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MPAIGN CREDENTIALS

Website
-
www.tsome.co.kr
blog.naver.com/tsome
www.facebook.com/tsome.co

Contact
-
Tel. +82-2-521-5534
Fax. +82-2-521-5539
E-Mail. tsome@tsome.co.kr

Address
-
4F, Gangnam-daero 464, 
Gangnam-gu, Seoul

THE SOME IS
Successful Online Marketing Executives



안녕하세요

더썸컴퍼니

REAL

PROFESSIONAL

MKT Group



동아제약판피린
IMC CAMPAIGN

디지털 영역의 마케팅에서
오프라인 프로모션까지 아우르다

온라인과오프라인의경계를넘나드는
전략적인통합 IMC를실행합니다

CREATIVE 
CONTENT

01

전문가
더썸컴퍼니

IMC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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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더썸컴퍼니

CREATIVE 
CONTENT

CJ 제일제당비비고
육개장 / 칼국수 / 생선구이 / 단지김치 등 디지털 필름

CJ 제일제당고메
돈카츠 디지털 필름

동아제약
판피린 / 터비뉴겔 디지털 필름

더썸컴퍼니의크리에이티브콘텐츠는
브랜드마케팅목표달성에크게기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59yWWjvefU
https://www.youtube.com/watch?v=259yWWjvefU
https://www.youtube.com/watch?v=259yWWjvefU
https://www.youtube.com/watch?v=259yWWjvefU
https://www.youtube.com/watch?v=259yWWjvefU
https://www.youtube.com/watch?v=259yWWjve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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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더썸컴퍼니

SOCIAL 
MKT 

2017 &어워드코리아 소셜미디어 부문 그랜드프릭스 대상 수상
2017 웹어워드코리아 소셜미디어 부문 통합 대상
2018 웹어워드코리아 소셜미디어 부문 통합 대상
2019 소셜아이어워드 마케팅 혁신 대상 수상
2020 소셜아이어워드 마케팅 혁신 대상 수상

더썸컴퍼니의소셜마케팅은
KIPFA주관웹어워드 / 소셜아이어워드에서연속수상하며, 
그역량을대외적으로인정받고있습니다.



THE SOME은
디지털의경계를넘나드는
체계적인커뮤니케이션으로
클라이언트의성공적인
마케팅성과를만들어내는
DIGITAL AGENCY입니다



SUCCESSFUL

ONLINE

MARKETING

EXECUTIVES
과감한 기획력과 놀라운 실행력을 가진
최고의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들의 시너지로
성공적인 IMC를 실현합니다.

캠페인 총괄 기획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온/오프라인 전략적 매체 운영

R.O.I 관리 및 체계적인 리포팅

전략적인 콘텐츠 기획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제작

디지털 비디오 프로덕션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피

e-비즈니스 컨설팅

웹 & 모바일 사이트 구축

모바일 앱 개발

플랫폼 맞춤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전략적인 매체 선정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세일즈 드라이브 유도

체계적인 미디어 리포팅



Since 2003~ HISTORY

2003-2010 2011-2014 20202015-2016 2017-2019

2005
광동제약 연간대행사 선정
G마켓 연간대행사 선정

2006
이베이옥션 연간대행사 선정
다음 전략마케팅 제휴대행사 선정

2007
교보생명 연간대행사 선정

2008
대교 눈높이/차이홍 연간대행사 선정

2009
메리츠화재 연간대행사 선정

2010
국세청 뉴스레터 연간대행사 선정
쿠팡 연간대행사 선정

2011
르노삼성 매뉴얼 사이트 구축
안나수이 SNS 마케팅 연간대행사 선정
한국 피앤지 이커머스 진행
듀라셀 연간대행사 선정

2012
질레트 연간대행사 선정
질레트 웹어워드 KIPFA 특별대상
페브리즈 연간대행사 선정
블리자드 SNS 마케팅 연간 대행사 선정

2013
LG 옵티머스 SNS 글로벌 연간대행사 선정
페브리즈 웝어워드 프로모션부문 우수상

2014
빙그레 그림잔치 웹표준 사이트 구축
존슨앤존슨 마케팅 연간대행사 선정
버츠비 코리아 SNS 마케팅 연간대행사 선정
캐논코리아 체험마케팅 대행사 선정

2015
오라클 마케팅 대행사 선정
오리콤 제휴 대행사 선정
시스코 코리아 연간대행사 선정
빙그레 SNS 마케팅 연간대행사 선정
존슨앤존슨 앤어워드 디지털 미디어 본상
삼성전자 새마을금고 웹 리뉴얼 구축

2016
뉴트로지나 마케팅 대행사 선정
P&G 페브리즈 연간대행사 선정
KFC SNS 마케팅 연간대행사 선정
LVMH 마케팅 대행사 선정
삼성전자 새마을금고 인터넷에코어워드
고객서비스분야 최우수상
사내그룹웨어 인터넷에코어워드
상생 혁신부분 커뮤니티협력분야 대상
사내 트래킹솔루션 인터넷에코어워드
서비스 혁신부문 마케팅 분야 대상
한화 ZUMO 스마트앱어워드
생활서비스부문 대상

2017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연간대행사 선정
한국화장품 웹사이트 구축 및 연간대행사 선정
중외제약 하이맘밴드 웹사이트 구축 및 연간대행사 선정
중외제약 하이맘밴드 웹어워드 제약분야 대상
조르단 코리아 연간대행사 선정

2018
CJ 제일제당 비비고 웹어워드 SNS 통합 대상
P&G 페브리즈 앤어워드 대상

2019
CJ 제일제당 디지털 마케팅 통합대행사 선정
(비비고 / 고메 / 쁘띠첼)
동아지약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 선정
소셜마케팅 어워드 3개 부문 수상

2020
CJ 제일제당 디지털 마케팅 통합대행사 선정
(비비고 / 고메)
CJ 제일제당 햄스빌 바이럴 대행사 선정
CJ 제일제당 백설 바이럴 대행사 선정
CJ 제일제당 식용유 바이럴 대행사 선정
아모레 퍼시빅 마몽드 바이럴 대행사 선정
동아제약 터비뉴겔 마케팅 대행사 선정
동아제약 판피린 마케팅 대행사 선정
한국공학한림원 마케팅 대행사 선정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마케팅 대행사 선정

소셜어워드 비비고 마케팅혁신 대상
소셜어워드 고메 인스타그램분야 대상
웹어워드 백설식용유 식품분야 대상
웹어워드 백설참기름 프로모션분야 대상
웹어워드 동아제약 터비뉴겔 제약분야 최우수상

클라이언트의성공과함께
발맞추어달려온더썸컴퍼니의 17년! 
다양한성공사례를바탕으로한신뢰속에지속적인연간대행체결! 



Recent

PARTNERS

클라이언트의성공을위해
실현가능한전략적인마케팅방법을
더썸컴퍼니가제시하고 Co-Work 합니다



IMC

CAMPAIGN



고메
프리미엄피자
캠페인
2020.12

CJ 제일제당

기획 / 제작 / 미디어 (Instagram)

고메 신제품 <프리미엄 피자> 3종 온라인 홍보 마케팅

전략적인온라인바이럴을통한고메프리미엄피자관련리뷰글
총 564건, 노출수약 311만, 인터렉션약 4만 7천기록



– 고메 프리미엄 피자 캠페인

[굿즈 제작][체험단 모집 페이지]

[스튜디오 연출]



– 고메 프리미엄 피자 캠페인

[SNS-랜선 쿠킹클래스 운영][네이버 NOW 보이는 라디오]



비비고
프리미엄죽
AR 필터 캠페인
2020.09 

CJ 제일제당

기획 / 제작 / 미디어 (Instagram)

비비고 죽 제품의 프리미엄함을 전달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내 AR 페이스 필터를 활용한 마케팅 전개

필터활용포스팅노출 11만회발생
제품의특장점과뉴테크가만나마케팅시너지형성

https://www.instagram.com/ar/698268880798930/
https://www.instagram.com/ar/698268880798930/


– 비비고 프리미엄 죽 AR 필터 캠페인

[SNS 콘텐츠] [AR 페이스 필터 시연]



비비고
생선구이
캠페인
2020.02 

CJ 제일제당

기획 / 제작 / 미디어 (Youtube / Instagram)

비비고의 신제품, 냉장 생선구이 제품 3종의 제품 특장점을
짧은 단초수 소재 영상으로 담아내어 소구한 IMC 캠페인

총미디어노출수 2,500만건이상기록
생선구이단일품목 100억매출달성및기존대비 360% 상승기록!

https://www.youtube.com/watch?v=259yWWjvefU
https://www.youtube.com/watch?v=259yWWjvefU
https://www.youtube.com/watch?v=mY7-Cppr2zE
https://www.youtube.com/watch?v=mY7-Cppr2zE


– 비비고 생선구이 캠페인

[포스터 지면][캠페인 영상] [인플루언서 협업]



비비고
잡채
캠페인

CJ 제일제당

기획 / 제작 / 미디어 (Youtube / Instagram)

비비고 잔칫집 모둠잡채 제품을을 비비고 대표 모델 박서준과 함께
모션 포스터 형태의 단초수 영상으로 소구한 IMC 캠페인

총미디어노출수 3,000만건이상기록
비비고잡채의제품인지확산에기여

2020.05 

https://www.youtube.com/watch?v=wYoaMHY1RqE
https://www.youtube.com/watch?v=wYoaMHY1RqE


– 비비고 잡채 캠페인

[SNS 콘텐츠][캠페인 영상][옥외 엘리베이터 LED] [인플루언서 협업]



판피린
박보영의 허그랜드
캠페인
2018.12 

동아제약

기획 / 제작 / 오프라인 이벤트 / 미디어
(Naver / Kakao / Between / Instagram / Facebook)

허그가 감기를 예방한다는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판피린 모델인 박보영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캠페인 진행

총미디어노출수 1,247만건이상기록
오프라인이벤트를통한행사노출효과 25,000여명기록! (2Days 기준)

https://www.youtube.com/watch?v=_jBjryrOa6w
https://www.youtube.com/watch?v=_jBjryrOa6w


– 동아제약 판피린 박보영의 허그랜드 캠페인

[프로모션 사이트]

2018 웹어워드코리아
공공/의료부문제약분야대상



– 동아제약 판피린 박보영의 허그랜드 캠페인

[DA] [Facebook]



– 동아제약 판피린 박보영의 허그랜드 캠페인

[BTL 컨텐츠]



터비뉴겔
디지털
IMC 캠페인

동아제약

기획 / 제작 / 온라인 광고 (Youtube / SMR / NAVER / KAKAO / INSTAGRAM)

2020년 하반기 (디지털) : 무좀을 각질로 오인할만한 상황들을 짧은 범퍼 영상과 배너로
만들어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 한 디지털 캠페인

총미디어노출수 2억 3천만건이상기록동종업계평균대비노출 16% 클릭 14% 영상조회수 28% 초과확보(2020년하반기기준)
캠페인미집행대비브랜드캐워드검색량 98% 증가 (NAVER 검색광고시스템기준)

2020.05 

2020 웹어워드코리아
공공/의료부문제약분야최우수상

https://www.youtube.com/watch?v=259yWWjvefU
https://www.youtube.com/watch?v=259yWWjvefU
https://www.youtube.com/watch?v=v3LDD47a1-A
https://www.youtube.com/watch?v=v3LDD47a1-A


– 동아제약 터비뉴겔 디지털 캠페인 (홈페이지)

[Mobile 웹사이트 구축] [PC 웹사이트 구축] [광고 TPO 배너]



– 동아제약 터비뉴겔 디지털 캠페인 (영상)

[대패편]

[제초편]



백설
고소함가득참기름
디지털 캠페인
2020.08 

CJ 제일제당

기획 / 제작 / 미디어 ( Instagram / Naver / Kisnote / 10000recipe )

리뉴얼 론칭 신제품을 위한 디지털 캠페인으로서, 광고 및 바이럴을 통해
프로모션 사이트로 트래픽을 집중하여, 브랜딩 및 세일즈 연계를 고려한 캠페인 기획

캠페인이후관련콘텐츠기존대비 20.21% 증가, KPI 113.02% 달성
SEO작업통해생산콘텐츠의검색최적화노출달성율총 236.84% 기록

2020 웹어워드코리아
프로모션부문대상

https://www.youtube.com/watch?v=ul5VLlyudp0
https://www.youtube.com/watch?v=ul5VLlyudp0
https://www.youtube.com/watch?v=eNaDf2Cl_WM
https://www.youtube.com/watch?v=eNaDf2Cl_WM


– 백설 고소함 가득 참기름 캠페인

[프로모션 사이트] [미디어]



– 백설 고소함 가득 참기름 캠페인

[바이럴 비디오 제작 – 참기름 잡채 김밥] [바이럴 비디오 제작 – 참기름 라떼]



고메
돈카츠
캠페인
2020.07~09

CJ 제일제당

기획 / 제작 / 미디어 (Instagram)

‘카츠 맛집 그대로 집에서, go! 고메 돈카츠’ 슬로건 아래
숏비디오를 제작하여 이를 중심으로 디지털/OOH 매체 집행 및 바이럴

영상중심의매체&지면을믹스하여 1,624만 View로예상대비 236% 달성,
온라인바이럴을통해 6만이상의 Interaction을기록

https://youtu.be/lJrI_XseI4Y
https://youtu.be/lJrI_XseI4Y


– CJ고메 돈카츠 캠페인

[바이럴 비디오 제작 – 15s 풀버전, 6s 범퍼AD]



– CJ고메 돈카츠 캠페인

[OOH – 엘리베이터 타워보드 영상][OOH – 지하철 스크린도어 KV]



– CJ고메 돈카츠 캠페인

[미디어] [체험단]



백설
컵전
디지털 캠페인
2020.07 

백설컵전 제품별 TPO에 맞춘 범퍼 영상을 제작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주요 타겟인 3050 여성에게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구매 유도

다양한미디어광고를통한유입으로리그램이벤트약 600명, 후기이벤트 300명참여!
총미디어노출수약 2,500만건기록및조회수약 220만건기록

CJ 제일제당

기획 / 제작 / 미디어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Youtube / Instagram / SMR / Kakao / 키즈노트 / Naver)

https://www.youtube.com/watch?v=R4Z99OM2SR0
https://www.youtube.com/watch?v=R4Z99OM2SR0


– 프로모션 사이트

[프로모션 사이트]



–DA제작

[키즈노트-메인배너] [키즈노트-리스트DA] [키즈노트-종료팝업]

[네이버 브랜드검색]



– 범퍼 영상 제작

[야식편]

[간식편]

[비오는날편]

[유튜브, SMR, 인스타그램, 카카오모먼트]

https://www.youtube.com/watch?v=R4Z99OM2SR0

[영상 바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R4Z99OM2SR0
http://beksul-cupjeon.co.kr/


백설
식용유
캠페인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가벼워지고, 
컬러를 빼고 투명해진 백설 식용유 소비를 통해
지구를 위한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IMC 캠페인 진행

총미디어노출수 224만건이상기록, 약 4,090만유동인구에게옥외광고노출
백설유퀴즈 & 공유이벤트 8천명이상참여기록

2020.09 

CJ 제일제당

기획 / 제작 / 미디어 / 프로모션 사이트 구축

2020 웹어워드코리아
식음료분문대상



– 프로모션 사이트

[MOB][WEB]



– DA 및 옥외 광고 제작

[옥외광고][캠페인 DA]

[옥외광고][캠페인 DA]



팸퍼스
이커머스 연간 운영

2019.07~2021.01 (진행중)

한국P&G

기획 / 제작 / SNS 채널 운영 (Youtube / Instagram)

세계 판매 1위 기저귀 브랜드 P&G 팸퍼스의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로 선정되어
E-commerce 를 중심으로 SNS, 프로모션 등의 디지털 마케팅 진행

브랜드인지도및신뢰도상승을목적으로하는 Creative asset제작을통해
온/오프라인에서의팸퍼스제품구매유도



–이커머스 프로모션 &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 리플렛 / SNS 콘텐츠 / 광고배너 / 체험단 / 카카오옐로우박스



페브리즈
‘빠지기는 빠지더라’
E-커머스 캠페인
2018.11 

한국P&G

기획 / 제작 / 운영

‘빠지기는 빠지더라 캠페인’의 TVC를 중심으로 11번가 단독 기획전을 오픈하여
영상 공유 및 퀴즈 이벤트를 통해 브랜딩 프로모션에서 세일즈까지 연결시킨 커머스 캠페인

다양한이벤트진행및 KV 영역을 GIF으로제작하여생동감있는기획전표현으로
2018 A.N.D.(&) AWARD DIGITAL AD & CAMPAIGNS 부문 e-Commerce 분야대상수상



– 페브리즈 ‘빠지기는 빠지더라’ E-커머스 캠페인

[GWP 제작 - 한정 뱃지팩]

[11번가 단독 기획전]

2018 &어워드코리아
이커머스캠페인대상수상



제6회
다링
안심캠페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나눔걷기 캠페인의 안내 및
사전모집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 및 온라인 홍보 진행

타겟 관련 매체를 선정하여 광고 게재
오프라인 홍보 위주였던 1~5회 캠페인 대비 높은 홍보 및 참여율을 기록
총 4주의 모집 기간 중 2주 만에 모집 인원 조기 달성

법무부 산하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기획 / 제작 / 미디어

2019.05 



– 제6회 다링안심캠페인

[프로모션 사이트-모바일][프로모션 사이트-웹]



– 제6회 다링안심캠페인 DA

[페이스북] [카카오모먼트] [인스타그램 / 클래스팅]



제7회
다링
안심캠페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나눔걷기 캠페인
대신하여 온라인 다링안심캠페인 진행

퀴즈이벤트와리그램이벤트진행및인스타그램인플루언서제휴콘텐츠를통해
일주일만에이벤트참여자 4,000명달성
광고모니터링을통한효율적인운영으로예상대비노출 157%, 클릭수 130%, CPC 180원▼달성!

법무부 산하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기획 / 제작 / 미디어

2020.07 



– 제7회 다링안심캠페인

[프로모션 페이지–웹 / 모바일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DA]



– 제7회 다링안심캠페인

[SNS 확산 소재] [SNS 소비자 참여 기타 후기]



VIDEO

CAMPAIGN



비비고
칼국수
캠페인
2018.12 

CJ 제일제당

기획 / 제작 / 미디어 (Youtube / Instagram / Facebook)

냉동식품 시장의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새롭게 출시된 칼국수 제품을
재치있는 톤앤매너의 영상으로 담아내 진행한 IMC 캠페인

총미디어노출수 2,700만건이상기록
캠페인을통해 ROAS 4.9X 증가

https://www.youtube.com/watch?v=259yWWjvefU
https://www.youtube.com/watch?v=259yWWjvefU
https://www.youtube.com/watch?v=GTT_Xt7hzVk
https://www.youtube.com/watch?v=GTT_Xt7hzVk


– 비비고 칼국수 캠페인

[DA]

[캠페인 영상]

비비고칼국수캠페인
Facebook for Business

캠페인 성공사례 등재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business/success/bibigo-korea


판피린
디지털
IMC 캠페인

동아제약

기획 / 제작 / 온라인 광고 (Youtube / SMR / IPTV / 지상파 )

2020년 상반기 (디지털) : 증상별 범퍼 영상을 제작하여 초기 감기엔 판피린! 이라는 슬로건으로 브랜드 정인지 유도
2021년 상반기 (공중파) : 액상이라 빠른 판피린의 효능을 강조하는 3D 영상을 제작

총미디어노출수 1억 1천만건이상기록 (2020년상반기기준)
경쟁사대비해당기간동안 3배이상높은브랜드검색량기록

2020.03 & 2021.01 

https://www.youtube.com/watch?v=c5m6Ta14wug
https://www.youtube.com/watch?v=c5m6Ta14wug


– 동아제약 판피린 영상 캠페인 (2020년 상반기 범퍼)

[2020년 상반기 영상]

[기침편]

[콧물편]

[오한편]



[2021년 상반기 영상]

– 동아제약 판피린 영상 캠페인 (2021년 상반기 TVC)



한국공학한림원
Be My Hero
디지털 캠페인
2020.10 

한국공학한림원

기획 / 제작 / 미디어(Facebook / Instagram)

캠페인 메시지를 담은 바이럴 영상 제작하여, 영상을 활용한 이벤트를 통해 대중
들이 공학자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전개된 디지털 캠페인

24만높은영상시청횟수기록및목표 KPI 대비노출수 199.5% 달성

https://www.youtube.com/watch?v=nQ68ksJ_Jbs
https://www.youtube.com/watch?v=nQ68ksJ_Jbs


– 한국공학한림원 Be My Hero 캠페인

[바이럴 영상]



비비고
단지김치
영상 제작
2020.12 

CJ 제일제당

기획 / 제작

장독대의 김치 발효과학을 용기 패키지로 재현한
비비고 단지김치의 국내/글로벌 광고 영상 제작

제품의특장점인숨쉬는신선밸브패키지의
제품특장점을소비자들에게시각적으로전달 !

https://www.youtube.com/watch?v=vh7EKaPRu88
https://www.youtube.com/watch?v=vh7EKaPRu88


– 비비고 단지김치 영상 제작

[캠페인 영상 - 글로벌용][캠페인 영상 - 국내용]



쇼핑연계
라이브
커머스

CJ 제일제당 / 한국 P&G

기획 / 제작 / 미디어 (Naver Shopping Live)

네이버 쇼핑 라이브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 및 쇼호스트와 협업하여
브랜드 주력 상품 판매를 위한 라이브 커머스 진행

인플루언서및쇼호스트의영향력을통해
평균조회수 3만건이상기록하며, 성공적인라이브커머스진행

https://shoppinglive.naver.com/replays/12256
https://shoppinglive.naver.com/replays/12256
https://shoppinglive.naver.com/replays/42758
https://shoppinglive.naver.com/replays/42758
https://shoppinglive.naver.com/replays/12256
https://shoppinglive.naver.com/replays/12256


– 인플루언서 라이브 커머스

[CJ 제일제당 비비고] [P&G 팸퍼스]



SOCIAL Media

MKT



비비고
소셜미디어
운영
2017.07 – 2020.12 

CJ 제일제당

기획 / 제작 / 운영 / 미디어

한국의 식문화를 전 세계로 전파하는
글로벌 한식 대표 브랜드 비비고의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

3년반의기간동안약 6만명이상의팔로워를신규확보하며
비비고브랜드의디지털마케팅거점으로서의기능수행



– 비비고 소셜미디어

2017 웹어워드코리아
소셜미디어부문통합대상

2018 웹어워드코리아
소셜미디어부문통합대상

2019 소셜아이어워드
마케팅혁신대상수상

2020 소셜아이어워드
마케팅혁신대상수상

2017 &어워드코리아
소셜미디어부문그랜드프릭스대상수상



보테가베네타
카카오톡
톡채널 운영

카카오톡 채널 운영 업무 진행 (2019.01~2019.12)

19년 5월에는 일러스트레이터 ‘헨킴’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이모티콘제작
이모티콘 배포를 통해약 10만명의플러스친구달성

그 외 상반기·하반기 DA 광고를 통해 플러스 친구 모집/유지 활동 진행

LVMH그룹

기획 / 제작

2019.01 



–카카오톡채널 연간 운영 및 이모티콘 제작

[카카오톡채널 운영] [이모티콘 제작]



–DA 제작

[친구모집을 위한 DA 제작]



VIRAL

CAMPAIGN & 

Celebrity PPL



셀러브리티
협업 PPL

CJ 제일제당 / 동아제약

기획 / 제작 / 미디어 (Youtube / Instagram)

코어팬들과 연결된 셀러브리티들과 함께
친근한 톤앤매너로 협업한 제품 포스팅

제품신뢰도상승을유도하고폭발적인반응다수생성하며
성공적으로제품온/오프라인구매유도

https://www.youtube.com/watch?v=wYoaMHY1RqE
https://www.youtube.com/watch?v=wYoaMHY1RqE
https://www.instagram.com/p/B9yAyEBJMvX/
https://www.instagram.com/p/B9yAyEBJMvX/


– 셀러브리티 협업 PPL

[비비고 잡채 – 윌리엄 해밍턴 / 장민호]

[비비고 생선구이 –
윌리엄 해밍턴]

[동아제약 판피린 –
김신영, 안영미, 다영]



마몽드
바이럴 캠페인

아모레퍼시픽

기획 / 섭외 / 배포 (Blog)

뷰티 관련 인플루언서 (헤어라인 상태확인) 한 전략적인 컨택
다양한 연령대의 인풀루언서를 섭외하여 제품 리뷰 콘텐츠 시딩

뚜렷한 Before & After 비교로제품특장점을극대화하고 (총인터렉션 406건달성)
핵심키워드 #마몽드헤어팡팡, #올리브헤어쿠션검색시포털검색상위 1~5위노출



– 마몽드 바이럴 캠페인

[ 마몽드 로즈세럼 인플루언서 MKT] [ 마몽드 헤어팡팡 인플루언서 MKT]



해찬들
된장찌개
바이럴 캠페인
2020.10 

CJ 제일제당

기획 / 섭외 및 제휴 / 배포 (Youtube / Instagram / Blog)

요리 전문 인플루언서의 코퀄리티 시딩 콘텐츠를 통해
제품 관련 핵심 키워드의 상위 노출 다량 확보 및 자연스러운 제품 리뉴얼 출시 홍보

18만 2천회이상노출수기록및목표 KPI 대비약 130% 달성
콘텐츠별세일즈유입전략으로온/오프라인구매유도

https://www.youtube.com/watch?v=McYnYhvJUB4&t=12s
https://www.youtube.com/watch?v=McYnYhvJUB4&t=12s


– 해찬들 그대로 끓여먹는 된장찌개 바이럴 캠페인

[브랜디드 콘텐츠]
만개의 레시피

[브랜디드 콘텐츠]
유튜버 자취요리신

[온라인 바이럴]



백설
인절미호떡믹스
바이럴 캠페인
2020.12 

CJ 제일제당

기획 / 섭외 및 제휴 / 배포 (Instagram / Blog)

인스타그래머&파워블로거&파워 푸드 채널을 통해
백설의 신제품, 인절미 호떡믹스 론칭 홍보

총인터랙션 3만건이상기록하며인플루언서및파워블로거의
영향력을통해신제품에대한긍정적인반응다수생성



– 백설 인절미 호떡믹스 바이럴 캠페인

[파워 푸드 채널 – 오늘 뭐먹지][파워블로거][인스타그래머]



햄스빌
바로먹는햄
런칭 캠페인

CJ 제일제당

기획 / 미디어 (Instagram / Naver / SA  / 브랜디드콘텐츠 DA)

바로 먹을 수 있는 햄스빌의 콜드컷햄 제품을 활용하여
푸드전문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3차에 걸쳐 다양한 TPO 플레이팅 콘텐츠 제작 및
샘플링 이벤트를 통한 소비자 체험 확산. 

100여건이상의 TPO 제시포스팅배포및브랜디드콘텐츠 DA를통한노출극대화 (약 800만노출 8만 ER 달성)
콜드컷햄인지도선점및 SALES 연계

2020.09 – 2020.12 



– 햄스빌 바로먹는 햄 바이럴 캠페인

[인스타그래머 / 파워블로거/ 브랜디드콘텐츠DA /샘플링이벤트 / SA 기획전연계 ]



DIGITAL 

CREATIVE



LVMH 
브랜드 캠페인
Creative 운영

LVMH그룹

제작

약 6년간 LVMH 명품 뷰티 브랜드 광고 Creative 제작
DIOR / LOUIS VUITTON / KENZO 외

2015.01~2021.01 (운영중) 



– LVMH

[Louis Vuitton]



– LVMH

[Dior]



– LVMH

[Kenzo]



– LVMH

[BVLGARI]



– LVMH

[Rolex][Fendi]





GUUCI / BOTTEGA VENETA - THE SOME Creative emoticons



동아제약 판피린 / THE SOME Creative Emoticons



THE SOME Creative Emoticons



ⓒ

Website
-
www.tsome.co.kr
blog.naver.com/tsome
www.facebook.com/tsome.co

Contact
-
Tel. +82-2-521-5534
Fax. +82-2-521-5539
E-Mail. tsome@tsome.co.kr

Address
-
4F, Gangnamdaero 464, 
Gangnam-gu, Seo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