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Who We Are

The Pleasure of Creative Thinking

좋은 콘텐츠를 적합한 채널에 접목하기 위하여
컨설팅부터 콘텐츠 개발, 플랫폼 구축, IMC 캠페인, 마케팅 채널 운영, 분석까지
End to End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전시입니다

About

Organization

기획부터 제작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으로
그룹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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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History

2005 - 2010

2011 - 2015

2016 - 2019

2020 - 2022

2005.06

2011

2016

2020

기묘 설립

ADT캡스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헉슬리 디지털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Cytiva 홈페이지 리뉴얼 협력회사 선정

신한은행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한스킨디지털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SOCIAL I-AWARDS 간편식브랜드 인스타그램 분야 최우수상

블랙야크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삼성전자 S헬스 서비스 운영 협력회사 선정

바바패션 더뷰티팩터 소셜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2012

2017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소니픽쳐스디지털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보 제작 업체 선정

테스토코리아 디지털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삼성전자 삼성앱스 글로벌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형지엘리트 디지털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2013

2018

2009

매일경제 e신문 뉴스서비스 협력회사 선정

스타벅스코리아 SNS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영상마케팅서비스툴 GimyoPlayer 특허 출원

헨켈테크놀로지스온라인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교촌치킨 디지털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앱 리뷰 플랫폼 AppTalk 런칭

삼성전자 C&S 프로모션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기묘㈜ 법인 전환

이동진의 빨간책방 디지털 매거진 발간

2010

기묘㈜에서 ㈜리시드로 사명 변경

2006

한국어도비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2007

한국IBM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2008

eBay CBT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플랫폼 사업부 설립

뉴스킨 사내 캠페인 협력회사 선정
델 테크놀로지스 디지털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동서식품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디지털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피부핵심케어 브랜드 낫투머치(nottoomuch) 런칭
2021

샐러디 디지털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크린토피아 소셜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2019

SR산업 웹사이트 리뉴얼 협력회사 선정

WEB AWARDS KOREA 웹/광고에이전시분야 최우수상

뉴스킨 코리아 신규 브랜드 런칭캠페인 협력회사 선정

2014

WEB AWARDS KOREA 중견기업분야 최우수상

캐리어냉장 디지털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마모트 공식 페이스북, 공식 블로그운영 대행

뉴타닉스 디지털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BMW미래재단 디지털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벤처기업 인증(기술평가 보증기업)

한국IBM 제작물 디자인 협력회사 선정

뉴스킨 브랜드 캠페인 협력회사 선정

한국레노버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더블에이 온라인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행복나눔재단 디지털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부설연구소(R&D 사업부) 설립

헨켈홈케어 온라인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퍼시스 알로소 디지털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GE헬스케어 디지털 캠페인 협력회사 선정

2015

하만인터내셔널코리아 JBL 디지털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한국타이어 디지털매거진 제작회사 선정

NHN티켓링크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웹사이트 제작사 선정
비즈니스워치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제작 협력회사 선정

2022

종근당건강 디지털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베리타스코리아 디지털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메가MGC커피 디지털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삼성전기 홈페이지 구축 협력회사 선정
해태아이스크림 디지털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허쉬 디지털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SOCIAL I-AWARDS 건강기능 인스타그램분야 대상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SOCIAL I-AWARDS 음료 프랜차이즈 인스타그램분야 대상

오토데스크 디지털 마케팅 협력회사 선정
플라워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모이(moooi) 런칭

About

Clients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는 다양한 분야의 클라이언트와 함께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hy reseed
Insight

마케팅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홍보나 광고가 아닌, 마케팅 관점에서 디지털을 바라봅니다.
일시적인 노출이나 버즈가 아닌,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고민합니다.

Strategy

Why reseed

지속 가능한 답을
전합니다

고객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과 프로세스를 셋업하고 로드맵을 완성해갑니다.
캠페인 기획, 사이트 구축, 콘텐츠 제작, 광고 집행, 소셜 커뮤니케이션 등 모든 일련의
활동은 다음 단계의 디지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Communication
콘텐츠에
주목합니다

때로는 감정을 흔들고, 때로는 이성에 호소하는 마케팅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콘텐츠에 주목하고, 콘텐츠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공감되는 콘텐츠를 가장 적합한 채널에서 새로운 기술에 담아 소통하는 것, 우리가 가장
잘 하는 일입니다.

Stay
45.2months

Build
No.1 brands

한 번 인연을 맺은 고객과 평균 3~4년간
함께 일해왔습니다.
가장 자랑스럽고 감사한 부분입니다.

업계 1위인 고객들과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최초 그리고 1위를 달성한 경험치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Since

Run

2005

1st Player

2005년설립 후 15년 이상 신뢰 속에서,
열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케팅 채널과 타깃, 더 나은 콘텐츠
형식, 더 효율적인 플랫폼 전략에 늘 도전해
왔습니다.

Business Areas
브랜드의 핵심 가치와 메시지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크리에이티브하게 표현합니다.
기업의 마케팅 목적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실행 전략을 기획합니다.
리시드는 새로운 마케팅 채널과 타겟, 더 나은 콘텐츠 형식, 더 효율적인 플랫폼 전략에 늘 도전해 왔습니다.

Campaign

Social

목적에 맞게 다양한 채널, 플랫폼, 기술, 콘텐츠, 매체를 활용하는
IMC 캠페인 기획 및 실행

소셜 채널 전략부터 트렌디한 콘텐츠, KPI 관리까지
효율적인 소셜 운영 뿐만 아니라 캠페인 연계까지 진행

▪ 브랜드 런칭 및 시즌 캠페인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소셜 캠페인

▪ 채널 전략 - 콘텐츠 개발 (카피, 촬영, 영상, 디자인)

▪ 디맨드(리드) 제너레이션 캠페인

▪ 이벤트

▪ 세일즈 프로모션

▪ 광고 집행 관리

Contents

Web & Mobile

consulting

공감할 수 있고, 주목받을 수 있고, 브랜드에 어울리는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사용자의 동선, 핵심 콘텐츠, 채널의 역할, 마케팅의
목표를 이해하고, 이를 위한 웹/모바일 플랫폼 제작

단기적인 광고 캠페인이 아닌, 장기적인 디지털
마케팅 로드맵 기획

▪ 소셜 콘텐츠 / 영상 콘텐츠 / 디지털 콘텐츠

▪ 홈페이지 / 브랜드사이트 / 쇼핑몰 / 멤버십 사이트

▪ 분석(AS-IS, 트렌드, 시장, 타깃)

▪ 온오프 매거진

▪ 애플리케이션

▪ 전략(채널, 메시지, 콘텐츠, 운영, KPI 수립)

▪ 머터리얼

▪ 마이크로사이트

▪ 광고
▪ 카피라이팅

Our
Works
Social Channel

Campaign

Video Contents

Web/Mobile

Branding

Social Channel

종근당건강 프로메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
페이스북 2022.1~현재
인스타그램 2022.1~현재

혈행건강 프로메가!
건기식 커뮤니케이션의 유쾌한 진화!
[인스타그램]
▪ 정팀장 캐릭터를 통해 어려운 건강정보와 제품 정보를
쉽고 세련되게 전달
[페이스북]
▪ 다양한 건강정보와 제품 정보를 ‘프로메가진‘ 이라는
매거진 컨셉으로 비주얼과 정보를 동시 전달

SOCIAL I-AWARDS 2022
건강기능인스타그램분야대상

Social Channel

종근당건강 프로메가 Instagram Contents
릴스콘텐츠

트렌디한 콘텐츠 방식인 릴스 콘텐츠를
모델 조인성을 주로 활용하되
모바일 최적화 콘텐츠 제작

페르소나활용콘텐츠

브랜드의 페르소나인 정팀장의 라이프스타일에
브랜드 정보를 담은 콘텐츠 제작
세련된 배경의 라이프스타일에 정팀장 캐릭터를
합성하거나, 스토리의 Q&A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의 무/물 콘텐츠 제작

정보전달형콘텐츠

일러스트 이미지를 직접 제작, 정팀장 캐릭터를
다양하게 활용한 일러스트 콘텐츠로
제품의 원료나 공법 등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쉽게 표현

이벤트콘텐츠

브랜드의 캐릭터와 흥미요소를 결합시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쉬우면서도
재미요소는 강조한 이벤트 콘텐츠 제작

Social Channel

종근당건강 프로메가 Facebook Contents
홈카페콘텐츠

집에서도 간단하게 제품을 활용하여 홈카페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제품의 기능과 연계하여
소비자 관심 유발은 물론 제품에 대한 호감으로
연계

촬영콘텐츠[매거진타입]

매거진의 표지 및 하이라이트 개념의 콘텐츠로
매월 초 그 달의 주요 이슈를 세련된 이미지와
함께 전달

정보전달형콘텐츠

건강뉴스와 제품 USP 등을 전달
일러스트와 포토 에셋을 활용하여 길고
까다로운 카드뉴스의 내용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

이벤트콘텐츠

브랜드의 캐릭터와 흥미요소를 결합시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쉬우면서도
재미요소는 강조한 이벤트 콘텐츠 제작

Social Channel

해태아이스크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유튜브 운영
2022.04~현재

스테디셀러 제품부터 신제품까지
해태아이스크림과 함께 해주시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 아이스크림을 협찬해 드립니다!
▪ ‘해태아이스크림’ 대한 태그를 지속 모니터링,
인플루언서/파워고객이 제품 취식 시 감사 댓글과 함께
제품 협찬을 안내하는 커뮤니케이션 중점의 소셜 운영

Social Channel

해태아이스크림 Contents
쌍쌍바사생대회

소셜 기반 그림 공모전 진행
제품에 대한 고객의 로열티 상승 유도 및
콘텐츠 제너레이션 유도

도른자콘테스트

틱톡/인스타그램 기반 프로모션
팽이팽이 제품의 특색을 살려
재미있고 바이럴 요소가 많은 콘테스트 실행

탱크보이x 기갑여단

응원하고 싶은 부대에 대한 사연을 받아
위문품 전달, 취식사진을 게시하여 결과 알림
제품명과 컨셉을 강조하는 콘텐츠 기획

레시피콘텐츠

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 안내
레시피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는 이벤트 병행

Social Channel

메가MGC커피
소셜채널 운영
페이스북 2022.01~현재
인스타그램 2022.01~현재
유튜브 2022.01~현재
블로그 2022.01~현재

Big size 2 Shot
MEGA MGC COFFEE의 SNS 채널 운영
▪ 인스타그램을 코어 채널로 운영하며, 타 채널은
인스타그램 채널의 콘텐츠를 미러링하여 활용
▪ 신메뉴 출시 등 브랜드 주요 아젠다 홍보 채널로 전방위
활용
▪ MZ 타깃이 선호하는 다양한 디지털 활동 진행

SOCIAL I-AWARDS 2022
음료프랜차이즈인스타그램분야대상

Social Channel

메가MGC커피 Contents
소통형콘텐츠

브랜드 운영 페르소나인 엠쥐씨 캐릭터를 통해
브랜드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

촬영콘텐츠

미니어처를 활용하여 메가MGC커피 라는
이름을 직관적으로 전달
싱그러운 원물과 메뉴를 시각적으로 전달

캠페인콘텐츠

신메뉴 출시, 브랜딩 등 개별 아젠다에 맞는
영상, 필터, 이벤트 등 콘텐츠를 활용하여
MZ세대를 타깃으로 캠페인 진행

이벤트콘텐츠

찐팬고사, 메뉴 인증샷 이벤트 등
타겟이 선호하는 다양한 주제의 이벤트를 통해
팔로우 증가 및 전체 인게이지먼트 견인

Social Channel

동서식품 포스트
소셜채널 운영
페이스북 2018.11~현재
인스타그램 2019.11~현재
유튜브 2021.11~현재

달콤바삭한
동서 포스트 시리얼의 My Post Life
▪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운영
▪ 홈카페 및 관련 레시피 영상 제작을 통해 제품에 대한
관심 유도

SOCIAL I-AWARDS 2020
간편식브랜드인스타그램분야대상

Social Channel

동서식품 포스트 Contents
홈카페콘텐츠

집에서도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홈카페 혹은 간편식 레시피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비자 관심 유발

촬영콘텐츠

일상속의 포스트를 주제로 촬영
제품의 취식방법은 물론 브랜드 주고자 하는
감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 제작

일러스트콘텐츠

일러스트 이미지를 직접 제작
채널 속 콘텐츠 이미지를
감성적인 색감과 위트 있는 표현으로 전달

이벤트콘텐츠

댓글, 해시태그 등 SNS 채널의 특성을
활용한 이벤트를 구성
이벤트 이미지에 대한 리그램을 함께 활용하여
바이럴 효과 유도

Social Channel

샐러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
페이스북 2021.02~2021.12
인스타그램 2021.02~2021.12

건강한 패스트푸드 샐러디,
천방지축 샐디의 유쾌한 SNS 스토리텔링
▪ 2030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F&B 브랜드
▪ 건강한 패스트푸드 샐러디의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소통 중심 운영
▪ 유머 / 이벤트 등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브랜드와
메뉴에 대한 관심 유도

Social Channel

샐러디 Contents
영상콘텐츠

메뉴의 특성이나 재료를 강조하고
식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감각적인 비디오 제작

촬영콘텐츠

강렬하고 심플한 컬러를 배경으로
한입샐러디나 클로즈업 메뉴 등의 코너로
재료의 신선함이나 색감을 새로운 앵글을 통해
전달

일러스트콘텐츠

브랜드 전체의 메시지나 공고 콘텐츠 등
딱딱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는 일러스트를 통해
유쾌하게 주목도 있게 제작

이벤트콘텐츠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브랜드의 메시지와 아이덴티티는 유지하는
참여형 이벤트로 팔로워의 관심 유발

Social Channel

BMW코리아미래재단
인스타그램운영
인스타그램 2021.09~2022.03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우리
FUTURE HERO!
▪ 초기 인스타그램 셋업을 위한 컨설팅 및 가이드 제작
▪ 실제 운영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해 채널 톤앤매너 구축

Social Channel

BMW코리아미래재단 Contents
인스타그램운영컨셉구축

재단 속성과 채널 운영 방향성을 살린
컨셉 구축 및 엠블럼 개발

컬러및폰트시스템셋업

제품(목적사업)별 키컬러 세팅 및
콘텐츠에 적용될 국/영문 서체 지정

콘텐츠템플릿셋업

다양한 타입의 콘텐츠 템플릿 셋업
사이즈 및 컬러 가이드, 이미지 사용 사례 등을
문서화 하여 장기적 톤앤매너 세팅

10주년기념유튜브연계이벤트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유튜브 스트리밍 이벤트와 연계하여 진행

Social Channel

Dell Technologies
페이스북/블로그/네이버TV
/카카오톡 채널운영
2021.08~2022.04

디지털 혁신의 선두주자, 델 테크놀로지스
▪ 업무와 일상의 혁신을 실현하는 디지털 기술 솔루션과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델 테크놀로지스의 다양한
정보를 블로그, 페이스북 콘텐츠, 영상 등으로 가공
▪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업계 기술 정보를 델 테크놀로지스
만의 톤으로 직관적이고 쉽게 전달

Social Channel

Dell Technologies Contents
제품/행사/업계정보콘텐츠

신제품 출시 소식, 제품 Key feature, benefit,
행사 소식, 업계 트렌드 등을 담은 콘텐츠 제작
카드뉴스, 영상 포맷 활용

인터뷰/대담영상콘텐츠

델 테크놀로지스 리더와의 인터뷰, 전문가 2인의 대담 등을 통해
IT 업계의 이슈나 주제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문답하는 형태로 구성

이벤트콘텐츠

제품 출시, 근무 환경 트렌드 등을 반영한 이벤트 주제 선정
카드뉴스, 퀴즈, 영상 등으로 이벤트 콘텐츠 제작

Social Channel

크린토피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
페이스북 2021.03~2022.02
인스타그램 2021.03~2022.02

세탁브랜드 크린토피아의 뽀송이 캐릭터를 활용
크린토피아의 다양한 브랜드 소식을 전달
▪ 명민호 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감성적이고
공감가는 콘텐츠 제작
▪ 크린토피아 브랜드의 타깃을 MZ세대로 확장하기 위해
타깃 감성에 맞는 다양한 SNS 콘텐츠 제작

Social Channel

크린토피아 Contents
영상콘텐츠

뽀송이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모션그래픽 영상 제작

촬영콘텐츠

미니어처부터 연출컷까지!
타깃이 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감성적인
톤의 촬영 콘텐츠 제작

일러스트콜라보콘텐츠

인기 일러스트레이터 명민호 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크린토피아 브랜드 타깃
확장 유도

이벤트콘텐츠

크린토피아 PPL 홍보 및 브랜드 팬 인증을
유도하는 다양한 이벤트 진행

Social Channel

동서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소셜채널 운영
페이스북 2020.04~2021.08
인스타그램 2020.04~2021.08

캐릭터 스토리텔링으로 유쾌하게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필대리 이야기
▪ 동서식품 필라델피아 크림치즈의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운영 대행
▪ 2545 여성을 타깃으로 콘텐츠 제작
▪ 20대 여성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미지 및 영상 제작
▪ 동서 필라델피아 크림치즈의 주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역할

Social Channel

동서필라델피아 크림치즈Contents
소통형콘텐츠

NG콘텐츠를 제작하여 콘텐츠 제작 시
브랜드에 대한 친근감 제고

촬영콘텐츠

제품의 컬러감과 배경을 조화하여
더 먹음직스러운 이미지 제작

홈카페콘텐츠

홈카페 트렌드를 반영하여
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감각적인 동영상으로 소개

이벤트콘텐츠

제품의 이미지와 일러스트를 합성한 형태의
동영상 콘텐츠인 치즈툰 콘텐츠 제작

Social Channel

교촌치킨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
페이스북 2018.02~2021.06
인스타그램 2019.01~2021.06

No.1 치킨브랜드 교촌
하이엔드한 SNS 커뮤니케이션
[인스타그램]
▪ 컬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선을 사로잡은 콘텐츠 운영
하이엔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페이스북]
▪ 페이스북이라는 채널에 맞춰 B급 감성을 활용하여
대중의 시선을 사로 잡는 커뮤니케이션 진행

Social Channel

교촌치킨 Contents
패턴콘텐츠

제품의 색상 및 원재료를 강조하기 위한
패턴 콘텐츠 제작

동영상콘텐츠

주 재료들을 깔끔한 이미지화 하여,
시각적으로 환기를 할 수 있는 콘텐츠 구성

시리즈콘텐츠

제품별 소개 영상을 가볍지 않으면서도,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
https://www.instagram.com/p/B8qBSFhH0ET/
https://www.instagram.com/p/B77tyywnD_E/

VS콘텐츠

제품에 대한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팔로워의 반응 유도 및 제품에 대한 설문을 포함

Social Channel

행복얼라이언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
2019.03~2020.02

밀레니얼에게 다가가는 행복얼라이언스
▪ 기업과 개인이 만드는 즐거운 사회변화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의 주요 활동과 사회변화 참여 프로그램
소개
▪ 사회 문제에 대한 밀레니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변화 프로그램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콘텐츠
제작

Social Channel

알로소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운영
페이스북 2019.05~2019.12
인스타그램 2019.05~2019.12

퍼시스가 만든
프리미엄 소파브랜드 알로소 SNS 운영
▪ Decology를 통해 4가지 무드를 전하는 브랜딩 및 제품
소식 전달
▪ 알로소와 함께한 멘디니를 기리는 영상을 제작/
팝업스토어 소개 및 방문 유도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
▪ 공간, 제품이 동시에 보여져야 하는 브랜드의 특성을
반영한 1*3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

Social Channel

알로소 Contents
영상콘텐츠

1X3 콘텐츠

타계한 이탈리아 디자인의 거장 멘디니를
추모하는 영상 제작,
멘디니의 색감 및 그의 영감을 표현하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오프라인 전시공간까지 추가
활용

제품의 디자인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1 X 3 콘텐츠 구성
공간, 제품, 디테일의 순서로 제품의 다양한 면을
시각적으로 넓게 활용하여 전달

매거진콘텐츠

브랜드의 컬러에 맞게끔 매거진 구성의 콘텐츠
제작
시각적으로 프리미엄한 요소를 배치하여
브랜딩 유도

이벤트콘텐츠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동시에 이벤트를 구성
하여 소비자에 제품 인지 및 바이럴 효과 유도

Social Channel

스타벅스 코리아
소셜채널 운영
페이스북 2018.05~2019.04
인스타그램 2018.05~2018.04
블로그 2018.05~2018.04
유튜브 2018.05~2018.04
트위터 2018.05~2018.04

스타벅스만의 감성을 담은
MZ타깃의 트렌디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 2030 여성 타깃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스타벅스 코리아 공식 소셜 계정 운영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트위터 5개 소셜
채널 운영
▪ e프리퀀시 런칭 시점을 기준으로 티징/ 홍보 비디오
콘텐츠 제작, 시즌별 인스타그램 라이브 등을 한국 채널
최초로 시도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음

Social Channel

스타벅스 코리아 Contents
영상콘텐츠

제품의 이미지를 극대화 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
소비자 공감 콘텐츠로 인게이지먼트 유도
https://www.instagram.com/p/BpYQhBUAp8x/

https://www.instagram.com/p/BtCxSzmgVa1/

촬영콘텐츠

스타벅스 음료 및 MD 콘셉에 맞는
소품/ 스튜디오 섭외를 통한 기획으로
감성형 촬영 콘텐츠 제작

그래픽디자인콘텐츠

일러스트 디자인 합성을 통해
스타벅스만의 감각적인 비주얼 아이덴티티 확보

이벤트콘텐츠

인스타그램의 특징을 활용한
한국어 해시태그 이벤트로
매회 2~3000명 참여로 높은 성과 달성

Social Channel

허쉬코리아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운영
페이스북 2015.10~2020.12
인스타그램 2016.01~2020.12

초콜릿처럼 달콤한!
글로벌 우수사례로 선정된 소셜 커뮤니케이션
▪ 페이스북 페이지 오픈 6개월 만에 36,943 명 달성!
▪ 인스타그램 계정 오픈 2개월 만에 팔로워 5,148명 달성!
▪ 글로벌 초콜릿 브랜드 허쉬 코리아의 초콜릿 브랜드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
▪ 2030 여성을 타깃으로 감각적인 이미지와 센스있는
문구로 허쉬 코리아의 다양한 초콜릿 브랜드를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 브랜드별 타깃을 고려한 디지털 프로모션 진행

Social Channel

허쉬코리아 Contents
영상콘텐츠

제품과 타깃의 특성을 반영한 이미지
제품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

촬영콘텐츠

허쉬의 4가지 브랜드별 특성을 고려여
시즈널 이슈와 제품의 장점을 극대화 한
콘텐츠로 제작

일러스트콘텐츠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전달을 위한
카드뉴스형 콘텐츠 제작

이벤트콘텐츠

강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플레이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맛에 대한 기대감과
구매를 유도하는 형식의
이벤트 콘텐츠 제작

Our
Works
Social Channel

Campaign

Video Contents

Web/Mobile

Branding

Social Campaign

메가MGC커피
신메뉴 론칭캠페인
2022.05~현재

인스타그램 채널을 중심으로
광고, 바이럴, 챌린지 등 타깃 대상 캠페인 진행
▪ 시즌 신메뉴 출시 론칭 캠페인 진행
▪ 메뉴구매 인증샷, 스티커, 챌린지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형
소셜 캠페인 진행
▪ 타깃의 시선을 사로잡는 트렌디한 영상과 카피로 타깃의
호응 유도

Social Campaign

메가MGC커피 캠페인
2022 여름신메뉴캠페인1

#메가제주체크인 이라는 주제로 제주
특산품으로 만든 메뉴의 특성을 체크인이라는
키워드를 활용, 인증샷과 해시태그 이벤트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높은 참여를 이끌어 냄

2022 여름신메뉴캠페인2

코시국 해제! 라는 이슈와 페스티벌이 잦은
시즈널 이슈를 활용하여
페스티벌이라는 키워드를 활용 다양한 메뉴를
마치 축제 라인업처럼 소개 신메뉴에 대한
호기심 유도

2022 가을신메뉴 캠페인

2022 한끼든든피자런칭캠페인

청도 홍시, 경산 과즐 등 지역 특산물과의 콜라보
특성과 추석을 앞둔 시즌 이슈를 반영한
전통을 키워드로 하는 캠페인 소재 제작
전체적인 무드와 톤앤매너를 전통적이면서도
따뜻한 색감으로 제작
이벤트, 챌린지를 통한 구매 유도

실사로 된 남성 시각의 V-log 컨셉의 영상으로
타깃이 한끼 먹을 수 있는 피자이면서도
메가오더 과정을 추가하여 ‘언제’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메뉴인지를 쉽고 직관적으로 어필하는
소재 제작

Social Campaign

스타벅스 코리아 소셜캠페인
2018.05~2019.04

영상 콘텐츠 제작 부터 라이브까지 소셜 기반의 캠페인 제작 및 운영

▪ 2018년 홀리데이 돌체라떼, 2019년 발렌타인데이 음료 등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성공적으로 진행
▪ 2019 스타벅스 플래너 론칭을 위한 소셜 캠페인 제작 및 운영

인스타그램라이브

2019 플래너티징/프로모션캠페인

On-Offline Campaign

종근당건강 아이클리어
신제품 출시캠페인
2022.06~2022.07

눈 노화는 물론 눈 건조까지 아이클리어!
▪ No.1 눈 건강 토탈케어 전문 브랜드 아이클리어의
눈 노화 & 눈 건조 멀티케어 신제품 출시 기념 디지털
캠페인
▪ 신제품의 USP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와
퀴즈형 이벤트를 통해 ‘눈 건강 대표 브랜드=아이클리어’로
각인시키고 실소비자의 이벤트 참여 유도

On-Offline Campaign

Cytiva #그린인플루언서챌린지
2022.01~2022.03

녹색지구를 만드는 푸른 영향력, 릴레이 환경 보호 캠페인#그린인플루언서챌린지

▪ 마이크로사이트: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 싸이티바에 맞춰 톤온톤 컬러를 바탕으로 마이크로사이트 구성
▪ 인스타그램 콘텐츠, 굿즈 제작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On-Offline Campaign

뉴스킨 코리아
#NU:TACT 캠페인
2021.05~2021.06

뉴택트 캠페인 영상 런칭 후
타깃이 영상의 정보를 좀 더 쉽게 이해했는지 체크 및
영상의 바이럴을 위한 디지털 캠페인 진행
▪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용 카드 뉴스 제작
▪ 영상을 보고 게임과 연동된 퀴즈를 맞히면서 정보를
재탐색하는 방식의 게임형 이벤트
▪ 1일 참여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경품 기회를 더하는 구성으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

On-Offline Campaign

뉴스킨 브랜드캠페인 : 아름다운도전 & 아름다운 응원
https://www.nuskinbrand.com/event/beautifulchallenge/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다, Discover the best you

▪ 뉴스킨의 브랜드 컨셉을 알리고, 호감도를 증진하기 위한 캠페인 진행(1, 2차에 걸쳐 4개월 진행)
▪ 브랜드 영상 제작, 소셜 기반 미션 달성하여 브랜드 로열티와 바이럴 유도

On-Offline Campaign

GE헬스케어#LifeScienceForMe
2019.06~2019.10

MZ세대의 생명 과학자에 대한 응원#LifeScienceForMe

▪ 생명 과학자를 위한 KR/JP/ASEAN/ANZ 글로벌 캠페인 진행
▪ 3개 언어 마이크로사이트 및 홍보 영상, 인터뷰 영상, 오프라인 부스, 홍보물 제작까지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캠페인 구축

On-Offline Campaign

GE헬스케어#LifeScienceForMe
2019.06~2019.10

MZ세대의 생명 과학자에 대한 응원#LifeScienceForMe

▪ 다국어 캠페인으로 글로벌한 MZ타겟팅을 통한 매체 광고 집행(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트위터, GDN, 유튜브, 구글 키워드 등)
▪ 리마케팅 광고 및 잠재고객(리드 광고)를 병행하여,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 참여 유도

On-Offline Campaign

마이크로소프트 Office 365 캠페인
KPI : Office 365 trial 다운로드, 도달

Microsoft Office 365 무료 체험하고, 칼퇴길만 걷자!

▪ Office 365 사용으로 어떤 업무효율성이 상승되는지 콘텐츠/굿즈화하여 전달
▪ 온라인 이벤트는 물론, 직장인 밀집지역(강남역, 테헤란로) 기반으로 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캠페인콘텐츠개발(온라인)

소셜기반이벤트

On-Offline Campaign

마이크로소프트 Office 365 캠페인
KPI : Office 365 trial 다운로드, 도달

캠페인콘텐츠개발(오프라인)

오프라인이벤트

오프라인→온라인확산

On-Offline Campaign

허쉬코리아
온오프라인캠페인
2015.10~2020.12

SNS 부터 마이크로사이트
오프라인 샘플링까지 다채널 연계 IMC 캠페인
▪ 발렌타인스데이, 수능, 대학축제 기간 등 시즈널 이슈와
타깃을 고려한 캠페인 진행
▪ 오프라인 굿즈를 제작하고 SNS, 디지털 매거진 등과
연계하여 배포 다양한 타깃에게 샘플링 진행
▪ 오프라인 쿠폰과 디지털 QR코드를 결합한 즉석 경품,
디지털 비디오와 웹사이트 연계를 통해 타깃 대상 바이럴
강화

On-Offline Campaign

허쉬코리아 캠페인
브룩사이드샘플링프로모션

홈파티에 함께하는 초콜릿이라는 메시지로
와인과 페어링 할 수 있도록 2030여성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샘플링 진행
SNS 채널을 활용하여 인증샷 이벤트, 띵똥과의
콜라보 이벤트 등 추가 캠페인 진행

허쉬골드수능캠페인

수능 시즌에 맞춰 행운의 상징인
허쉬 골드 론칭을 코믹한 영상과 오프라인 티깃
홈페이지, 유투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진행

리세스단짠케미캠페인

“이게 바로 리세스 초콜릿 먹는 법!”
유튜브 크리에이터 데이브와 샘해밍턴이
알려주는 재미있는 리세스 초콜릿 먹는 법
오프라인 팸플릿과 온라인 사다리게임을 연계
20대 타깃 대상 온오프라인 굿즈 캠페인 연계

발렌타인데이키세스이모티콘

허쉬 플러스친구하면 키세스 이모티콘이 무료!
발렌타인 시즌과 어울리는 브랜드 이모티콘을
통해 소비자에게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전달
단기간에 110,000건 다운로드

On-Offline Campaign

PayPal
CBT LAB 캠페인
2015.05~2019.05

해외전자상거래 셀러 대상의 커뮤니티사이트인 CBT LAB
PayPal 계정과 연동하여 회원 증가를 위한 캠페인 진행
▪ 해외전자상거래 셀러 대상의 커뮤니티 사이트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제휴 프로모션, 이벤트 진행, 정기 뉴스레터
발송 사이트인 CBT LAB 운영
▪ 회원가입 프로세스를 PayPal API와 연동하여 PayPal
비즈니스 계정 생성연계, 계정 증가를 위한 캠페인 진행

On-Offline Campaign

PayPal CBT LAB 캠페인
웹구축및운영월간캠페인

매월 회원 증대를 위한 캠페인 진행

슬기로운CBT클럽캠페인

웹툰작가와 콜라보를 통한 웹툰 콘텐츠 개발 및
캠페인 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이벤트, 광고 집행
으로 콘텐츠 확산

온오프라인연간매거진제작

CBT LAB의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별 콘텐츠를
큐레이션 및 재가공하여 만든 매거진 제작
매거진 내의 히든 이벤트 진행

매거진캠페인

캠페인 페이지 제작을 통해 온라인 사전신청
이벤트, 다운로드 이벤트 등을 진행하여
오프라인 매거진 배포

Leadgen Campaign

Veritas Korea
온라인 소산캠페인
2022.03~2022.04

랜섬웨어 공격에도 안전한 통합 장기소산!
▪ 온라인 소산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관련 솔루션 도입을
유도하는 베리타스 온라인 소산 캠페인
▪ 기업 백업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고, 백업 방식의 비교를
통해 기존 백업의 한계를 짚어보며 베리타스 솔루션 도입
시의 이점을 전달

Leadgen Campaign

Bespin Global
AlertNow 제품 캠페인
2021.07~2021.09

국내 최초 인시던트 통합 관리 플랫폼 AlertNow!
국내 시장에서 생소한 인시던트 솔루션, 제품에 대한
awareness 증대를 목표로 캠페인 진행

▪ 마케팅 메시지 기획부터 미디어믹스, 개별 매체에 최적화
된 광고 소재 개발
▪ eDM 마케팅, 다양한 온라인 미디어 광고 집행을 통해
디지털 전반에 노출

Leadgen Campaign

Dell Technologies
CSG Campaign
2021.08~2021.12

버스쉘터 광고판 인증 이벤트부터
레고 굿즈 증정, 웨비나 등 다양한 리드 캠페인 진행
▪ 임직원 대상 버스쉘터 광고판 보고 인증샷 남기는 이벤트
▪ 제품 문의 및 웨비나 참여 캠페인, 세일즈 이벤트 등
다양한 디지털 캠페인 진행

Leadgen Campaign

Dell Technologies
네이버TV/카카오톡 채널론칭
이벤트
2020.06~2020.07

델 테크놀로지스 공식 네이버TV, 카카오톡 채널 오픈!
▪ 디지털 기술 솔루션과 제품, 서비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신 디지털 혁신 정보를 전달하는
네이버TV와 카카오톡 채널 론칭
▪ 쉽게 참여가 가능한 이벤트 동선 설계로 단기간에 많은
구독자 모집

Leadgen Campaign

Autodesk Korea 디지털 캠페인
2016.03~현재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선도 기업 오토데스크

▪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설계, 제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제품 마케팅 진행
▪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을 기반으로 제품 캠페인, 웨비나, 강좌 영상 홍보를 위한 광고 집행
▪ 인지도 제고, 신규 리드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 진행

제품캠페인
영상 제작

강좌영상홍보캠페인
광고 집행

유튜브 영상 광고

웨비나홍보캠페인
광고 집행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브로슈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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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Contents

메가MGC커피
신제품 출시캠페인 영상
2022.05~현재

모션그래픽부터 실사 영상 촬영까지
신제품 출시 캠페인 테마에 맞는 다양한 영상 소재 제작
▪ 제품 실사가 강조될 수 있는 구성의 일러스트 + 제품 에셋
구성의 영상 소재 제작
▪ 캠페인 메시지가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T&M 제작
▪ Instagram/ YouTube 등 다양한 채널의 특성에 맞는
베리에이션 소재 제작

* 이미지클릭 시 링크로이동

Video Contents

뉴스킨 코리아
#NU:TACT 영상
2020.12~2021.05

뉴스킨의 히스토리, 비전, 보상프로세스 등
복잡한 사내 정보를 캐릭터를 활용해 쉽고 재미있게
▪ 타깃이 공감할 만한 상황을 4가지 캐릭터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
▪ 총 4가지 시리즈물 형태로 입문자 레벨부터 고급 레벨까지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형태의 스토리텔링과 마지막에는
전 출연 캐릭터가 모여서 캐릭터 토크쇼 형식으로 구성

* 이미지클릭 시 링크로이동

Video Contents

뉴스킨 코리아
뉴.레.카교육 영상
2020.06~2021.10

뉴스킨 사업자 대상의 SNS 교육 영상
기존의 강의 방식이 아닌 사례 위주의 공감가는 영상으로
높은 참여율 기록

[뉴레카 1편 ] 지적재산권 편

[뉴레카 2편 ] 뉴스킨 브랜드 편

▪ 전체 5개 시리즈로 구성
▪ 지적재산권부터 브랜드 홍보방식, 제품 성분 등 다양한
홍보 노하우와 주의사항을 영상으로 제작
▪ 아기자기 귀여운 캐릭터와 일러스트, 통통 튀는 나레이션
으로 타깃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냄

* 이미지클릭 시 링크로이동

Video Contents

행복얼라이언스
기부가 되는기분 좋은구매 TVCF
2019.9~2019.11

기부연계상품 홍보
어렵고 부담스러운 기부가 아니라 원하는 제품
구매만으로도 기부가 된다는 메시지를 쉽고 직관적인
비주얼로 표현
▪ TVCF, 전광판, 유튜브 범퍼애드 등 다양한 소재
베리에이션 제작
▪ 스톱모션 기법을 활용하여 기부 제품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면서도 세련된 영상미
▪ 1인칭 나레이션 방식으로 공감되는 스토리텔링
▪ “기분전환? 기부전환!” 이라는 카피로 기부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

* 이미지클릭 시 링크로이동

Video Contents

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일 브랜드 필름
2019.09~2019.12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문제해결 플랫폼

▪ 행복나눔재단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회변화 플랫폼 ‘세상파일‘ 사업에 대한 소개 영상 제작
▪ 세상파일의 탄생 배경과 기존의 사회공헌 모델과는 차별화된 문제해결 방식을 심플하고 세련된 모션그래픽 영상으로 제작

Video Contents

허쉬코리아
2020 수능 캠페인 영상
2019.10~2019.11

수능에 맞춰 합격과 행운을 기원하는 떡이나 엿 대신
행운의 초콜릿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타깃과 트렌드에 맞는
B급 감성의 유쾌한 영상으로 제작 높은 반응을 이끌어 냄
▪ 다소 과장된 표현의 B급 감성의 영상으로 타깃의 반응을
이끌어 냄
▪ 수능을 배경으로 초콜릿을 주고받는 상황을 담아 공감
상황 유도
▪ 본편 외에도 모션그래픽을 활용한 다양한 시리즈 영상물
제작
▪ 유튜브 범퍼애드, SNS, GDN 등 다양한 베리에이션 진행

* 이미지클릭 시 링크로이동

Video Contents

뉴타닉스 고객사례 영상
2019.06 / 2022.09

HCI 소프트웨어의 혁신 뉴타닉스

▪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SDDC(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고객성공사례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
▪ 제주신화월드, 신세계 I&C, BNK금융 고객사 현장촬영 및 인터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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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obile

삼성헬스 웹페이지, 모바일앱
https://www.samsung.com/sec/apps/samsung-health/

건강한 일상에 한 발 더 가깝게

▪ 안드로이드 디폴트 앱인 삼성헬스의 기능을 소개하고 USP를 전달하는 웹사이트 리뉴얼 진행
▪ 모바일 삼성헬스 앱의 콘텐츠 제작 및 운영(글로벌)

Web/Mobile

에스알산업 그룹사 홈페이지 & 하이브리드 앱구축
https://sr-corp.co.kr/

차량 안전과 보호를 위한 래핑의 모든 것

▪ 6개 계열사 홈페이지 리뉴얼 및 그룹사 홈페이지 구축
▪ 공공기관 입찰을 위한 포폴 강조, 차량 래핑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등 각 목적에 맞는 UI/UX 적용

Web/Mobile

Cytiva 대한민국 바이오의약품 대상
2021.06~2021.07

바이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발굴 육성 프로젝트

▪ Cytiva와 매일경제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바이오 의약품 대상>의 웹사이트 제작
▪ 웹사이트: 공모전 소개, 히스토리 소개는 물론, 공모전 지원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웹사이트 형태로 구축

Web/Mobile

Cytiva 브랜드리뉴얼
2020.03~2020.05

GE헬스케어라이프사이언스의 새로운 이름, Cytiva

▪ 치료제 개발 및 제조를 촉진하고 가속화하는 기술과 서비스 제공을, 이제는 Cytiva의 이름으로
▪ 홈페이지: 브랜드 네이밍 변경의 이슈로 새로운 브랜드 홈페이지 제작, 워드프레스를 바탕으로 SEO, SEM에 최적화된 형태의 홈페이지 제작

Web/Mobile

테스토코리아 마케팅 및세일즈 플랫폼 구축/운영
https://www.testoplus.co.kr/

글로벌 홈페이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케팅/세일즈 기능을 담은 웹사이트 구축

▪ 120개 제품 스토어 구축 : html 이테일러 제작으로 모바일 최적화, 네이버페이 활용으로 스토어 구축 부담 최소화
▪ 정품등록, AS신청 등의 기능을 통해 구매자 가입 유도 : 업셀링, 크로스셀링을 위한 리드 마케팅 시스템 구축

Web/Mobile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https://www.reseedcorp.com/portfolioView?idx=165

한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티켓 예약 사이트

▪ 티켓링크 API와 연동하여 좌석을 예매하고,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3차에 걸친 웹취약점 점검으로 글로벌 가이드와 보안규정 준수

Web/Mobile

인터렉티브 스토리텔링 페이지 : (비지니스워치) 디지털, 새로운 불평등의시작
https://www.bizwatch.co.kr/digitaldivide/index.html

메시지 전달력 극대화를 위한 인터렉티브 페이지 구축

▪ 영상, 인포그래픽 등의 멀티미디어 활용으로 메시지 전달력 강화
▪ 스크롤을 내릴 때에 여러가지 오브제들 변화를 주어 페이지의 역동성을 만들고 기승전결 흐름 유도

Web/Mobile

소프트뱅크벤처스
홈페이지 리뉴얼
https://www.softbank.co.kr

포트폴리오사와 창업자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
▪ 포트폴리오사의 스토리를 통해 소프트뱅크벤처스의
가치를 전달
▪ 포트폴리오사와 창업자 콘텐츠를 보강하고, GNB와 폰트
등 전반적인 UI는 간결하고 트렌디하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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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투머치 : 코스매틱 브랜드 개발및 플랫폼세팅
https://www.nottoomuch.co.kr/

being me, 오롯한 내 안의 힘으로 nottoomuch

▪ 브랜드 네이밍, 스토리 개발, BI 및 화보 촬영 기획
▪ 홈페이지 외 제품 론칭 캠페인, 초기 판매채널 셋업

브랜드스토리/BI 개발

제품asset 개발

Branding

낫투머치 : 코스매틱 브랜드 개발및 플랫폼세팅
https://www.nottoomuch.co.kr/

자사몰구축

세일즈KIT 제작

세일즈캠페인

Branding

모이: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개발및 플랫폼세팅
https://moooi.kr/

나를 위한 아름다운 선물 MOOOI

▪ 토탈 브랜딩: 브랜드 스토리, 로고, 제품 패키지 디자인, 굿즈, 홈페이지, 광고, SNS 외

브랜드스토리/BI/패키지개발

Branding

모이: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개발및 플랫폼세팅
https://moooi.kr/

홈페이지구축

세일즈캠페인

reseed@reseedcorp.com
https://www.resee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