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제이준코스메틱(주) – 화이트슬림다이어트 with 박한별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위미인터네셔널(주) – 반디네일 with 한예슬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혼도(주) - 코스메티 CF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혼도(주) - 코스메티 CF 



03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디에스트레이딩 - 애슬리트 CF 



19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현대자동차 – R&D문화 캠페인 



13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 사회공헌사업 ‘첫 번째 눈맞춤’ 



20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SPC삼립 – 크림빵 50주년 기념영상 



15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LUSH – 샴푸바 실험비디오 



16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LUSH – 사용기한 확인법 



06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보건복지부 – 셀럽과 함께하는 절주 캠페인 ‘뒤집잔 챌린지’ 캠페인 영상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보건복지부 – 셀럽과 함께하는 절주 캠페인 ‘뒤집잔 챌린지’ 카카오톡 이미티콘 제작/배포 06 

의지미, 마시미와 함께하는 절주 

오픈 당일 4시간 만에  
40,000개 이모티콘 소진! 



04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영화진흥위원회 - 무비히어로 캠페인 광고 



05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중소기업진흥공단 - 함께 성장 챌린지 캠페인 광고 



14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영화진흥위원회 - ‘그것이 알고 싶다’ 패러디 



17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미팩토리 – 돼지코팩 



18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별맛김 – 블라인드 테스트 



소셜미디어 채널 기획 및 확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 – 유튜브 채널 개설 및 콘텐츠 제작 연간 운영 22 



소셜미디어 채널 기획 및 확산 
동아에스티 – 오란씨 인도네시아 K투어 영상제작 및 유튜브 광고 집행 23 



24 소셜미디어 채널 기획 및 확산 
㈜대보세라믹스 – 더리얼 타일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25 소셜미디어 채널 기획 및 확산 
㈜효주 – 카카오랏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26 소셜미디어 채널 기획 및 확산 
㈜비포앤애프터바이오 – 오아시스녀 페이스북 (수분/뷰티 제품 비브랜드 페이지) 



27 소셜미디어 채널 기획 및 확산 
서울산업진흥원 – 하이서울브랜드기업 공식 페이스북 



28 소셜미디어 채널 기획 및 확산 
자사 운영 채널 – 초이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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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채널 기획 및 확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K Startup 그랜드 챌린지 페이스북 

전세계 지원팀 수 

2016년(1회) 
 
 
 
 
 
 

2017년(2회) 
 
 
 
 
 
 

2018년(3회) 
 

2,439 명 
 
 

1,515 명 
 
 

진행중 



소셜미디어 채널 기획 및 확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K Startup 그랜드 챌린지 페이스북 

총 페이지 팬 수 
 
 
 

총 도달 수 
 
 
 

총 반응 수 
 
 
 

전체 포스팅 개수 
 
 
 

언어 

138,821명 

 
2,155,446명 

 
727,468명 

 
202개 

 
4개 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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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DR마케팅 집행 결과 



29 소셜미디어 채널 기획 및 확산 
㈜씨스팡 – ‘가정의 달’ 건강기능식품 프로모션 이벤트 



30 소셜미디어 채널 기획 및 확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 – 더불어 사는 이웃문화 조성 캠페인 영상 공유 이벤트 



01 Brand Identity 개발 
영화진흥위원회 - 무비히어로 캠페인 



33 이벤트/프로모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파트너社 (2015년~2016년 운영社) 



<SBS 생방송 투데이>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KBS1 이웃집 찰스> 

34 방송 PPL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 쌍용자동차, 여행박사 외 다수 



TVCF TV & Radio 광고 믹스 예시 

35 TV & Radio 광고 송출 
㈜씨스팡,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외 다수 



옥외광고 플래닝/집행 
영화진흥위원회, 여성기업지원센터. ㈜효주 외 다수 36 

대중교통 광고 영화관 광고 



굿즈 디자인/제작 
영화진흥위원회, ㈜효주 외 다수 37 



인쇄물 디자인/제작 
현대자동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외 다수 38 



PARTN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