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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프리미엄 초콜릿 고디바

(GODIVA)의 주요 시즌 컬렉션에 대한 

언론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릴리즈를 비롯하여 주요 일

간지 지면 보도 및 뉴스 보도를 어레인

지하였으며 방송 PPL과 CSR 등 전반

적인 브랜드 PR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홍보 및 방송 
PPL 

동아일보  

2017년 2월 9일 게재  

PR 



.. 

공식 SNS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브랜드 미디어 
PR 

온라인 프로모션 
대행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드롭탑의 종

합 홍보 대행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신메뉴, 브랜드 이슈 등에 관한 미디

어 PR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

그를 운영, 공식홈페이지와 온라인 

광고를  집행 헸습니다. 또, ‘탑릿치’ 

시식단 프로모션을 두 차례 진행, 온 

오프라인내 전반적인 홍보를 진행하

였습니다. 

PR 

프로모션 

컨텐츠 
기획·제작 



.. 

연간 홍보 대행을 맡아 브랜드 공식 

SNS 관리, 운영 및 컨텐츠 기획을 진행

했습니다. 온라인 바이럴과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브랜드의 전반적인 온라

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바이럴, SNS 
운영 및 컨텐츠 제작 

온라인 



.. 

대한민국 대표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이지듀의 ‘DW-EGF 크림’ 런칭과 함께 

제품 홍보를 위한 홍보/ 바이럴 시리즈/ 

쿠키 영상, 카드뉴스 등의 컨텐츠 기획 

및 제작과 컨텐츠 확산을 위한 온라인 

바이럴 및 웹매거진의 컨텐츠 기획 대

행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브랜드 미디어 PR 

바이럴 영상 및 
쿠키 영상 제작 

SNS 컨텐츠 기획 및 
제작, 온라인 바이럴 

PR 

컨텐츠 
기획·제작 

온라인 



.. 

공식 SNS 운영 및 관리 

브랜드 미디어 PR 

PR 

온라인 

브랜드 광고 및 바이럴 

컨텐츠 
기획·제작 

청호나이스의 뷰티브랜드, 청호나이스

뷰티의 연간 대행을 맡았습니다.  

미디어 PR의 경우 매거진 협찬 및 광고, 

미디어라운딩, 보도자료 배포 업무를 

진행하여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온라인은 바이럴과 SNS, 

배너광고 집행으로 꾸준한 노출량을 거

뒀고, 유투브 바이럴 진행으로 트렌드

에 맞춘 브랜드 PR을 진행하였습니다.  



.. 

스위스 시계브랜드 티쏘의 신년 프레

스 행사 기획 및 진행을 하였습니다.  

2016 티쏘의 주력 상품인 웨딩 라인

을 홍보하기위한 행사로 웨딩 컨셉에 

맞추어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패션, 산업 기자 초청 티쏘의 신제품

과 2016년 브랜드 계획에 대한 PR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신년 프레스 행사 

행사 



.. 

시선그룹의 여성 의류 브랜드 

MICHAA를 Confidence in Fashion

이라는 주제로 화보 촬영 및 인터뷰 

영상을 기획 및 제작했습니다. 

 

브랜드 화보 촬영 

컨텐츠 
기획·제작 



.. 

가로수길 편집샵 엘본에서 진행된 여

성 가방 브랜드 ‘알파드’의 런칭 행사 

기획/ 운영, 셀럽 디렉팅 및 온라인 

바이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알파드 런칭 
프레스 행사 

행사 



.. 

하만(Harman) 인터내셔널 그룹에 속한 

스피커 전문 브랜드, JBL은 하이파이, 

PA용, 레코딩 스튜디오용, 카오디오용 

스피커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스피커 전문 브랜드입

니다. 올해 JBL 설립 70주년을 맞아

2016.12.1~12.31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2016 무역센터 겨울축제에 참가해 대형

펄스를 중심으로 펄스1, 펄스2 제품을 활

용해 ‘펄스 트리’를 기획, 운영했습니다. 

‘펄스 트리’ 기획 
및 운영 

행사 



.. 

크리스마스를 맞아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된 ‘2016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의 VIP 공간 연출

과 행사 운영, 하만의 VIP 고객 디렉팅 

및 팬사인회 운영 업무를 진행했습니

다. 

크리스마스 콘서트 
VIP 공간 연출 및 
행사 운영  

행사 



.. 

삼성자산운용의 펀드플랫폼인 

 the  Solution의 BI 제작 및 웹페이

지에 적용되는 디자인 및  스토리텔

링을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브랜딩 및 BI 디자인 

컨텐츠 
기획·제작 



.. 

국경없는 의사회의 'I CARE" 캠페

인 후원 마이크로사이트를 기획/디

자인/제작하였습니다. 페이지 디자

인과 함께 I CARE BI 디자인과 배

너 디자인도 진행하였습니다.  

마이크로사이트 
기획 및 구축 

온라인 



.. 

OB 맥주의 다양한 브랜드 소식들

을 담은 사내 웹진을 제작하고 있

습니다.  

브랜드 웹진 제작 

컨텐츠 
기획·제작 



..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개통식 및 준

공식에서 시연된 홍보영상의 기획 및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부산항신항 
고속도로 개통 영상 

컨텐츠 
기획·제작 



.. 

협동조합기업인 농협경제지주의  

16개 자회사와 농협의 성장과 비전을 

소개하는 홍보영상의 기획과 제작 전

반을 진행했습니다. 

  

농협 경제지주 
홍보 영상 제작 

컨텐츠 
기획·제작 



.. 

평창 대관령원예농협에서 만들어지고 

판매되고 있는 절임배추의 홍보영상을 

기획하고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홍보 영상 제작  

컨텐츠 
기획·제작 



.. 

통일부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가 주관한 통일공감 걷기대회 및 콘

서트를 서울신문과 함께 진행했습니

다 걷기대회 및  콘서트 기획 및 제작, 

행사의 총괄운영, 대외홍보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마이크로사이트 
기획 및 구축 

통일공감걷기 대회 
및 콘서트 진행 

온라인 

행사 



..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

부가 후원하는 ‘소셜커뮤니케이션아

카데미’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정책

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한 컨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신문 정책포럼과 연계하여 

SNS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SNS 구축 및 운영, 
온라인 바이럴 

온라인 



..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 안전을 알리

고 교육하기 위한 SNS 컨텐츠 기획 및 

제작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SNS 컨텐츠 제작 

온라인 



.. 

청정자연을 자랑하는 강원도 평창군

의 특산물인 고랭지 배추 홍보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였으며 온라인 홍보 

및 방송매체 집행까지 함께 진행하였

습니다. 

평창 고랭지 배추 
영상 제작 및 집행 

컨텐츠 
기획·제작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서 평창의 

특선메뉴와 여행지를 소개하는 리플

렛을 기획하고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단을 기획하고 직접 운영하여 티

져영상 제작과 온라인 홍보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평창 특선메뉴 리플렛 
및 티저 영상 제작 

홍보단 운영 

온라인 홍보 

컨텐츠 
기획·제작 

행사 

온라인 



.. 

대표 관광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평

창 계촌 클래식마을의 미디어 PR과 

온라인 바이럴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계촌에서 열린 “제 2회 계촌

마을 클래식 거리 축제”에 대한 지면 

보도 및 온라인 PR까지 계촌 마을 홍

보에 앞장 섰습니다.   

온라인 바이럴 

미디어 PR 

온라인 

PR 



.. 

Beauty Portfolio 



.. 

홍보/광고/온라인마케팅 



.. 

로레알의 최고급 라인 케라스타즈 크로놀로  

지스트 출시에 대한 애드버토리얼 기획 및 진  

행하였고 오연서와 함께 론칭 광고 제작 및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케라스타즈 에드버토리얼  
기획 및 제작 
런칭 광고  및 홍보 진행 

협찬 스타 마케팅 진행 



.. 

VIP 행사 기획 및 진행 

브랜드 홍보 대행 

연간 홍보 대행을 맡아 브랜드 홍보 및 광고  

촬영을 정기적으로 진행. 영화배우 엄지원, 김  

규리, 송선미, 변정수, 윤지민, 박건형,   김호진, 

오지은, 이현경 등 많은 셀레브리티들이 참석  

한 화장품 브랜드 ‘코스메 데코르테’ 40주년  

기념 ‘AQMW 라인’ 론칭 행사를 하얏트 그  

랜드 볼룸에서 진행하는 등 다양한 브랜딩 업  

무를 진행했습니다. 

광고 기획, 촬영 
에드버토리얼 기획 및 제작 



.. 

김선아, 윤진서, 오연서, 엄지원 등 다양한 셀  

럽들에게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에스쁘아 ‘노  

웨어(NOWEAR) 립스틱’에 대한 협찬을 진  

행하였고 이에 대한 온라인 바이럴 및 언론홍  

보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찬 스타 마케팅 진행 

김선아, 윤진서, 오연서, 엄지원 등 다양

한 셀럽들에게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에스쁘아 ‘노웨어(NOWEAR) 립스틱’에 

대한 협찬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오

라인 바이럴 및 언론홍보를 진행하였습

니다. 



.. 

한국에 론칭한 그리스 스킨케어 브랜드 코레  

스의 국내 홍보를 진행하였고 매거진 및 언론  

홍보와 브랜드 백화점 입점 및 관리까지 진행  

했습니다. 

브랜드 런칭 및 
백화점 입점 홍보 



.. 

프랑스 프리미엄 더모코스메틱 브랜드 바이  

오더마의 온라인 공식 SNS 채널 운영 및 온라  

인 바이럴을  진행하였으며 쉐라톤  그랜드 워 

커힐 호텔 제이드 가든에서 열린 ‘굿 윌 워킹  

(Good Will Working)’ 행사에 대한 협찬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기획 및 운영 
기타 행사 협찬 진행 

온라인 바이럴 
공식 SNS 채널 운영 

브랜드 홍보 대행 

프랑스 프리미엄 더모코스메틱 브랜드 

바이오더마의 온라인 공식 SNS 채널 

운영 및 온라인 바이럴을 진행하였으며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제이드 가

든에서 열린 ‘굿 윌 워킹(Good Will 

Working)’ 행사에 대한 협찬을 진행하

였습니다 



.. 

매거진, 미디어 등 온∙오프라인 언론 홍보 
대행을 맡았으며 온라인 공식 SNS 채널을 
운영 및 바이럴을 진행했습니다. 
모델 섭외 및 반얀트리에서 진행한  
런칭 행사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 10주  

년 시상식 및 도서 출판기념회를 기획 및 진행  

하였고 차세대 여성 과학자들을 위한 10가지  

조언을 담은 책자를 기획 및 제작 했습니다. 

시상식 기획 및 진행 

차세대 여성 과학자들을 위한  
10가지 조언 출판 기념 행사 

10주년 기념 영상제작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상 



.. 

화장품 브랜드 카오리온의 온라인 및 언론 홍  

보와 제품화보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언론 홍보 및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화보 촬영 진행 

온라인 마케팅 



.. 

패션 코스메틱 브랜드 ‘질 스튜어트’의 온/오  

프라인 홍보 대행과 시즌 모델 정가은의 오프  

라인 프로모션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진  

행하였습니다. 

행사 기획 및 진행 

언론 홍보 대행 

온라인 바이럴 
공식 SNS 채널 운영 



.. 

미디어, 매거진  등 온∙오프라인 언론 홍보 
대행을 맡았으며 온라인 공식 SNS 채널을 
운영 및 바이럴을 진행했습니다. 
모델 섭외 및 반얀트리에서 런칭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 

홍보 영상 제작 

마스카라 하나로 남녀사이에서 일어나는 재 

미있는 에피소드로 고세 코리아의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Fasio의 홍보영상을 기획 및 제  

작 하였으며 UCC 컨셉의 영상을 활용한 언론  

홍보 및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였습  

니다. 

온라인 기사, 블로그,  

홈페이지 노출 

Fasio  홍보영상 제작 



.. 

화장품 브랜드 닥터자르트의 온라인 및 언론  

홍보와 전반적인 홍보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  

다. 

언론 홍보 및 브랜드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 

글로벌 뷰티브랜드 랑콤의 '비지오네르  (visio

nnair)’ 출시를 기념하여 ‘비전 오브 뷰티(visi

on of beauty)‘ 캠페인을 진행 

아름다운 100인의 셀러브리티를 선정하여 광  

고 및 화보촬영을 진행하였으며, 원더걸스의  

소희, 자우림의 김윤아, 2NE1의 씨엘, 발레리  

나 김주원, 탤런트 최화정과 스페셜 화보를 촬  

영, 제품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광고 및 화보촬영 
랑콤 'Vision of Beauty'  

캠페인 진행 

브랜드 홍보 
마이크로 사이트 운영 



.. 

화장품 브랜드 Re:NK의 뷰티클래스 등의 컬  

처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브랜드 컬처마케팅 



.. 

화장품 브랜드 라프레리의 뷰티클래스 등의  

컬처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브랜드 컬처마케팅 



..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의  

뷰티클래스 등의 컬처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  

다. 

브랜드 컬처마케팅 



.. 

키엘의 오래된 나무살리는 캠페인을 조남용  

포토그래퍼와 함께 사진전 및 프로모션을  

기획 및 운영하였습니다. 

캠페인 기획 및 운영  
전시회 진행 



.. 

두드림 캠페인  
기획 및 진행 

탈북 청소년들의 숨어있는 재능을 꿈으로 키  

워갈 수 있도록 두드림 캠페인을 러쉬코리아  

와 함께 기획 및 진행하였고 또한 탈북청소년

들이 직접 만든 영화를 단편 영화제 출품을 지

원하였습니다. 



.. 

스포츠 릴리프 기금 행사  
진행 

‘러쉬’에서 진행하는 CSR프로그램인 러쉬 코  

리아 스포츠 릴리프 기금행사에서 행사전반  

에 대한 기획 및 진행을 실행하였습니다. 



.. 

내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나를 찾아 떠나는 

짜릿한 여행! 거침없는 여걸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황보. 때로는 말랑말랑하고 섹  

시한 여성이고 싶은 그녀의 홍콩에서의 프로  

페셔널 풀 메이크업 스토리를 명품 브랜드 바  

비브라운과 함께 기획·제작했습니다. 

기획/ 제작 및 방영 



.. 

홈쇼핑 영상 제작 

청담뷰티의 창시자 조성아 원장이 만든 뷰티  

브랜드 ‘조성아22’에 대한 홈쇼핑영상을 기획  

및 제작하였으며 GS홈쇼핑을 통해 방송되었  

습니다. 

협찬 스타 마케팅 진행 



.. 

이소연의 파리 헤어 스케치 
제작 및 방영 

로레알 100주년 기념으로 배우 이소연과 함  

께 떠난 파리 여행 스케치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했습니다. 



.. 

유명 뷰티 방송인 겟잇뷰티에 로레알 향수 관  

련 특집 방송을 기획/제작 및 방영하였습니다. 

기획/ 제작 및 방영 



.. 

시슬리, 로레알케라스타즈, 샤넬, 스위스퍼펙  

션, 코스메데코르테, 비오템, 랑콤, 라메르, 겔  

랑, 시세이도, 끌레드뽀, 보떼, 키엘, 바비브라  

운, 크리니끄, 조지오아르마니 등의 명품브랜 

드들의 본고장을 찾아가 브랜드 스토리를 알  

아보는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및 제작, 방영하  

였습니다.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 

세계 명품 기행 



.. 

브랜드 컨설팅/ 론칭/제조/홍보마케팅 



.. 

KT&G 에서 런칭한 최고의 프리미  엄 헤어라

인 ‘아펠라데 프로페셔널’에 대한 홍  보를 기

획 및 진행하였고 매거진 광고를 진행  하였습

니다. 

브랜드 컨설팅, 론칭, 제조,   
홍보마케팅 

http://www.ktng.com/


.. 

KT&G 에서 런칭한 내추럴 더마제  닉에 대한 

홍보를 기획 및 진행하였고 브랜드  광고를 진

행하였습니다. 

브랜드 컨설팅, 론칭, 제조,   
홍보마케팅 

http://www.ktng.com/


.. 

KT&G 자회사 KGC라이프앤진의 릴렉싱크  

림 플렉솔의 광고를 제작하였고 전 제품에 걸  

친 광고 운영, 홍보 마케팅, 행사 기획 및 운영  

등을 실행하였습니다. 

 

브랜드 컨설팅, 론칭, 제조,   
홍보마케팅 

http://www.ktng.com/


.. 

유명 뷰티 제품인 동인비의 브랜드 컨설팅 및  

제품 론칭 전반을 다루는 홍보 대행 업무를 진  

행하였습니다. 

브랜드 컨셉을 기획, 홍보마케팅을 진행하였

습니다.  

 

브랜드 컨설팅, 론칭,  홍보
마케팅 



.. 

유명 뷰티 제품인 랑의 모델 섭외 및 광고 촬  

영, 브랜드 홍보 대행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브랜드 론칭 및 브랜드 컨셉을 기획하고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브랜드 컨설팅, 론칭, 홍보
마케팅 



.. 

Lifestyle Portfolio 



.. 

세계적인 오디오 브랜드 하만의 JBL의 세계  

모델 마룬파이브의 옥외광고를 진행하였습니  

다. 

옥외 광고 진행 



..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포럼인 MWC  (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참여하는 LGU+의  

시스템 인포 영상을 기획 및 제작 하였습니다. 

인포 영상 제작 



.. 

한국 라바짜 캡슐커피머신 B2B, B2C 마케팅  

을 진행하여 주력상품인 마티네 제품의 광고  

및 VIP행사를 기획 운영하였습니다. 

캡슐커피머신 마티네  
VIP 행사 기획 및 진행 

매거진 광고 기획 및 진행  
매거진 협찬 진행 

라바짜 



.. 

행사 기획 및 진행 

명화와 재즈공연, 명품브랜드들의 협찬을 받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갤러리의 격조 높  

음 연례 VVIP 행사 ‘La Rentrée‘를 기획 및  진

행하였습니다. 



.. 

패션쇼 행사 기획 및 진행 

패션쇼 행사 관련 언론 홍보 
WMF 언론 홍보 전반 

독일 명품 주방 브랜드 WMF의 온라인 브랜  

드 마케팅 및 SNS 운영, 언론 홍보, 방송 프로  

그램 협찬 등의 홍보 마케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 및 실행하였고 이색 패션쇼인  W

MF Run way “Edge of Stain” 등의 프로모션을 

기획 및 진행하였습니다. 

블로그&페이스북 운영  
서포터즈 운영 

방송 프로그램 협찬 



.. 

행사 관련 언론 홍보 

제일기획과 함께 삼성 버블샷 스타일 클래스  

를 진행했습니다. 



.. 

방송 기획 및 제작 

아티스트 이정현, 박지윤 등 젊은 뮤지션들의  

음악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기획 및 제  

작. 



.. 

홍보영상 제작 

일상의 편의성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를 실현  

해줄 인터렉티브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한 LG  

유플러스의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 

화려하게만 보였던 스타들의 일상 단면을 보  

여주는 스타인생극장.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  

장 깊게 스타들의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전하  

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작 및 방영 



.. 

메이킹 영상 촬영 

KGC라이프앤진의 위버젠 제렉스의 광고 모  

델인 배우/가수 임시완과 함께 화보촬영을 진  

행 및 메이킹 필름을 제작하였습니다. 

홍보 마케팅 기획 및 집행 
지면광고 제작 

팬사인회 기획 및 진행 



.. 

YOUTUBE 
<KARA Channel> 
세계 최초 카라 유투브 생방송 

전세계 최초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  

되는 프로그램 KARA 채널을 제작하였습니  

다. 국내 최초로 가수가 활동과 병행해 유튜브  

채널로 팬과 쌍방향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서 신개념 쇼케이스로 평가 받았습니다. 

제작 및 방영 



.. 

왜 점점 더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는지, 또 그 영향은 무엇인지, 이러한 상황  

은 과연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기 

획 및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 다. 위드컬처의  

글로벌한 마인드가 돋보였던 작품으로 동시  

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호평을 받았습니  

다. 

제작 및 방영 



.. 

대학 문을 나서는 젊은이들의 마음은 무겁다.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외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  

붙은 가운데,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할 100만의  

청년들은 아직 데뷔전 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다. 미래를 잠식하는 긴 터널을 벗어나지 위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은 무  

엇 일까, 그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봤습니다. 

제작 및 방영 



.. 

막걸리 맛의 재발견을 통해 우리의 술, 막걸리  

를 더 맛있게 마시는 법에 대해 알아보는 다큐  

멘터리를 제작 했습니다. 

제작 및 방영 



.. 

2012년 설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기억에 남을 프로그램으로 다른 방송사에서  

는 볼 수 없는 순수 배우들을 중심으로 한 음 

악 쇼를 선보인다. 외모면 외모, 연기면 연기  

모든 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배우들  

의 멋진 노래실력을 확인하고 함께 즐겨보는  

시간으로 배우들에게는 새해를 맞아 대국민  

팬서비스, 신년인사 시간으로! 시청자들에게  

는 배우들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신선한  

매력 으로 다가가는 아주 특별한 쇼로 기억될  

것이다. 

제작 및 방영 



.. 

오프닝 영상 제작 

자동차 썬팅 업계의 명품 루마코리아의 홍보 

영상을 기획 및 제작 하였고 윈도우 필름시장  

의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미국 솔루시아  

그룹의 한국 공식 공급업체인 루마필름 ㈜씨  

피에프에서 출시된 신제품 버텍스의 런칭 기  

념 행사를 기획 및 운영과 언론 홍보 및 바이  

럴을 진행 하였습니다. 

런칭 기념 행사 기획 및 진행 



Fashion Portfolio 



.. 

바이럴 영상 제작 

스위스 시계 브랜드 티쏘와 함께 ‘슈망데뚜

렐’ 시계 론칭 관련 스윗소로우 콜라보레이

션 문화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100만뷰 이

상의 영상 뷰수를 기록하여 글로벌 마켓에서 

성공한 프로젝트로 평가받았습니다. 

영상 광고 집행 

스타 마케팅 진행 

오프라인 행사 진행 



.. 

스위스 시계 브랜드 티쏘와 함께  

VIP와 함꼐하는 문화 마케팅 행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시간을 설계하는 리더들의 모임’ 프로젝트

로 매 달 10명의 타임리더를 선정하여  

시간에 대한 이야기와 트래드를 나누는  

토크 살롱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행사 진행 

언론 홍보 및 마케팅 



.. 

바이럴 영상 제작 

남성 브랜드 ‘크리스크리스티’와 김원중, 안

재현 F/W 영상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스타 마케팅과 스타의 스토리가 있는 영상 

기획/제작으로 광고 의상이 완판되는 기록

을 달성했습니다. 

영상 광고 집행 

스타 마케팅 진행 



.. 

바이럴 영상 제작 

이탈리아 럭셔리 남성브랜드 Ermenegildo  Ze

gna와 함께 배우 겸 모델 다니엘 헤니와 호  

주에서 화보 촬영 및 홍보/바이럴 영상 등을  

기획 및 제작 하였으며 이에 따른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운영하였습니다. 

공식 페이스북 런칭 및 운영  
온라인 바이럴 진행 

남성지 ‘아레나 옴므 플러스’ 
A/W화보 촬영 

스타 마케팅 진행 



이탈리아 럭셔리 남성브랜드 Ermenegildo  

Zegna가 박찬욱 감독과 함께 만든 패션영화  

인 “A ROSE REBORN”의 언론 홍보 및 온  

라인 바이럴과 SNS 채널을 운영하였습니다. 

패션필름 관련 언론 홍보 

공식 페이스북 런칭 및 운영 
온라인 바이럴 진행 

스타 마케팅 진행 



.. 

화보 메이킹 필름 제작 

공식 SNS 채널 운영  
온라인 바이럴 진행 
 

 
화보 촬영 
온라인 광고 진행 

언론 홍보 및 마케팅 

팬사인회 기획 및 진행 

그리스 쥬얼리 브랜드 폴리폴리의 국내 백화  

점 입점부터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SNS운  

영, 광고/화보 촬영 등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기획 및 진행하였습니다. 



.. 

화보 메이킹 필름 제작 

공식 SNS 채널 운영  
온라인 바이럴 진행 
 

 
화보 촬영 
온라인 광고 진행 

언론 홍보 및 마케팅 

팬사인회 기획 및 진행 

그리스 쥬얼리 브랜드 폴리폴리의 국내 백화  

점 입점부터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SNS운  

영, 광고/화보 촬영 등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기획 및 진행하였습니다. 



.. 

론칭 행사 기획 및 진행 

브랜드 언론 홍보 

덴마크 대표 주얼리 브랜드 판도라의 스타마  

케팅 및 론칭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론칭 행사  

에서는 가수 승리(빅뱅), 수지((Miss A),  션 

(지누션), 배우 조민기, 이유리, 영화배우 김규  

리, 뮤지컬 감독 박칼린, 개그맨 이휘재, 야구  

선수 추신수 판도라의 셀레브리티 기획 사진  

전을 덴마크 대사관저에서 기획 및 진행하였  

습니다. 

스타 마케팅 진행 



행사 기획 및 진행 

품격 있는 아이웨어를 유통하는 ‘세원 ITC’에  

서 진행하는 톰포드, 셀린느, 로에베 브랜드에  

대한 VVIP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 전반을 실  

행하였습니다. 행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패셔너블한 셀럽들을 섭외하였습니다. 

스타 마케팅 진행 



.. 

위드컬처가 연간 홍보 중인 패션 브랜드, 럭셔  

리 웰니스 주얼리 토스카나의 한국 론칭기념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였습니다. 론칭 기념 행  

사에는 다양한 셀럽들을 섭외하여 홍보 효과  

를 높였습니다. 

런칭 행사 기획 및 진행 

스타 마케팅 진행 



.. 

20주년을 맞은 2011, 2012 슈퍼모델선발대회에서  

공식 웹진, Longdari(롱다리)와 대회 모든 여정을  

생생한 사진, 스케치와 함께 전하게 될 공식 화보  

집을 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포털사이트 DAUM 

과 함께 슈퍼모델선발대회 블로거 기자단 등을 운  

영하는 등 전반적인 언론 홍보 활동을 기획 및 실  

행 했습니다. 

공식 화보집 기획 및  제작  
출판기념회 진행 

행사 관련 언론 홍보 

블로거 기자단, 서포터즈 
운영 

2011, 2012 
슈퍼모델 선발대회 



.. 

광고/ 메이킹 영상 촬영 

115년 전통의 세계적인 크리스털 브랜드인  

스와로브스키의 뮤즈인 구하라의 화보, 메이  

킹 필름, 방송 영상을 기획 및 제작을 하였고  

매체 홍보를 통한 애드버토리얼을 제작했습  

니다. 

매거진 에드버토리얼 제작 



.. 

광고 영상 제작 

국내 아이웨어 유통 1위 기업 ‘ 룩옵틱스’의 초  

대형 아이웨어 전문샵인 ‘룩 옵티컬’ 그랜드 오  

픈에 대한 광고를 기획 및 제작 하였습니다. 



tvN 월드스페셜 Love  

손담비, 이소연편제작 

지도에서 생략된 또 하나의 세상을 찾아 가장  

낮은 곳의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대한민국 대  

표 스타들의 이야기, 월드 스페셜 LOVE를 주  

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와 함께 기획 및 제  

작, 방영했습니다. 



.. 

‘게스 아이웨어’의 화보 촬영을 배우 하지원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연예매체들을 섭  

외하여 광고 홍보 효과를 높였습니다. 

화보 촬영 기획 및 진행 



.. 

위드컬처가 세계적인 패스트패션(SPA)브랜  

드 자라(ZARA)의 운영사인 스페인 패션기업  

‘INDITEX’(인디텍스)와 함께 

PULL&BEAR(풀앤베어), Bershka(버쉬카),  S

tradivarius(스트라디바리우스) 3개 브랜드  에 

대한 론칭을 진행하였으며 런칭 행사 및 매장 

행사 등에 대한 프로모션과 언론홍보 및 온  

라인 마케팅을 기획 및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기획 및 진행 

미디어 홍보, 제품 론칭 



.. 

토스카나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을 변정수, 김  

지영 등의 스타들에게 협찬 및 이에 대한 언론  

홍보,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찬 스타 마케팅 진행 

홍보 마케팅 진행 



.. 

GS Shop Winter Collection 행사의 언론 홍  

보와 참석 VIP 섭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연예인 초청 PPL 진행 

GS SHOP 윈터컬렉션 
언론홍보 



.. 

GS Shop 서울 패션 위크 행사의 언론 홍보와  

참석 VIP 섭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연예인 초청 PPL 진행 

GS SHOP 서울 패션위크 
언론홍보 



알펜스칼라의 다양한 제품을 신화, 카라, 로빈 데이  

아나 등에게 협찬하며 스타마케팅을 진행했습니  

다. 

협찬 스타 마케팅 진행 



.. 

모르간의 다양한 제품을 김성령, 문소리, 문정  

희, 서우, 기네스 펠트로 등 여배우들에게 협찬  

하며 스타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찬 스타 마케팅 진행 

기네스 팰트로 광고 촬영 
언론 홍보 

협찬 스타 마케팅 진행 



.. 

GS 홈쇼핑의 자산화 브랜드이자 가죽 전문 패  

션 브랜드 ‘ROBO(로보)’의 모델 유인영씨와  

화보촬영를 기획 및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스  

타들에게 제품 협찬을 통한 스타마케팅을 진  

행하였습니다. 

스타 마케팅 진행 

모델 섭외 및 광고 촬영 



.. 

컨템퍼러리 캐주얼 브랜드 반에이크의 다양  

한 제품을 한고은, 아이유 등 배우들에게 협찬  

하며 스타마케팅을 진행 하였습니다. 

협찬 스타 마케팅 진행 

온라인 커뮤니티 바이럴 



.. 

여성 의류 브랜드 미센스의 다양한 제품을 김  

민희, 이소연 등 여배우들에게 협찬하여 온라  

인 바이럴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SNS 바이럴 진행 

협찬 스타 마케팅 진행 



.. 

제일모직의 로가디스 VIP행사에 대한 전체  

행사 기획 및 진행을 실행하였습니다. 

행사 기획 및 진행 

행사 관련 언론 홍보 



빈폴과 '빈폴 입고 홍콩 가자' 캠페인을 기획  

및 진행. 홍콩 관광청과 함께 기획하여 홍콩  

쇼핑 페스티벌 기간에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  

하여 화제를 일으킴. 

글로벌 캠페인 기획 및 진행 

행사 관련 방송 제작 



프리미엄 진 브랜드 세븐진이 삼성과 같은 국  

내 유수 기업의 본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팝업스토어 운영 및 스타일링 클래스 등을  

기획 및 진행하였습니다. 

팝업스토어 기획 및 운영  
스타일링 클래스 개최 



.. 

이태리 스포츠 라운지웨어 브랜드 프레디  (F

REDDY)의 스토어 오픈 프로모션 행사를  신

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6층을 비롯한 다양  

한 백화점 및 로드스토어에서 기획 및 진행을  

하였습니다. 

스토어 오픈 행사  
기획 및 진행 



.. 

배우 이보영과 GS 홈쇼핑의 자산화 브랜드 보  

니알렉스의 세컨드 브랜드인 스튜디오 보니  

의 화보 촬영에 대한 기획 및 진행을 하였습니  

다. 

화보 기획 및 촬영 진행 

광고 영상/ 메이킹필름  
제작 



.. 

씨스타와 함께 GS 홈쇼핑의 자산화 브랜드 비  

커즈의 화보 촬영을 기획 및 진행하였습니다. 

화보 기획 및 촬영 진행 

파워블로거 바이럴 진행 

메이킹필름 제작 



.. 

패션브랜드 브리엘과 패션 매거진과 함께 기  

획 화보 촬영 및 애드버토리얼을 진행하였습  

니다. 

브랜드 화보 촬영 
매거진 애드버토리얼 

온라인 SNS 바이럴 진행 



뷰티브랜드 모노더마와 매거진과 함께 기획  

화보 촬영 및 애드버토리얼을 진행하였습니  

다. 

브랜드 화보 촬영 
매거진 애드버토리얼 

온라인 SNS 바이럴 진행 



패션브랜드 디엣과 매거진과 함께 기획 화보 

촬영 및 애드버토리얼 진행을 하였습니다. 

브랜드 화보 촬영 
매거진 애드버토리얼 

온라인 SNS 바이럴 진행 



패션브랜드 스텐리와 매거진과 함께 기획 화 

보 촬영 및 애드버토리얼 진행을 하였습니다. 

브랜드 화보 촬영 
매거진 애드버토리얼 

온라인 SNS 바이럴 진행 



민아의 프렌치 다이어리 
제작 및 방영 

배우 신민아와 자유분방한 프랑스인들의 라  

이프스타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습  

니다. 방송은 물론, 도서 출판과 전시, 미디어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행사 관련 언론 홍보 

관련 서적 출판 & 전시 진행 



패션브랜드 톰포드와 LG U+ 의 협찬으로 천  

정명 봉주르 파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습

니다. 

tvN 천정명 봉주르 파리  
다큐멘터리 제작 



.. 

최지우, ‘내 마음의 아프  
리카 사진전’ 기획 

톱스타 최지우의 아프리카 스와질란드 도네이션  

다큐멘터리, 내 마음의 아프리카를 기념하기 위한  

사진전을 기획 및 개최를 진행하였습니다. 

출판 기념 및 사진 전시 



.. 

톱스타 김희선씨와 함께 지오앤 사만사 스타 마케  

팅을 진행했습니다. 

협찬 스타 마케팅 진행 

온라인 SNS 바이럴 진행 



버버리, 샤넬, 프라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셀  

린느, 에스까다, 디올, 마크 제이콥스, 크리스  

찬 라끄르와, 구찌 등의 명품브랜드들의 본고  

장을 찾아가 브랜드 스토리를 알아보는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및 제작, 방영하였습니다.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 

세계 명품 기행 



Sports Portfolio 



.. 

메이킹 필름 제작  T
V CF 제작 및 송출 
 

 
언론 홍보 및 마케팅 

온라인 바이럴 진행 
(파워블로거/커뮤니티) 

 

 
화보 촬영 진행 
매거진 광고 진행 
 

 
여성 빅마우스 대상 
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핑골프의 새로운 여성 골프클럽 ‘랩소디’의 런칭 

과  함께 기존 골프 광고 컨셉을 벗어나 스타일 

리시한 TV CF 및 화보와 매거진 광고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온/오프라인 전 영역에서 PR 및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스포츠 브랜드 `데상트’는 메이저리거 추신수  

를 자사 브랜드의 국내 광고 모델로 선정하고  

공식적인 의류 후원 및 협찬 계약을 맸었습니  

다. 이와 관련한 비전 선포식을 위해 역동적인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비전소개영상 제작 



.. 

이제 갓 스무 살. 아직은 소녀라는 말이 더 어  

울리는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이 꿈의 무대인  

미국 LPGA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들은 다름 아닌 세리 키즈! ‘세리 키  

즈(Seri Kids)’란 10년 전인 1998년, 박세리  

선수가 LPGA 메이저 대회인 ‘U.S. 여자 오픈’  

을 제패하던 모습을 보고 ‘나도 박세리 같은  

훌륭한 골프선수가 되고 싶다’며 고사리 손에  

골프채를 잡은 1988년 전후에 태어난 선수들  

을 말합니다. 박세리 못지 않은 실력과 성적을  

내고 있는 이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제작 및 방영 



.. 

불치병에 걸려 온몸이 마비된 채 방안에 고립  

되었지만,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세상과 소통  

하고자 하는 박승일의 이야기입니다. 유일하 

게 살아남은 눈의 감각을 이용해 자신의 삶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축  

복’임을 대변하는 루게릭병 투병 8년 차. 1분  

1초를 헛되이 흘려보내고, 곁에 있는 이의 소  

중함을 쉽게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네 가슴을 어루만져줄 감동 다큐멘

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작 및 방영 



캠페인 기획 및 진행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약 2,000여명의 참가  

자들과 함께한 서울신문 주최 ‘2011 마약퇴치  

기원 걷기대회’를 기획 및 진행했습니다. 

2011 마약퇴치기원 걷기대회 



.. 

3개월 여 동안 전국 각지의 장타자들이 벌인  

치열한 승부를 그린 이 프로그램은 토너먼트  

형식의 대회에 걸맞게 박진감 넘치는 대결을 

부각 시키고, 세계적인 선수들의 스윙분석, 임  

팩트, 장타 드라이버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  

여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  

다. 손에 땀을 쥐게하는 장타자들의 대결을  그

린 이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와 중계 방송의 

접목으로 경기를 보는 재미와 더불어 장타  대

회와 선수들의 뒷 이야기까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감각적인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탄생시켰습니다. 

행사 기획 및 진행 



.. 

J Golf와 함께 골프 대회 발렌타인 챔피언십  

을 운영하였으며 대회에 대한 아마추어와 프  

로 골퍼들의 대회 참가 모습을 담은 방송 프로  

그램을 기획 및 제작하여 방영하였습니다. 

행사 기획 및 진행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총동  

창회 골프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행사 진행부  

터  홍보  및   위드컬처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대회 전체 진행부터, 설치물 제작, 대회 협찬  

사 모집 그리고 이브닝 행사까지 위드컬처의  

그 동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마  

칠 수 있었습니다. 

행사 기획 및 진행 



Government related Portfolio 



.. 

행사의 전반적인 컨셉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 기획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내부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포스터, 행사 관련 제품 등을  

디자인 하였습니다.  

행사 세부 프로그램 기획 

비주얼 아이덴티티 구축 



.. 

행자부 마을기업 홍보 포스터와  

패키지 기획, 브랜딩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포스터/ 패키지 디자인  



.. 

행자부 착한가격 업소 웹진 및 관련 저널  

기획, 취재, 제작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웹진 및 관련 저널 제작  



.. 

이준열사에 관한 KBS 금요기획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습니다. 

제작 및 방영 



.. 

모의 세계 검찰 총장 회의  
행사 기획 및 진행 

제4회 세계검찰총장회의(World Summit)를 앞두  

고 진행되는 전국초중고대학생 ‘모의세계검찰총장  

회의’에 대한 전체 행사 기획 및 진행을 했습니다. 

출판기념행사 진행 



우리 술 대축제 취화선  
선발대회 행사 
기획 및 진행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  

최하고 서울신문과 한국전통주진흥협회가 주관하  

는 우리 술 대축제에서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 현대판 과거시험 형식의 미술경영대회인 ‘취  

화선 선발대회’에 대한 전체 행사 기획 및 진행을  

하였습니다. 

출판기념행사 진행 



으라차차차 Cheer Up!  

청춘 콘서트 행사 
기획 및 진행 

강연 콘서트 아이템에서 착안되어 진행된 젊  

은 청춘들을 위한 문화행사로 전체 행사 기획  

및 진행을 하였습니다. 



부산 BEXCO에서 열린 ISABE2013 컨퍼런스  

에서 관련 광고, 출판기념행사, 전체 컨퍼런스  

행사 기획 및 진행을 하였습니다. 

ISABE2013 컨퍼런스  
진행 

ISABE2013 컨퍼런스  
광고 제작 

출판기념행사 진행 

ISABE 2013 
항공우주연구 
국제학술대회 



.. 

한국 경찰의 50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경  

찰박물관 홍보영상을 제작했으며, 경찰 박물  

관 내부와 서울시내 초등학교 에 교육 영상으  

로 배포되었습니다. 

교육영상제작 



비영리 공인법인 군인공제회의 지면 광고를  

기획 및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면광고 제작 



.. 

여름호 제작 및 발행 

환경부에서 제작 지원하는 푸른나래 잡지의 8  

월호를 기획 구성 및 제작 관리를 하였습니다. 



.. 

한국의 스티브잡스 인재양성을 목표로 2012년  

POSTECH에서 개설된 창의IT융합공학과의 홈페  

이지 / 마이크로사이트 / 웹진 / 홍보영상을 기획  

및 제작하였습니다. 

홍보영상 제작 

홈페이지, 마이크로사이트, 

웹진제작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 

멘토링 파티 기획 및 진행 

청년들의 실업해소와 건강한 미래 설계를 지  

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행사로 전체  

행사 기획 및 진행을 하였습니다. 

청년미래네트워크 
멘토링 파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