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왜 무료로 마케팅을 지원해 주나요? 
 

Q. 추가 활동비는 없나요? 
 

Q.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https://goo.gl/forms/jHkSoGaVLojL4vyi1
https://goo.gl/forms/jHkSoGaVLojL4vyi1
https://goo.gl/forms/jHkSoGaVLojL4vyi1


고객사의 고객에게  
집중하여 브랜드와 상품의  
가치를 높입니다.   























http://howlab.co.kr/
https://smartstore.naver.com/osmba


PowerPoint is a computer 

program created by Microsoft 

Office 

Microsoft Office PowerPoint is the 

presentation program used the 

most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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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랩 주식회사 



블로그  체험단 
 

체험단 모집  

가이드 작성 및 긍정적인 리뷰 

지식쇼핑 리뷰 

YOUTUBE 광고 
 

타겟에 맞는 광고 컨텐츠 제작 

카드뉴스, 영상 등 

 

SNS 광고 최적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픽셀 설치 

데이터 분석 

하우랩 주식회사 



보도 자료 
 

보도자료 가이드 제공 

언론사 송출 

커뮤니티 바이럴 
 

타겟에 맞는 커뮤니티 바이럴 작업 

자연스러운 바이럴 리뷰 

네이버 쇼핑 기획전 
 

럭키투데이와 같은 기획전 

기획 & 참여 

 

하우쇼핑 입점 
 

네이버 지식쇼핑 ‘파워’브랜드 

 

데이터 분석 

하우랩 주식회사 



하우랩 PMC 분석 O O O 

블로그 체험단 10건 10건 10건 

지식쇼핑 후기 10건 10건 10건 

커뮤니티 바이럴 10건 20건 20건 

네이버 쇼핑  
기획전 진행 

O O O 

SNS 컨텐츠 제작 X O O 

SNS 광고 최적화 X X O 

SNS 홍보 X X O (도달수 1만명 이상) 

보도자료  - 1건 2건 



하우 쇼핑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업체 선정 

상품의 경쟁력 파악 등 진행 조건에 해당되는 지, 제

공 패키지 선정 후 공지를 드립니다 

하우 쇼핑 입점 
상품에 대한 설문지 작성 및 하우 쇼핑 입점은 필수사항입
니다. 

마케팅 지원 
PMC 분석 후 패키지에 따른 마케팅을 진행하며, 3개월 후 
결과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망 상품 지원 사업 과정  

지원 방법 





https://goo.gl/forms/jHkSoGaVLojL4vyi1


집행사례 



목적 •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매출 상승 

목표 

• 브랜드 컨텐츠 축적 및 확장 

• 신규 시장 창출 및 시장 파이 확대 

• 타겟층 인지도 UP / 충성고객 확보 / 잠재고객 확장 

타깃 
• Main1 : 난임 부부  

• Main2 : 20~30대 남성 

타깃 

공략 

• Main1 : 고관여타겟, 난임과 관련된 커뮤니티 바이럴 

• Main2 : 1단계 흥미&호기심으로 상품에 대한 거리감 감소  

                  2단계 위험성 및 필요성 인지를 통한 상품 구매 

주력 키워드 
정자테스트기, 정자테스트, 난임치료, 난임병원, 정자검사, 무정자증검사, 난임원인, 정자활동성검사 

시험관아기, 정액검사, 정액검사방법, 난임원인  

슬로건 주제 예시 
난임부부를 응원합니다 / 집에서 정자검사하기 꿀팁 / 부부가 꼭 알아야 될 정자건강검진 / 혹시 나도 무

정자증?!  



https://smartstore.naver.com/osmba/products/3606242143#revw https://blog.naver.com/juhee0049/221412020111 

쇼핑몰&블로그 후기를 통하여, 잠재고객들의 구매 유도 

https://smartstore.naver.com/osmba/products/3606242143#revw
https://blog.naver.com/juhee0049/221412020111


PowerPoint is a computer 

program created by Microsoft 

Office 

Microsoft Office PowerPoint is the 

presentation program used the 

most in the world. 

PowerPoint is a computer 

program created by Microsoft 

Office 

Microsoft Office PowerPoint is the 

presentation program used the 

most in the world. 

 YOUTUBE 매체에 맞는 영상 기획 & 제작 

 YOUTUBE 영상 광고 & SNS 광고를 통한 조회수 증대 

 브랜드 채널 연동을 통한 홍보효과 

 자연스러운 바이럴 목표 

 제품 이슈화 

 



쇼핑 체험단을 통해 평점 및 포토 후기 증대  



커뮤니티 바이럴 





 타겟과 맞는 커뮤니티와  카테고리 선택 

 컨셉에 맞는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 기획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 유입( 단순 홍보성X ) 



언론보도 



SNS 광고 





페이스북 광고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픽셀’설치 및 그로 인해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고 분석 진행 

목표 타겟의 고객들이 어떤 내용에 반응하는지, 상품의 어떤 USP를 선호하는 지 등에 대하여 파악이 가능 

 

광고관리자  
참여  
데이터 

트래픽  

데이터 

전환 

(구매/신청) 

컨텐츠에 반응한 고객 

페이지를 이동 후 액션을 취
한 고객 

구매활동을 한 고객 

수집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
춤  타겟  설정 -  광고효율 극대
화 

페이스북 픽셀을 활용한 마케팅 프로세스 



성공 사례 



- 연예인 PPL & 홈쇼핑 완판 

- 주요 고객층 분석 & 커뮤니티 바이럴 

- 고객 반응 모니터링&분석 

- 신규 매체 제안   

캠페인 배경 

셀리턴 LED 마스크는  
피부에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LED 파장의 연구와 임상 거친  
뷰티케어 전문 기기로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 받았으며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피부트러블에 고민하는 주요 타겟에게 온라인에서 좀 더  
많은 노출이 필요했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 및 성과   

□ 전략 수립 

□ 검색 모니터링 

□ SNS 운영 

□ SNS 마케팅 

□ DA 마케팅 

□ SA 마케팅 

□ 언론 기사 송출 

□ 바이럴 마케팅 

□ 인플루언서 

□ 커뮤니티 광고 
□ 커뮤니티 바이럴 

□ PPL 
 

셀리턴 LED 마스크 

REFERENCE 



- 정자테스트기 인지도 상승 및 매출 상승 

- 주요 고객층 분석 & 커뮤니티 바이럴 

- 고객 반응 모니터링&분석 

- 신규 매체 제안   

캠페인 배경 

오뷰엠 정자테스트기는 비뇨기과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정자수와 정자활동성
을 체크할 수 있는 기계로, 기존의 시장에 없던 신제품이었기에 사람들에게 정자테스
트기가 있다는 인식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난임부부와 개인의 정자 건강을 궁금해하는 2030대 젊은 남성을 
타겟으로 광고를 진행했으며, 각 타겟에 맞는 매체를 선정하여서 광고를 진행했습니
다. 

주요 집행 내용 및 성과   

□ 전략 수립 

□ 검색 모니터링 

□ SNS 운영 

□ SNS 마케팅 

□ DA 마케팅 

□ SA 마케팅 

□ 언론 기사 송출 

□ 바이럴 마케팅 

□ 인플루언서 

□ 커뮤니티 광고 
□ 커뮤니티 바이럴 

□ PPL 
 

오뷰엠 정자테스트기 

REFERENCE 



-   오픈마켓 운영 데이터 분석 & 강점 상품 추출 

- 독립쇼핑몰 사이트 제작 및 상세페이지 제안  

- 직접 매출이 가능한 주요 홍보 매체 선정 및 운영  

- 고객 관리 방안 제안  

캠페인 배경 

기존 자사몰이 있으나 스토어팜 위주의 광고로 인해 자사몰로의 회원 
유입이 전혀 되지않았기 때문에 자사몰에서의 매출 성장에 니즈가 있
었음 
 
브랜드 이름 검색시 스토어팜이 상위노출되는 상황이었음 
기존에 네이버 외에 다른 마케팅 플랫폼에서의 광고집행X 

주요 집행 내용 및 성과   

데일리슈 여성화 쇼핑몰 

 

□ 전략 수립 

□ 검색 모니터링 

□ SNS 운영 

□ SNS 마케팅 

□ DA 마케팅 

□ SA 마케팅 

□ 언론 기사 송출 

□ 바이럴 마케팅 

□ 인플루언서 
□ 커뮤니티 광고 
□ 커뮤니티 바이럴 

□ PPL 
 

REFERENCE 



- 검색광고 : 네이버 파워링크, 다음 키워드광고를 통한 주요 키워드 및 소재 
관리  

- 페이스북 페이지 기획/ 간접적인 바이럴 홍보 기획 

- 광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요 타겟 추출  

- 가로수길에 피팅샾이 있어서 주변 20-30대 여성에게 어필할 수 있을만한 
광고 컨텐츠 기획 

캠페인 배경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가 없는 상황에서  
하우랩에 온라인 매출 활성화 컨설팅을 요청  
 
브랜드&제품명 SEO, 사이트& 제품 상세페이지 개선 작업  

주요 집행 내용 및 성과   

REFERENCE 

엑사브라 & 라블리스 기능성 여성 속옷 

□ 전략 수립 

□ 검색 모니터링 

□ SNS 운영 

□ SNS 마케팅 

□ DA 마케팅 

□ SA 마케팅 

□ 언론 기사 송출 

□ 바이럴 마케팅 

□ 인플루언서 
□ 커뮤니티 광고 
□ 커뮤니티 바이럴 

□ PPL 
 



- 유튜버 섭외를 통한 자연스러운 제품 홍보 

-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바이럴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후기 확산  

주요 집행 내용 및 성과   

REFERENCE 

애플린  뷰티/코스메틱  

 

□ 전략 수립 

□ 검색 모니터링 

□ SNS 운영 

□ SNS 마케팅 

□ DA 마케팅 

□ SA 마케팅 

□ 언론 기사 송출 

□ 바이럴 마케팅 

□ 인플루언서 
□ 커뮤니티 광고 
□ 커뮤니티 바이럴 

□ PPL 
 

캠페인 배경 

 
심쿵쿠션 신제품 출시 후 20대 초반 여성에게  
빠르게 전달 할 수 있는 채널을 고민 했습니다.  
 
뷰티 유튜버 섭외 후  블로그 , SNS등을 통한  
컨텐츠 재 배포로 광고 수익율 800%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삼양사  뷰티/코스메틱  

 

□ 전략 수립 

□ 검색 모니터링 

□ SNS 운영 

□ SNS 마케팅 

□ DA 마케팅 

□ SA 마케팅 

□ 언론 기사 송출 

□ 바이럴 마케팅 

□ 인플루언서 
□ 커뮤니티 광고 
□ 커뮤니티 바이럴 

□ PPL 
 

REFERENCE 

- 방송 전 블로그, 커뮤니티 ,SNS 컨텐츠 배포  

- 코스메틱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및 운영 (화장품의 모든것) 

- 홈쇼핑 게스트 섭외 (김지혜, 최송현, 백보람등)  

- 롯데 /신세계/현대 홈쇼핑 모든 방송 완판 기록 

주요 집행 내용 및 성과   

캠페인 배경 

 
홈쇼핑 전용 코스메틱 제품 출시  
30-40대 여성에게  판매할 수 있는  
 
리프팅 마스크팩을 기획, 생산 출시 하였고  
그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요청 했습니다.  



소울FN  신진 디자이너 쇼핑몰  

 

□ 전략 수립 

□ 검색 모니터링 

□ SNS 운영 

□ SNS 마케팅 

□ DA 마케팅 

□ SA 마케팅 

□ 언론 기사 송출 

□ 바이럴 마케팅 

□ 인플루언서 
□ 커뮤니티 광고 
□ 커뮤니티 바이럴 

□ PPL 
 

- 검색광고 :  디자이너별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맞춤키워드 추출  

80% 이상의 디자이너 매출 상승 

- 보도자료배포: 현대백화점 팝업스토어에  대한 언론사 보도자료와  

블로그 포스팅을 통한 홍보 활동 

- 기획전 진행 : 할로윈데이, 나들이 아우터 추천룩등 이벤트 기획 후  

SNS 컨텐츠 스폰서 광고  

캠페인 배경 

주요 집행 내용 및 성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주관 하는  
신진 디자이너 지원사업  
 
마케팅 인력이나 자본이 없는 디자이너들의  
온/오프라인 판매활동을 지원했으며  
세종대/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가 공동으로  
진행 
 
 

REFER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