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INUS
2010 - 2021

사람들은 끊임 없이 Story를 만들고, 수많은 Story들은 Trend를 형성하고, 사람들은 서로 공유하며 살아 갑니다.
우리는 그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창의적인 Contents와 가치 있는 Story로 브랜드와 사람의 소통과 연결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Creative Communication Group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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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TREND
SOCIAL
아이너스는 고객의 이야기를
변화하는 마케팅 트렌드에 맞춰
소셜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관점으로 재구성하고 표현하며
고객과 소비자 간 체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공간을 설계합니다.
크리에이티브한 콘텐츠와 가치 있는 이야기로
브랜드와 사람의 소통과 연결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트
파트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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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BRAND COMM.
우리의 사업영역은 고객과 브랜드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계획하여 고객지향적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며,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 고객이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각화합니다.

CONTENTS PLANNING

STORY TELLING

SNS DESIGN

PLANNING

Trend Analysis
Marketing Consulting
Integrated Marketing
Marketing Promotion

Communication Design
Copy Writing
Film Making

Social Media Planning
SNS Management
Viral Marketing

Web/App Planning & Development
New biz strategy &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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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아이너스는 국내 유수 그룹사의 소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회사로
가치 있는 스토리로 기업과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공간 속에서 브랜드와 고객을 연결하는 소셜 마케팅 전문 에이젼시 입니다.

주식회사 아이너스 / INUS Inc.

회사명

설립일

2010년 07월 01일

자본금

사업
분야

1억원

온라인 마케팅
국내 소셜 마케팅 / 글로벌 소셜 마케팅
영상제작 / BTL 캠페인
웹, 모바일 사이트 구축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2
AAn타워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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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아이너스는 콘텐츠를 통한 마케팅에 최적화된 콘텐츠 크리에이션 중심의 조직으로 운영되어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최고의 콘텐츠로 소셜마케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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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CONTENTS

DESIGN

PHOTO / VIDEO

DEVELOPMENT
※ 경영지원 인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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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10-2013
2010
07
08
10

주식회사 아이너스 설립
현대자동차 글로벌 소셜 VOC 조사
현대자동차글로벌 소셜마케팅 컨설팅

2011
03
05
08

현대자동차 글로벌 페이스북 운영 대행
아디다스코리아 SNS 마케팅 컨설팅
서울시향 유럽투어 영상 촬영 (현대자동차 후원)

09
11
11

현대자동차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영상 촬영
필립스코리아 페이스북 구축
LG 디스플레이 유업 3개국 페이스북 프로모션 진행

2012
01
03
04

현대자동차 글로벌 페이스북 운영 연장
한국야쿠르트 프로젝트윌 페이스북 운영
현대카드 컬쳐프로젝트 제이슨므라즈 캠페인 운영

05
07

현대자동차 유로2012 팀현대 페이스북 운영
LG모바일 옵티머스4X 런던올림픽 프로모션 기획

2013
01
02
03
05

현대자동차 글로벌 페이스북 운영 연장
현대자동차그룹 페이스북 운영
삼성IT 코리아 페이스북, 블로그 운영
씨티은행 콩나물통장 페이스북 운영

06
07
08
09
10

현대자동차그룹 기프트카 캠페인 운영
LG모바일 G2 런칭 마이크로사이트 개발
김영사 “먼나라 이웃나라” 완간 프로모션
씨티은행 페이스북 운영
LG패션 일꼬르소 페이스북 운영

HISTORY
2014-2017
2014
01
01
03

삼성IT 코리아 페이스북 운영 연장
농수산물유통공사 글로벌 소셜마케팅 운영
삼성그룹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운영

03
06
12

현대자동차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영상 촬영
필립스코리아 페이스북 구축
LG 디스플레이 유업 3개국 페이스북 프로모션 진행

2015
01
03
04

삼성IT 코리아 페이스북 운영 연장
롯데백화점 SNS 마케팅 대행
쉐보레코리아 SNS 마케팅 대행

06
12

롯데렌터카 SNS 마케팅 대행
CJ E&M MAMA 콘서트 글로벌 소셜 운영

2016
01
01
01

CJ E&M MAMA 콘서트 글로벌 소셜 운영
삼성IT 코리아 페이스북 운영 연장
롯데백화점 SNS 마케팅 운영 대행 연장

06
09
12
12
12

롯데렌터카 SNS 마케팅 대행 연장
KFC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운영 대행
왓슨스코리아 플친 마케팅 대행
키즈현대 SNS 마케팅 대행
롯데월드타워&몰 SNS 마케팅 대행

2017
01
01
01
04

왓슨스코리아 플친 마케팅 대행
롯데월드타워&몰 SNS 마케팅 대행
KFC 카카오플러스친구 운영 대행
마몽드 마음까지 꽃 페북 캠페인 대행

06
10
12
12
12

글로스퍼 페이스북 마케팅 대행
삼성SDS 스마트도어록 페이스북 마케팅 대행
롯데호텔 SNS 마케팅 대행
롯데렌터카 SNS 마케팅 대행 연장
키즈현대 SNS 마케팅 대행 연장

HISTORY
2018-2020
2018
01
06
06
06

롯데칠성음료 SNS 마케팅 대행
우송대학교 SNS 마케팅 대행
형지엘리트 SNS 마케팅 대행
하만 렉시콘 SNS 마케팅 대행

12
12
12

OB맥주 글로벌 시즐영상 및 키비주얼 제작
롯데호텔 SNS 마케팅 대행 연장
현대자동차 Hear 웹서비스 운영 대행

2019
01
01
01
02
06
06

키즈현대 SNS 마케팅 대행 연장
롯레렌터카 SNS 마케팅 대행
녹십자(보비니) 인스타그램 운영
씨티은행 플러스친구 운영
우송대학교 SNS 마케팅 대행
형지엘리트 SNS 마케팅 대행 연장

07
08
09
10
10

비트탑 온라인 온라인 마케팅 대행
롯데렌터카 Auto캐요TV 유튜브 채널 런칭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캠페인 대행
OB맥주 중국 런칭 시장 조사
한국교총 사제동행 캠페인 페이지 구축

2020
01
01
01
03
03
04
04

하이네캔 애플폭스 키비주얼 및 영상 제작
인디고TV 유튜브 운영 수주
한국교총 웹사이트 개편 수주
기아자동차 캬TV 영상 제작 수주
OB맥주 카스 중국 웨이보 마케팅 수주
롯데호텔월드 소셜마케팅 수주
롯데칠성 소셜마케팅 수주

06
07
10
10

아가방 퓨토 인스타그램 마케팅 수주
우송대학교 SNS 기반 온라인 마케팅 및 광고 제작 수주
LG 유플러스 유샵 라이브 영상 제작
기아자동차 캬TV 영상 제작 연장

CLIENT
아이너스와 함께 많은 국내 기업들이
성공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성공적인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NUS Inc. 2020. All Rights Reserved

INUS PORTFOLIO
2010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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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MOTOR WORLDWIDE
SNS MANAGEMENT
운영기간
2010년 ~ 2013년

운영내용
§ 현대자동차 글로벌 소셜네트워크 구성 운영
- 페이스북 / 유튜브 / 구글플러스
§ 현대자동차 브랜딩 바이럴 영상 제작
- 상해모터쇼 취재
- 서울시향유럽투어 바이럴영상
- 프랑크푸르트모터쇼 취재
- 뉴욕모터쇼 취재
§ 현대자동차의 월드컵 지원 소셜네트워크
현대풋볼 페이스북 운영

운영성과
현대자동차 글로벌 페이스북의 브랜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운영 초기 2만명의 팬에서 시작하여
운영 종료시 약 290만명의 팬 확보 운영
(2012년 페이스북 운영 성공사례 선정)

aT K-FOOD
GLOBAL SNS MANAGEMENT
운영기간
2014년

운영내용
§ K-Food 소셜 채널
- 웨이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소셜 마케팅 진행
§ 웨이보를 활용한 파워웨이보 활용 마케팅 진행

운영성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K-Food 프로젝트를
위한 중국 지역 웨이보 마케팅 진행
§ 글로벌 타겟의 마케팅을 위해 페이스북 및 유튜브
마케팅 병행 진행
§ 한류를 바탕으로 한 중국지역의 K-Food 관련
관심 증대에 기여

CJ E&M MAMA
GLOBAL SNS MANAGEMENT
운영기간
2015년

운영내용
§ CJ E&M MAMA 운영 채널
- 웨이보 / 메이페이 / 도우반
§ CJ E&M의 아시아 뮤직 어워드 홍보를 위한
중국 중요 소셜 채널 홍보 대행

운영성과
§ CJ E&M Mnet 2015 MAMA 행사의 중국내 SNS
채널 웨이보, 메이페이, 도우반
채널의 운영을 통해 행사의 사전 붐업
프로모션 진행
§ 행사 진행 전반에 걸친 소셜 홍보 운영 대행
§ 중국의 언어적 특성을 대응하기 위해
북경어, 광동어 언어가 가능한 원어민
운영인력 활용하여 원활한 번역 지원 및
실시간 대응을 진행

HYUNDAI MOTOR GROUP
FACEBOOK MANAGEMENT
운영기간
2013년

운영내용
§ 현대자동차그룹의 페이스북 연간 운영 대행
§ 현대자동차 페이스북을 통한 캐쥬얼한 소비자
커뮤케이션 진행

운영성과
§ 소비자 중심의 캐쥬얼한 소셜마케팅을 통한
현대자동차그룹 소셜마케팅의 근간 마련
(이후 페이스북을 필두로 국내 소셜 채널 전반에
걸친 채널 확장 및 소셜마케팅 활동 진행)

GIFT-CAR SEASON 4 CAMPAIGN
COMMUNITY MANAGEMENT
운영기간
2013년

운영내용
§ 기프트카 시즌4 블로그 운영 및 이벤트 진행
§ 기프트카 시즌4 신청자들에 대한 창업 교육
및 창업 후기 콘텐츠 전국 취재 진행

운영성과
§ 단순 취재 콘텐츠를 창업자의 신청부터
창업까지 개인사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형태의 콘텐츠로 개편 진행
§ 창업 관련 지원자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개별 커뮤니티 운영

SAMSUNG GROUP
FACEBOOK MANAGEMENT
운영기간
2014년

운영내용
§ 삼성그룹의 브랜드 저널리즘 구현을 위해
삼성그룹 뉴스룸 블로그와 연계한
브랜드 콘텐츠 제작 및 페이스북 운영

운영성과
§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및 페이스북 사용자 대상
이벤트 진행을 통해 국내 최대 페이스북 유저인
300만명 모집 달성
§ 삼성IT 페이스북과 더불어 소셜을 통한
브랜드 저널리즘 형성 및 발전에 기여함

SAMSUNG TOMORROW
FACEBOOK MANAGEMENT
운영기간
2014년

운영내용
§ 삼성전자의 모든 소식을 포괄하는
뉴스룸 형태의 페이스북 운영
§ 삼성전자 블로그의 소식을 소셜 팬들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각색, 재창조하여 운영

운영성과
§ 삼성투모로우의 팬 규모를 운영 초기 50만명에서
80만명까지 확보
§ 삼성전자의 브랜드저널리즘 구현

SAMSUNG IT KOREA
SNS MANAGEMENT
운영기간
2013년 ~ 2016년

운영내용
§ 삼성전자 디지털기기 통합 SNS 운영
- 페이스북 / 블로그 / 트위터
- 유튜브 (삼성IT / 삼성TV)
§ 삼성전자의 다양한 디지털 행사 취재

운영성과
삼성전자의 디지털기기(노트북, 메모리, TV
프린터, 스피커)의 통합 SNS 채널 구축 및 운영으로
분산되어 있던 소셜커뮤니케이션 창구 일원화

LOTTE DEPARTMENT STORE
SNS MANAGEMENT
운영기간
2015년 ~ 2016년

운영내용
§ 롯데백화점 전체 SNS 마케팅 진행
- 블로그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카톡플러스친구
§ 롯데백화점 바이럴 영상 제작
- 이세영, 권혁수 바이럴 영상
- 가스파드 & 리사 캠페인 바이럴 영상
- 화장법 관련 시리즈 영상

운영성과
§ 소셜 통합 운영을 위해
블로그를 중심으로 한 소셜채널 통합 운영으로
롯데 계열사 중 마케팅 랭킹 5위 달성 (2016년)
§ 블로그 통합 운영을 통한 일 방문 5000명 달성
§ 페이스북 100만 팬 초과 달성

MAMONDE 마음까지 꽃
FACEBOOK MANAGEMENT
운영기간
2017년

운영내용
§ 마몽드 마음까지 꽃 캠페인 페이스북 운영
§ 셀럽을 활용한 일반 고객 고민 상담 캠페인
- ”요조” 고민 상담 페이스북 라이브
- ”비투비” 고민 상담 페이스북 라이브
§ 단순 정보 전달형태의 소셜 운영을 넘어
고객의 고민을 접수하고 셀럽을 통해
고객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방송 컨셉의
페이스북 캠페인 페이지 운영

운영성과
고객의 고민을 바탕으로 한 페이지 운영
현장 방송형태의 캠페인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인터랙션 증대

LOTTE WORLD TOWER
SNS MANAGEMENT
운영기간
2017년

운영내용
§ 롯데월드타워 SNS 운영 대행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유튜브
§ 롯데월드타워 캠페인 영상 생중계
- 2016년 연말 카운트다운 페북 생중계
- 2017년 김자인 챌린지 페북/유튜브 생중계
- 2017년 그랜드오픈 불꽃축제 페북 생중계
§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을 통한 롯데월드타워의
다양한 내부 행사소식 전달 및 인트렉션 캠페인
진행 중

운영성과
2016년 대비 팬 인터랙션 150% 상승
현장 행사의 이슈화를 위한 소셜 라이브 중계 접목

KIDS HYUNDAI
SNS MANAGEMENT
운영기간
2014년 / 2017년 ~ 2019년

운영내용
§ 키즈현대 전체 소셜 채널 운영
- 블로그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트위터
§ 현대자동차의 어린이 안전,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캠페인 진행
§ 블로그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베리에이션으로
효율적인 채널 운영

운영성과
§ 키즈현대 소셜 채널 네트워크 구성
§ 어린이 안전 환견과 관련한 픽션동화 기획
제작으로 안전, 환경 정보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제작
§ 안전환경 포스터 제작으로 안전환경에 대한
어린이들의 경각심을 높임

LOTTE RENT A CAR
SNS MANAGEMENT
운영기간
2015년 ~ 2019년

운영내용
§ 롯데렌터카 전체 소셜채널 운영
(블로그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 트위터)
§ 롯데렌터카 지점 운영 관련 취재 및
신차 소개를 위한 시승 취재
§ 신차장기렌터카 신청 상담 촉진을 위한
연간 캠페인 진행

운영성과
§ 인수합병으로 인한 사명변경으로 신규 블로그
런칭 및 운영 6개월 후 일 방문자 3,000명으로
최단기간 정상화
§ 블로그를 중심으로 한 롯데렌터카의
브랜드 저널리즘 시스템 구축
§ 롯데렌터카 소셜광고의 포스팅별 타겟 광고로
광고효율 극대화
§ 2017년 롯데그룹 평가 6위 달성 (정성평가 2위)

LOTTE CHILSUNG
SNS MANAGEMENT
운영기간
2015년 / 2018년 / 2020년

운영내용
§ 2015년 롯데칠성음료의 통합 블로그 운영
§ 2018년 롯데칠성음료 SNS 전채널 운영
§ 2015년 라디오 컨셉의 블로그 개편을 통해
다양한 롯데칠성의 모든 음료를 통합하는
콘텐츠 허브 구축
§ 2018년 브랜드별 운영 컨셉 개발 및 통합 운영
§ 2020년 통합 SNS 운영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성과
§ 블로그 일일 방문자 2500명으로
기존 대비 200% 방문자 증가 기록
§ 롯데칠성의 타 제품 브랜드 소셜채널과의
코마케팅 활성화

LOTTE HOTEL & RESORT
SNS MANAGEMENT
운영기간
2018년~2019년

운영내용
§ 롯데호텔 SNS 전 채널 마케팅 대행
블로그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트위터 / 포스트
§ 롯데호텔의 글로벌 소셜마케팅을 위한 다국어
운영 지원 (영어, 일본어, 중국어)
§ 본사 및 지점 홍보를 위한 현장 취재 촬영
§ 인플루엔서를 활용한 해외지점 스케치 홍보 영상 촬영

운영성과
§ 롯데호텔 예약 전환율 향상을 위한 페이스북
전환추적 마케팅 진행
§ 롯데호텔의 다양한 패키지 상품 소개를 위한
네이버 포스트 적극 활용
§ 고객의견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으로 브랜드와
고객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WOOSONG UNIVERSITY
SNS MANAGEMENT
운영기간
2018년~2020년

운영내용
§ 우송대학교 SNS 전 채널 마케팅 대행
블로그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트위터
§ 우송대학교 재학생, 예비 수험생 타켓 콘텐츠 발행
§ 우송대학교 온라인 마케팅 대행
§ 우송대학교 오프라인 광고(버스/지면) 진행

운영성과
§ 우송대학교 예비 수험생 및 재학생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로 운영
§ 정보 전달 위주의 SNS가 아닌 마케팅 차원의 SNS로
운영하며 우송대학교 관심 타겟층 확대

HYUNGJI ELITE
SNS MANAGEMENT
운영기간
2018년~2020년

운영내용
§ 엘리트학생복 SNS 전 채널 마케팅 대행
블로그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유튜브
§ 엘리트학생복 모델 소셜영상 촬영
§ 엘리트홈페이지 리뉴얼 및 유지보수

운영성과
§ PC/Mobile 채널 유입 경로 확대를 위한
반응형 웹 사이트로 리뉴얼
§ 브랜드 주 구매층인 13-18세대 트렌드를 타겟 운영

HARMAN LEXICON
FACEBOOK MANAGEMENT
운영기간
2018년

운영내용
§ 하만 Lexicon 페이스북 운영
§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인 Lexicon 브랜딩을 위한
유튜브 영상광고 진행

운영성과
§ Lexicon 페이스북 SNS 채널 구축 및 운영으로
소셜 마케팅 활성화
§ Lexicon 브랜딩 영상의 유튜브 150만 View 달성

HYUNDAI CARD
ON-OFFLINE CAMPAIGN
캠페인 요약
현대카드 컬쳐 프로젝트 제이슨 므라즈 내한공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증대 시키기 위해 시리즈 영상, 소셜미디어 연계 확산,
오프라인 현장 프로모션의 유기적인 연계로 공연 이슈 메이킹에 성공

캠페인 성과
§ 캠페인 참여자 : 50,142명
§ 캠페인 영상 조회수 : 170,000회

YOUHAN-KIMBERLY
ON-OFFLINE CAMPAIGN
캠페인 요약
유한킴벌리 스카트 홍보를 위한 온라인 요리 레시피 접수 및
오프라인 요리 경연대회인 스카트 맛쉐프코리아 진행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완벽한 IMC 캠페인 진행

캠페인 성과
§ 캠페인 참여자 : 4,324명
§ 오프라인 경연 참가자 : 10명

LOTTE DEPARTMENT STORE
MAKE-UP SHOW
캠페인 요약
롯데백화점의 팝업스토어 홍대 엘큐브 홍보를 위해
MCN 이사배를 섭외, 인생셀카 메이크오버를 소셜과 연계한 오프라인 행사 진행
백화점의 주요 고객인 2030여성의 취향 및 셀카트랜드를 접목한
메이크업쇼 진행

캠페인 성과
§ 캠페인 참여자 : 1,103명
§ 오프라인 캠페인 및 캠페인 영상 촬영을 통한 사후 홍보

LOTTE RENT A CAR
LOUNG L. DID DESIGN
개발 요약
롯데렌터카의 월드타워 다이버홀 전시공간인 LOUNG L.의 롯데렌터카 DID 디자인 및 개발
상담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아이패드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개발

LOTTE RENT A CAR
YOUTUBE CAMPAIGN CHANNEL
운영 요약
롯데렌터카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가 정비 채널 “Auto케요 TV”채널을 별도 운영
매주 새로운 자가 정비를 주제로 롯데렌터카 유튜브 TV 운영 (https://www.youtube.com/channel/UCW1lmOtqyfhwJYBXL22Ew9g)

KIA MOTORS
YOUTUBE CHANNEL
운영 요약
기아자동차의 예능형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캬TV 프로그램 시리즈 제작
시즌 형태의 시리즈로 기존 브랜드 영상을 예능형으로 각색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친숙하게 기아차를 접할 수 있는 영상 제작
(https://www.youtube.com/channel/UC6Im3VweLhYbiT2qYTIP6nw)

[FILM/VIDEO Making] VIRAL & CAMPAIGN VIDEO
CAMPAIGN VIDEO
§ 2012 현대차 월드컵

§ 서울시향 유럽투어 시리즈 2 (현대자동차)

§ 서울시향 유럽투어 종합 (현대자동차)

§ 서울시향 유럽투어 시리즈 1 (현대자동차)

§ 현대카드 컬쳐프로젝트06

§ 롯데월드타워 루미아트쇼 라이브

[FILM/VIDEO Making] VIRAL & CAMPAIGN VIDEO
CAMPAIGN VIDEO & KEY VISUAL
§ OB맥주 CASS 글로벌 씨즐 영상

기존 씨즐영상의 틀을 벗어나 스토리를 입힌 글로벌 타겟
씨즐 영상 제작
CASS 글로벌의 메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인스타그램을
모티브로 CASS의 소셜채널 마케팅 강조와 더불어
다양한 한국 이미지와 함께 NO. 1 한국 맥주 CASS 강조
(https://www.youtube.com/watch?v=SOcfkGulRuA)

§ OB맥주 CASS 글로벌 비주얼
(영미권 타겟)

§ OB맥주 CASS 글로벌 비주얼
(중국, 동남아시아 타겟)

[FILM/VIDEO Making] VIRAL & CAMPAIGN VIDEO
VIRAL VIDEO
§ 피칸토 네일아트 바이럴

§ 롯데백화점 스마트픽 바이럴

§ 롯데렌터카 LPG60 바이럴

§ 롯데렌터카 제주오토하우스 타임렙스

§ 롯데백화점 가스파트앤리사 바이럴

§ 롯데백화점 코리아세일페스타 바이럴

[FILM/VIDEO Making] VIRAL & CAMPAIGN VIDEO
CAMPAIGN VIDEO
§ 마몽드 마음까지 꽃 비투비 FB Live

§ 롯데월드타워 UMF 애프터파티

§ 롯데월드타워 김자인 챌린지 FB Live

§ 마몽드 마음까지 꽃 요조 FB Live

§ 롯데렌터카 KLPGA 영상

§ 롯데호텔 캠페인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