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차별 레드오션을 지나 가치의 하이엔드 정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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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체개요

하이엔드 전략

하이엔드형 커뮤니케이션(스토리텔링)

Why 
Highendcamp?

All In One

기획부터 제작, 커뮤니티 관리까지

퍼포먼스 마케팅

효율 중심의 마케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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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체개요

하이엔드 전략

진정성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미래 고객들은 더이상 상업적 마케팅에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럭셔리,명품, 프리미엄 브랜드가 적용하는 마케팅에서 인사이트를 추출하여

회사의 역사와 철학에 기반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이엔드형 마케팅 전략을 셋팅하고,

하이엔드형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브랜드,전략 스토리를 컨텐츠로 제작하여 유저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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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체개요

불황의 시대, 하이엔드로 돌파하라!

“한 덩이 고기도, 두부 한 모도, 커피 한 잔도, 
루이비통처럼, 버버리처럼, 롤스로이스처럼 팔아라!”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대한민국
기업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이엔드＇와 ‘독점 공간＇이 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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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체개요

하이엔드 전략으로 컨텐츠를 생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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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체개요

All In One

1. 시장 분석, 타깃 설정, 전략 수립, 컨셉도출을 통해 최상의 기획을 구성합니다.

2. 탄탄한 스토리텔링, 브랜드 정체성을 형성하는 디자인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3. 프로젝트 CS,이슈 관리 및 이벤트 진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합니다.

Planing Production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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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체개요

퍼포먼스 마케팅

노출,클릭,CTR 및 ROI 효과를 분석하고매체전략에 따른광고를게재합니다. 

또한채널유입을트래킹하여하이엔드브랜드,전략스토리를컨텐츠로

제작하여유저들에게지속적으로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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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체개요

메이커가 가진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에 중점

단순히 소비를 위한 가격이 아닌 ‘철학, 안전, 친환경, 역사, 장인정신’과 같은 하이엔드 방법론을 접근한 소비의 역설

[ “ 싸게 파는 것보다 제대로 파는 것이 더 쉽다 ! ]
If you take the value  communications, to sell high, more easy

가치에 중점을 두는 서포터들에게 소구함으로써 제품 판매는 물론 메이커와 브랜드 명성까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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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체개요

메이커가 가진 오프라인 인프라에 당사의 온라인 콘텐츠 역량을 접목하여 온오프 통합 전략을 전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정보를 매복시키고, 이벤트와 광고를 통해 유입시키는 전략

[ 주의 (와디즈) – 흥미(유튜브) – 욕구– 검색(검색키워드) – 기억(모비온광고) – 행동(페이스북) – 공유(인스타그램) ]

단계별 디지털 엠부시(Ambush) 마케팅을 전개하여 서포터 유입을 원활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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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체개요

와디즈이정록특별전의특별한기록

• 8월 27일 15시오픈

• 5분후 1,000 % (1,000만원)달성

• 15분후＇슈퍼얼리버드’ 530,000원x20set마감

• 60분후 2,000% (2,000만원) 돌파

• 24시간후 (28일 15시)기준 3,080만원돌파

• 와디즈가선정한금주의인기펀딩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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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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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체개요

신세계,한섬등의 브랜드에납품해 온 30~40년경력의
제조업체와협력하여퀄리티높은 알파카코트를제작.

명품급브랜드여성옷을만들어 온 디자이너,패턴사,봉제사와
합리적인가격으로명품급여성수트를제작.

B2B 투어 프로그램을담당한여행사와클래식페스티벌투어를
B2C 프로그램으로기획하여보다 합리적인가격으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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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체개요Project Process

PLANING CONTENTS MARKETING

스토리
- 카피라이팅

커뮤니티관리
- 프로젝트 CS업무
- 이슈 관리

광고게재 및 운영
- 매체 전략 구상
- 효율 최적화
- 운영 및 모니터링

마케팅분석
- 시장,제품,경쟁 등
- 소비자 분석

전략수립
- 목표 설정
- 타깃 설정

컨셉도출
- 마케팅 포인트 설정
- 메인 테마 설정

MANAGING

디자인
- 제품 & 상세페이지

이미지&영상
- 스토리보드
- 촬영

이벤트진행
- 지서명&알림신청
- SNS 이벤트
- 오프라인 이벤트

데이터분석
- 유입 데이터 트래킹
- 타깃 목표 세분화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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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제안내용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획의 힘

1. 프로젝트성공을위해시장,제품,경쟁상황, 소비자를철저히조사합니다.

2. 조사를토대로목표와타깃을설정하여구체적인전략을수립합니다.

3. 마케팅포인트와메인테마를설정해최상의컨셉을도출합니다.

이를통해흔들리지않는기획을만들어프로젝트실행시 수많은 변화속에서능력을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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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제안내용

유저의 시선을 사로 잡을 스토리

실행하는프로젝트의타깃을정확하게파악하여

타깃팅합니다. 이를통해해당타깃이관심을가질

수있는 키워드와마케팅포인트를설정합니다.

이후하이엔드전략을바탕으로카피라이팅하여

스토리를쌓아 올립니다.

완성된스토리를통해유저들의반응을파악하고,

효율이좋은부분의컨텐츠소스는더욱강화하고

낮은부분의컨텐츠소스는보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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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제안내용

프로젝트 퀄리티의 완성

탄탄하게만들어진스토리가힘을발휘하기위해

컨텐츠소스에맞게, 브랜드와프로젝트의

아이덴티티를녹여내유저들이읽기쉽게 제작합니다.

이는디자인을통해프로젝트에대한믿음을줌으로써

펀딩참여율을끌어올리는역할을해냅니다.

또한제품자체에대한디자인퀄리티가부족하다면

리패키징을통해장기적인디자인아이덴티티를

형성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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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제안내용

스튜디오 촬영 파트너 패션, 푸드, 여행, 예술 등 다양한 프로젝트 촬영 경험을
통해 어떠한 프로젝트에서도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풀 확보

리빙.푸드전문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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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제안내용

이정록 < 생명나무 > 준어패럴 < 울 알파카 테일러드 코트 > 메종반비 < 메종수트 >

짧지만 강력한 영상

짧은시간동안유저가영상에빠지게하기위해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프로젝트의매력을함축적으로녹여내제작합니다



19

Ⅱ.제안내용

고객중심의 서포터 매니저 마케팅

즉각적인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개별 서포터 또는 커뮤니티와 관계를 맺고

서포터들의 요구가 달라질 때마다 가장 필요한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한 후,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고객중심의 서포터 매니징먼트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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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제안내용

와디즈는 자체 채널을 통하여
홍보를 활발하게 하며 그
유입율과 펀딩 전환율이 비교적
높은 플랫폼
그러나 통계적으로 목표금액의
30%는 메이커와 관련있는 신규
고객들의펀딩으로진행되기
때문에 최소 30%는 메이커가
모집해야 한다는 계획이 필요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특성상 짧고 굵게 타겟 노출이 되는
SNS홍보루트가 적합함

주홍보매체 : 페이스북
타겟팅이수월하고광고의효율을
빠르게반응할수있는매체

대시보드제공으로 그날그날의
유입량과 효율 판단 가능
참여자들의 반응을 보며 다양한
매체를 다룰 수 있는 역량 필요

와디즈의 채널, 프로젝트,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마케팅 전략 수립

와디즈의채널특성 프로젝트의특성 서비스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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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제안내용

DB 수집 분석 활용

서포터가 우리 제품을 인지하는 단계부터

최종 펀딩을 결정하는 단계까지

3단계에 걸친 서포터 DB를 다각도록 수집-분석하고

이에 가장 최적화된 액션 플랜을 수립합니다.

새 프로젝트 진행 시 적절한 DB를 추출하여

시장세분화 및 타깃설정, 포지셔닝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관계 구축을 통한

고객 평생가치의 극대화 실현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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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제안내용

매체 방향성 내용 기대효과

인스타
시각적인인사이트를주는이미지

감각적인컨셉사진업로드
제작현장, 

제품컨셉사진

단기로진행되는프로젝트의특성상가장효율적인매체가
될것으로기대하며특히패션쪽에관심이많은타겟층이활

발하게활동하는매체이다.

페이스북

프로젝트동향
뭐하고 있는지, 취재한 곳은 이것,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 등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광고콘텐츠

프로젝트진행현황
프로젝트설명

타겟팅과 광고효율을가장 빠르고정확하게분석할수있는
매체이며와디즈의펀딩전환율도비교적높게나옴

키워드 네이버, 구글키워드광고집행
오픈예정, 본펀딩페이

지랜딩
구매에니즈가있는타겟층들을분석하여효율이나는키워

드에광고

블로그/
포스트

프로젝트취지, 제조소매업자(장인) 인터뷰
취지와인터뷰 (가치

전달)
프로젝트의단기적인성과로이어지기는어려우나장기적인

브랜드홍보및브랜드이미지제고에기여

AB테스트가설설정 집행/수정

고객의 질문을 근본적으로
접근하여 세분화

매체별, 기간별 세분화 뿐 아니라
데이터와 관련된 PEST까지 조사하여

보이지 않는 이슈까지 파악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광고효율상승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 인사이트 추출

홍보프로세스

매체별홍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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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사업관리

착수보고 중간보고
(수시보고
포함)

종합보고

 단계별추진계획에따른세부

계획및프로젝트운영계획보고

 중간프로젝트모니터링

 프로젝트 진행시 서포터의

특이사항확인(커뮤니티)

 프로젝트결과최종종합정리

및 최종보고서제출(7일이내)

 프로젝트과정별산출물, 분석Data 

종합

 프로젝트결과차년개선의견제시

프로젝트 계획 사항 보고 진행 모니터링 및 완료 보고 프로젝트 운영 결과 최종 보고

 프로젝트과정별진행사항파악

 명일진행계획검토및확인

 프로젝트진행이슈파악및주요의사결정

중간 진행 행사 모니터링

 사업추진총괄주관하에운영담당자및고객사참여하는회의실시

 트랙별진행사항및이슈검토를통한프로그램및인력변경등결정및협의

이슈
발생

이슈
발생

프로젝트 변경 등 이슈 대응

<프로젝트보고예시>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