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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R / CREATOR

8,000여명의 인플루언서와 협업
컨텐츠 기획 및 제작

2020년네이버키워드챌린지서비스협력사

1,200여명의 인플루언서와 협업
컨텐츠 기획 및 제작

Infublic Platform

허밍스토리의 독자적인 체험단 플랫폼 운영
4,500여명의 회원들과 협업

컨텐츠 기획 및 제작

OUR 
CAPABILITIES



2020년NAVER 브랜드커넥트서비스협력사선정, 캠페인에적합한

20가지의카테고리의신뢰성높은인플루언서를추천,브랜드와소비자의거점역할을만듭니다.

좋은브랜드 좋은창작자
엄선된연결

신뢰성높은
인플루언서레퍼런스제공

뷰티 여행 푸드 IT 게임 경제/
비즈니스

공연/
예술

육아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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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뷰티 / 일상 / 자동차 등
크리에이터와 협업
콘텐츠 기획 제작

뷰티 / 여행 / 육아 등
인플루언서와 협업
콘텐츠 기획 제작

Social Media Lab

4,500여명의회원
총 1억명의구독자와함께하는

캠페인방향성구성

실시간모니터링

데이터분석및취합

빅데이터추후방향수립

허밍스토리만의독자적인인스타그램& 유튜브인플루언서체험단플랫폼개발/ 캠페인에적용

소비자의감성및행동패턴을분석, 새로운마케팅방법을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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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플루언서

총6600명
이상확보

INFLUENCER

1인크리에이트

총 1500명
이상확보

CREATOR

인기SNS 페이지

총200개
이상확보

DIGITAL CHANNEL

인기카페/ 커뮤니티

총 150개
이상확보

CAFE / COMMUNITY

최대의파급력있는인플루언서와1인크리에이터와의네트워크구축및디지털인기채널들과의

제휴로캠페인메시지를극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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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Social Team

Strategy Team

CCM Div.
Contents Communication Marketing

CD Div.
Contents Development

Communication Team Strategy Team

CIM Div.
Contents Integrated Marketing

Infublic Team

Infublic Div.
Influencer  Platform Development



흥국생명
대한민국인터넷 소통대상
생명보험부문대상

8th

2015

Korea 

Soci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dex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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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기아자동차 스팅어 #ASK스팅어 캠페인은 해당 차량에 관심이 있

는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를 위해 진행

실제 스팅어를 소유하고 있는 오너를 에이전트로 명명하며, 소비

자들의 질문에 본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답변을 달아주며 스팅어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보 / 신뢰도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 제품에

대한 긍정정 이미지 제고

해당 질문들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공식 채널을 통해 추가 확산



현대자동차그룹의 사회공헌 캠페인인 ‘기프트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소비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 기프트카 셰어링’에 대한 정

보 전달을 위해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캠페인 진행

실제 인플루언서의 참여 -진행–후기를 통해 캠페인에 대한 신뢰도

가 강화 되었으며 커뮤니티 이벤트, SNS 內영상공유 등을 진행하

여 다양한 채널에 캠페인 정보를 노출하여 많은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어 냈음

http://www.gift-car.kr/Board/Event_Sharing.aspx?categoryIdx=7&idx=2906
http://www.gift-car.kr/Board/Event_Sharing.aspx?categoryIdx=7&idx=2906




아이오페의 대표 라인인 슈퍼바이탈 라인에서 선보인

<슈퍼바이탈 앰플> 출시로 런칭 캠페인이 진행.

슈퍼바이탈 크림 대비 75배 함량의 항산화 에너지 함유 및 사용

직전 활성화 되는 듀얼 믹스의 제품 RTB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발신, 신제품 출시에 대한 정보

전달.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대규모체험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

품에 대해 직, 간접적인 체험 기회 제공으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냄. 



쿠션의 원조 아이오페에서 선보인 커버력을 강조한

퍼펙트 커버 쿠션 출시 및 새로운 모델 신민아를 중심으로

대규모 캠페인이 진행

혼잡한 쿠션 시장에서 주요 키워드 선점을 위해 키워드 전략을

중심으로 각 전략에 맞는 캠페인 구성.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대규모체험단, 기획콘텐츠 등 다각화 된

매체 구성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 및 강화하여, 단 기간內 제

품에 대한 소비자의 호평을 이끌어 냈으며 주요 뷰티 채널에 이달

의 신제품으로 선정.



설화수에서 NEW 내추럴 페이스 메이크업 라인이 런칭되면서

① 젊은 이미지 발신을 통한 2535 신규 고객 유입

② 설화수 메이크업 라인 실체화라는 목표로 바이럴 진행

목표 달성을 위한 바이럴 전략으로 인스타그램을 주요 채널로

선정 하였으며 신규 기능인 해시태그(#) 팔로워 기능을 중심으로

바이럴 기획 운영



라네즈의 스테디셀러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그에 비해 저조한

리뷰율로 라네즈 워터뱅크 에센스를 꾸준히 사용해 왔던

실제 리뷰자를 찾는 ‘사람을 찾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N년차가 이

야기하는 기능의 수분으로 제품의 특장점을 신뢰감있게 전달.

타겟 선망성이 높은 유튜버 ‘하늘‘과의 기획세트 런칭 기념 오프라

인 행사를 통해 기획세트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였으며

글로벌 행사에 유튜버를 초청한 콘텐츠 발행으로 세계적으로 입증

된 워터뱅크 에센스의 제품력 전달





려 자양윤모의 신제품 힘없는 모발용(힘샴푸) 바이럴 캠페인은

인플루언서/체험단 및 전문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미지 및 영상 컨텐츠 기획/제작 및 확산

그 중에서도 의학 크리에이터의 탈모증상에 대해 제품 RTB와

연결지어 진행한 유튜브 PPL은 부정이슈 없는 자연스런 제품 인지

확산으로 형성 되었음



캐논에서 매년 진행되는 사진 공모전 플레이샷의 캠페인을

공모전 홍보 그룹 / 참가 및 참여 후기그룹을 통해 공모전 인지 및

참여독려를 극대화 하였음

다양한 카테고리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다채로운 콘텐츠를 발

행하여 성공적인 캠페인 진행.

















https://youtu.be/QfYVJY_Un6Q?t=1133
https://youtu.be/QfYVJY_Un6Q?t=1133
https://youtu.be/yaozZYjq06w?t=370
https://youtu.be/yaozZYjq06w?t=370
https://youtu.be/gTh9rVOnU5E?t=146
https://youtu.be/gTh9rVOnU5E?t=146
https://youtu.be/18Sy-LZXkpg?t=64
https://youtu.be/18Sy-LZXkpg?t=64
https://youtu.be/AsihquwscZk?t=198
https://youtu.be/AsihquwscZk?t=198
https://youtu.be/QgZ8r3LlHEA?t=16
https://youtu.be/QgZ8r3LlHEA?t=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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