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grated
Brand Marketing Company
고객과브랜드가모두공감할수있는통합브랜드마케팅을위해
고객관점에서브랜드의가치를재발견할수있는마케팅커뮤니케이션을지향하며
온오프라인에서브랜드를경험할수있는크리에이티브와캠페인을통합기획,실행합니다

/

Who we are



Hunting
TREND

소비트렌드의변화에따라
변화하는마케팅트렌드를찾아냅니다

Finding
WAY

Creating
STORY

브랜드와소비자의
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방안을찾습니다

소비자가브랜드를공감할수있는
커뮤니케이션스토리를제작합니다

/ / /

What we do



기획
커뮤니케이션기획부터
캠페인기획,실행까지

가장효과적인마케팅기획

카피 디자인
소비자가공감하는
브랜드메시지와

커뮤니케이션시나리오개발

브랜드메시지의시각화
매체별특성에맞는다양한

크리에이티브제작

/ / /

영상
광고CF,브랜딩영상부터

유튜브오리지널시리즈까지
다양한타입의영상원스톱제작

/

Team

One-stop marketing process



Strength

현대자동차 글로벌 소셜

OB맥주 CASS 글로벌 소셜
MAMA 콘서트 소셜

현대자동차 글로벌 (3년)
롯데호텔 (3년)
롯데렌터카 (4년)
삼성IT (3년)

현대카드 컬쳐프로젝트

유한킴벌리 맛쉐프코리아
삼성IT IMC 캠페인

캠페인기획/운영경험

글로벌
운영

장기운영

IMC 기획

광고 CF 제작

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캠페인 영상 제작

유튜브 채널 내 소비되는

시리즈 영상 제작
(프로그램 타입 별)

영상형태별제작팀운용

CF

브랜드
홍보영상

오리지널
시리즈

광고 카피라이팅

기업 홍보 및 매거진 작성
SNS 콘텐츠 기획/구성

프로그램 별 영상 기획
시놉시스 및 대본 구성

브랜드 키 비주얼 제작

채널 별 광고 디자인
SNS 콘텐츠 디자인

분야별제작팀구성

작가

방송작가

디자인



Information

회사명 주식회사아이너스 / INUS Inc.

주소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20길 12, Aan 타워 6층, 아이너스

설립일
2010년
07월 05일

자본금 1억원 직원수 19명
사업
분야

디지털마케팅
국내외소셜마케팅
광고영상제작
프로모션캠페인



Clients

Since 2010



History

2010

07.주식회사아이너스설립
08.현대자동차글로벌소셜VOC   조사

2011

03.현대자동차글로벌페이스북운영
08.서울시향유럽투어영상촬영
09.현대차프랑크푸르트모터쇼촬영

2012

01.현대자자동차글로벌페이스북운영
03.한국야쿠르트온라인마케팅
04.현대카드컬쳐프로젝트캠페인운영
05.현대차유로2012페이스북운영
07.LG모바일런던올림픽. 프로모션진행

2013

01.현대자자동차글로벌페이스북운영
02.현대차그룹디지털마케팅운영
03.삼성IT SNS 마케팅운영
04.씨티은행페이스북운영
06.현대차그룹기프트카캠페인운영
10.LG패션일꼬르소캠페인운영

2014

01.삼성IT 디지털마케팅운영
02.농수산물유통공사글로벌소셜마케팅
03.삼성그룹소셜마케팅운영
03.현대차프랑크푸르트모터쇼촬영
12.LG디스플레이유럽3개국프로모션

2019

01.OB맥주카스글로벌마케팅
02.롯데호텔디지털마케팅
03.현대자동차HEAR 웹서비스운영
04.키즈현대디지털마케팅
06.우송대학교디지털마케팅
07.형지엘리트디지털마케팅
08.롯데렌터카오토케요유튜브제작

2018

01.롯데호텔디지털마케팅
01.롯데렌터카SNS 마케팅
01.키즈현대디지털마케팅
01.롯데칠성음료디지털마케팅
06.우송대학교디지털마케팅
06.형지엘리트디지털마케팅
06.하만렉시콘SNS 마케팅

2017

01. 왓슨스코리아온라인마케팅
02.키즈현대SNS 마케팅
03.롯데월드타워SNS 마케팅
04. 마몽드디지털캠페인
06.삼성SDS 디지털마케팅

2016

01.삼성IT 디지털마케팅운영
02.롯데백화점SNS 마케팅
06.롯데렌터카SNS 마케팅
09.KFC 카카오플러스운영
12.왓슨스코리아플친운영

2015

01.삼성IT 디지털마케팅운영
03.롯데백화점SNS 마케팅
04.쉐보레코리아SNS 마케팅
06.롯데렌터카SNS 마케팅
12.CJ E&M MAMA글로벌캠페인운영

2020

01.하이네캔애플폭스키비주얼제작
02.인디고TV 유튜브운영
03.기아차캬TV 유튜브영상제작
03.OB맥주카스글로벌마케팅
04.롯데칠성SNS 마케팅
06.우송대학교디지털마케팅
07.LG유플러스유샵라이브캠페인

2021

01.코오롱그룹SNS 마케팅
02.기아차캬TV 유튜브영상제작
02.롯데하이마트디지털마케팅
03.현대차HEAR 서비스운영
04.대교SNS 마케팅
05.문체부육아맞집프로모션캠페인
06.현대캐피탈자동차리스영상제작

2022

01.기아차캬TV 유튜브영상제작
01.현대차HEAR 서비스운영
02.롯데하이마트디지털마케팅
02.현대차정몽구재단디지털마케팅
06. 쌍용자동차SNS 운영





Branding Film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피칸토(모닝)글로벌영상 남아공월드컵홍보영상“Messegeof hope”

네일아트타임랩스를활용해
작지만다양한컬러의매력을가지고있는
피칸토(모닝)의매력강조
(2012 대한민국광고대상–해외부문특별상수상)

사지가없는선천적인장애를가지고태어났지만,
항상삶의희망을이야기하는호주의“Nick Vujicic”를모델로
현대자동차가말하고자하는“희망”의브랜드메시지를표현
(2010부상국제광고제–크리스탈어워드수상)

/ /



Branding Film

서울시향 유럽투어 X현대자동차



Branding Film

오비맥주(카스글로벌)

카스글로벌

대한민국넘버원맥주카스의글로벌홍보를위해
외국인들이관심을가지는대한민국의거리풍경과음악을활용해
카스가대한민국의대표맥주임을알리는글로벌홍보영상제작

/



YouTube Original

기아자동차

캬쌤의자동차인간(총10회) 초보탈출(총5회)

인강일타강사의포맷을활용
기아전차종에대한특징과정보전달을위한예능형영상

카레이서가초보운전자에게운전연수를시켜주는컨셉
실제장농면허운전자와카페이서의케미가주는웃음과
운전실력이향상되는과정을보여주는성장예능

/ /



YouTube Original

기아자동차

오늘뭐할캬/환경에진심인(총21회) 고수에게배워볼캬(총9회)

기아차와함께친환경여행지를소개하는자동차여행영상으로
친환경콘텐츠와엮은전국여행지소개와여행정보제공
한국관광공사와의협업을통해춘천지역여행홍보영상제작

기아차의기능과어울리는다양한분야의고수들에게배워보는
콘텐츠로,다양한취미와더불어차량의기능에대해보다쉽게
이해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영상

/ /



YouTube Original

기아자동차

신차로드쇼(총4회) 오토케요(총41회)

매장에서만만날수있었던기아의신차를직접거리로몰고나가
차량에대한시민들의다양한의견에대해직접청취하고 차량의
특장점을소개

롯데렌터카의유튜브부계정으로차량정비와관련한
간단한팁부터차량관리요령에대해알려주는콘텐츠를
카레이서를통해배워보는영상콘텐츠제작

/ /

롯데렌터카



YouTube Original

롯데하이마트

동친소(총4회) 무엇이든들어드려요(총41회)

롯데하이마트와주변상권의상생을주제로한영상제작
하이마트주변상권을돌며다양한에피소드를소개하는영상

고객에게보다친근한롯데하이마트이미지제고를위한
예능형유튜브시리즈콘텐츠제작

/ /



Key Visual

카스 글로벌 우송대학교

카스의주요수출지역인미국과중국을타겟팅으로
지역의성향에맞춰키비주얼제작

/

우송대학교의글로벌커리큘럼과해외제휴대학을강조하기위한
카피및키비주얼제작

/



IMC Campaign

Hyundai Card 
Culture Project Campaign

캠페인요약

현대카드컬쳐프로젝트제이슨므라즈내한공연에대한
소비자관심을증대시키기위해시리즈영상, 소셜미디어연계확산, 
오프라인현장프로모션의유기적인연계로공연이슈메이킹

캠페인성과

§ 캠페인참여자:50,142명
§ 캠페인영상조회수:170,000회



IMC Campaign

Youhan Kimberly
IMC Campaign

캠페인요약

유한킴벌리스카트홍보를위한온라인요리레시피접수및
오프라인요리경연대회인스카트맛쉐프코리아진행
온라인부터오프라인까지완벽한IMC 캠페인진행

캠페인성과

§ 캠페인참여자:4,324명
§ 오프라인경연참가자:10명



IMC Campaign

Lotte Department Store
Make-up show

캠페인요약

롯데백화점의팝업스토어홍대엘큐브홍보를위해
MCN 이사배를섭외,인생셀카메이크오버를소셜과연계한오프라인행사진행
백화점의주요고객인2030여성의취향및셀카트렌드를접목한
메이크업쇼진행

캠페인성과

§ 캠페인참여자:1,103명
§ 오프라인캠페인및캠페인영상촬영을통한사후홍보



IMC Campaign

Lotte Rent A Car DID Campaign
롯데렌터카의월드타워다이버홀전시공간인LOUNG L.의롯데렌터카DID디자인및개발

상담원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아이패드와호환이가능하도록디자인개발



Digital Marketing

Hyundai motor worldwide Facebook Marketing

운영기간

운영내용

운영성과

§ 현대자동차글로벌소셜네트워크구성운영
§ 현대자동차브랜딩바이럴영상제작

-상해모터쇼취재
-서울시향유럽투어바이럴영상
-프랑크푸르트모터쇼취재
-뉴욕모터쇼취재

§ 현대자동차의월드컵지원소셜네트워크
현대풋볼페이스북운영

현대자동차글로벌페이스북의브랜드대표성

확보를위해운영초기2만명의팬에서시작하여
운영종료시약290만명의팬확보운영
(2012년페이스북운영성공사례선정)

2010년~ 2013년



Samsung Tomorrow Online Marketing

운영기간

운영내용

운영성과

§ 삼성전자의모든소식을전달하는
뉴스룸형태의페이스북운영

§ 삼성전자블로그의소식을소셜팬에게
적합한내용으로각색및리디자인운영

§ 삼성투모로우의팬규모를운영초기50만명에서

80만명까지확대
§ 삼성전자의브랜드저널리즘의소셜을통한확장

2014년

Digital Marketing



Samsung Group SNS Marketing

운영기간

운영내용

운영성과

§ 삼성그룹의브랜드저널리즘구현을위해
삼성그룹뉴스룸블로그와연계한
브랜드콘텐츠제작및페이스북운영

§ 지속적인콘텐츠개발및페이스북사용자대상

이벤트진행을통해국내최대페이스북유저인
300만명모집달성

§ 삼성투모로우페이스북과함께소셜을활용한

브랜드저널리즘형성기여

2014년

Digital Marketing



Samsung IT SNS Marketing

운영기간

운영내용

운영성과

§ 삼성전자디지털기기통합SNS 운영
(페이스북/블로그/트위터/유튜브)

§ 삼성전자의다양한디지털행사취재

§ 삼성전자의디지털기기(노트북,메모리,TV, 프린터등)의

통합SNS 채널구축및운영
§ 분산되어있던소셜커뮤니케이션창구일원화

2013년~2016년

Digital Marketing



Lotte Department Store SNS Marketing

운영기간

운영내용

운영성과

§ 롯데백화점전체SNS 마케팅대행
(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인스타그램/유튜브/플친)

§ 롯데백화점바이럴영상제작
-이세영,권혁수바이럴영상
-가스파드&리사캠페인바이럴영상
-화장법관련오리지널시리즈영상

§ 블로그를중심을한소셜채널통합운영으로
롯데계열사중마케팅랭킹5위달성(2016년)

§ 블로그통합운영을통한일방문5,000명달성
§ 페이스북100만팬초과달성(운영초기팬수40만명)

2015년~2016년

Digital Marketing



Lotteworld Tower SNS Marketing

운영기간

운영내용

운영성과

§ 롯데월드타워SNS 운영대행
(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 롯데월드타워캠페인영상생중계
-2016년연말카운트다운페북생중계
-2017년김자인챌린지페북/유튜브생중계
-2017년그랜드오픈불꽃축제페북생중계

§ 롯데월드타워의다양한행사소식및인트렉션캠페인진행

§ 2016년대비팬인터랙션150%상승

§ 현장행사의이슈화를위한소셜라이브중계접목
§ 팔로워20만명달성(운영초기팔로워5만명)

2017년

Digital Marketing



Kids Hyundai Digital Marketing

운영기간

운영내용

운영성과

§ 키즈현대전체소셜채널운영
(블로그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트위터)

§ 현대자동차의어린이안전,환경과관련한
다양한콘텐츠개발및프로모션캠페인진행

§ 키즈현대소셜채널네트워크구성

§ 어린이안전환견과관련한픽션동화시리즈영상기획제작
안전,환경정보를어린이눈높이에맞춘콘텐츠제작

§ 팔로워20만명달성(운영초기팔로워3만명)

2014년, 2017년~2019년

Digital Marketing



Lotte Lentcar SNS Marketing

운영기간

운영내용

운영성과

§ 롯데렌터카전체소셜채널운영
(블로그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인스타그램/트위터)

§ 롯데렌터카지점운영관련취재및신차소개를위한시승취재
§ 신차장기렌터카신청상담촉진을위한연간캠페인진행

§ 인수합병으로인한사명변경으로신규블로그

런칭및운영6개월후일방문자3,000명으로최단기간정상화
§ 블로그를중심으로한롯데렌터카의브랜드저널리즘시스템구축
§ 2017년롯데그룹평가6위달성(정성평가2위)

§ 팔로워20만명달성(운영초기팔로워8만명)

2015년~2019년

Digital Marketing



Lotte Hotel & Resort Digital Marketing

운영기간

운영내용

운영성과

§ 롯데호텔SNS 전채널마케팅대행
(블로그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포스트)

§ 롯데호텔의글로벌소셜마케팅을위한다국어운영지원
(영어,일본어,중국어)

§ 본사및지점홍보를위한현장취재촬영
§ 인플루엔서를활용한해외지점스케치홍보영상촬영

§ 롯데호텔예약전환율향상을위한전환추적마케팅진행
§ 롯데호텔의모바일검색률증대를위한네이버포스트적극활용
§ 고객의견을반영한콘텐츠제작으로브랜드와고객의
커뮤니케이션강화

§ 페이스북팔로워30만명달성(운영초기15만명)

2018년~ 2019년

Digital Marketing



Lotte Himart Digital Marketing

운영기간

운영내용

운영성과

§ 롯데하이마트의전체SNS 채널운영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트위터/ 카카오스토리)

§ 롯데하이마트지점상권을소개하는
지역활성화오리지널영상“동친소”시리즈제작

§ 인스타그램팔로워125만달성(운영초기100만명)
§ 유튜브구독자13만명달성(운영초기3만명)
§ 소셜이용자와의인터렉션캠페인“말하는대로”

진행을통해고객의의견으로콘텐츠제작하는소셜캠페인진행

2021년~ 2022년

Digital Marketing



Chungmongkoo Foundation Digital Marketing

운영기간

운영내용

운영성과

§ 정몽구재단SNS채널매니지먼트및영상제작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유튜브)

§ 정몽구재단의다양한사회사업에대한취재를바탕으로
블로그를중심으로한소셜채널관리운영

§ 2022년장학사업수혜자중심으로전체운영기조를
변경하고,그에맞는다양한취재및영상제작

§ 페이스북팔로워5만명
§ 인스타그램팔로워6천명

2022년~ 현재

Digital Marketing



Ssangyong Motor SNS Marketing

운영기간

운영내용

운영성과

§ 쌍용자동차SNS채널매니지먼트및영상제작
(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플러스친구)

§ 차량이미지컷촬영및숏폼영상제작등
소셜커뮤니케이션과관련한제반제작및운영

§ 2022년신차토레스런칭쇼라이브를시작으로
쌍용차라인업에따른월별차별화된이미지촬영

§ 페이스북팔로워18만명(운영초기13만명)
§ 인스타그램팔로워4만명(운영초기2.5만명)

2022년~ 현재

Digital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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