 제작직(Art), UI·UX디자인직, UX 라이터(Writer) 부문 지원자는 실기평가를 받는다…

- 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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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Writing을 한다는 것?

고객이 찾아오는 텍스트로 재탄생!

UX Writing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업에서 UX Writing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UX Writing,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0

2017 2018 2019 2020 2021

20

40

60

80

100

searches/mo growth

2.4K 2100%

‘UX Writing’ 구글 검색량 추이 (미국, 최근 5년)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확하고 따뜻한 의사소통이 

고객을 찾아오게 만듭니다.

‘UX Writing’ 수정 후 유입률 상승 (출처. directyourbookings)

UX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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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UX Writing & Consulting

PORTFOLIO
이제, 우리는 ‘고객언어’로 말합니다

고객언어란, 고객의 입장에서 쓴 쉽고 바른 언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DX전략에 필요한 고객언어의 힘입니다. 

디지털시대 ‘고객언어’로 탈바꿈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UX Writing의 신호탄은 바로 ‘가이드’
고객언어 중심의 문장 톤앤매너 수립과 설계

고객언어 가이드 수립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부용어, 통신 전문용어, 잘못 사용된 용어 개선  

외래어·한자어 순화, 맞춤법·띄어쓰기 등 국문법 오류 수정

일관성을 유지한 용어 표현 통일화 등 제안

UX Writing 가이드 설계

 

고객 친화적인 메시지를 위한 고객언어 UX Writing 가이드 및 안내서 작성

메시지 구성 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 이해하기 어려운 내부용어·전문용어 등

개선하여 제안·정리한 용어집 수록

PORTFOLIO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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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현대해상 홈페이지 통합 재구축 프로젝트 고객언어 UX Writing

프로젝트 

현대해상 PC, 앱 통합 재구축 프로젝트

고객사

현대해상

협력사

네티브

수행기간

2021. 07 ~ 2021. 09

업무

콘텐츠 UX Writing

PORTFOLIO

● 현대해상 PC, 웹 콘텐츠 고객 친화적 UX Writing 개선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② UX Writing 가이드 수립

· 고객 친화적, 친근한 어조로 메뉴/서비스 안내 문구 개선

· 어려운 용어 쉽게 개선(한자어, 전문용어, 내부용어) 

· 어문 규정에 맞도록 콘텐츠 개선(맞춤법, 문장부호 등)

· 콘텐츠 전반의 용어/표기의 일관성, 통일성, 명확성 개선

·  쉽게 쓰기, 명확하게 쓰기, 자연스럽게 쓰기, 일관되게 쓰기 

등 4가지 원칙 중심의 UX  Writing 가이드 제시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 MyData 콘텐츠 개선 프로젝트

프로젝트 

SC제일은행 마이데이터 개선

고객사

SC제일은행

수행기간

2021. 10 ~ 2021. 11

업무

콘텐츠 UX Writing

● SC제일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객 친화적 UX Writing 개선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② UX Writing 가이드 수립

· 브랜드 톤오브보이스 수립

· 톤오브보이스를 반영한 사용자 여정 안내 문구 작성

· 메뉴/서비스 안내 문구 개선(교정, 교열, 윤문)

· 어려운 용어 쉽게 개선(한자어, 전문용어, 내부용어) 

·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위한 명확하고 정확한 안내 문구로 개선

·  고객 중심으로 친근하게, 이해하기 쉽게, 바르고 정확하게, 표기·

표현이 일관되게 등 4가지 원칙 중심의 UX  Writing 가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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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MyShop Partner 기간 BFM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MyShop Partner 기간 BFM 플랫폼 구축

고객사

신한카드

수행기간

2021. 05 ~ 2021. 08

업무

콘텐츠 UX Writing

● 신한카드 마이샵파트너 고객 친화적 UX Writing 개선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 메뉴/서비스 안내 문구 개선

· 어려운 용어 쉽게 개선(한자어, 전문용어, 내부용어) 

· 어문 규정에 맞도록 콘텐츠 개선(맞춤법, 문장부호 등)

· 콘텐츠 전반의 용어/표기의 일관성, 통일성, 명확성 개선

·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위한 명확하고 정확한 안내문구로 개선

· FAQ 콘텐츠 개선 

LG유플러스
언택트 스토어 활성화를 위한 UX Writing 개선

프로젝트 

언택트 스토어 활성화를 위한 UX Writing 개선

고객사

LG유플러스

● 언택트 스토어 활성화를 위한 UX Writing 개선

① 사용성 개선을 위한  분석

② 브랜드 톤오브보이스 전략 수립

④ UX Writing 가이드 수립 및 사용성 개선 분석

③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 키오스크 콘텐츠 분석 

· 언택트 스토어 오프라인 매장 현장실사 및 점검 

· 셀프개통 시스템 및 체험 시스템 분석 

· 사용자 여정 분석

·  브랜드 톤오브보이스 및 가이드 수립

· 톤오브보이스를 반영한 사용자 여정 안내 문구 작성

·  명확하게, 간결하게, 일관되게, 배려하는 4가지 원칙 중심의 

UX Writing 가이드 수립

· 개선 콘텐츠별 개선효과 조사 및 분석

· 언택트 스토어 매장안내 문구 개선 

· 언택트 스토어 안내책자 개선(교정, 교열, 윤문) 

· 언택트 스토어 키오스크 콘텐츠 UX Writing

· 언택트 스토어 매장 네이밍 개선 

· 어려운 용어 쉽게 개선(한자어, 전문용어, 내부용어) 

·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위한 명확하고 정확한 안내 문구로 개선

수행기간

2021. 09 ~ 2021. 10

업무

콘텐츠 UX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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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Car
케이카 홈페이지 UX Writing(2차)

프로젝트 

케이카 홈페이지 UX Writing

고객사

K car

수행기간

2021. 10 ~ 2021. 11

업무

콘텐츠 UX Writing

● K Car 홈페이지 UX Writing 개선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 K Car 웹사이트 UI 콘텐츠에 대한 UX 라이팅 작업 및 검수 

· 시스템 알럿 개선 및 검수 

· 챗봇 스크립트 개선 및 검수 

· 기타 신규 메뉴 UX Writing

신한은행
쏠 MY자산(머니버스) UX Writing 개선

프로젝트 

쏠 MY자산(머니버스) UX Writing 개선

고객사

신한은행

수행기간

2021. 10 ~ 2021. 11

업무

콘텐츠 UX Writing

● 신한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UX Writing 개선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② 자산 조언메시지 개선을 위한 톤오브보이스 수립

· 메뉴/서비스 안내 문구 개선(교정, 교열, 윤문)

· 어려운 용어 쉽게 개선(한자어, 전문용어, 내부용어) 

·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위한 명확하고 정확한 안내 문구로 개선

·  신한 쏠 톤오브보이스를 반영한 자산조언 메시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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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코홀딩스
예스코홀딩스 웹사이트 리뉴얼 콘텐츠 개선

프로젝트 

예스코홀딩스 PC 웹사이트 리뉴얼

고객사

예스코홀딩스

협력사

매그넘빈트

수행기간

2021. 07 ~ 2021. 09

업무

콘텐츠 UX Writing

● 예스코홀딩스 웹사이트 콘텐츠 개선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② 카피라이팅 개선

· 회사소개, 사업영역, 투자정보 등 전 메뉴 콘텐츠 개선

· 어려운 용어 쉽게 개선(한자어, 전문용어, 내부용어) 

· 콘텐츠 품질 개선(교정, 교열, 윤문 등)

· CEO 인사말 작성

· 메뉴명 개선 제안

· 메뉴별 헤드 카피, 서브 카피 개선 및 재작성

한성PC건설
한성PC건설 웹사이트 리뉴얼 콘텐츠 개선

프로젝트 

한성PC건설 PC 웹사이트 리뉴얼

고객사

한성PC건설

협력사

매그넘빈트

수행기간

2021. 07 ~ 2021. 09

업무

콘텐츠 UX Writing

● 한성PC건설 웹사이트 콘텐츠 개선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② 카피라이팅 개선

· 회사소개, 사업분야, 고객센터 등 전 메뉴별 콘텐츠 개선

· 어려운 용어 쉽게 개선(한자어, 전문용어, 내부용어) 

· 콘텐츠 품질 개선(교정, 교열, 윤문 등)

·  CEO 인사말 작성

· 메뉴별 헤드 카피, 서브 카피 개선 및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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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코
현대해상 홈페이지 통합 재구축 프로젝트 고객언어 UX Writing

프로젝트 

예스코(가스) PC 웹사이트 리뉴얼

고객사

예스코(가스)

협력사

매그넘빈트

수행기간

2021. 07 ~ 2021. 09

업무

콘텐츠 UX Writing

● 예스코(가스) 웹사이트 리뉴얼 콘텐츠 개선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② 카피라이팅 개선

· 회사소개, 사업분야, 고객센터 등 전 메뉴별 콘텐츠 개선

· 어려운 용어 쉽게 개선(한자어, 전문용어, 내부용어) 

· 콘텐츠 품질 개선(교정, 교열, 윤문 등)

·  B2C 관점으로 일반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용어 개선 및  

콘텐츠 재작성  

·  CEO 인사말 작성

· 메뉴별 헤드 카피, 서브 카피 개선 및 재작성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국민 서비스 화면 개선

프로젝트 

국민취업지원제도 대국민 서비스 화면 개선

고객사

한국고용정보원

협력사

와일리

수행기간

2021. 07 ~ 2021. 09

업무

콘텐츠 UX Writing, UX Writing 가이드, 권장 용어

● 사용자 친화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콘텐츠 개선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② UX Writing 가이드

③ 권장 용어

· 메뉴명 오류 개선 및 대체안 제시

·  콘텐츠 오류 개선 

- 명확하고 쉬운 용어, 이해하기 쉽고 적절하게 구성된 정보  

-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목적을 편리하게 이루도록 안내 

-   용어와 정보의 정확한 표기 및 표현 정비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전문용어 등 9개 항목)

   - 바른 공공언어, 정중하고 친절한 목소리와 톤 

- 분명하고 쉬운 용어를 일관되게 전달

·  UX Writing의 기본 원칙

· 콘텐츠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콘텐츠 유형별 개선안

·  기존 용어, 권장 용어, 개선 표현, 개선 사유 제시

· 공공언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안(정확한 용어, 성 평등 용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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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pLay 신한pLay신한플레이 마이데이터 추가 및 변경 개발

프로젝트 

신한pLay 마이데이터 추가 개발

고객사

신한카드

수행기간

2021. 10 ~ 2021. 11

업무

콘텐츠 UX Writing

PORTFOLIO

● 신한pLay 마이데이터 서비스 UX Writing 개선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  신한카드 UX Writing 2.0을 기준으로 신한pLay 마이데이터 

관련 추가 콘텐츠 개선 

· 시스템 오류 메시지 개선 

· 앱 마켓 메뉴소개 문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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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페이판(PayFAN)

모든 사용자군을 아우르는 신한페이판만의 Voice & Tone 제공

신한페이판신한페이판을 위한 보이스앤톤(Voice & Tone) 설정

프로젝트 

UX Writing의 핵심 요소인 보이스앤톤 정립 및 가이드라인 제시

고객사

신한카드

수행기간

2021. 11 ~ 2021. 12

업무

내외부 채널 콘텐츠 분석, 보이스앤톤(Voice & Tone) 제시, 보이스앤톤 가이드라인 제시

●  UX Writing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사전 기획 작업으로 

보이스앤톤 설정

· 외부 채널 콘텐츠 분석

· 내부 채널(신한페이판, 신한카드 등) 콘텐츠 분석

· 신한페이판 고유의 보이스앤톤 정립

· 보이스앤톤 적용한 콘텐츠 사례 작성

· 보이스앤톤 가이드라인 제시

Goal    신한페이판 구축 프로젝트 시 신한카드만의 고유한 UX writing의 방향성 확립을 위해, 브랜드의 독특한 언어적 

개성(Personality)과 고객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 맥락에 적합한 대화 방식의 톤(Tone)을 정립하여 일관성 있는 

텍스트 콘텐츠를 작성할 수 있는 가이드 개발

PORTFOLIO

신한카드만의 브랜드 지향 가치(Core Value)에서  

브랜드 보이스의 특성 추출, 6가지 특성별 의미 정립

보이스(Voice) 특성 추출

신한카드만의 브랜드 개성과 톤을 일관성 있게 표현

(브랜드와 맞는 텍스트로 표현, 고객의 상황에 맞게 톤 조절)

신한카드만의 Voice & Tone 가이드

신한카드 및 경쟁사 텍스트 톤 특성 분석,

고객과 감성적인 교감을 위한 배려와 일상적인 톤 추가함

텍스트 톤(Tone) 특성 분석

핵심가치

보이스

특성

추출

신한카드의 언어적 개성

(Personality)

신한카드의 말하는 태도

(Attitude)

카드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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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제주항공제주항공 앱 콘텐츠 개선  

프로젝트 

제주항공 앱 콘텐츠 개선

고객사

제주항공

협력사

유플리트

수행기간

2020. 09 ~ 2021. 12

업무

제주항공 앱 콘텐츠 오류 분석 및 개선

● 제주항공 앱 재구축에 따른 콘텐츠 개선

① 콘텐츠 전면 분석 및 개선

② UX Writing 가이드 제공

· 문법적 오류 개선(교열, 윤문)

· 한자어, 외국어, 번역 투 개선

· 고객 관점의 표현으로 순화

· 혼용되는 용어/표기 통일

· UX Writing 원칙 제시 

· 각 원칙에 따른 글쓰기 방법 정립

· 개선해야 할 용어 목록 제안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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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신한카드신한카드 마이샵파트너 기반 BFM 플랫폼 구축 콘텐츠 개선

프로젝트 

신한카드 마이샵파트너 모바일 앱 리뉴얼

고객사

신한카드

협력사

인픽스

수행기간

2021. 03 ~ 2021. 10

업무

콘텐츠 UX Writing, 알림 메시지 작성

● 고객 중심 쉬운 금융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개선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② 알림 메시지 작성

· 전체 콘텐츠 워싱

·  일관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한페이판 앱과 

통일된 톤앤매너 적용(용어, 서비스명, 어투 등) 

· 가맹점 고객 관점에서 어려운 표현 개선

·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용어, 전문용어 개선

· 자주 하는 질문(FAQ) 텍스트 개선

· 유형별 문자메시지 및 앱 푸시메시지 작성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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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SGI서울보증 PC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및 리뉴얼

프로젝트 

SGI서울보증 PC 홈페이지

고객사

SGI서울보증

협력사

네티브

수행기간

2021. 06 ~ 2021. 07

업무

콘텐츠 UX Writing, 보험상품별 헤드카피 작성

● SGI서울보증 고객 친화적 UX Writing 개선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② 상품 마케팅 카피 작성

· 콘텐츠 오류 개선(한자어 순화, 교정, 교열, 윤문)

· 어려운 전문용어를 쉽고 친숙한 표현으로 개선

·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는 일관되게 하나로 통일

·  친근하게 쓰기, 고객 관점으로 쓰기, 간결하게 쓰기를 중심으로 

상품 카피라이팅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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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공공기관 텍스트 콘텐츠 품질진단

프로젝트 

한국고용정보원 웹사이트 품질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고객사

한국고용정보원, 유앤피플

수행기간

2021. 04 ~ 2021. 07

업무

워크넷 등 9개 사이트 대상 텍스트 기반 콘텐츠 품질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한국고용정보원 9개 사이트 콘텐츠 품질진단

● 한국고용정보원 실무 교육

·  워크넷, 워크투게더,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포털, 외국인고용관리,  

대표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 유용한 콘텐츠, 일관성 있는 콘텐츠 등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 및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언어의  

활용성에 대한 콘텐츠 품질진단 가이드 지표항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콘텐츠 품질진단 결과 및 문제점 소개

·  문제 해결방안으로 콘텐츠 개선방안 및 사례 소개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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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KB국민카드KB국민카드 UX Writing 가이드라인 수립

프로젝트 

KB국민카드 UX Writing 가이드라인 제작

고객사

KB국민카드

협력사

아이파트너즈

수행기간

2021. 03 ~ 2021. 07

업무

플랫폼채널 UX Writing 가이드라인 제작, KB국민카드 콘텐츠 개선

① KB국민카드 플랫폼채널의 콘텐츠 분석 

② KB국민카드 UX Writing 가이드라인 수립

③ KB국민카드 홈 채널 UX Writing 가이드 적용

④ KB국민카드 UX Writing 가이드북 제작

· 톤오브보이스(Tone of Voice)설정 

· UX Writing 원칙 및 실행 규칙 수립

· 콘텐츠 유형별/사용 여정별 글쓰기 가이드라인

· 웹 접근성을 위한 글쓰기 가이드라인 

· KB국민카드 홈 화면 기획서 콘텐츠 개선 및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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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신한카드신한페이판(신한플레이) ReBOOT 프로젝트 UX Writing 및 가이드북 제작

프로젝트 

신한플레이 ReBOOT 

고객사

신한카드

협력사

더크림유니언, 브렉스

수행기간

2021. 02 ~ 2021. 06

업무

신한카드 보이스앤톤 가이드 수립, 콘텐츠 워싱, 상품 마케팅 카피 작성, 개인화 메시지 작성, 

신한카드 온라인 회원 약관 개선, 신한카드 UX Writing 가이드 2.0 제작

● 신한카드 보이스앤톤 가이드를 바탕으로 신한페이판 리뉴얼

① 신한페이판 콘텐츠 개선

② 상품 마케팅 카피 작성

③ 개인화 메시지 작성

④ 신한카드 온라인 회원 약관 개선

· 콘텐츠 오류 개선(한자어 순화, 교정, 교열, 윤문)

· 제공자 관점인 피동 표현을 고객 관점인 능동 표현으로 개선

·  고객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을 중심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동사나 명사 키워드를 사용하여 버튼 이름 개선

· 신한카드 톤을 적용하여 FAQ 텍스트 개선

· 금융추천 상품(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치과보험 등) 카피 작성

· 신한카드 톤을 적용한 개인화 메시지 작성(타임라인, 앱 푸시 메시지)

· 고객 친화적인 방향으로 신한카드 온라인 회원 약관 개선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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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토탈인테리어 영림토탈인테리어PC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프로젝트 

영림토탈인테리어 PC 웹사이트 리뉴얼

고객사

영림임업(영림토탈인테리어)

수행기간

2020. 08 ~ 2021. 04

업무

제품 및 에디토리얼 콘텐츠 워싱, 제품별 헤드 카피 작성

● 고객 중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콘텐츠 개선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② 제품별 헤드 카피 작성

③ 최종 화면 검수

· 제품 및 에디토리얼 콘텐츠 작성

· 콘텐츠 문법적 오류 개선(교정, 교열, 윤문) 

· 고객 관점에서 어려운 표현 개선

·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업계용어 개선

· 친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장 톤앤매너 설정

· 제품별 카피라이팅(카테고리별 메인 카피 & 상품 카피 등)

· 콘텐츠 개선 후 화면 검수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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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비스 쥬비스쥬비스 PC 홈페이지 및 앱 콘텐츠 제작 및 개선  

프로젝트 

쥬비스 PC 홈페이지, 앱 콘텐츠 개선

고객사

쥬비스

협력사

와일리

수행기간

2021. 02 ~ 2021. 03

업무

콘텐츠 UX Writing, 메뉴별 카피 작성, 다이어트 성공스토리  

● 쥬비스 비대면 채널를 위한 고객 친화적인 콘텐츠 개선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② 메뉴별 헤드카피 및 서브카피 작성

· 콘텐츠 오류 개선(한자어 순화, 교정, 교열, 윤문)

·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는 일관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로 통일

· 올바른 외래어 표기로 개선

· 고객 친화적인 콘텐츠를 위한 톤앤매너 설정

·  쥬비스 그룹, 다이어트 서비스, 쥬비스 앳홈 메뉴별 헤드카피 및 

서브카피를 고객 친화적인 관점으로 개선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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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국민은행KB국민은행 기업뱅킹 개인사업자 오픈뱅킹을 위한 UX Writing 

프로젝트 

KB국민은행 기업뱅킹 개인사업자 오픈뱅킹 콘텐츠 개선

고객사

KB국민은행

수행기간

2021. 01 ~ 2021. 03

업무

KB국민은행 기업뱅킹 개인사업자 오픈뱅킹을 위한 서비스 용어 정비 및 UX Writing 적용

●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공

① KB국민은행 기업뱅킹 개인사업자 오픈뱅킹 콘텐츠 개선

② UX Writing 가이드 수립

· 문법 오류 개선(교정, 교열, 윤문) 

· 어려운 한자어, 업계용어, 내부용어 개선

· 고객 관점으로 용어 및 표현 개선 

· UI 텍스트 용어 개선

· 글쓰기 핵심 원칙 제안

· UX Writing 가이드라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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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LG전자LG전자 홈페이지 ‘스토리’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LG전자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고객사

LG전자

협력사

도브투래빗

수행기간

2021. 01 ~ 2021. 02

업무

홈페이지 내 ‘스토리’ 섹션 콘텐츠 제작

●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① 콘텐츠 제작

② 네이밍 제작

· 주력 제품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콘텐츠 작성

· 트렌드/테마별 콘텐츠 작성

· 신규 섹션 내 메뉴명 네이밍 작업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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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교보생명교보생명 모바일 청약/변액적합성 콘텐츠 UX Writing  

프로젝트 

교보생명 홈페이지 리뉴얼 모바일 청약/변액적합성 콘텐츠 UX Writing 

고객사

교보생명

수행기간

2020. 11 ~ 2021. 01 

업무

모바일 청약 및 변액적합성 진단 프로세스 콘텐츠 개선, 오류메시지 및 알림톡 작성

● 고객 중심 쉬운 금융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개선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② 알림톡 작성

· 고객 관점에서 어려운 표현 개선

·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업계용어, 외국어, 번역어 등 개선

· 친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장 톤앤매너 설정

· 모바일 청약 알림톡 작성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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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SK텔레콤SK텔레콤 고객 관점 메시지 개선 사업 – FAQ 콘텐츠 개선 

프로젝트 

SK텔레콤 고객 관점 메시지 개선사업 FAQ 콘텐츠 개선

고객사

SK텔레콤 

수행기간

1차 2020. 08 ~ 2020. 09 

2차 2020. 11 ~ 2020. 12

업무

FAQ 콘텐츠 개선

● 고객 관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시지 개선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  명확한 질문과 짧고 정확한 답변 문장으로 재작성 

(전체 질문 약 3,000개) 

· FAQ 콘텐츠 오류 개선(표현 순화, 교정, 교열, 윤문) 

· 고객 관점에서 어려운 표현 개선

·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업계 용어, 외국어, 번역어 등 개선

· 잘못된 상품 안내 및 UI 표기 등 수정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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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 UX Writing 컨설팅 & 가이드 제작

프로젝트 

IBK기업은행 UX Writing 가이드 제작

고객사

IBK기업은행

수행기간

2020. 09 ~ 2020. 12

업무

IBK기업은행 개인용/기업용 홈페이지 및 앱 콘텐츠 분석, 고객언어 정립, 

UX Writing 가이드 제작, 주요 콘텐츠 UX Writing(홈페이지 & 앱) 

● 비대면 채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고객언어 정립

① 주요 비대면 채널 콘텐츠 분석

② UX Writing 가이드 제작

③ 기업은행 홈페이지 & 앱 UX Writing 

·  PC 홈페이지(개인, 기업, 회사), 앱(기업, 개인) 전체 내용 분석,  

오류 및 개선점 도출

·  개선이 필요한 전문용어, 내부용어, 한자어, 외국어, 오류 표현 등  

추출하여 권장 용어/표현 정립

· 통일해서 써야 할 용어/표기/표현 정립

· 비대면 채널에 적용할 콘텐츠 글쓰기 원칙 수립 

· 각 원칙에 따른 세부 규칙 수립

· 개선해야 할 용어 목록 제작

· 오류메시지 작성 방법 수립

· 기업은행 가이드에 맞춰 주요 콘텐츠 개선

· 개선해야 할 용어 제안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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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2020년 크리에이터 산업 실태 조사 및 개선안 도출

프로젝트 

공정한 크리에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태 조사

고객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 투데이

수행기간

2020. 07 ~ 2020. 12

업무

크리에이터 산업 현황, 불공정 사례 설문 및 FGI 조사  

●  1인 크리에이터, 기획사 또는 MCN 소속 크리에이터 대상 

온라인 설문 조사 및 심층인터뷰(FGI) 조사

●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수립 

기초자료 활용

·  크리에이터 산업현황 파악, 산업발전을 해치는 각종  

장애요인(문제점) 및 불공정 사례 수집, 개선방안 도출

· 공정한 크리에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견수렴

·  크리에이터 산업 관련 전문가, 정부 관계기관 담당자, 불공정 행위 및 

분쟁 사례 법률 전문가 등 간담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기초자료로 활용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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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하얏트 제주 그랜드 하얏트 제주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및 개선

프로젝트 

그랜드 하얏트 호텔 및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콘텐츠 Writing

고객사

롯데관광개발㈜

수행기간

2020. 09 ~ 2020. 10

업무

메뉴별 카피라이팅, 콘텐츠 UX Writing

● 그랜드 하얏트 호텔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및 개선

●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및 개선

·  호텔, 객실, 즐길거리, 다이닝 & 바, 미팅 & 이벤트 등  

메뉴별 헤드 카피 및 본문에 대한 콘텐츠 UX Writing

·  메뉴별 헤드 카피 및 본문에 대한 콘텐츠 UX Writing

·  Offer(제공 서비스), Stay(객실, 미팅 & 이벤트, 시설),  

Wine & Dine(한식, 중싱, 일식, 양식 등 레스토랑, 커피 & 바 등),  

THINGS TO DO(제주 여행, 스파 & 풀, 쇼핑 등)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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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노호텔&리조트 소노호텔&리조트고객 친화적인 텍스트 경험(TX)을 위한 컨설팅

프로젝트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위한 콘텐츠 분석 및 개선방안 컨설팅

고객사

소노인터내셔널

수행기간

2020. 04 ~ 2020. 05

업무

웹사이트 콘텐츠 분석, 보이스앤톤(Voice & Tone) 제시, UX Writing 가이드라인 제시

● 소노호텔&리조트 콘텐츠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웹사이트 콘텐츠 분석(샘플링 분석)

· 소노호텔&리조트를 위한 보이스앤톤(Voice & Tone) 제시

· 고객 친화적인 텍스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UX Writing 가이드라인 제시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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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CJ제일제당PC·MOBILE 웹사이트

프로젝트 

CJ제일제당 PC·MOBILE 웹사이트 콘텐츠 품질 개선

고객사

CJ제일제당

협력사

CJ올리브네트웍스

수행기간

2018. 10 ~ 2019. 03

업무

콘텐츠 워싱, 신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메뉴별 헤드카피 작성, 콘텐츠 톤앤매너 가이드 제작

● 고객 중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콘텐츠 개선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② 메뉴별 헤드카피 & 서브카피 작성

③ 메뉴별 헤드 카피 작성 & 워싱

④ 최종 콘텐츠 개선 방영 후 전체 화면 검수

· 전체 콘텐츠 워싱

· 콘텐츠 문법적 오류 개선(교정, 교열, 윤문)

· 고객 관점에서 어려운 표현 개선

·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업계용어, 번역어 등 개선

· 상품·서비스 관련 신규 카피 작성 및 본문 워싱

· 친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장 톤앤매너 수립

· 신규 메뉴인 푸드라이프, 이노베이션 콘텐츠 기획 및 원고 작성

· 모멘트 스토리: 고객과 제일제당 제품이 만나는 순간의 인사이트 소개

· 비하인드 스토리: 우리가 몰랐던 제품의 비하인드 스토리 소개

· 연구개발 스토리: 제일제당의 R&D 연구개발 스토리 소개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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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저축은행 KB저축은행웹사이트

프로젝트 

KB저축은행 고객친화적 메시지 콘텐츠 카피라이팅

고객사

KB저축은행

협력사

플립커뮤니케이션즈

수행기간

2018. 12 ~ 2019. 01

업무

오류·팝업·푸시 메시지 개선, 상품 콘텐츠 개선, 헤드카피 제작

● 쉬운 금융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카피 개선

① 오류·팝업·푸시 메시지 검토 및 제안

② 상품 콘텐츠 워싱 및 헤드카피 작성

③ 고객용어 검토 및 제안

· 총 1,500개 이상의 각종 오류·팝업·푸시 메시지 오류 수정 및 신규 작성

· 콘텐츠 문법적 오류 개선(교정, 교열, 윤문)

· 고객 관점에서 어려운 표현 개선

·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업계용어, 외국어, 번역어 등 순화

· 친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장 톤앤매너 설정

· 대출 및 예적금 상품 콘텐츠 워싱

· 상품별 헤드카피 작성

· KB저축은행 고객용어 제안

·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용어, 전문용어

· 불필요한 외래어·한자어·순화대상 행정용어 등을 찾아 쉬운 용어로 제안

· 혼용되는 용어 발굴 후 통일 사용 제안 등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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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신한카드PC·MOBILE 웹사이트

프로젝트 

신한카드 오토플랫폼 콘텐츠 품질 개선

고객사

신한카드

협력사

미디어포스얼라이언스

수행기간

2018. 08 ~ 2018. 12

업무

콘텐츠 개선, 콘텐츠 카피라이팅, 용어제작

● 쉬운 금융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개선

① 신한카드 마이오토를 위한 고객용어 검토 및 제안

② 메뉴별 카피 작성

· 신한카드 마이오토 고객용어 제안

·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 용어, 자동차관련 용어

· 불필요한 외래어·한자어·순화대상 행정용어 등을 찾아 쉬운 용어로 제안

· 혼용되는 용어 발굴 후 통일 사용 제안 등

· 메인 카피 수정 제안

· 기존 콘텐츠 문법적 오류 개선(교정, 교열, 윤문)

· 고객 관점에서 어려운 표현 개선

·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업계용어, 외국어, 번역어 등 순화

· 상품·서비스 관련 신규 카피 작성 및 본문 워싱

· 친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장 톤앤매너 설정

· 향후 콘텐츠 업데이트 작업을 위한 콘텐츠 워싱 가이드 작성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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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웹사이트

PORTFOLIO

● 고객 중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콘텐츠 개선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② 회사 소개 및 브랜드 소개 카피 윤문

· 콘텐츠 문법적 오류 개선(교정, 교열, 윤문)

· 고객 관점에서 어려운 표현 개선

·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업계용어, 외국어, 한자어 등 순화

· 예·적금 및 대출 상품 콘텐츠 워싱

· 친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장 톤앤매너 설정

· 회사 소개 및 모바일앱 브랜드 소개 워싱

프로젝트 

유진저축은행 PC·MOBILE 콘텐츠 품질 개선

고객사

유진저축은행

협력사

펜타브리드

수행기간

2018. 10 ~ 2018. 11

업무

콘텐츠 개선, 콘텐츠 카피라이팅, 개인화 메시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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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삼성웰스토리웹사이트

프로젝트 

삼성웰스토리 콘텐츠 테크니컬라이팅

고객사

삼성웰스토리

협력사

매그넘빈트

수행기간

2018. 06 ~ 2018. 11

업무

콘텐츠 개선, 콘텐츠 카피라이팅, 메뉴 레이블링

● 고객 중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콘텐츠 개선

① 삼성웰스토리 전체 콘텐츠 개선

② 메뉴별 헤드카피 & 서브카피 작성

③ 카테고리별 서비스 레이블 제안

· 리뉴얼 사이트 레이블 제안

· 콘텐츠 문법적 오류 개선(교정, 교열, 윤문)

· 고객 관점에서 어려운 표현 개선

·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업계용어, 외래어, 한자어 등 순화

· 원재료 및 식품 유통 관련 고객 궁금증 해결을 위한 콘텐츠 작성

· 콘텐츠 헤드카피 및 서브카피 작성

· 상품·서비스 관련 신규 카피 작성 및 본문 워싱

· 서비스별 새로운 레이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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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국민은행KB국민은행 PC 웹사이트 개인뱅킹 콘텐츠 개선 및 리뉴얼

프로젝트 

국민은행 PC 웹사이트 개인부문 리뉴얼

고객사

국민은행

협력사

인픽스

수행기간

2018. 08 ~ 2018. 09

업무

UI·콘텐츠 워싱, 상품 카피 작성, 개인화 메시지 작성

● 고객 중심 쉬운 금융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개선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② 상품 마케팅 카피 작성

③ 개인화 메시지 작성

· 개인부문 관련 콘텐츠 오류 개선(표현 순화, 교정, 교열, 윤문)

· 고객 관점에서 어려운 표현 개선

·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업계용어, 외국어, 번역어 등 개선

· 친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장 톤앤매너 설정

· 상품 헤드카피 작성

· 예금, 적금, 대출 상품별 헤드카피

· 방문 시간대별 인사말 작성

· 시즌성 인사말 월별 4~5개 작성

· 국경일별 인사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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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친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스토리텔링 상품 콘텐츠 개발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② 메뉴별 제목카피 & 개인화 메시지 카피 작성

③ 신규 메뉴 콘텐츠 카피라이팅 & 워싱

· 전체 콘텐츠 워싱 및 제목 카피 작성

· 콘텐츠 문법적 오류 개선(교정, 교열, 윤문)

· 고객 관점에서 어려운 표현 개선

·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업계용어, 외국어, 한자어 등 순화

· 상품·서비스 관련 신규 카피 및 본문 워싱  

· 친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장 톤앤매너 가이드 수립

· 향후 콘텐츠 업데이트 작업을 위한 콘텐츠 워싱 가이드 작성

· 콘텐츠 헤드카피 및 서브카피 작성

· 각종 상황별 개인화 메시지 카피 작성

· 콘텐츠 카피라이팅 가이드 작성

· 메뉴 레이블링 제안

프로젝트 

하나멤버스 앱 접근성 준수 및 UI/UX 고도화

고객사

하나은행, 하나카드

협력사

미디어포스얼라이언스

수행기간

2018. 04 ~ 2018. 06

업무

콘텐츠 개선, 콘텐츠 테크니컬라이팅, 상품 카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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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롯데카드PC·MOBILE 웹사이트

프로젝트 

롯데카드 PC·MOBILE 웹사이트 콘텐츠 품질 개선

고객사

롯데카드

협력사

매그넘빈트

수행기간

2018. 01 ~ 2018. 05

업무

콘텐츠 개선, 챗봇 콘텐츠 테크니컬라이팅, 개인화 메시지 작성

● 고객 중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콘텐츠 개선

① 전체 콘텐츠 개선

② 챗봇 콘텐츠 워싱

③ 개인화 메시지 작성

· 콘텐츠 워싱 및 제목 카피 작성

· 콘텐츠 문법적 오류 개선(교정, 교열, 윤문)

· 고객 관점에서 어려운 표현 개선

·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업계용어, 외국어, 한자어 등 순화

· 상품·서비스 관련 헤드카피 작성 및 본문 워싱

· 친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장 톤앤매너 설정

· 챗봇 상담 시나리오 점검 및 콘텐츠 워싱

· 챗봇 튜토리얼 콘텐츠 작성 및 워싱

· 방문 시간대별 인사말, 시즌성 인사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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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DB손해보험DB손해보험 PC 웹사이트 콘텐츠 개선 및 리뉴얼

프로젝트 

DB손해보험 PC 웹사이트 콘텐츠 개선 및 리뉴얼

고객사

DB손해보험

업무

DB손해보험 PC 웹사이트 콘텐츠 분석 및 개선, 고객언어 정립

● PC 웹사이트 전면  분석 및 개선

● UX Writing 주요 가이드라인 제안

· 문법적 오류 개선(교열, 윤문)

· 한자어, 외국어, 번역 투 개선

· 고객 관점의 표현으로 순화

· 혼용되는 용어/표기 통일

· DB손해보험 주요 용어 통일

· 문법적 오류 개선(교열, 윤문) 제안

· 한자어, 외국어, 번역 투 개선

· 고객 관점의 표현으로 순화

· 혼용되는 용어/표기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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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FMS고려개발
웹사이트웹사이트

효
성

 F
M

S

고
려
개
발

● 고객 친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스토리텔링 상품 콘텐츠 개발 ● 고객 중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콘텐츠 개선

① 전체 콘텐츠 개선 ① 전체 콘텐츠 개선

② 메뉴별 카피 작성

② 메뉴별 헤드카피 작성, 신규 메뉴 카피라이팅

③ 최종 화면검수 ③ 최종 화면검수

· 상품 콘텐츠 워싱 및 제목 카피 작성

· 콘텐츠 문법적 오류 개선(교정, 교열, 윤문)

· 고객 관점에서 어려운 표현 개선

·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업계용어, 외국어, 한자어 등 순화

· 친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장 톤앤매너 설정

· 상품 콘텐츠 워싱 및 제목 카피 작성

· 콘텐츠 문법적 오류 개선(교정, 교열, 윤문)

· 고객 관점에서 어려운 표현 개선

·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업계용어, 외국어, 한자어 등 순화

· 상품·서비스 관련 신규 카피 작성 및 본문 워싱

· 친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장 톤앤매너 설정

· 직무소개 인터뷰

· 고려인 4인 인터뷰

· 기업 가치체계 & 핵심가치 개선 작업

· 콘텐츠 헤드카피 및 서브카피 작성

· 콘텐츠 헤드카피 및 서브카피 작성

· 상품·서비스 관련 신규 카피 작성

· CMS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신규 콘텐츠 ‘고객 사례’ 8편 작성

· 콘텐츠 개선 후 화면 검수 · 콘텐츠 개선 후 화면 검수

프로젝트 

고려개발 웹사이트 콘텐츠 카피라이팅

고객사

고려개발

수행기간

2017. 12 ~ 2018. 03

업무

콘텐츠 개선, 콘텐츠 테크니컬라이팅, 상품 카피 작성

프로젝트 

효성 FMS 웹사이트 콘텐츠 품질 개선

고객사

효성 FMS

협력사

인픽스

수행기간

2018. 01 ~ 2018. 03

업무

콘텐츠 개선, 헤드카피 작성, 메뉴 레이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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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링크 SK텔링크PC·MOBILE 웹사이트

프로젝트 

SK텔링크 웹사이트 콘텐츠 개선

고객사

SK텔링크

협력사

솔트케이크

수행기간

2017. 06 ~ 2017. 08

업무

콘텐츠 개선, 상품 카피 작성

● 고객 중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콘텐츠 개선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② 메뉴별 헤드카피 & 서브카피 작성

· 콘텐츠 문법적 오류 개선(교정, 교열, 윤문)

· 고객 관점에서 어려운 표현 개선

·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업계용어, 외국어, 한자어 등 순화

· 상품·서비스 관련 신규 카피 작성 및 본문 워싱

· 친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문장 톤앤매너 설정

· 콘텐츠 헤드카피 및 서브카피 작성

· 상품·서비스 관련 카피 작성 및 본문 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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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신한카드PC·MOBILE 웹사이트

프로젝트 

신한카드 PC·MOBILE 콘텐츠 품질 개선

고객사

신한카드

협력사

미디어포스얼라이언스

수행기간

2016. 11 ~ 2017. 03

업무

콘텐츠 워싱, 상품 카피 작성, 메뉴 레이블링

● 고객 중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콘텐츠 개선

①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② 메뉴별 카피 작성

③ 신규 메뉴 콘텐츠 카피라이팅 & 워싱

④ 총 2,400페이지

· 전체 콘텐츠 워싱

· 카드 상품 콘텐츠 워싱

· 콘텐츠 문법적 오류 개선(교정, 교열, 윤문)

· 고객 관점에서 이해하기 표현 개선

·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업계용어, 외국어, 한자어 등 순화

· 향후 콘텐츠 업데이트 작업을 위한 콘텐츠 워싱 가이드 작성

· 콘텐츠 헤드카피 및 서브카피 작성

· 상품·서비스 관련 헤드카피 작성 및 본문 워싱

· 카드상품 추천 시나리오 카피 작성

· 메뉴 레이블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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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영문 웹사이트

영문 웹사이트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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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INK
서로의 언어가 다르면 소통은 ‘불통’이 됩니다

고객에게 도움을 주려고 쓴 글이 오히려 고객의 이해를 방해하고 

고객의 다음 행동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유도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고객과 글로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써야 합니다.

TX/UX Writing & Consulting



고객 관점의 언어로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와이어링크’

제품/서비스

· 2018년 최초 ‘SKT’와 고객 친화적 콘텐츠 개선 서비스  실시

· 2020년 최초 ‘신한카드’ 대상 UX Writing 컨설팅 서비스  실시

· 통신/금융 등 대기업 대상 콘텐츠 개선 및 UX Writing 서비스 수행 실적 최대

·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고객언어 데이터’ 보유 최대

· 사용자 관점의 콘텐츠 교정 ‘고객언어 솔루션’ 개발(2020.2. KB국민은행 납품) 

국내 최초

국내 최대

국내 유일

회사 개요

주식회사 와이어링크(Wirelink Inc.)

3억 원

류호현 대표이사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43, 302호

2010년 4월 30일

20명(2021년 1월 기준)

회사명

자본금

대표자명

사업장

설립일

임직원 수

WIRELINK

WIRELINK

㈜와이어링크는 21여 년간 디지털 미디어를 운영하며 경험한 저널리즘을 기반으로 고객 관점의 언어로 콘텐츠 개선 및 제작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신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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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INK

TX & UX WRITING 
CONSULTING GROUP

브랜딩·보이스·톤·고객 친화적 커뮤니케이션 가이드·TX Writing 가이드

고객 중심 언어, 브랜딩,  미디어, 심리, 인지공학, 

커뮤니케이션, 인터렉션디자인, 서비스기획, 

UX 디자인, UX Writing에 필요한 전문가  구성

고객중심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콘텐츠 기획 컨설팅 분야 강점 보유

TX & UX WRITING GROUP

분석·에디팅·콘텐츠 크리에이션·고객 중심

고객 중심 커뮤니케이션 목표로 금융, 공공, 커머스, 

브랜드 유형별로 특성화된 4개의 팀,

16명의 UX Writing 개선 전문가 구성

커뮤니케이션에서 관리, 서비스 기획에 이르기까지 

체계화된 방법론과 최고의 팀웍크 보유

UX WRITING 
PLATFORM GROUP

2020년 비대면 채널 고객언어 정비를 위한 TX 솔루션 개발,  

UX Writing 가이드 내용을 기반으로 문장 수정 기능 수행, 

맞춤법, 띄어쓰기, 권장 용어, 어투 등을 AI가 자동 추천하는 솔루션, 

오류 용어, 권장 용어, 띄어쓰기, 개인화 메시지 및 약 1.2천 용어 

추출 및 개선

TX/UX Writing 컨설팅[

[

브랜드, Voice & Tone 컨설팅

텍스트 기반 콘텐츠 제작, 품질관리, 운영

헤드카피, 상품 콘텐츠 개발

 고객 중심의 용어·데이터베이스 생산

메인 헤드카피, 메시지, 콘텐츠 개발

전문용어, 내부용어, 공공용어 순화

내비게이션 레이블링

챗봇 시나리오·고객언어 가이드

커뮤니케이션 메시지(MMS, LMS)

텍스트 워싱/UX Writing(웹, 앱, 광고,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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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X Writing의 선구자 와이어링크!

·  웹스미디어의 20여 년간 저널리즘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 1월  비대면 채널의 콘텐츠를 개선하는  

신규 서비스 출시

·  2018년 3월, SK텔레콤과 ‘고객언어 워킹그룹 운영’ 등 

콘텐츠 개선 서비스 수행

·  신한카드 등 사전 기획 단계에서 UX Writing  

컨설팅 실시,  본 구축 단계에서 콘텐츠 개선  

적용(Roll-out)  및 검수 실시

·  지속적인 고객언어 발굴 및 정제, 고객언어 DB  

구축 확대 등 고객 관점의 콘텐츠 개선 서비스  

선도 기업 및 고객언어 전문기업으로 성장 

·  2020년말 금융 및 공공기관 비대면 채널  

구축사업 공모 시 ‘UX 라이팅’을 필수 영역 인식

·  한국고용정보원 등 효과적인 공공정책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콘텐츠 품질 진단  

실시(2021년 7월), 민간 서비스 영역과 공공  

서비스에서도 UX Writing  컨설팅 수요 증가

·  콘텐츠 품질 고도화 및 UX Writing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연구개발(R&D) 강화

·  2019년 6월, 컨소시엄 구성, KB국민은행과  

비대면 채널을 위한 고객언어 정비 및 고객언어  

솔루션 구축  프로젝트 수행(2020년 2월 납품)

·  국내 최초의 UX 라이팅 가이드인 ‘글쓰기 안내서’  

제작(국립국어원 감수)

비대면 채널의 콘텐츠 개선 서비스 실시 UX Writing 및 고객언어 전문기업 성장 UX Writing 서비스 전문화 및 수익 채널 확장UX 라이팅 서비스 및 고객언어 솔루션 개발

2018
도입기 성장기

2020 20212019

UX 라이팅
콘텐츠

품질 진단

고객언어

솔루션

txwriting.com

WIRELINK

㈜와이어링크는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를 고객 관점으로 분석하여 디지털 채널/시스템에 맞게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유용하며, 친근한 콘텐츠로 개선 합니다. 

46



47

고객언어로 

기업과 고객의 의사소통을 돕는 기업 와이어링크

고객언어는 한국어 어문 규범에 맞는 바른 언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분명하고 일관된 언어 

고객에게 긍정적이고 친절한 언어로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Why What How
비대면 채널에서

명확한 소통 필요

보편성(universality)

누구나 똑같이 이해하는 언어 한국어 어문 규범에 맞는 바른 언어 의미가 분명한 일관된 언어 긍정적이고 친절한 언어

정확성(accuracy) 일관성(consistency) 긍정성(positiveness)

텍스트로 

고객과 소통

고객언어로

쉽고 명확하게 전달

WIRELINK



시장 선도: 고객 관점 콘텐츠 개선에 집중화된 새로운 전문 서비스 구축

WIRELINK

대중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이 변화되고 비대면·언택트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고객 관점의 콘텐츠 개선 효과, UX Writing을 통한 사용자 경험 개선이

서비스 산업의 중요한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기존 인터넷 서비스 구축 프로세스: 기획자가 기업의 요구사항 반영해 기업 관점에서 콘텐츠 작성함

·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구축 프로세스: 기획자가 만든 콘텐츠(화면 기획서)를 사용자 관점의 콘텐츠(UX Writing)로 개선함

UX & IA 설계 콘텐츠 작성 디자인 퍼블리싱 테스트·안정화

세분화된 콘텐츠 작성 과정

급변하는 시장 니즈에 선도적으로 대응,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더 쉽고 편리한 의사소통 하려는 고객 욕구를 파악해

‘콘텐츠 작성’ 과정을 세분화해서

‘사용자 관점의 글쓰기(UX Writing)’에

집중화 및 전문화된 서비스(decoupling) 제공

“기업 관점에서 쓴 콘텐츠는 전문용어가 많고,

상품의 장점만 나열하고 있어,

내용이 어렵고 필요한 정보인지 모르겠어. 

이해하기 쉽고 내게 유용한 정보만 볼 수 없을까?” 

고객의 불편함(Pain point)과 불충분한 요인(Unmet needs) 발견

테스트·안정화UX & IA 설계 디자인 퍼블리싱
UX Writing

(콘텐츠 editing & writing)
UI 콘텐츠

(화면 기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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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지적 자원: 전문인력 구성 > 체계적 방법 >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경험

WIRELINK

인문·사회 전공 출신의 실무 경력 10년 이상 콘텐츠 라이터/에디터 중심의 TX 라이팅팀과 인터페이스의 콘텐츠와 사용자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

터랙션 디자인·UX 디자인 전공 출신의 TX 컨설팅팀이 협업으로 사용자가 디지털 채널/시스템에서 브랜드의 메시지와 상품/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관점의 마인드로 인터페이스 접점에서 입체적인 텍스트 경험(TX)을 제공합니다.

· 디지털 채널/시스템에 적합한 사용자 관점의 콘텐츠 개선·작성을 위한 우수한 전문 인력으로 팀 구성 및 체계적 방법론 구축·운영

· 우리말에 적합한 UX Writing 방법론 자체 연구 개발, 인지적 및 공감적 의사소통 기술 경쟁력 확보

구분

인지적 요소 행위적 요소 정서적 요소 시스템적 요소

정확한 콘텐츠 알기 쉬운 콘텐츠 유용한 콘텐츠 편리한 콘텐츠 상황에 적합한 톤 브랜드 개성 콘텐츠 가이드라인 제공 고객언어 DB

교정·교열 프리랜서 ◯ △ X X X X X X

타 UX Writing 기업 ◯ △ △ △ △ X X X

와이어링크 ◯ ◯ ◯ ◯ ◯ ◯ ◯ ◯

우수한 인적 자원 구성

UX·인터랙션

디지인 역량

콘텐츠 에디팅,

라이팅 역량
✚

사용자 관점의 콘텐츠 제공 위한 체계적 방법론 구축·운영

사용자 중심

디자인

사용자·채널·

콘텐츠 분석

콘텐츠 초안

(테스트)

콘텐츠

에디팅·라이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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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역량: 우리말에 적합한 UX Writing 방법론 연구개발 및 실무 경험

WIRELINK

인문·사회 전공 출신의 콘텐츠 개선 및 콘텐츠 라이팅 실무 경력 10년 이상 UX Writer 중심의 TX 라이팅팀과 인터페이스의 콘텐츠와 사용자간 상호작용에 대

한 이해도가 높은 인터랙션 디자인•UX 디자인 전공 출신의 TX 컨설팅팀이 협업으로 사용자가 디지털 채널/시스템에서 브랜드 메시지와 상품/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말에 적합한 와이어링크만의 UX Writing 서비스 방법론을 연구개발하고 다양한 실무 경험으로 UX Writing에 적합한 직무 역량

을 갖고 있습니다. 

· 콘텐츠로 더 나은 사용자 경험 제공 위해 융합팀 구성, 우리말에 적합한 UX Writing 서비스 방법론 연구개발 및 다양한 실무 경험

사용자 중심 커뮤니케이션과 사용자 경험(UX)을 이해하는 인적 자원

UX·인터랙션

디자인, 인지심리학

배경의 연구개발팀

UX Writing

서비스 방법론

개발 및 적용

교과서부터

광고 카피라이팅까지

다양한 콘텐츠

크리에이션 배경의

콘텐츠팀

⇨⇨ ⇨⇨

사용자 관점의 콘텐츠 제공 위한 체계적 방법론 구축·운영

사용자 중심

디자인

사용자·채널·

콘텐츠 분석

콘텐츠 초안

(테스트)

콘텐츠

에디팅·라이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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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프로세스: 사전기획(1단계)로 특정 기업만의 고유한 UX Writing의 방향성 확립 위해 보이스앤톤 가이드 설정, 2단계로 보이스앤톤 가이드를 적용해, 기업의 디지털 채널/시스템의 

UI 텍스트 콘텐츠 개선 및 신규 콘텐츠 작성함

① 1단계 요구사항 분석 ④ 2단계 요구사항 분석
⑦ 기존 콘텐츠 개선

(UX editing)
⑩ 콘텐츠 수정·보완

② 브랜드 가치 체계 및 

콘텐츠 분석

⑤ 콘텐츠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⑧ 신규 콘텐츠 작성

(UX Writing)

⑪ 콘텐츠 적용

(퍼블리싱 전달)

③ 보이스앤톤

가이드라인 설정

⑥ UX Writing 수행

계획 수립
⑨ 실무자 피드백 확인 ⑫ 최종 검수 및 디자인

기업만의 고유하고 차별화된 UX Writing 적용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➊ 보이스앤톤 설정 ➋ 콘텐츠 분석 ➌ 콘텐츠 개선 ➍ 콘텐츠 감수

보이스앤톤 가이드(PPT) UX Writing 수행 계획서(초안, PPT) UX Writing 적용된 화면기획서(PPT) UX Writing 가이드라인(최종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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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실행 후 신뢰할 수 있는 기억으로 저장될 수 있는가?(신뢰 형성 단계)

연구개발 사례: 콘텐츠 분석 기준(framework) 설정 및 분석 방법 개발

WIRELINK

■ 근거 이론: 인간 정보처리 모델

사용자는 일상 생활에서 대상(사물, 환경 시스템 등)을 인식하고, 주의하고, 기억하고, 학습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등의 인지적 활동으로 생활

합니다. 이런 인지적 활동을 심적 ‘과정(processes)’과 그 대상이 되는 정보인 ‘내용(contents)’으로 구성되며, 와이어링크는 사용자 관점으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콘텐츠)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의사결정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콘텐츠를 구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가를 연구합니다.

· 인간 정보처리 모델은 디지털 제품·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심리적 과정을 정보처리 프로세스 틀로 설명할 수 있는 모델

·  인간 정보처리 모델에서 사용자와 UI 콘텐츠의 상호작용 과정 분석: 사용자가 콘텐츠를 경험하는 과정은 ‘콘텐츠 인지(감각처리-지각)’, ‘의사결정(작업기억)’, ‘반응(반응 선

택/실행 후 장기 기억)’ 단계로 요약할 수 있음

감각 처리

Sensory processing STSS

자각

Perception

반응 선택

Response selection

반응 실행

Response execution

환경

System environment, feedback

주의 자원

Attention resources

➊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잘 인지되는가?(인지 단계)

➋ 의사결정에 유익한 도움이 되는가?(의사결정 단계)

작업기억, 의사결정

Working memory cognition

장기기억

Long-term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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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콘텐츠 분석 기준(framework) 설정 및 분석 방법 개발

WIRELINK

■ 인간 정보처리 모델(Model Human Processor)에서 콘텐츠 분석 기준(framework) 구성 요소 도출

디지털 제품/시스템의 콘텐츠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인간의 인지적 활동을 정보처리 프로세스로 설명하고 있는 ‘위켄스 & 홀랜즈(Wickens & Hollands)의 

인간 정보처리 모델(2002년)’을 활용해 ‘사용자가 콘텐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인터페이스의 콘텐츠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유용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인터페이스의 콘텐츠를 분석하기 위해 인간 정보처리 모델 프로세스를 ‘인지(감각처리-지각) 단계’, ‘의사결정(작업 기억) 단계’, ‘반응(반응 선택/실행 후 기억)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각 ‘➊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잘 인지되는지’, ‘➋ 의사결정에 유익한 도움이 되는지’, ‘➌ 실행 후 신뢰할 수 있는 기억으로 저장될 수 

있는지’ 등으로 콘텐츠 분석 기준 틀 구성 요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단계별 의미와 세부 구성 요소를 설정하였습니다.

구분 의미 세부 구성 요소

➊ 이해하기 쉬운가?

(지각/인지 단계)

·  용어와 문장, 정보(콘텐츠)의 구성 양식은 사용자가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해하기 쉽고 명확(명백하고 확실한)하게 표기/

표현해야 이해하기 쉬움

명확성(clarity)

가독성(readability)

이해 용이성(easiness)

➋ 의사결정에 유익한가?

(의사결정 단계) 

·  사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전제로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 목적에 적합한 

콘텐츠를 쉽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유용성(utility)

사용성(usability)

➌ 신뢰할 수 있는가?

(반응으로서 신뢰 형성 단계)

·  사용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중심 내용과 이용 과정(흐름)에 적합한 용어(어휘)와 문장 등 문맥에 따른 어

법(어문 규정)이 정확해야 하고, 모든 채널에서 언제나 일관된 콘텐츠를 사용해야 함

·  또한 최대한의 사용자가 채널에 접근해 상품/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장애인, 고령인 등)를 배려해 보편

적 방식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함

정확성(accuracy)

접근성(accessibility)

일관성(consis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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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적이고 애매한 단어와 문장이 많습니다. ·  안내 순서 문구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입력 

레이블에 안내 문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자어와 단독 영어 표기가 많으며, 문법에  

맞지 않은 띄어쓰기 및 문장 부호가 많습니다.

·  유의사항 등 설명 문장이 길고 정돈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자주 쓰는 용어와 문장 내 버튼명, 메뉴명, 

경로 안내 등이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길고 복잡한 문장이 많고 세 단어 이상을 

붙여 쓰고 있습니다.

·  서비스 및 상품, 이벤트 등의 텍스트에서 구체

적이고 실질적인 혜택 등 표현이 부족합니다.

명확성

가독성

이해용이성

유용성 정확성

사용성 일관성

연구개발: 콘텐츠 분석 기준(framework) 설정 및 분석 방법 개발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인가? 유익한 콘텐츠인가?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인가?

WIRELINK

■ 콘텐츠 분석 사례

기업의 디지털 채널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페이지 및 중요도 높은 페이지를 샘플링한 페이지를 대상으로 ① 이해하기 쉬운가(인지 단계 – 명확성/가독성/이해 

용이성) ② 유익한가(의사 결정 단계 – 유용성/사용성) ③ 신뢰할 수 있는가(신뢰 구축 단계 – 정확성/접근성/일관성 )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명확성

147건

9.6%

가독성

181건

11.8%

이해용이성

15건

1.0%

사용성

65건

4.2%

유용성

108건

7.0%

일관성

143건

9.3%

정확성

875건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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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고객언어 데이터베이스 및 솔루션 개발

WIRELINK

■ ‘고객언어’ 의미 및 데이터베이스한 사례

오늘날 디지털 제품/시스템을 활용한 소통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디지털 채널의 특징을 고려한 ‘콘텐츠 제공’이 중요해진 가운데 비대면 상황에서도 어려움 없이 

소통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보편성’은 더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객언어는 고객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다듬은 쉽고 명확한 언어를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글 어문 규정에 맞게 바르게 쓴, 

고객에게 긍정적이고 친절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분명하여 올바른 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합니다.    

와이어링크는 고객언어로 디지털 제품/시스템에서 사용자(고객)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외래어나 전문용어, 업계의 관례적인 용어 등 사용자(고객)들이 이해하기 어려

운 용어와 표현을 사용자(고객) 관점의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교체를 권장하는 용어를 제안하고 현업 내부 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개선할 용어를 선정합

니다. 용어별 뜻풀이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표현과 개선 후 표현 예시문을 함께 제시합니다.

기존 언어          기존 표현(AS IS) 권장 언어 개선 후 표현(TO BE) 

미동의 발급/재발급 여부 미동의 동의 안 함, 동의하지 않음 발급/재발급 여부 동의하지 않음

전환일 전일 일반과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전환한 날 전날 일반과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는

처리불가합니다 고지된 금액과 상이하여 처리불가합니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지된 금액과 달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최초, 2영업일 이상 
자동이체일은 등록일로부터 최초 이체일이 2영업일 이상 되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첫, 영업일을 기준으로 2일 이상 지난 

자동이체 등록 후 첫 이체일은 등록일로부터 영업일을 기준으

로 2일 이상 지난 날로 설정합니다.

도래 정액적립식은 등록일 기준 최초 도래 회차부터 예금신규일자에 이체됩니다. 다가오는, 돌아오는, 오는 
정액적립식 상품은 이체 등록일을 기준으로 처음 다가오는 회

차부터 예금 신규일자에 이체됩니다.

미도래한, 당월, 익월
출금일이 미도래한 경우 당월부터 적용되며, 출금일이 경과한 경우 익월부

터 이체처리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이번 달, 다음 달 

출금일이 아직 오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달부터 적용되고, 출

금일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미처리, 기일관리 당일 미처리시 기일관리하지 않습니다. 이체하지 않다, 재이체 당일에 이체하지 않은 건은 재이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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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고객언어 데이터베이스 및 솔루션 개발

WIRELINK

■ 고객언어 솔루션 개발(http://jamo.inpix.com)

등재된 고객언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적화된 고객언어를 검색하고 추천하기 위하여 ‘편집거리 알고리즘(Levenshtein Distance Algorithm)’을 활용하며, 각 용

어 사전에 고객언어 텍스트/어휘 및 문장 Pool을 구성하며, 대고객용 비대면 고객언어 관리 프로그램으로 활용합니다.



콘텐츠 개선(UX Writing) 효과

WIRELINK

UX Writing은 비대면 서비스를 넘어 모든 디지털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디지털 제품/시스템의 사용성 향상을 넘어 점차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BX)

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해하기 쉽다

사용자가

과업 수행에

편리하다

커뮤니케이션의

신뢰성이 향상된다

중장기적 기대효과

브랜드 정체성

형성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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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사이트, 또 하나의 미디어 전략
WIRELINK는 또 하나의 전략이 남아 있습니다. 고객 프로젝트를 미디어로 보도하고, 언론홍보도 지원합니다.

20년 이상 쉼 없이 디지털 산업(웹, 모바일, S/W, H/W)기반의 

매거진을 넘어 디지털분야 뉴스를 발행하면서 

<디지털 인사이트>는 디지털을 바라보는 

남다른 인사이트가 생겼습니다.

“WIRELINK의 지식과 고객의 가치를 연결하자”라는 모토로 

자체 지식포털 사이트(www.ditoday.com) 미디어를 운영

차별화된 경쟁력과 서비스로 

비대면 시대에 앞서 선진 디지털 환경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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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전략 다음은 ‘AWARD’
‘AWARD’ 는 국내 최고의 시상식 입니다. 한 해 동안 구축된 모든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아카이브 됩니다.

· 베스트 프로젝트 어워드 등록 

· 부문별 프로젝트 기사 보도 

· 리뷰 기사 등록 

· 웹어워드코리아 최고심사위원 및 전문위원 활동 외

WIRE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