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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3
미즈블로그 (
MI
ZBLOG)런칭 및 운영
한돈 자조금
-온라인 마케팅 진행,웹 리뉴얼 구축
LG생활건강
- 이자녹스 테르비나 온라인 런칭 캠페인
-이자녹스 커뮤니티 운영
-샤프란 시트 온라인 캠페인
-리엔 온라인 프로모션
CJ
-오천년의 신비 온라인 런칭 캠페인

대림 바스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 운영
서울우유
-온라인 캠페인,프로모션 진행
샘표식품
-차류 온라인 캠페인
보령메디앙스
-온라인 프로모션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블로그 컨설팅,운영

-장류 제품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네이처 리퍼블릭
-전 제품 온라인 캠페인,체험단 운영

국순당
-온라인 마케팅 전략 컨설팅

동서식품
-맥심 카누 인스토어 프로모션 기획,운영
-벨비타 치즈 쿠킹클래스,체험단 운영
아모제푸드
-온라인 마케팅 기획,운영
매일유업
-온라인 마케팅 실행 ,신제품 온라인 런칭 캠페인
제로투세븐
-온라인 마케팅 전략 컨설팅,프로모션 진행
토니모리
-온라인 체험단 운영
KDB생명보험
-온라인 캠페인,프로모션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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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
매일유업
-온라인 마케팅 실행,커뮤니티 운영
-상하목장,요미요미 온라인 프로모션
LG생활건강
-이자녹스 커뮤니티 운영
-수려한,코드컬러 브랜드 블로그 운영
및 프로모션 진행
-샤프란 신제품 런칭 캠페인
LG생명과학

깨끗한 나라
-비야비야 브랜드 사이트 구축 및 온라인
런칭 캠페인 전개
-보솜이 오픈마켓 기획전 운영
제로투세븐
-궁중비책 브랜드 사이트 리뉴얼 및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섀르반,알루앤루 온라인 캠페인
한우리 열린교육

-리튠 온라인 프로모션 전개

-모바일 홍보전략 컨설팅

-리튠키즈 런칭 캠페인

-모바일 홍보채널 기획 및 운영

토니모리
-전 신제품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경상남도
-대 중국 관광 활성화 전략 컨설팅
-요우커 경남 방문단 특별 전세기 프로젝트 기획
아우라 미디어
-닥터이방인 중국 진출 컨설팅
-호남TV‘
지인단신재일기’기획,제작,
방송 프로젝트 공동기획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채널 운영프로젝트 기획
-중국 28개 TV초청 강원도 대중국 홍보
프로젝트 기획,컨설팅
애경
-순샘 브랜드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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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깨끗한나라

매일유업

중국 PPL부문

-보솜이 온라인 마케팅 기획,운영

-온라인 마케팅 기획 및 실행

-보솜이 오픈마켓 기획전 기획 및 운영

-신제품 온라인 런칭 캠페인

2회 방영,메이크업 아티스트 ‘
케빈추’제휴

-깨끗한나라 통합 전 브랜드위크

-상하목장 온라인 프로모션

-미구하라 중국 안후이위성 ‘
미려초가인’방영

-앱솔루트 공식 카카오스토리

-LG생활건강 중국 후난위성 ‘
아시대미인’2회 방영

기획 및 운영
-비야비야물티슈 정기 샘플링 이벤트 진행
제로투세븐
-궁중비책 온라인 마케팅 기획,
운영
헤네스
-헤네스 공식 페이스북 운영
-온라인 마케팅 기획 및 실행
LG생활건강
-샤프란,이자녹스 신제품 온라인
마케팅 실행

기획 및 운영
토니모리
-공식 SNS운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공식 서포터즈 운영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신제품 바이럴 영상 기획 및 제작
애경
-휘슬 온라인 운영
시공미디어
-아이스크림 ‘
스티커아트’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LG생활건강 중국 안후이위성 ‘
미려초가인’

(
메이크업 아티스트 ‘
케빈추’,인기 왕홍 제휴)
중국 디지털 마케팅 부문
-후 ‘미백수분광쿠션’중국 바이럴
-오휘 ‘미라클모이스춰라인’중국 바이럴
(
메이크업 아티스트 ‘
요우스치’웨이보 마케팅)
-리엔 ‘
윤고샴푸’웨이보 마케팅
(
메이크업 아티스트 ‘
케빈추’제휴)
-더페이스샵 ‘
예화담 진주환’중국 런칭
디지털 캠페인
- 빌리프,숨37‘
미려초가인’방영제품 중국 바이럴
- 수려한 ‘
진생에센스’중국 바이럴
- 캐시캣 ‘
루미에르 프라이머’중국 바이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