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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밍스토리는 30여 명의 크리에이터들이

바이럴과 소셜 마케팅을 기반으로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자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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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플루언서

총15,000명
이상확보

INFLUENCER

1인크리에이트

총2.000명
이상확보

CREATOR

인기SNS 페이지

총200개
이상확보

DIGITAL CHANNEL

인기카페/ 커뮤니티

총450개
이상확보

CAFE / COMMUNITY

CAPABILITIES OF 
HUMMINGSTORY NO 1. Brand Professional Specialist



뷰티 / 일상 / 자동차등
크리에이터와협업
콘텐츠기획제작

뷰티 / 여행 / 육아등
인플루언서와협업
콘텐츠기획제작

Social Media Lab

4,500여명의회원
총 1억명의구독자와함께하는

캠페인방향성구성

실시간모니터링

데이터분석및취합

빅데이터추후방향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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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생명보험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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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라아토베리어365크림의 2021년새로운캠페인을진행

보습크림시장내대표보습크림으로인지도확산및신뢰도제고
를위해다각화된매체를구성

인플루언서, 대규모체험단, 영상크리에이터와협업하여다양한
컨텐츠를기획, 제작하였으며,
실제제품을사용하는크리에이터를통한진정성있는콘텐츠를
생성하고소비자공감을이끌어냄



설화수자음생크림은제품출시전안티에이징스토리
확산및사전티징작업을위한
인플루언서 / APP체험단 / SNS체험단 / 유튜브 / 셀러브리티와의
협업으로다양한바이럴컨텐츠를기획 / 제작

그중에서도아름다움은자란다브랜드스토리를담은
유튜브컨텐츠와제품의베네핏인 3중탄력을영상화한
릴스컨텐츠는제품의효능뿐만이아닌브랜드의럭셔리한
이미지를크게포지셔닝될수있도록구성및운영



아이오페의대표라인인슈퍼바이탈라인에서선보인

<슈퍼바이탈앰플> 출시로런칭캠페인이진행.

슈퍼바이탈크림대비 75배함량의항산화에너지함유및사용

직전활성화되는듀얼믹스의제품 RTB를활용해

효과적으로제품에대한정보를발신, 신제품출시에대한정보

전달.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대규모체험단등다양한매체를통해제

품에대해직, 간접적인체험기회제공으로

제품에대한소비자의긍정적인반응을이끌어냄. 



쿠션의원조아이오페에서선보인커버력을강조한

퍼펙트커버쿠션출시및새로운모델신민아를중심으로

대규모캠페인이진행

혼잡한쿠션시장에서주요키워드선점을위해키워드전략을

중심으로각전략에맞는캠페인구성.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대규모체험단, 기획콘텐츠 등 다각화 된

매체구성으로소비자와의접점을확대및강화하여, 단기간內제

품에 대한 소비자의 호평을 이끌어 냈으며 주요 뷰티 채널에 이달

의신제품으로선정.



라네즈의스테디셀러로많은사랑을받아왔지만그에비해저조한

리뷰율로라네즈워터뱅크에센스를꾸준히사용해왔던

실제리뷰자를찾는 ‘사람을찾습니다‘ 캠페인을통해 N년차가이

야기하는기능의수분으로제품의특장점을신뢰감있게전달.

타겟선망성이높은유튜버 ‘하늘‘과의기획세트런칭기념오프라

인행사를통해기획세트에대한기대감을조성하였으며

글로벌행사에유튜버를초청한콘텐츠발행으로세계적으로입증

된워터뱅크에센스의제품력전달



브랜드주요타겟고접점온라인채널을활용한타겟
커버리지확대를목표로연간캠페인운영

상반기에는출시이슈확산을위해 TVC/브랜드필름을활용한
정보성콘텐츠대량배포를통해브랜드및제품대세감을
확보하고소비자검색대응을위한컨텐츠기획/제작확산

더불어고정구독자를보유한신뢰도높은인플루언서의
제품 RTB 중심의리뷰콘텐츠를기획/제작확산하였으며
셀럽유튜버(이하정) 영상제작을통해선망적인브래드
이미지로포지셔닝될수있도록 컨텐츠를구성및
진행



디지털채널모니터링을통한소비자분석/대응, 
제휴커뮤니티및타겟접점주요인플루언서
디지털캠페인확산

타겟에게효과적으로시몬스브랜드및제품정보를
노출할수있도록자사포스트및제휴커뮤니티콘텐츠를
기획및제작

또한디지털채널모니터링을통해소비자분석/브랜드보이스
공식대응운영하며,
타겟접점주요인플루언서매장방문콘텐츠제작을통해소비자
검색대응을위한콘텐츠까지기획/제작확산



바이탈뷰티녹차에서온유산균캠페인은새롭게 AD된
이슈를확산시키기위해
홈쇼핑 APP 내배너발신및인플루언서리뷰를통해
새로운제품효과및성분을접할수있도록바이럴콘텐츠를
기획제작확산

그중에서도아모레퍼시픽만의특허받은녹차유래유산균을
강조한리뷰콘텐츠와전문적인다큐방송 PPL 콘텐츠발신으로
다른유산균과는다른프리미엄한성분이부각될수있도록
기획/운영
.



신제품출시시기를고려하여단계별전략(집중기/유지기)을
설정하여캠페인운영

집중기 : 신제품출시시기이슈화및대세감유도를위해포털
상위점유를위한키워드챌린지및파워블로그콘텐츠를기획및
제작

또한타겟고관여커뮤니티대량체험단운영을통해오가닉리뷰
누적및 SOV 점유를위한콘텐츠를제작하였으며,

출시이후 SOV 점유유지및검색대응을위한콘탠츠제작확산



엘리하이썸머송과썸머하이이벤트이슈화및참여유도를위한
바이럴진행.

엘리하이주타겟이초등맘인플루언서와협업을통해
이벤트인지확산및 썸머송런칭소식을알렸으며,

야외에서공부하는콘텐츠발신을통해언제어디서나
엘리하이라는슬로건에맞는다양한이미지확보



팔도비빔면컵이 20% 증량된한정판제품출시를위한
바이럴캠페인을진행.

팔도비빔면컵증량소식관심을유도하기위해타겟에맞는
미디어채널인트위터와 SNS 페이지를활용증량소식및
제품리뷰를발신하였으며 SNS 페이지를활용하여친근하고
재밌는콘텐츠를기획, 제작함으로써팔도비빔면컵
증량이슈확산. 



틈새라면매운짜장&매운카레신제품이출시되어바이럴캠페인
진행.

푸드카테고리의 SNS 페이지를통해신제품출시및제품의특징
에대한콘텐츠기획및제작.

주타깃의구독자가많은먹방크리에이터와의협업으로호기심을
자극하고제품특징을전달.

특히먹방크리에이터의콘텐츠는 200만이상의높은조회수
기록



포켓몬빵재출시와함께인스타그램인증이벤트, 포켓몬빵
테스트와띠부씰북즉석당첨이벤트이슈화및참여유도를위한
바이럴을진행. 

주타깃의구독자가많은 SNS 파워페이지를통해포켓몬빵띠부씰
북리뷰와포켓몬테스트정보발신을통해
이벤트참여를유도하였으며인스타그램인플루언서와의협업을
통해인증이벤트인지확산및다양한이미지의콘텐츠확보. 



하이면봉지면과컵면이새롭게출시되어런칭바이럴진행

봉지면은육아맘카페와요리, 육아인플루언서와, 컵면은편의
점고관여인플루언서및영향력있는요리인플루언서와협업
진행을통한콘텐츠제작으로신제품출시에대한정보를전달

브랜드모델인류수영님의부캐인어남선생키워드와제품의
주요키워드인면식여행을활용하여호기심을자극하고
대규모카페체험단을통해자연스런제품의인지도확산



삼립피그인더가든캠페인은인플루언서의제품리뷰콘텐츠를
대량확산하여많은경쟁군속차별화된제품포인트를직관적
으로발신하는리뷰컨텐츠기획제작확산



미국의 NO.1 그릭요거트인초바니가한국에런칭되어바이럴
진행

요리, 헬씨푸드등에고관여인플루언서와의협업을통해제품
RTB를자연스럽게발신하고런칭소식이슈화



프로스펙스오리지널과오리지널스포츠 S/S 컬렉션이새롭게
런칭되어바이럴을진행.

패션고관여인플루언서와의협업을통해제품런칭소식및
RTB를자연스럽게발신하여타겟내이슈화. 



타겟고관여 SNS 파워페이지활용을통해신규 TVC 및브랜드
봄신상이슈인지/확산

브랜드주요타겟고접점파워페이지제안후확정된파워페이지
內 TVC 확산을목표로 캠페인운영



새롭게런칭된미래에셋증권의해외주식서비스, 토탈뷰및
통합앱서비스를전문크리에이터를통한유튜브바이럴영상을
제작.

브랜드의신규런칭된 upgrade App. 서비스를전문가의
톤앤매너및지식을활용하여브랜드의기술가치및관련된
이야기를함께담아크리에이터의영상바이럴콘텐츠제작캠페
인을진행



맥심티오피열정마일리지캠페인확산및이벤트참여유도를
위한바이럴을진행하였습니다. 

수영, 초아등친환경에관심이많은연예인의유튜브채널을
통한컨텐츠제작으로관심을유도하고

캠퍼, 플로깅, 제로리스트등이번캠페인과이미지가부합하는
인플루언서협업을통해캠페인인지확산및다양한이미지의
콘텐츠를확보하였습니다. 

https://www.instagram.com/p/CSvxfpTh2Kk/


기네스썸머캠페인은브랜드영상확산(김영하/배정남모델영상)

및제품음용에대한이야기를소재로유저들의흥미를

자극할수있는요리 / 여행 / 시즌이슈를활용하여다양한바이럴

콘텐츠를기획제작확산.

그중에서도기네스의독자적인기술인 서징과위젯에대한이미

지및영상을 카테고리내확산되도록기획운영.

또한기네스파티 (가든파티/루프탑파티)에인플루언서초대및운

영으로선망적인브랜드이미지로포지셔닝될수있도록콘텐츠

구성및진행.



일동후디스노블바이럴캠페인은브랜드영상확산

(이승기/공민지) 및제품음용에대한이야기를소재로

유저들의흥미를자극할수있는건강을생각하는커피습관

이라는타이틀을활용하여다양한리뷰콘텐츠를기획제작

확산.

그중에서도유명한건강/헬스/운동카테고리의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래머)를활용하여건강한커피라는제품으로

포지셔닝하였으며, 특히나브랜드영상모델이승기/공민지

셀럽영상을카테고리내확산되도록기획운영.



기아자동차스팅어 #ASK스팅어캠페인은해당차량에관심이있

는소비자들의궁금증을해소를위해진행

실제스팅어를소유하고있는오너를에이전트로명명하며, 소비

자들의질문에본인의경험을중심으로답변을달아주며스팅어에

대한믿을수있는정보 / 신뢰도있는정보를제공함으로제품에

대한긍정정이미지제고

해당질문들은블로그, 인스타그램공식채널을통해추가확산



현대자동차그룹의사회공헌캠페인인 ‘기프트카’에대한이야기와

함께, 소비자도직접참여할수있는 ‘ 기프트카셰어링’에대한정

보전달을위해인플루언서중심으로캠페인진행

실제인플루언서의참여 -진행–후기를통해캠페인에대한신뢰도

가강화되었으며커뮤니티이벤트, SNS 內영상공유등을진행하

여다양한채널에캠페인정보를노출하여많은소비자의관심을

이끌어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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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슨퓨어쿨공기청정기바이럴캠페인은제품업그레이드로

인해이전보다좋아진제품의지능형센서 / 필터 / 공기분사와

같은제품장점 3가지에대한이야기를소재로인테리어와성능

중심의내용을활용, 다양한리뷰콘텐츠를기획제작확산

그중에서도육아/인테리어/미세먼지(환경)에큰관심이있는인플

루언서(인스타그래머)를 활용한

최적의 공기 청정기 제품 포지셔닝으로 잠재 타켓에게 콘텐츠가

도달하여구매니즈가자극될수있도록기획운영



려자양윤모의신제품힘없는모발용(힘샴푸) 바이럴캠페인은

인플루언서/체험단및전문의유튜브크리에이터를중심으로

다양한이미지및영상컨텐츠기획/제작및확산

그중에서도의학크리에이터의탈모증상에대해제품 RTB와

연결지어진행한유튜브 PPL은부정이슈없는자연스런제품인지

확산으로형성되었음



캐논에서매년진행되는사진공모전플레이샷의캠페인을

공모전홍보그룹 / 참가및참여후기그룹을통해공모전인지및

참여독려를극대화하였음

다양한카테고리의인플루언서를활용하여다채로운콘텐츠를발

행하여성공적인캠페인진행.









라네즈워터뱅크사용 2녀차부터 10년차까지워뱅덕후들의이야
기를영상으로제작.

워터뱅크에센스의활용꿀팁등다양한이야기를담은바이럴영
상을제작하여캠페인을진행.



THE SUV SPORTAGE의향상된성능을보다쉽고재미있게체감할

수있도록 GTA 게임을패러디한바이럴영상을제작함. 

게임을통해휴식도마음편히못하고사표를품고살아야하는

직장인들의애환을담고자하였으며, 정당한휴가미션을성공하

기위한치열한노력을 GTA 패러디달인김민교님과함께영상으로

제작하여코믹요소를배가시킴



<Artday> 이동진과함께하는
시네마토크캠페인



흥국생명은 ‘Campus Life is art’라는컨셉하에하에 2015년대학생
서포터즈 1기를모집하여운영.

선발된 12명의서포터즈들은팀을이루어 4개월간활동했으며, 
온.오프라인으로팀 / 개인미션을수행하며생활속에서찾을수
있는소소한 ART를찾고, 그로인해좀더풍요로운삶을살아가는
기업의이념을경험했으며, 흥국생명의 SNS 채널내콘텐츠를직
접기획하는등마케팅적실무체험및교육을통해마케터로써의
성장도도모하였음



직장생활에지친오피스레이디를대상으로삼청동파우더룸미러
룸카페에서메이크온뷰티클래스이벤트진행. 

클래스가진행되는동안 < 나에게맞는컬러찾기, 클렌징인핸서
시연, 메이크업인핸서시연, 메이크온진동클렌저사용법과피부
타입에따른클렌징세안법 > 등다양한프로그램으로구성했으며, 
퇴근후저녁시간에진행되어피곤했을텐데도높은관심과열정
적인태도로제품도직접체험하고궁금한사항은문의하는등적
극적인반응을이끌어냄



www.hummingstory.co.kr 

TEL 070-4365-8898
contact@hummingstory.co.kr

Thank You

http://www.hummingstory.co.kr/
mailto:contact@humming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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