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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rovide [|ri:əl] satisfaction

2013년 이래 줄곧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많은 변화 속에서도 한 가지는 간직하며 걸어왔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환경일지라도
내일도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신뢰라는 가치를 품고 계속 걸어 가고자 합니다

ABOUT US
『 B E T W E E N

E X P E R T 』

이팀즈[e-ti:mz]는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를
신뢰의 고리로 잇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집단입니다

회사명

주식회사 이팀즈

대표자

김민철

설립연도

2013년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홍익로5길 19, 4층(서교동, 쏠라즈빌딩)

연락처

Tel. 070-4639-7041 | Fax. 0505-300-7044

홈페이지

www.e-timz.com

주요
사업분야

디지털 캠페인 기획, 실행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기획, 실행
기업 소셜미디어 운영
온라인, 모바일 매체 기획 및 운영
브랜드 컨텐츠 기획 및 제작
바이럴 마케팅
제휴 마케팅
e-PR
Display ad 플래닝, 바잉
온라인 버즈 분석

3

ORGANIZATION
업계 경력 10년 이상의 시니어 그룹과
새로운 에너지를 끊임없이 주입하는 주니어 그룹의 시너지
이팀즈[e-ti:mz]가 작지만 큰 회사인 이유입니다

Planning
group

• 컨설팅
• 기획 / 전략 수립
(프로모션, 바이럴, DA, PR 등)
• 경쟁사 현황 및 여론 흐름 조사

Execution
group

•
•
•
•

수립된 플랜에 따른 실행
컨텐츠 제작
디자인
리포트 작성

Support
group

• 경영지원
• 파트너쉽 관리

BUSINESS
기획이 되면 실행이, 실행이 되면 기획이…
기존 에이전시에서 느끼셨던 부족함
이팀즈[e-ti:mz]는 균형 잡힌 기획과 실행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데이터 분석

디지털 전략기획

실행

결과 모니터링

분석 / 리포팅

인사이트 도출

BUSINESS
기획이 되면 실행이, 실행이 되면 기획이…
기존 에이전시에서 느끼셨던 부족함
이팀즈[e-ti:mz]는 균형 잡힌 기획과 실행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PLANNING
통합 디지털 마케팅 기획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전략 수립
ON-OFF line 미디어믹스
매체 Tie-up을 통한 시너지

EXECUTION
기업 소셜미디어 운영
바이럴 마케팅
ON-OFF line 프로모션
매체 제휴 마케팅
Display ad
키워드 광고 / 네이버 브랜드검색
e-PR
브랜드 컨텐츠 제작(이미지, 영상)

+
전문화된 역량을 갖춘 업체들과 파트너쉽 체결
빠르고 유연한 전략 기획 / 실행

ANALYSIS
경쟁사 현황 분석
온라인 버즈 분석(paid/organic)
포털 SOV 현황 모니터링
소비자 반응 분석

CLIENTS
기획부터 실행, 인사이트 분석까지 온라인 마케팅 full service를 경험한
클라이언트들이 계속해서 이팀즈[e-ti:mz]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식품

뷰티

CLIENTS
기획부터 실행, 인사이트 분석까지 온라인 마케팅 full service를 경험한
클라이언트들이 계속해서 이팀즈[e-ti:mz]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생활

제약

패션

건설

CLIENTS
기획부터 실행, 인사이트 분석까지 온라인 마케팅 full service를 경험한
클라이언트들이 계속해서 이팀즈[e-ti:mz]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미디어

IT
/게임

금융

자동차
/ 스포츠

CLIENTS
기획부터 실행, 인사이트 분석까지 온라인 마케팅 full service를 경험한
클라이언트들이 계속해서 이팀즈[e-ti:mz]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관공서
/ 축제

주류

기타

PORTFOLIO
식품

할리스커피
신제품 온라인 캠페인
2015. 03 ~ 2015. 12
VIRAL
Blog / SNS(facebook, instagram)

할리스커피 신제품과 이벤트 홍보
• 더치베이비, 눈꽃빙수 등 신제품과 썸머보틀 사은품, APP
이벤트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의 온라인 활동
• 시즐감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이미지와 영상을 20대 타겟
의 바이럴 채널에 확산시켜 소비자들의 관심 집중
• 특히, 인스타그램 활용도를 높여 노출을 극대화함

PORTFOLIO
식품

하겐다즈
신제품 소르베 온라인 캠페인
2015. 07 ~ 2015. 08
VIRAL
Blog / SNS / Influencer

하겐다즈 소르베 출시에 따른 온라인 캠페인
• 트렌디하고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는 채널 선정,
컨텐츠 기획
• 주우재, 아이린 등 트렌디한 느낌의 셀럽 섭외하여 그들의
SNS에 제품 노출
• 블로거, SNS 유저들의 시식 후기, 행사 참여 후기 등을 온라
인에 확산시킴으로써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PORTFOLIO
식품

CJ푸드빌
뚜레쥬르 온라인 캠페인
2015. 05 ~ 2017. 12
DISPLAY AD + VIRAL
DA / Blog / Community / SNS / Native ad / Official channel

뚜레쥬르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연간 대행
• 브랜드 공식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운영부터
DA광고, 바이럴 컨텐츠 확산까지 전방위 마케팅 기획 관리
• 신제품 출시, 시즌 이슈에 따라 차별화된 기획과 실행으로
브랜드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구매 전환 상승

PORTFOLIO
식품

립톤
신제품 HOT TEA 캠페인
2016. 11 ~ 2016. 12
VIRAL
Blog / SNS / Event / Portal monitoring

립톤 Hot tea 인지도 제고와 신제품 홍보
• 아이스티 대비 인지도가 낮은 Hot tea를 홍보하고, 타겟들
의 체험을 확대시키기 위한 온라인 마케팅 실행
• 2030 여성 타겟의 체험 이벤트 진행하여 다수의 리뷰를 발
생시키고, 블로그와 SNS 영역 중심으로 바이럴 컨텐츠를
집중시켜 경쟁사 대비 높은 SOV 확보

PORTFOLIO
식품

CJ제일제당
스위트리 알룰로스 온라인 캠페인
2016. 11 ~ 2016. 12
DISPLAY AD + VIRAL
GDN / Blog / Community / SNS / Portal monitoring

기능성 당 스위트리 알룰로스 인지도 확대를 위한 캠페인
• CJ제일제당 신제품 스위트리 알룰로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생
소한 제품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
• 3040 타겟 매체 중심으로 바이럴 컨텐츠를 집중 확산시키고,
‘장영실상 수상’을 활용하여 다양한 매체에 DA광고 노출
• 캠페인 진행 전 포털사이트에 퍼져 있던 부정 이슈가 캠페인
진행 후 정화되었고, 타겟들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게
하고 구매로 이어지게 한 효과

PORTFOLIO
식품

2016. 12 ~ 현재
VIRAL + BRAND SEARCH
Blog / SNS / Naver brand search / Portal monitoring

BYO유산균 연간 온라인 캠페인
• BYO유산균 제품 홍보와 판매촉진, 경쟁사 대비 SOV 우위
를 유지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 운영
• ‘아기유산균’으로 포지셔닝 하기 위해 3040 주부 타겟 매체
중심으로 집중 바이럴 진행하였고, 관련 키워드 검색 시 포
털 초기화면 SOV 확대를 위한 꾸준한 모니터링
• 아기유산균 뿐만 아니라, 성인 타겟 제품(장유산균, 멀티유
산균 등)도 시즌에 맞춰 마케팅 진행하여 판매 촉진

PORTFOLIO
식품

2016. 11 ~ 2017. 12
VIRAL + OFFICIAL CHANNEL
Blog / SNS / Influencer / Native ad / Video / Event

래핑카우 벨큐브 브랜드 및 제품 홍보
• 주기적으로 출시되는 벨큐브 신제품 홍보와 이벤트, 프로모
션 참여 유도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진행
• 공식 페이스북 운영하며 타겟과 소통 확대
• 독특한 비주얼(큐브 모양)을 강조하기 위한 이미지, 영상 컨
텐츠를 연중 생산하여 타겟 도달율을 높임

PORTFOLIO
식품

2017. 03 ~ 현재
VIRAL
Blog / Community / SNS

신제품 출시, 시즌 이슈에 따른 다양한 제품 홍보
• 풀무원에서 출시된 신제품이나, 시즌에 따라 판매율이 높아
지는 제품들을 온라인에서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 제품별 1~2개월 플랜으로 블로그, SNS 컨텐츠 생성
• 인플루언서들의 다양한 리뷰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
극하고, 관련 키워드 검색 시 포털 초기화면 SOV를 높여 정
보 접근성을 높이는 성과

PORTFOLIO
식품

2017. 04 ~ 2017. 09
VIRAL + PROMOTION + BRAND SEARCH
Blog / SNS / Event / Naver brand search / Native ad

이너비 신제품 마스크팩 홍보
• 먹는 수분 트리트먼트 이너비에서 출시된 마스크팩 3종 홍
보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 CJ온마트 기획전으로 세일즈 프로모션
• SNS 체험단 사이트 활용, 100명의 타겟에게 체험 기회 제
공하여 96%의 후기 획득
• 20대 여성 타겟 채널에서 네이티브 컨텐츠 제작, 모바일 네
이버 메인에 노출됨으로써 포털 초기화면 최적화

PORTFOLIO
식품

2017. 04 ~ 2017. 09
VIRAL + PROMOTION + BRAND SEARCH
Blog / SNS / Event / Naver brand search

팻다운 신제품 팻다운톡 홍보
• NO.1 다이어트 브랜드 팻다운에서 출시된 ‘팻다운톡’ 3종
홍보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 CJ온마트 기획전으로 세일즈 프로모션
• 20대 여성 타겟 채널에서 체험 이벤트 진행하여 단기간
100건의 우호적 리뷰 생성
• 다이어트 카테고리에서 영향력 높은 인플루언서 섭외하여
제품 노출, 다이어트 중인 타겟들의 구매 욕구 자극

PORTFOLIO
식품

2017. 06 ~ 2017. 09
VIRAL
Blog / SNS / Community event

고메 함박스테이크 / 상온 3종 홍보
•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빠르고 간편하게 먹는 식품이 주목을
받으면서, ‘CJ제일제당 고메’ 출시
• 2030 타겟 매체 중심으로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 전개
• 시즐감 강조하는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하여 포털과 SNS
노출 극대화
• 카페와 SNS에서 진행한 체험단 이벤트는 목표 대비 300%
이상 참여수를 달성하며 이슈화 성공

PORTFOLIO
식품

2017. 08 ~ 2017. 10
VIRAL
Blog / SNS / Video

신제품 풍미유 2종 인지도 증대를 위한 활동
• 풍미유 2종(파기름, 마늘기름)의 인지도를 높이고, 높은 활용
도를 타겟에게 어필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 파기름, 마늘기름을 활용해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영향력
높은 인플루언서들이 제작함으로써 타겟들의 구매 전환 유도
• 시즐감 돋보이는 ‘스테이크 볶음밥’ 영상 제작하여 530만 도달,
200만 조회수 달성

PORTFOLIO
식품

CJ제일제당
계절어보 신제품 온라인 캠페인
2017. 08 ~ 2017. 10
VIRAL + BRAND SEARCH
Blog / SNS / Native ad / Event / Video / Naver brand search

신제품 계절어보 3종 인지도 증대를 위한 활동
• 계절어보 3종(매운꽁치, 간장꽁치, 왕꼬막)의 인지도를 높이고,
제품의 장점을 타겟에게 어필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
• 1인 가구, 신혼부부 타겟 매체 중심으로 바이럴 컨텐츠 제작
및 타겟 체험 유도
• 자연스러운 TPO 인지를 위해 네이티브 컨텐츠 제작하여 400
만 이상 도달, 영상 조회수 100만 이상 획득

PORTFOLIO
뷰티 / 생활

LG생활건강
투마루 / 디어패커 온라인 캠페인
2015. 11 ~ 2016. 01
VIRAL
Blog / Community / SNS / Portal monitoring

투마루, 디어패커 브랜드 론칭 캠페인
• LG생활건강 신규 브랜드 론칭 이슈화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 20대 여성 타겟 온라인 채널에 관련 정보 확산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론칭 이벤트 및 혜택 등을 후킹 요소
로 활용하여 타겟들의 관심 집중 시킴
• 연예인 인스타그램에 제품 노출시킴으로써 화제성 극대화

PORTFOLIO
뷰티 / 생활

리리코스
마린에너지 온라인 캠페인
2016. 04
VIRAL
Influencer(instagram)

리리코스 마린에너지 신제품 홍보
• 뷰티 영역에서 영향력이 높은 인스타그램 유저 섭외하여 그들
의 인스타그램에 제품 후기 노출
• 짧은 기간 1000만명 이상의 팔로워들에게 제품 노출하는 효과
거두었으며, 신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

PORTFOLIO
뷰티 / 생활

플로르드망
하이드로즈 수분3종 온라인 캠페인
2016. 05 ~ 2016. 08
VIRAL
Blog / Community

플로르드망 브랜드 론칭 및 신제품 홍보
• ‘꽃을 든 남자‘에서 ‘플로르드망’으로 브랜드 리뉴얼을 한 소
망화장품의 프로모션 홍보
• 신제품 하이드로즈 수분 3종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
집중 진행
• 뷰티 프로그램 노출 장면을 소재로 이슈를 발생시키고, 블
로그, 커뮤니티 영역 중심으로 다양한 리뷰를 노출시켜 포
털 초기 화면을 장악

PORTFOLIO
뷰티 / 생활

바닐라코
연간 온라인 캠페인
2017. 09 ~ 현재
VIRAL
Blog / SNS / Portal monitoring

바닐라코 신제품 출시 홍보
• 기초 라인, 메이크업 라인 등 신제품 출시에 맞춰 온라인 컨
텐츠 및 매체 기획
• 뷰티 카테고리에서 영향력이 높은 인플루언서 섭외하여 우
수한 리뷰 컨텐츠 생성, 확산
• 포털 초기화면에 브랜드 컨텐츠를 꾸준히 노출시킴으로써
타겟들의 접근성을 높임

PORTFOLIO
뷰티 / 생활

XYZ FORMULA
론칭 캠페인
2017. 11 ~ 현재
VIRAL
Blog / SNS

XYZ FORMULA 론칭 및 신제품 이슈화
• ‘XYZ 세라크라운메모리크림’을 중심으로 대규모 체험단 진행
• 고객들의 체험 리뷰를 포털사이트 내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 非
체험 타겟들도 관심 고취
• ‘보습의 끝판왕’ 컨셉으로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확산시킴으
로써 주목도 증가
• 파워 블로거, 파워 인스타그래머의 리뷰로 신뢰도 높은 컨텐츠
생성, 팔로워들의 구매 전환 유도

PORTFOLIO
뷰티 / 생활

P&G
위스퍼 연간 온라인 캠페인
2015. 05 ~ 2017. 12
VIRAL + PR + PROMOTION
Blog / Community / SNS / Event / Online news

위스퍼 연간 바이럴 캠페인 기획 및 운영
• 여자답게(Like a girl) 캠페인, 위스퍼 코스모 한국 론칭 캠
페인 등 브랜드 이슈를 확산시키기 위한 온라인 마케팅 진
행
• 총 3회에 걸친 여자답게 캠페인을 통해 여성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메시지를 전함
• 신소재 생리대, 직구생리대로 알려진 위스퍼 코스모 한국
론칭에 맞춰 바이럴 포함 다양한 구매 연계 캠페인 펼쳐, 1
차 준비 수량 완판 기록

PORTFOLIO
뷰티 / 생활

P&G
오랄비 연간 온라인 캠페인
2015. 05 ~ 2017. 12
VIRAL + PR + PROMOTION
Blog / Community / SNS / Event / Native ad

오랄비 연간 바이럴 캠페인 기획 및 운영
• 전동칫솔, 일반칫솔 등 오랄비 제품 구매 전환과 경쟁사 대비
SOV를 높이기 위한 연간 온라인 캠페인 진행
• 남자친구선물, 명절선물 등 성수기 시즌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에 제품을 노출시키기 위해 다양한 바이럴 컨텐츠 확산
• 신제품 출시에 맞춰 네이티브애드, 예능 프로그램 PPL 등 다양
한 프로모션 진행하여 이슈 확산에 주력

PORTFOLIO
뷰티 / 생활

P&G
브라운 연간 온라인 캠페인
2015. 05 ~ 현재
VIRAL + OFFICIAL CHANNEL
Blog / Community / SNS / Portal monitoring

브라운 연간 바이럴 캠페인 기획 및 운영
• 전기면도기 브라운 구매 전환과 경쟁사 대비 SOV를 높이기 위
한 연간 온라인 캠페인 진행
• 공식 페이스북 컨텐츠 제작과 함께 광고 집행하여 적극적인 노
출 및 구매 유도
• 남자친구선물, 명절선물 등 성수기 시즌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에 제품을 노출시키기 위해 다양한 바이럴 컨텐츠 확산

PORTFOLIO
뷰티 / 생활

3M
언더싱크 정수기 캠페인
2015. 08 ~ 2015. 12
PROMOTION + DA + VIRAL + PR
Offline Event / Community DA / Blog / Community

3M 언더싱크 정수기 이슈화와 구매 유도를 위한 캠페인
•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장점을 알리기 위해 타겟 대상 오
프라인 이벤트 진행(쿠킹클래스)
• 유명 셰프 초대로 이슈화가 되었고, 해당 이슈를 온라인 채
널에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추가 타겟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음
• ‘남성 타겟’ 공략 요청에 따라 뽐뿌에 DA 집행하여 구매 전
환 유도 성공

PORTFOLIO
뷰티 / 생활

유한킴벌리
하기스 연간 온라인 캠페인
2016. 01 ~ 현재
DISPLAY AD + PROMOTION + VIRAL
SNS ad / Blog / Community / SNS / Portal monitoring

하기스 브랜딩과 판매 촉진을 위한 연간 IMC 활동
• 브랜드 파워 1위 하기스의 네임밸류를 유지하고, 신제품 판
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획 및 실행
• 하기스 공식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과 인플루언
서들의 리뷰를 통한 컨텐츠 확산으로 타겟 도달 최대화
• 공식몰 ‘맘큐’를 포함해 쿠팡, 티몬 등 온라인 마켓에서 진행
하는 할인 프로모션 홍보로 구매 드라이브

PORTFOLIO
뷰티 / 생활

3M
코맨드 온라인 캠페인
2016. 03 ~ 2016. 04
VIRAL
Blog / Post

신제품 3M 코맨드 제품 홍보
• 3M 코맨드의 사용법, 장점을 쉽게 알리기 위한 ‘박지윤 걸쇼’ 영
상을 온라인에 확산시키기 위한 온라인 마케팅
• 영상 및 이벤트 참여 유도를 함과 동시에, 사용 리뷰를 퍼뜨리면
서 생소했던 3M 코맨드의 사용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됨
• 인테리어 카테고리에서 영향력 높은 인플루언서들의 ‘인테리어
팁’으로 코맨드를 소개하여 구매 전환 유도

PORTFOLIO
뷰티 / 생활

3M
PM2.5 자동차필터 온라인 캠페인
2017. 08 ~ 2017. 09
VIRAL
Blog / Event

3M PM2.5 자동차필터 인지도 확대
• 초미세먼지 PM2.5를 걸러주는 3M 자동차필터를 알리고,
타겟들의 경험을 최대화하기 위한 온라인 활동
• 자동차를 보유한 남녀 블로거를 섭외하여 제품의 장점을 상
세히 리뷰하고, 이웃들과 나눔함으로써 추가 확산 효과 거
둠

PORTFOLIO
뷰티 / 생활

유한킴벌리
닥터마밍 론칭 온라인 캠페인
2017. 09 ~ 2018. 01
VIRAL
Blog / Community / SNS / Portal monitoring

닥터마밍 물티슈 론칭 홍보를 위한 활동
• 유한킴벌리의 새로운 물티슈 브랜드 닥터마밍 론칭과 함께
온라인 온라인 마케팅 진행
• 맘 타겟들이 활동하는 매체 중심으로 바이럴 컨텐츠를 집중
확산시킴
• 출시 이후 부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포털 모니터링 꾸
준히 진행, 초기화면 최적화 관리

PORTFOLIO
뷰티 / 생활

SOCAR
제로카 셰어링 온라인 캠페인
2017. 03 ~ 현재
VIRAL + PR
Blog / Community / Portal monitoring

SOCAR 신규 서비스 제로카 셰어링 홍보
• 제로카 셰어링 서비스 관련 정보를 올바르게 알리고, 론칭
이벤트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활동
• 경제뉴스 PPL 내용을 소재로 하여 이슈 확산시키고, 알기
쉽게 서비스 설명
• 신규 서비스 론칭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보이스를 꾸준히 모
니터링하여 대응

PORTFOLIO
제약

Bayer 여성청결제
카네스케어 데일리 캠페인
2015. 04 ~ 2015. 07
PROMOTION + VIRAL
Blog / Community / Supporters / Portal monitoring

여성청결제 인식 개선과 신제품 홍보
• 바이엘 여성청결제 카네스케어 데일리 출시를 알리고, 제품
구매 타겟을 20대 여성으로 확장하기 위한 캠페인 기획
• 여자 대학생 서포터즈를 선발, 운영함으로써 20대 타겟에
게 자연스러운 접근 – 쉽고 친근한 메시지로 인식 개선 효과
• 3개월 동안 약 1000명의 타겟에게 샘플링하여 제품 인지도
상승, 경쟁사 대비 높은 SOV 확보

PORTFOLIO
제약

Bayer 알레르기비염약
클라리틴 캠페인
2015. 09 ~ 2015. 12
PPL + VIRAL
Media PPL / Blog / Portal monitoring

클라리틴 웹사이트 리뉴얼에 따른 온라인 캠페인
• 알레르기비염약 클라리틴 웹사이트 유입 유도와 환절기 시
즌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기획
•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 PPL을 필두로 이슈를 만들고, 해당
이슈를 재가공하여 온라인에 확산
• 꾸준한 포털 모니터링을 통해 경쟁사 대비 높은 SOV 확보

PORTFOLIO
제약

Bayer 비판텐 연고
연간 온라인 캠페인
2017. 03 ~ 현재
VIRAL
Blog / Community / SNS

비판텐 연고의 usage 확대를 위한 활동
• 기저귀 발진 연고 1위 비판텐의 다양한 usage를 알리고 사
용 타겟을 확장해 구매 전환을 늘리기 위한 목적
• 2개 그룹(육아맘/20대 남녀)으로 타겟을 나누어 활동 전개
• 아기 발진 뿐 아니라, 상처 및 일상 화상 치료, 타투 관리, 아
이크림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데 기여

PORTFOLIO
패션

니코앤드
연간 인플루언서 캠페인
2014. 06 ~ 현재
VIRAL
SNS Influencer

일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니코앤드 연간 캠페인
• 니코앤드 국내 상륙 시기(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온라인 마케팅 대행
• 20대 young 타겟 브랜드인 만큼 SNS에서 영향력 높은 인
플루언서들에게 정기적으로 제품 리뷰하도록 함
• 관련 해시태그 검색 시, 인기 게시물 영역 장악
• 인플루언서 착장컷 노출로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 자극

PORTFOLIO
패션

LF몰
쇼핑앤더시티 이벤트 홍보
2014. 09
VIRAL
Blog / Community

LF몰 회원 가입과 이벤트 참여 유도
• LF몰에서 진행한 ‘쇼핑앤더시티’ 이벤트를 알리고 참여를 유
도하는 목적의 온라인 활동
• 해외 쇼핑 시티 9군데의 쇼핑 팁을 소개하며 정보를 주고,
자연스럽게 이벤트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컨텐츠 제작
• 뉴욕항공권, 유럽항공권 등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
드로 포털 초기화면 노출 성공

PORTFOLIO
패션

르꼬끄
신제품 슐란젠 온라인 캠페인
2014. 12 ~ 2015. 01
VIRAL
Blog / Community / Event / Portal monitoring

르꼬끄 슐란젠(키즈 라인) 출시에 따른 체험 마케팅
• 입학 시즌에 앞서, 맘 타겟 도달을 높이기 위한 체험 중심
온라인 마케팅 기획 및 실행
•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제품 정
보 확산, 체험 기회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입소문 효과
• 다양한 제품 리뷰가 포털에 확산되어 경쟁사 대비 높은
SOV 확보

PORTFOLIO
건설

SK VIEW
평택 지제역 온라인 캠페인
2016. 07 ~ 2016. 10
DISPLAY AD + BRAND SEARCH + VIRAL
Naver, Daum DA / Mobile DA / Blog / Community / Portal
monitoring

지제역 SK VIEW 분양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 포털 노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네이버, 다음 메인 배너와 브
랜드검색 활용하고 모바일 검색자 도달을 위한 인모비 광고
집행
• DA광고로 1차 노출을 확보한 뒤, 바이럴 컨텐츠 배포로 포
털에 정확한 정보 노출, 우호적 여론 조성
• 전체 노출 5700만, 클릭 12만 획득

PORTFOLIO
건설

에이스
하이앤드타워 클래식 캠페인
2016. 11 ~ 2016. 12
DISPLAY AD
Naver rolling board

에이스 하이앤드타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 네이버 메인 지면 롤링보드 집행
• 지역 타겟팅(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하여 효율적인 노출
• 4주간 진행한 캠페인으로, 시일이 지날수록 소재 효율이 떨
어진다는 점 감안하여 주 1회 소재 교체
• 총 2800만 노출, 8천 클릭 획득

PORTFOLIO
건설

서희 스타힐스
평택항 오션파크 캠페인
2016. 11 ~ 2017. 02
KEYWORD AD + VIRAL
Keyword ad / Blog / Community / Portal monitoring

서희 평택항 오션파크 분양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 블로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 활용하여 분양 정보 노출
• 네이버 키워드광고를 통한 노출 및 유입 확대
• 관련 키워드 검색 시 포털 초기화면 점유율 상승하여 홈페
이지 유입 및 소비자 접근성 증가

PORTFOLIO
미디어 / 게임 / IT

씨앤앰
케이블TV 온라인 캠페인
2014. 06 ~ 2015. 12
VIRAL
Blog / Community / Portal monitoring

씨앤앰 케이블TV 서비스 홍보를 위한 연간 캠페인
• 씨앤앰 공식 블로그 운영과 함께 바이럴 컨텐츠 확산시킴으
로써 owned media, earned media 동시 관리
• 공식 채널 유입 300% 이상 증가하여 매체 활성화
• 블로그, 커뮤니티를 통해 정확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포털
에 노출된 부정적 보이스를 모니터링/관리함으로써 검색화
면 최적화에 기여

PORTFOLIO
미디어 / 게임 / IT

넷마블
레이븐(Raven) 온라인 캠페인
2015. 07 ~ 2015. 09
VIRAL
Blog / Community

레이븐 사전 이슈화를 위한 단계별 온라인 마케팅
• 정식 출시 전, 기자간담회부터 1~2차 업데이트까지 온라인
에 정보 확산 및 기대감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 기획
• 파워블로거, 게임 커뮤니티 등에서 레이븐 관련 이슈를 계
속 던짐으로써 타겟들의 관심이 집중됨
• 이후 전체 게임 순위 1위 차지하며 바이럴 효과 증명

PORTFOLIO
미디어 / 게임 / IT

SK텔레콤
클라우드베리 온라인 캠페인
2016. 11 ~ 2016. 12
VIRAL
Blog / SNS / Native ad

클라우드베리 서비스 업데이트를 홍보
• 기존 ‘클라우드베리’ 대비 업데이트된 기능을 효과적으로 알
리고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 마케팅 진행
• IT 영역에서 신뢰도가 높은 인플루언서를 섭외하여 서비스
의 우수성을 알림
• 대학생, 직장인 타겟 도달을 위해 관련 페이스북에 네이티
브 컨텐츠 게재하여 30만 이상 도달 획득

PORTFOLIO
금융

BC유니온페이
버스쉘터 이벤트 캠페인
2014. 12 ~ 2015. 01
VIRAL
Blog / Community / SNS

BC유니온페이 혜택을 알리기 위한 O2O 캠페인
• 압구정, 숭례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버스쉘터에서
진행한 증강현실 이벤트 참여 유도를 위한 활동
•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이벤트 참여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
하여 호기심 유발
• 이벤트 참여는 물론, 유니온페이 인지도 증대와 가입율 상
승에 기여

PORTFOLIO
금융

BC유니온페이
대만 쇼핑 원정대 캠페인
2016. 06 ~ 2016. 07
VIRAL
Blog / SNS

BC유니온페이 가맹점 혜택을 생생하게 전하기 위한 캠페
인
• 인플루언서들의 대만 현지 방문 취재를 통해 유니온페이의
올바른 사용법 및 혜택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
• 파워블로거, 파워 SNS 유저들이 직접 대만 쇼핑을 하고 카
드를 사용함으로써 생생한 리뷰 생성, 신뢰도 높은 컨텐츠
를 확산할 수 있었음

PORTFOLIO
자동차

아우디
Land of quattro 온라인 캠페인
2013. 07 ~ 2013. 08
VIRAL
Blog / Community / SNS(facebook, twitter)

Korea. Land of quattro 마이크로 사이트 홍보
• 마이크로 사이트 유입 및 다양한 이벤트 참여 유도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진행
• 아우디 타겟들이 분포되어 있는 영역(블로그, 커뮤니티,
SNS 등)에 관련 정보를 알림으로써 관심 유도
• 바이럴 컨텐츠 100건, 약 400만 조회수 획득
• 네이버 TOP 총 3회 선정되어 추가적인 홍보 효과

PORTFOLIO
자동차

SK엔카
신규 서비스 온라인 캠페인
2016. 04 ~ 2016. 05
VIRAL
SNS / Native AD / Community

SK엔카 ‘서프라이즈 픽업 프로젝트’ 영상 확산
• SK엔카의 신규 서비스와 APP Event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
로 제작한 영상을 확산시키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 진행
• 타겟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매체에 영상을 집중 노출시켜
입소문 유도
• 기사형 네이티브애드 기획/제작으로 서비스의 신뢰도 높이
는 전략 활용
• 서프라이즈 픽업 프로젝트 영상 1천만 뷰 돌파

PORTFOLIO
자동차

아우디
A6 Avant 티징 캠페인
2016. 05
VIRAL
Influencer(facebook, Instagram)

신차 론칭 전 기대감 고조를 위한 영상 중심 티징 캠페인
• ‘옆을 보라’ 컨셉의 신차 티징 영상을 소재로 캠페인 전개
• SNS를 중심으로 인플루언서 섭외, 티징 영상을 확산시켜
타겟들의 호기심 자극, 본 영상 공개 시 임팩트 극대화
• 인플루언서 25명의 영상 조회수 합산 3만, 인터렉션 1만 건

PORTFOLIO
관공서 / 축제

제 17회
담양 대나무 축제 온라인 캠페인
2015. 04 ~ 2015. 05
VIRAL
Blog / Community / Supporters / Portal monitoring

제 17회 담양 대나무 축제 참여 유도
• 담양군 대표 축제인 ‘대나무 축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 마케팅 진행
• 유자녀 블로거 대상 서포터즈 운영하여 사전 홍보 및 축제
현장을 취재하고 생생한 정보 공유
•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는 행사 정보 지속 모니터링하여 본부
공유 + 행사 진행에 여론 반영

PORTFOLIO
관공서 / 축제

제 3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온라인 홍보 캠페인
2015. 07 ~ 2015. 10
VIRAL
Blog / Community / Supporters / Official Channel

제 3회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대회 홍보
• 한국 과학창의재단 주최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대회’
참가자 모집부터 결선까지 전 과정 온라인 홍보를 통해 관
심도 증대 및 참여 유도
• 공식 채널(블로그, 페이스북) 운영과 서포터즈, 바이럴 활동
등으로 컨텐츠 누적과 확산 동시 달성

PORTFOLIO
관공서 / 축제

환경부 저탄소 친환경 소비생활 캠페인
/ 보건복지부 마약중독 치료 캠페인
2016. 02
VIRAL
Blog / Portal monitoring

국가 부처에서 진행하는 캠페인 온라인 홍보
• 저탄소 친환경 소비생활, 마약중독 치료 보호 등 국가에서
진행하는 주요 캠페인을 온라인에서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
진행
• 인포테인먼트 TV프로그램, 캠페인 영상 등을 소재로 활용
하여 캠페인 메시지 효과적으로 전달
• 주요 포털에서 관련 키워드 검색 시, 컨텐츠 노출 최대화

PORTFOLIO
관공서 / 축제

MBC
마이리틀패밀리 캠페인
2017. 04 ~ 2017. 06
VIRAL + PR
Blog / Community / SNS / Online news

1000만 반려동물 가족들과 함께 하는 펫 페스티벌 홍보
• MBC 주최로 자라섬에서 진행한 제 1회 마이리틀패밀리 축
제 정보 확산 및 티켓팅 유도
• 홈페이지 운영/관리 포함하여 바이럴, PR까지 전방위 홍보
• 연예인들의 축하 영상 등을 소재로 타겟들의 주목도를 높이
고
반려동물 관련 매체에 노출 집중

PORTFOLIO
관공서 / 축제

2017 제주항공
COLOR RUN 캠페인
2017. 05 ~ 2017. 07
DISPLAY AD + BRAND SEARCH
Brand search / Facebook / Instagram / GDN

2017 제주항공 컬러런 티켓 판매 증대를 위한 전환 광고
• 2017년 8월 진행된 컬러런의 티켓 판매 증대를 위한 기획
• 기존 데이터 바탕으로 2030 서울/수도권 거주 여성을 핵심 타
겟으로 설정, 효율적인 광고 집행
• 총 노출수 1700만, 총 클릭수 5만으로 목표 대비 120% 달성

PORTFOLIO
주류

참이슬
싸이슬쇼 온라인 캠페인
2013. 02 ~ 2013. 04
VIRAL
Blog / Community / Video / Etc.

글로벌 스타&애주가 ‘싸이’ 활용한 Fun Marketing
• 싸이가 참이슬을 즐기는 다양한 방식을 재미있게 표현한 영상
• 007샷, 도미노샷, 팔꿈치샷 등 총 12편의 영상을 소재로 온라
인 캠페인 진행
• 공개 2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 2개월에 300만 뷰 돌
파하며 이슈화 성공
• 싸이슬쇼를 패러디한 영상 다수 양산

PORTFOLIO
주류

하이트진로
Beer Vote 2014 캠페인
2014. 03 ~ 2014. 04
VIRAL
Blog / Community / Video / Etc.

먹방 스타 하정우와 트렌드세터 지드래곤의 맥통령 선거
• 2014년 6.4 지방선거와 맞물려 이슈라이징
• 두 모델의 선거 유세 영상을 확산시키고 투표 참여를 유도
하는 목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진행
• 영상 노출 60만 건, 마이크로사이트 유입 400만 건, 투표
참여 100만 건 이상 기록

PORTFOLIO
주류

참이슬
이슬송 온라인 캠페인
2015. 01 ~ 2015. 03
PROMOTION + VIRAL
Blog / Community / Video / Etc.

참이슬 새 모델 아이유와 함께 하는 소비자 참여 캠페인
•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를 개사한 이슬송 확산과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UCC 공모전 기획
• 마이크로 사이트 및 브랜드 페이스북에 소비자들이 직접 촬
영한 UCC 업로드
• 참여 유도를 위한 바이럴 마케팅 진행
• 자발적 컨텐츠 3,384건 / 약 120만 뷰 획득

CONTACT US
홍대입구역
사거리

캠페인 기획 / 홍보 / 마케팅 문의
Tel.

070-4639-7041

Fax.

0505-300-7044

E-mail

e-timz@e-timz.com

add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익로5길 19, 4층(서교동, 쏠라즈빌딩)

Web

www.e-timz.com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스파오

포에버21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구. 서교호텔)
서교동
사거리

쏠라즈빌딩 4F

ABC마트

홍익대학교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