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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S THE WAY
TO POWER BRAND

브랜드를 키우는 에이전시

디트라이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꾸준히 성장중인
건실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대행사입니다.

http://www.dtribe.co.kr/
mailto:request@dtribe.co.kr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끊임 없이 변화, 발전합니다. 디트라이브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Digital Agency로써 디지털 광고, 캠페인, 프로모션, SNS운영, 웹사이트까지 다방면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합니다.

BRAND
STATEGY

CONTENTS
MARKETING

PERFORMANCE
MARKETING

OUR SERVICE

Brand Marketing

AD Campaign

Display AD

Sales Promotion

Online Promotion

Media Planning

Social Marketing Management

Social Media Marketing 

Social Media Consulting

Viral Marketing

Promotion

Search AD

Network DA

Re-Targeting DA

SNS DPA

GA Consulting

Mobile Marketing

APP Marketing



디트라이브는 차별화된 디지털 전략을 통해
수많은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함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콘텐츠 기반
소셜 마케팅 채널 운영

▪ 트랜스 플랫폼 개발팀

▪ 플랫폼 전략팀

CONVERGENCE
DIVISION

컨버전스 본부

CONTENTS MKT
DIVISION

콘텐츠 마케팅 본부

D.UNICON 
DIVISION
유니콘 본부

▪ 브랜드전략팀

▪ 비주얼브랜딩팀

▪ 소셜마케팅 그룹

▪ 크리에이티브실

▪ 인터랙티브팀

▪ 마케팅실

TRANS PLATFORM
GROUP

트랜스 플랫폼 그룹

SAPIENS IN
GROUP

모바일 마케팅 본부

▪ 모바일 마케팅

D.TRIBE GROUP

브랜드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 전략 수립

브랜딩, 세일즈 퍼포먼스를 위한
DA / SA 등 매체 효율 관리 운영

웹사이트 개발,
모바일 기반 APP 개발



고객사 니즈에 적합한 TF팀을 구성하여
즉각적이고 유연한 피드백과 제안이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디자인 관리 총괄

모션그래픽/2D/3D
영상 제작, 그래픽 편집

디자인/일러스트
디자인,일러스트

콘티, 드로잉

연출/촬영
연출, 디렉팅, 촬영

게임 특화 디자인
웹뷰 등 모바일 게임
디자인 제작 (특화)

디자인∙제작

촬영,디자인,일러스트

퀄리티 매니저
콘텐츠 퀄리티 관리

유튜브 특화 영상 작가
영상 시놉시스,

구성 기획

에디터/카피라이터
콘텐츠 기획,

원고, 사보, 취재, 에디팅

콘텐츠∙에디팅

연출,구성,카피라이팅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총괄 관리

AE/마케터
프로젝트 운영

캠페인 기획 및 성과 관리
소셜 채널 운영 및 성과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광고 운영 및 KPI 관리

이벤트 및 개인정보 관리

MCN/바이럴
인플루언서 바이럴 디렉팅

기획∙전략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관리

프로젝트 디렉터
프로젝트 총괄 관리

웹/솔루션개발자
마이크로 사이트

국내외 사이트 구축

퍼블리셔
웹,앱 퍼플리싱

개발∙솔루션

웹사이트 구축 및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디렉터
프로젝트 총괄 관리

DA퍼포먼스 마케터
DA 매체 발굴, 운영

SA퍼포먼스마케터
SA 키워드 운영
비딩 단가 조율

퍼포먼스마케팅

DA/SA 효율 관리 및 운영



식음료, 패션, 게임, 금융, 공기관, 뷰티, 인테리어, 제약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파트너사와 인연을 맺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국제/국내 무대 수상 경력으로 증명합니다. 

칸광고제

Cannes Lions 3개 부문
Bronze Lion (2015)

클리오광고제

Clio Awards 2개 부문
Bronze (2015)

뉴욕페스티벌

New York Festivals
1개 부문 Bronze (2015)

아시아-태평양스티비어워즈

올해 최고의 광고회사 금상 (2019,2020)
브랜드 마케팅 혁신 은상 (2020)

비디오 2개 부문 금상, 은상 (2018)

대한민국광고대상

통합미디어, 온라인광고, 옥외광고
3개 부문 대상 (2015)

온라인 부문 은상 (2014)
통합미디어 부문 대상 (2013)
사이버 부문 은상, 동상 (2011)

인터넷 부문 은상, 우수상 (2010)
인터넷 부문 금상 (2009)

소셜아이어워드

3개 부문 대상 (2020)
2개 부문 대상 (2019)

웹어워드

2개 부문 최우수상, 우수상 (2012)
글로벌서비스 대상 (2008)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은행/증권 부문 대상 (2014)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유통 부문 대상 (2012)



CONVERGENCE
DIVISION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합니다.
디트라이브는 이런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Creative agency로써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합니다.



디트라이브는 그것이 광고든, 광고가 아니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능한 모든 효과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합니다.

클라이언트를파워브랜드로
발전 시키기 위해



CREATIVE Cannes Lions, Clio Awards
New York Festivals 3개 시상식 수상

Campaign

현대자동차 A Message to Space

클릭 시 재생△

https://www.youtube.com/watch?v=q9vBB0LvGfA


AWARD

우리의 삶과 늘 함께하는 자동차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이 짧은 물음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우주비행사 아빠를 그리워하는 딸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해 우주에서도 볼 수 있는 거대한 메시지를
사막에 작성하는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18개국에 오픈한 사이트에서는 캠페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저의 메시지가 구글맵의 사막에 합성되어 SNS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ESULT

2015 Cannes Lions Bronze Lion 3개 부분
2015 Clio Awards Bronze 2개 부분
2015 New York Festivals 1개 부문 동상 수상
2015 대한민국광고대상
통합미디어광고 / 온라인광고 / 옥외광고 3개 부분 대상

AWARD

현대자동차 캠페인
A Message to Space



CREATIVE

에이스침대 AR APP
“에이스룸” 개발 및 런칭

유저에게 새로운 환경 조성과 변화된 구매 패턴에 따라
AR로 침대를 확인하고 볼 수 있는 APP 기획 및 개발
이 후, 런칭에 10만 DL, D+1 리텐션 50%의 효율 진행



CREATIVE

현대자동차 남아공
CROWD buying @ 현대

현재자동차의 글로벌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남아공에서 판매 촉진을 위해, 소비자가 참여하는
크라우드 소싱 형태의 캠페인을 진행.
남아공의 소비자가 단계별로 모일 수록 구매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의 캠페인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많은 글로벌 판매전략의 기초가 수립됨



TVC

Hotels.com

CREATIVE

클릭 시 재생△

https://www.youtube.com/watch?v=DYPQeq8V4JQ


CREATIVE

디트라이브는 2010년부터 호텔스닷컴의 IMC 캠페인을 진행 해오고 있습니다. 
TV, 잡지, OOH, 디지털 등 다양한 매체와 신선한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호텔스닷컴의 시즌 프로모션을 광고하고 있으며,

트렌드를 반영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으로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세일즈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호텔스닷컴 IMC 캠페인



넷마블, 라이브광고소재제작
2019년 넷마블 다 수 게임 브랜드 웹뷰, 이벤트, 아이콘 등 디자인 제작 협업 진행 중, 다국어 지원 배리에이션 가능

마블 퓨처 파이트, 리니지2레볼루션, 리니지2웨스턴, 몬스터 길들이기, 세븐 나이츠, 세븐 나이츠_글로벌, 일곱개의 대죄, 킹오파, 킹오파_글로벌
펜타 스톰, 나이츠 크로니클, 레이븐,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이사만루, 피싱 스트라이크, 아이언 쓰론 외 다수



CREATIVE

익스피디아 글로벌 사이트
디자인 & UX 리뉴얼

익스피디아 싱가로프 아시아 지부의 글로벌 사이트로서
유저의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세일즈 퍼포먼스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의 사이트 UX, UI 디자인 리뉴얼



CREATIVE

LG화학 북미/한국
오남용 방지 캠페인

LG화학의 18650 배터리는 B2B제품으로서
소비자가 사용하면 안되는 제품임에도 지속적인 사용으로
LG화학에 대한 불신 및 반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
오남용을 방지하는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서 인식 개선



AWARD

언제 어디서나 카누만 있으면 그 곳이 카페가
된다는 카누의 캠페인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직접 체험하게 할 수 있을까?

카누와 함께 즐기는 뮤직카페를 만들자!
소리바다와 제휴, 음악선곡은 유희열이 하여
페이스북과 패키지 QR코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하였습니다.
카누와 음악 콘텐츠의 감성적 본딩에 성공해
브랜드 로열티를 강화했습니다.

RESULT

2014 대한민국광고대상
온라인 배너 / 어플리케이션 / 기타 부문 은상 수상

AWARD

동서식품
세상에서 가장 작은
뮤직카페



롯데칠성의 레몬1000C+는 타 제품과의 차별점인 ‘투명함’을 컨셉으로 컨셉 체험을 위한 투명한 전시물과 제품 샘플링, 속마음 테스트,
사인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참여자의 지속적인 흥미를 불러 일으켰으며,

오프라인 행사 4일 간 약 9천여명의 참여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캠페인을 병행하여 총 참여자 약 1만 7천여명을 기록하여 성공적인 브랜딩을 이끌어냈습니다. 

CREATIVE

데일리C 레몬 1000C + 프로모션



CREATIVE

TVC

하림펫푸드더리얼

클릭 시 재생△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비디오부문 수상

https://www.youtube.com/watch?v=HtTLA3oo8Oc&feature=youtu.be


클릭 시 재생△

CREATIVE

TVC

퓨어락맘스밀

https://www.youtube.com/watch?v=DmbQUikE_9w


CREATIVE

바이럴

클리오더마토리

클릭 시 재생△



CONTENTS MARKETING
DIVISION
콘텐츠 마케팅은 퍼포먼스 마케팅과 달리, 브랜드나 상품을 잠재 고객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브랜드 로열티를 가진 고객 확대야말로 장기적인 마케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디트라이브는 잠재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브랜드만이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의 콘텐츠로 소통합니다. 
디트라이브는 브랜드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장하여, 브랜드 빅팬을 만들어갑니다. 



이유있는연속연간대행,
시간이 지나도 사례를

남기는 SNS를 운영합니다

디트라이브 콘텐츠 마케팅 본부는
최소 1년에서 최장 8년까지 오랜 시간 함께한 파트너가 많습니다.

주어진 예산 내 할당량 만큼 움직이는 단순 연간 운영 대행을 벗어나
파트너사와 ‘다음을 약속하는’ 중장기적 사례를 만들어 냅니다.



AWARD

‘좋은 잠이 쌓인다, 좋은 나를 만든다’ 라는 캠페인 슬로건에 맞춰
컨텐츠에 '좋은 잠' 메시지를 녹여, 잠이 주는 효과를 정보화해 고객에게 제공

특히 수면과 관련 된 침실 인테리어 및
라이프스타일 노하우를 전달. 전문가와 고객을 섭외해
칼럼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출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리빙(Living) 카테고리 특화 채널로 블로그를 운영

전년 상반기 대비 페이지뷰(PV) 수 144.31% 상승
전년 대비 재방문율 약 2.5배 이상 증가
게시글 평균 사용시간 2분 20초로 높은 유저 인게이지먼트
다양한 주제 선정으로 네이버 리빙판 외 연애∙결혼판 노출

RESULT

2019 SOCIAL I-AWARD evaluation
제품브랜드 블로그분야 대상

2020 SOCIAL I-AWARD evaluation
가전/가구인스타그램분야 대상

AWARD

에이스침대 공식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AWARD

‘공감’을 통해 ‘철’에 대해 직접 느낀 것만 이야기하는
동국제강 인스타그램, 일상에서는 다가가기에 어렵고 무거운
철강 기업의 이미지를 완화하고자
동국이라는 화자를 설정하여 인스타 공감툰 형식의
친근한 T&M를 완성시킴

‘철 없는 인생’, 철이 없었더라면 세상은 지금
어떤 모습일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달라졌을 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하여 일상생활 속 철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

2019년 계정 리오픈 이후 꾸준한 유기 성장세
전년대비 팔로워 179% 증가
평균 인터랙션 전년대비 200% 증가

RESULT

2020 SOCIAL I-AWARD evaluation
브랜드 혁신대상

AWARD

동국제강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 및 운영



AWARD

‘WINE IS MINE, 이 구역 와인 요정의 본격 와인 영업 계정’
딱딱하고 고급스러운 와인이 가진 제품 속성에서 더 나아가
중저가 롯데와인의 ‘편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와인BAR 룩앤필로 채널 포지셔닝

특히, 어려운 와인 이름에 매달 ‘펫네임’을 설정하여
오프라인 매장에서 롯데와인 제품을 쉽게 인지하고
선택 할 수 있도록 태그라인을 유도하였으며,
짧고 강한 숏폼 영상 위주로 채널을 운영

효율적 광고 집행 및 콘텐츠 발행으로
운영 전 대비 인터랙션 5,000% 이상 상승

RESULT

2020 SOCIAL I-AWARD evaluation
제품일반인스타그램분야 대상

AWARD

롯데주류 롯데와인
인스타그램 운영



AWARD

KT&G 페이스북 페이지는 세상을 바꾸는 바른‘상상’과
상상실현을 통한 다채로운 ‘경험’을 콘셉트로 브랜드를 포지셔닝. 

세상을 바꿀 1834세대를 메인 타깃으로 ‘상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KT&G의 브랜드/캐주얼/이벤트
콘텐츠를 제작 및 제공하여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는
‘상상 실현’의 가치를 전달하고,
콘텐츠 인게이지먼트를 높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페이지로 자리매김

독창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한 결과,
2019년 7월 기준 월평균 인터랙션 약 40,000건 달성.
2017년 4월 리뉴얼 당시 인터랙션 대비 159% 성장
페이지 팬 수는 리뉴얼 대비 128% 증가하는 성과 기록

RESULT

2019 SOCIAL I-AWARD evaluation
페이스북 혁신 대상
2020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
마케팅 부분 소셜 미디어 마케팅 혁신상 은상

AWARD

KT&G
페이스북 운영 및 소셜 캠페인



AWARD

브랜드의 특장점을 잘 살려낸
영상으로 뉴욕페스티벌 특별상 수상

뉴욕페스티벌 특별상 수상
스티비어워즈 2개부문 금상,은상 수상

AWARD

서울스카이
공식 홍보 영상

https://bit.ly/2Q8KROr


소셜미디어는 신뢰 구축의 플랫폼입니다. 
고객은 동질화 과정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갖게 됩니다. 

디트라이브는 플랫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강력한 고객 신뢰를 만들어갑니다.

전문적인 운영 경험,
브랜드소셜미디어운영



2019, 2020 Social-i Awards
Blog, Instagram 부문 대상

CLIENT

에이스침대
SNS 채널 운영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2배 이상 발생
블로그 품질 개선 및 안정화,
인테리어 관련 키워드 상위 노출

보수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신혼부부 타겟으로 젊고 세련되게 변화
침대 과학과 인테리어 tip을 제공하는 리빙 채널로 포지셔닝
또한, 운영 기간 내 GIF 스티커, 해시태그 챌린지,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등 다양한 소셜 캠페인을 진행

* 3년연속운영, 2018~2020)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CLIENT

롯데주류 롯데와인
SNS 채널 운영

운영 전 대비 인터랙션 5,000% 이상 상승
편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 발행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와인바 룩앤필로 채널 포지셔닝
매월 제품의 ‘팻네임’을 설정하여 오프라인 매장에서
롯데와인 제품을 쉽게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태그라인 유도
짧고 임팩트 있는 숏폼 영상 위주로 채널 운영

* 2020 운영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2020 Social-i Awards
Instagram 제품일반 분야 대상



CLIENT

동국제강
SNS 채널 운영

동국제강 대학생 서포터즈 진행
철에 대한 친근한 소재 개발하여 콘텐츠 발행

진입 장벽이 다소 높은 철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가벼운 성격의 콘텐츠 발행으로 장벽 해소
우리 주변에 있는 철에 대한 이야기, 
철과 관련된 각종 DIY 영상 제작 및 발행

* 현재운영중 (4년연속, 2018~)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2020 Social-i Awards
Instagram 브랜드 혁신대상



* 현재운영중 (2년연속, 2020~)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CLIENT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유튜브, SNS 운영

주 타깃인 공유 오피스 입주사에 맞춰 콘텐츠 제작
국내외 스타트업 입주사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인
한화 드림플러스를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로서
명확히 포지셔닝하기 위해
한정된 타깃을 위한 전문성 있는 콘텐츠들을 제작

유튜브 구독자 1,727% 증가



* 2020 운영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CLIENT

하나금융그룹
유튜브, SNS 운영

유튜브 하나 TV 통합 작업 실시
금융사의 보수적이고 딱딱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임직원을 활용한 브이로그,
유아 타깃 금융 교육 콘텐츠 등 진행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제작하여 채널 연계 확보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5,300%, 유튜브 구독자 수 7,748% 증가



* 2019~2020년운영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블로그

CLIENT

엘페이 | 엘포인트
SNS 채널 운영

포탈 이슈 분석을 통한 메인 판 노출 목적 콘텐츠 제작
영 타깃 대상 공감형 콘텐츠, 롯데 계열사 페이지 제휴를 통한
이벤트 콘텐츠 기획 및 제작으로 높은 인터랙션 확보.
네이티브한 브랜드 정보 노출로 친근감 제고

운영 1개월 만에 네이버 메인 노출 3회



* 현재운영중 (2년연속, 2020~)

CLIENT

롯데월드
공식 유튜브 운영

유튜브 SEO, 콘텐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생산
해외 유저까지 겨냥한 웹 드라마 연재 및 활발한 채널 운영 관리
(커뮤니티 탭, 이벤트 진행)로 채널 인터랙션 대폭 상승

운영 3개월 만에 인터랙션 6배 상승



* 3년연속운영 (2018~2020)

CLIENT

KT&G
SNS 채널 운영

도달 1.5배 ∙ 인터랙션 3배 이상 증가
소셜 캠페인 전년도 운영 대비 참여율 4배 증가

20대를 위한 KT&G의 사회공헌사업 홍보
및 대학생/사회 초년생의 관심사 콘텐츠 발행해
타깃과의 관계 형성 및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개발

2019 Social-i Awards
Facebook 부문 대상



* 2019 운영

CLIENT

삼성카드 영랩
SNS∙WEB 운영

삼성카드의 영타겟 CSR 서비스인 영랩 페이지 운영
20대 맞춤 캐주얼 콘텐츠를 발행하며, 짤과 툰 형식으로
브랜드 소식을 네이티브하게 재가공해 친근감 제고
영랩 마케터, 영구원 등 서포터즈 모집 진행

운영 6개월 내 유기 도달 ∙ 인터랙션 2배 이상 상승



* 2018 운영

CLIENT

올리브영
SNS 채널 운영

드럭스토어의 이미지를 벗고
Health & Beauty 스토어로 포지셔닝
2040 여성을 타깃으로
뷰티 및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를 제공
H&B의 인식 확장을 위한
추가적인 콘텐츠 마케팅 전략 수행

운영 5개월 만에 FAN 10만 확보



*2년연속운영 (~2018)
*현재운영중 (2021 수주)

CLIENT

롯데월드 어드벤쳐
SNS 채널 운영

운영 전 대비 도달 및 인터랙션 약 30% 상승
호러 할로윈 바이럴 영상 제작

롯데월드 현장의 다양한 소재를 실감나게 전달하여 방문 유도
10대 타깃에 맞는 공감 및 재미 유발하는 콘텐츠 제작,
실시간 캐주얼 댓글 응대를 통한 친근함 제고



* 2년연속운영 (~2018)
* 현재운영중 (2021 수주)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SNS 채널 운영

서울스카이 바이럴 영상 뉴욕 페스티벌 특별상 수상
운영 10개월 만에 팬 수 및 인터랙션에서 경쟁사 우위 확보

오픈 초기 전망대 비주얼 및 캐릭터 로타 인형을 활용한
친밀한 톤앤매너의 커뮤니케이션 진행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망대 인지 확산 및 관심도 제고

CLIENT



* 2년연속운영 (~2018)
* 현재운영중 (2021 수주)

CLIENT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언더씨킹덤
SNS 채널 운영

동물 및 캐릭터를 페르소나로 사용하여 친근한 톤앤매너 유지
10대 타깃에 맞는 공감 및 재미 유발하는 콘텐츠 제작
실시간 캐주얼 댓글 응대를 통한 친근감 제고

운영 전 대비 팬 수 약 24% 상승, 평균 E.R 13% 달성



* 2년연속운영 (2017~2018) 
* 현재운영중 (2021 수주)

CLIENT

롯데 워터파크
SNS 채널 운영

롯데 워터파크 바이럴 영상 제작
조회수 약 120만 달성 (광고 집행 無)

브랜드 성격을 담은 콘텐츠 제작 및 발행하여
사업장 소개 및 방문 유도
탄탄한 기획과 촬영 및 제작 통한 운영으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이케아 IKEA
SNS 채널 운영

IKEA 고양점 오픈 행사 실시간 방송 및 이벤트 진행
‘헤이,거실’ ‘오혁 쇼룸 프로젝트’, ‘키즈 드로잉’ 캠페인 바이럴 영상 제작

글로벌 IKEA 콘텐츠를 국내 SNS에 소셜핏하게 재해석하여 제작
소셜 최적화 클립영상 타입인 스톱모션, 시네마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감각적이고 세련된 IKEA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발

CLIENT

* 2017 운영



* 2016 운영

11번가
SNS 채널 운영

페이스북 브랜드 콘텐츠 인터랙션 및 브랜드 페이지 1위 달성
커머스 카테고리 인스타 팔로워 1위 달성

데일리 이슈를 반영한 적극적 소재 발굴 및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기획
11번가만의 아이덴티티 및 비주얼 강화를 위해 전략에 따른 촬영, 
콘텐츠 제작과 실시간 댓글 관리 등을 통한
브랜드 호감도 제고

CLIENT



짧고 트렌디한 소셜 Clip, 스토리텔링이 있는 Viral 영상 등
디지털 트렌드를 읽어 유저들이 반응하는 영상을 제작해

우리 브랜드에 관한 긍정적인 이슈를 만듭니다.

트렌드를 읽는 디트라이브,
이슈를이끄는영상을만들다



롯데 워터파크 영상 콘텐츠 롯데 어드벤쳐 영상 콘텐츠 #1 #2

클릭 시 재생△클릭 시 재생△클릭 시 재생△

CREATIVE

브랜드 소셜 영상

SNS 기획영상

https://bit.ly/2KhyEUd
https://www.facebook.com/watch/?v=2077736055574184
https://www.facebook.com/watch/?v=1995556233792167


크리에이터 스팀보이 콜라보 크리에이터 한아름송이 콜라보 인테리어 블로거 유독 콜라보 요리 블로거 미상유 콜라보

CREATIVE

브랜드 소셜 영상

인플루언서제휴

클릭 시 재생△클릭 시 재생△클릭 시 재생△클릭 시 재생△

https://www.youtube.com/user/11stblog/search?query=%EB%AF%B8%EC%83%81%EC%9C%A0
https://www.facebook.com/11street.fb/videos/1124616100941881/
https://www.facebook.com/11street.fb/videos/1249278215142335/
https://www.facebook.com/watch/?v=1065796363490522


올리브영 페이스북 영상 콘텐츠#1 #2 #3

클릭 시 재생△클릭 시 재생△클릭 시 재생△

CREATIVE

브랜드 소셜 영상

뷰티

https://www.facebook.com/watch/?v=527491754358672
https://www.facebook.com/watch/?v=250921718882570
https://www.facebook.com/watch/?v=2133138276959810


삼성카드 영랩 페이스북 영상 콘텐츠 대장부 인스타그램 영상 콘텐츠 KT&G 페이스북 영상 콘텐츠

클릭 시 재생△클릭 시 재생△클릭 시 재생△

CREATIVE

브랜드 소셜 영상

푸드/레시피

https://www.facebook.com/watch/?v=525045048264695
https://www.instagram.com/p/B4b7t85Jyba/
https://www.facebook.com/KTnGCorp/videos/2036212489770411/


CREATIVE

바이럴 소셜 영상

드로잉

KT&G 페이스북 영상 콘텐츠 #1 #2

클릭 시 재생△ 클릭 시 재생△

https://www.facebook.com/watch/?v=2286995758257905
https://www.facebook.com/watch/?v=384702789128943


삼성 디지털프라자 여름 프로모션 영상 에이스침대 페이스북 영상 콘텐츠 에이스침대 인스타그램

클릭 시 재생△ 클릭 시 재생△ 클릭 시 재생△

CREATIVE

바이럴 소셜 영상

프로모션홍보

https://www.youtube.com/watch?v=K5KAIRqIINU
https://www.facebook.com/watch/?v=2333767303579403
https://www.instagram.com/stories/highlights/17953978444216301/


CREATIVE

바이럴 영상

롯데월드할로윈좀비시리즈

클릭 시 재생△

https://www.youtube.com/watch?v=yPCiRk2nsHM


클릭 시 재생△

CREATIVE

바이럴 영상

롯데월드스쿨오브더데드

https://www.youtube.com/watch?v=QZ1IXj_R0Fc


브랜드 소셜 영상

에이스침대이동수면공학연구소

CREATIVE

클릭 시 재생△

https://www.youtube.com/watch?v=gZ-AAR4IUho


스웨덴 코리아 영 디자인 위크 전시 현장 스케치오혁 쇼룸 스케치 영상

클릭 시 재생△ 클릭 시 재생△

브랜드 소셜 영상

이케아현장스케치

CREATIVE

https://www.facebook.com/watch/?v=1732858160109096
https://www.facebook.com/watch/?v=1951346941549316


이제는 콘텐츠를 통해 기업과 소통하고 있으며,
콘텐츠는 브랜드를 기억시키고 소비를 확산시키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디트라이브는 가장 유저 친화적인 콘텐츠로,
관심 받고 사랑 받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브랜딩을 넘어유저와의소통을
이룰수있는영상콘텐츠



클릭 시 재생△

웹드라마

롯데월드 ‘설렜나,봄’

CREATIVE

https://www.youtube.com/watch?v=2rHyoXdcI-g


뉴욕페스티벌
스티비어워즈 2개부문

클릭 시 재생△

홍보 영상

서울스카이소개

CREATIVE

https://bit.ly/2Q8KROr


클릭 시 재생△

홍보 영상

모스클린

CREATIVE

https://www.youtube.com/watch?v=Udctx3Hi-GY


>

#1 #2

클릭 시 재생△ 클릭 시 재생△

홍보 영상

삼성디지털프라자인포그래픽

CREATIVE

https://www.youtube.com/watch?v=ZayGvH9v8wc
https://www.youtube.com/watch?v=ZYTLCaXq_wQ


클릭 시 재생△

셀럽 섭외 영상

11번가X빅스캠페인

CREATIVE

https://www.facebook.com/11street.fb/videos/1129606333776191/


클릭 시 재생△

일반인 섭외 인터뷰 영상

삼성디지털프라자소개

CREATIVE

https://www.youtube.com/watch?v=PfJHR9uVv2U


클릭 시 재생△

일반인 인터뷰 시리즈 영상

에이스침대베드토크

CREATIVE

https://www.facebook.com/ace.bed.kr/videos/vl.810230202667914/2298322613520456/?type=1


D. UNICON
DIVISION
퍼포먼스 마케팅은 광고의 기본으로서
명확한 전략과 달성가능한 KPI를 제시 함으로서
성공적인 브랜드 달성에 기여합니다



KPI 달성 및 브랜드의 브랜딩, 세일즈 퍼포먼스를 위해

준비된 디트라이브의 퍼포먼스 마케터 본부

드라마틱한KPI 달성율을
위한 디트라이브의 역량



ROAS 4000%, 매출 539% 증가
PM DIVISION



ROAS 1725%, 구매전환 58% 절감
PM DIVISION



KPI 대비 보험 체결율 38% 증가
PM DIVISION



TRANS PLATFORM
DIVISION
Tech 기반 플랫폼 구축
드라마틱한 KPI 달성의 배후 세력, D-KAS 솔루션 및
모든 캠페인 및 사이트, APP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



자체 개발하여 서비스 중인 광고 관리 솔루션과 기술기반의 웹사이트부터,

소비자의 인식 개선 및 세일즈를 위한 캠페인 프로모션 사이트

모바일 기반의 네이티브 ~ 하이브리드 APP 기획 – 개발 – 런칭 – 운영 까지 진행합니다.

TECH기반개발능력을필두로
운영, 광고 관리까지 원키로 진행



기술기반웹사이트

다양한 신기술들을 통해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구현함으로서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

캠페인프로모션사이트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부터, 구매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경로에서 소비자의 문턱을 지킬 수 있는
프로모션 기획과 개발을 진행

APP 기획–런칭-운영
모바일 APP 시장이 시작된 2010년 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고 다양하게 기술을 습득하며,
브랜드의 가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APP 캠페인 진행

자사보유솔루션

자사의 광고 관리 노하우를 디지털 솔루션화
하여 동일 예산에 더 높은 효율의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 자동화 및 ROAS 극대화

TRANS PLATFORM DIVISION WORKS



• 롯데건설 - 롯데캐슬 VR 디지털 모델하우스 사이트 개발

• 토요타 - 프리우스 C 디지털 캠페인 사이트 개발

• 에이스침대 - AR APP 운영 및 유지보수 (Native 개발)

• 롯데제과 - 꼬깔콘 디지털 캠페인 사이트 개발 및 운영

• 롯데제과 - 칙촉 디지털 캠페인 사이트 개발 및 운영

• 맨담코리아 - 갸스비 디지털 캠페인 사이트 개발 및 운영

• 롯데 백화점 - 블랙페스타 캠페인 사이트 개발 및 운영

• 슈마커 - 테커스 테바 캠페인 사이트 개발 및 운영

• LG화학 - 배터리 오남용 방지 캠페인 사이트 개발 및 운영(북미)

• 토요타 - 프리우스 C 크로스오버 디지털 캠페인 사이트 개발

• 토요타 - 프리우스 C 크로스오버 모바일카탈로그 개발

• 파고다 - 파고다 캠페인 사이트 개발 및 퍼포먼스 광고 운영 관리

• SPC - 파리바게트 DA 제작 및 운영

• 엔크린 -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 현대건설 - 힐스테이트 VR 및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영상)

현대, 롯데, LG 등 주요 기업의 캠페인 기획 및 운영을 중심으로
디지털 거점인 Web / APP 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프로젝트 성과 달성을 위한 IMC 캠페인 위주의 프로젝트 경험 제공.
TVC, App, VR, 등 전통 영역부터 Tech 기반까지 다양한 경험 창출 역량

Tech 기반개발프로젝트 (진행중)

Trans Platform DIVISION



• SK엔크린 - 10년간 진행 /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 Hotels.com - 10년간 진행 / 웹,앱관리 및 TVC 제작 및 홍보

• 현대자동차 - 8년간 진행 / 차종별, 시즌별 디지털 캠페인

• 삼성전자/판매 - 8년간 진행 / 기기별, 시즌별 디지털 캠페인

• 롯데그룹 - 4년간 진행 / 제품별, 시즌별 디지털 캠페인

• KT&G - 3년간 진행 / SNS 및 디지털 컴패인

• 에이스침대 - 3년간 진행 / APP 제작, SNS 디지털 캠페인

• 인스밸리 - 3년간 진행 / SA 퍼포먼스 광고 운영

• 낫츠 - 3년간 진행 / SA 퍼포먼스 광고 운영

• 페퍼저축은행 - 3년간 진행 / SA 퍼포먼스 광고 운영

다양한 사업 분야와 제작 형태에 대한 경험을 통해
현재 트렌드를 리딩하는 전략적 기획 지원 및 구축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안정적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 뿐만 아니라 운영(SM)에 대한 능력 검증 받음

장기프로젝트

Trans Platform DIVISION



실시간으로 매체 및 키워드 별 광고 성과 비교 및 이슈 대응 가능한 솔루션
특히, 금융 업종에서 유입, 설계 및 가입 현황 등에 대한 효율 관리 최적화

Performance MKT효율화를위한
D-KAS V.10 솔루션

Trans Platform DIVISION



* 2년연속운영 (~2018)
* 현재운영중 (2021 수주)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SNS 채널 운영

서울스카이 바이럴 영상 뉴욕 페스티벌 특별상 수상
운영 10개월 만에 팬 수 및 인터랙션에서 경쟁사 우위 확보

오픈 초기 전망대 비주얼 및 캐릭터 로타 인형을 활용한
친밀한 톤앤매너의 커뮤니케이션 진행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망대 인지 확산 및 관심도 제고

CLIENT



MOU

넷마블X디트라이브 (M.O.U)
넷마블 스토어 런칭 및 운영

넷마블 IP를 활용한 제품을 판매한 글로벌 쇼핑몰로서
구매 시스템, 배송 시스템, 회원 관리 등 전방위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런칭, 운영 중 (19년도 ‘WEB AWARD’ 수상)

협력 사업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넷마블 스토어 프론트 / 백오피스 구축 및 운영

2019
WEB AWARD 수상



CAMPAIGN

현대자동차
Crowd Buying 캠페인 F/O, B/O 설계 및 제작

실시간으로 회원가입 단계에 따라 F/O에 표기상태가 변화하며
등급별로 지정된 ID만 접속 가능한 어드민에서는 단순 F/O 변경의 툴 뿐만 아니라, 현지 콜센터에서 또한
회원 DB를 확인하여 구매 의사 확인 및 공유 가능 시스템



CAMPAIGN

현대자동차
A Message to Space 제네시스 글로벌 캠페인

2015 Cannes Lions Bronze Lion 3개 부분
2015 Clio Awards Bronze 2개 부분
2015 New York Festivals 1개 부문 동상 수상
2015 대한민국광고대상
통합미디어광고 / 온라인광고 / 옥외광고 3개 부분 대상



EVENT

토요타
프리우스 C캠페인 크로스오버 이벤트,
홈페이지, 모바일 카탈로그 제작

토요타 프리우스 C 크로스오버 런칭 캠페인으로 어반이라는 컨셉으로 도심과, 교외를 주행할 수 있는 제품의 특징과,
역동성을 줄 수 있는 모션스크립트 삽입



APP

에이스침대
ACEROOM APP 제작
AR 침대배치 / AR매트리스 분석 / 3D도면 개발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AR과 3D도면을 활용하여
개개인이 쉽게 APP을 통하여 에이스침대를 만나 볼 수 있는 APP 개발 및 런칭 → 10만 DL / 1만 MAU



LEADS THE WAY TO POWER BRAND
, 브랜드를 키우는 에이전시



THANK YOU

Copyright ⓒ D.TRIBE.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 (신천동, 한국광고문화회관) 17층

(주)디트라이브 |  대표 : 김홍식 |  대표번호 02-3016-3016 | agent@dtribe.co.kr

컨버전스 본부 김윤수 본부장 / iz@dtribe.co.kr / 02-3016-3005

CM본부 이승희 본부장 / lafree@dtribe.co.kr / 02-3016-3015

유니콘 본부 박영호 본부장 / yhbak@dtribe.co.kr / 02-3016-3090

트랜스 플랫폼 그룹 신재복 그룹장 / rouke@dtribe.co.kr / 02-3016-3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