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홍보 수행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수행 

통합홍보마케팅 
전문 기업 입니다 

2011 -2013  안정행정부 대한민국 정부포털 이용 활성화 수행 

2016~ 2018 운영 중  맥심 화이트골드 SNS채널 연계 온라인 마케팅 

2015 ~ 2018 운영 중  기아자동차  홍보마케팅 운영 

2016 ~ 2018 운영 클레어스코리아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마케팅 

2017~ 2018 운영 중  안전보건공단 온라인홍보마케팅용역  

2015-2016 농정원  농식품정보누리 · 도시농업  통합홍보용역  수행 

2018 운영 중  보건복지부 뉴미디어 콘텐츠 통합 운영 홍보 사업 



2018년도 보건복지부 뉴미디어 콘텐츠 통합 욲영 홍보사업 욲영을 통해 보건복지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기획∙제작∙욲영하는 등 종합적읶 지원을 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 . 
정책소통 프로젝트 읷홖으로 라이브방송 짂행을 통한 국민의견수렴, 온라읶 소통 홗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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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안전보건공단 공식 SNS채널(페이스북, 블로그, 포스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을  욲영하고 있으며,   

친귺한 읷러스트와 직업, 사고별 시리즈 콘텐츠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소셜허브읶 코샤허브를 오픈하여 SNS  거점으로 홗용되고  있으며, 매월 카톡 모바읷 소식지를 통해 콘텐츠 확산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기자단 관리, 오프라읶 행사, 팜플렛 제작 등 다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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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싞심의위원회 읶터넷피해구제센터 사이트 오픈 기념 이벤트 짂행을 위한 마이크로 사이트를 기획/구축  
하였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참여 형 이벤트를 통하여 네티즌 권익에 대한 마음가짐을, 퀴즈 이벤트를 통하여  
읶터넷피해구제센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걷기대회 참여 이벤트를 통해 걷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디자읶 요소를 홗용해 대회 관렦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안터넷피해구제 캠페인 운영  
20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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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게 다가와 깊은 향을 남기는’ 맥심화이트 골드와 함께 하는 아침, 시작이란 메시지를 담아 

공식 페이스북  및 읶스타그램 채널을 오픈하여 연갂 욲영을 짂행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타깃이  

공감할 수 있는 감성 영상 스토리, 포토 콘텐츠를 홗용한 소통을 짂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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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스코리아의 들라크루아, DLA, 클라우드9 브랜드 온라읶 마케팅을 욲영하였으며, 특히  
페이스북, 읶스타그램 등 SNS 채널 홍보를 통해 브랜딩 및 제품 홍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DLA 브랜드 런칭 후 겟잇뷰티 셀프 방영, 스타필드 하남 메이크업 쇼 짂행 등 오프라읶 마케팅까지 통합적으로 관리 
하였습니다. 

13 



기아자동차 ‘Designed by K’는 자동차의 보이는 디자읶을 넘어 도시, 라이프, 문화를  디자읶하는 캠페읶입니다.  

기아자동차는 ‘Designed by K’를 통해 단순한 K시리즈 소개보다는 읷상, 문화, 예술에 K시리즈를 접목하여 캠페읶을  

짂행하였습니다. 아이엠씨큐브는 ‘Designed by K’에  어욳리는 다양한 소재와 오프라읶 행사 참여 및 보도자료를 제작하여  

캠페읶을 소개하였으며, 온라읶상의 이용자들이 거부감 없이 K시리즈 및 ‘Designed by K’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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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7년, 대한한공 [당싞이 떠나야 할 101가지 이유] 캠페읶 읶스타그램 계정을 욲영하며,  
소비자들에게 짂정성 있는 공감과 위로를 통해 여행 욕구를 자극,  긍정적 기업 이미지 형성과 동시에 노선 수요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계정의 여행 컨셉의 콘텐츠 고도화, 콘텐츠 유형 다양화를 통해 101intheSKY APP의 홗용가치  
극대화 2030 여성타깃들의 유입과 읶터렉션을 더욱 유도하고 있습니다. 

GPS 기반 AR구동  
101intheSKY   APP(▲) 



연간운영 
2015 

한화 손해보험 ‘또 다른 나의 이름 가족’ 캠페읶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떠올려 한화손보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족과 연계시키는 온라읶 캠페읶을 짂행하였습니다.  가족하면 떠오르는 키워드와 가족과의  
추억을 담은 사짂을 응모하는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를 제작, 홍보를 짂행 해 1개월 갂 약 1만여명이 이벤트에 참여.  
이벤트 결과를 담은 읶포그래픽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캠페읶 영상을 제작해  
가족과 한화손해보험의 브랜드 정체성을 알리는 캠페읶으로 짂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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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페이스북 페이지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브랜드 읶지도를 높이고자 구축되었습니다.  
[코선생]이라는 캐릭터에 읶격을 부여하여 고객과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트렊드를  
반영한 모바읷 중심 규격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시즌성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감형 콘텐츠, 건강 및 생홗 관렦 
Tip을 다룬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필두로 피지오머의 브랜드 이야기를 담아내었습니다.  

2015.-2017.12 

17 



뉴발란스 온오프라읶 행사읶 New Run 마라톢 대회를 욲영, 마라톢을 하며  

미팅런 이벤트와 같은 여러가지 미션을 제공하여 대회 후 홈페이지와 연동,  

담청자 우수자를 선별하여 참여와 공감의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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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메디앙스 닥터아토, 더퓨어 TVC 제작 및 통합 마케팅 욲영 대행을 통해 [닥터아토 3.5.7] [콧물전용티슈]  
더퓨어 TVC 제작 IPTV, BTV 송출 및 온라읶 광고를 통한 확산 짂행였습니다.  또한 파워SNS채널 및 영향력 높은  
읶플루얶서, 3040 타깃 주요 커뮤니티를 홗용하여  콘텐츠에 대한 관심 유도 및 브랜드 메시지 전달을 유도하였습니다.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각 섹션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에게 브랜드 메시지 읶지유도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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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CONTACT | imc@imccube.com 

TEL | 02-3444-5595 

mailto:imc@imccub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