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HIVE Credential



Brand Experience Marketing
 Content Marketing

 Performance Marketing



D.hive는 과학적인 고객 분석과 통찰을 시작점으로 
콘텐트를 매개로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며,  
세분화 된 고객 집단과의 확장된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결과를 얻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C Engagement Model

D.Approach

Context



D.hive는 중소 제조기업과 스타트업의  

마케팅 파트너로서 브랜드 개발에서 

마케팅 대행, 판매·유통과 성장전략까지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합니다.  

Performance Marketing
브랜드 개발,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수행 브랜드 진단 / 브랜드 개발 / 브랜드 경험 디자인 /  

브랜드 스토리텔링 / 콘텐츠 마케팅 / 광고·홍보

영업, 판매-유통, 퍼포먼스 관리 
마케팅 채널 운영 / 유통 플랫폼 발굴 및 구축 /  
판매 촉진 관리 / 통합 매출 관리 및 수익 분석 

Marketing Fulfillment

성장 중심의 업무 최적화 지원 마케팅 효과 분석 및 성과 관리 / 표준 업무 시스템 설계 및 직무 교육  
데이터 분석 및 진단 / 마케팅 리서치 / 고객 경험 최적화 



페어런토리는 자외선소독기(젖병소독기)의 혁신적인 제품특허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스타트업의 한정된 리소스로 인해 적극적인 제품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D.hive는 페어런토리 소독기의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양산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채널 정비를 진행하였으며,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와디즈에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여 초기 목표의 1,778%인 53,348,000원의 펀딩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COBE BABY FAIR”에 참여한 페어런토리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였습니다.

페어런토리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대행 및  
디지털 채널관리

OUR WORK



ZIMZOM은 공항에서 숙소로, 숙소에서 공항으로 여행짐을 배송하는  

러기지 딜리버리 서비스 스타트업입니다.  

D.hive는 ZIMZOM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체  

비즈니스 디자인을 재설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업무지원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예약과 결제가 가능한 다국어 플랫폼 리뉴얼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ZIMZOM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제휴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여행관련 서비스와의 업무협약과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 호치민 지역에서는 직접 ZIMZOM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 마케팅 및 제휴 협력 참여
*직접 사업 참여 및 투자 (Marketing Capital) 제공

ZIMZOM 

OUR WORK



농사펀드는 성실한 농부에게 투자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돌려받는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입니다. 함께 영농자금을 마련하고 투자하여,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건강한 농업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D.hive는 더 많은 사람들이 농부와 농사과정에 투자하고 좋은 먹거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환경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이벤트와 광고를 집

행하였습니다. 

다양한 광고 타깃 설정과 지속적인 트래킹을 통해 광고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

후 광고집행에 활용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 하였으며, 평균 수준 이상의  

회원가입 전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농사펀드

회원가입 증대를 위한 퍼포먼스 마케팅 수행

OUR WORK



3ACT는 흥미로운 브랜드 스토리와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정된 리소스와 유통 채널로 인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는데 어려

움이 있었습니다. 

D.hive는 3ACT 제품의 탁월한 효능을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발라보고’ 브랜드 스토리를 개발, 영상 시리즈로 제작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콘텐츠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3ACT의 국내 유통 총판을 위탁받아, 고객의 브랜드 경험 접점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디지털 마케팅을 수행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3ACT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콘텐츠 마케팅 및 위탁판매, 디지털 채널 관리

OUR WORK



효과적인 브랜드 자산 구축과 지속적 관리 브랜드 마케팅 전략·컨설팅 및 운영 / 마케팅 성과분석 / 디지털 역량계발

고객경험을 통합하여 일관된 브랜드 메세지 전달 브랜드 캠페인 / 디지털 브랜딩 / 브랜드 미디어, 플랫폼

최적의 콘텐트와 미디어 솔루션 제공
콘텐트 전략 / 브랜드 스토리텔링 / 콘텐트 유통, 협업

D.hive는 고객 비즈니스 목표와  
접점, 전략, 콘텐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커뮤니케이션 여정을 디자인합니다

Content Marketing

Marketing Communication



Coca-Cola Contour 100th Anniversary 캠페인 
[ 브랜드와 팬의 관계, 그 너머 : Coke Lovers @Our Hands ]

Paid Media 고도화에 따른 브랜드 콘텐트 생산 및 유통 경쟁력 강화  

Young Adult 고객층 확대를 위한 팬 네트워크 발굴 및 관계 관리

브랜드 전략 해시태그 수립 및 활용을 통한 잠재적 Amplifier, 

Co-creator,  Influencer 팬 발굴 

지속적 소비자 관계 관리를 통한 브랜드 Advocator 형성 

Influencer(Coke Lover, Co-creator)와 협업을 통한 

브랜드 행사(Coca-Cola Contour 100th Anniversary) 참여 

잠재적 브랜드 팬(Coke Lovers)의 브랜드 커뮤니티화 및 

기존 브랜드 커뮤니티와의 연계 강화 

소비자의 자발적인 브랜드 콘텐트 생산 및 참여 증대 

브랜드 전략 해시태그 점유율 향상 

(#cokestyle 태그 사용률 500% 증대, ‘16년 기준) 

CCKC

Solution

Mission

Outcome

OUR WORK



GS칼텍스 손가락에너지응원단 캠페인 
[ 대한민국 국가대표 아이스하키팀을 응원합니다 ]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계기 브랜드 메시지 공유 및 확산 

브랜드 슬로건 ‘I am your Energy’가 담고있는 

사람의 관계 에너지라는 의미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확대

아이스하키 동호인을 중심 응원단 커뮤니티 ‘손가락 에너지 응원단’ 결성 

아이스하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체험형 콘텐트 제작-배포 

국가대표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평창올림픽 참가후원을 위한 스토리펀딩 

아이스하키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웹 예능 ‘럭키 하키’ 

(티저 1편, 본편 9편) 제작 및 JBJ-경희중학교 이벤트 경기 개최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활동으로 

추상적일 수 있는 브랜드 메시지의 의미에 공감대와 지지 형성 

평창 올림픽 응원 언론 기사 취재 22건 (현장 응원활동 방송 보도 외) 

/페이스북  응원단 그룹 멤버 약 1,800명 확보 

/그룹 게시글 수 약 1,000건 게시

Solution

Mission

GS 칼텍스

Outcome

OUR WORK



Kixx 엔진오일 True Mechan:ism 캠페인 
[ ‘진정한 정비사의 꿈’을 응원합니다 ]

핵심 고객인 정비사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대중에게 정비사의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정비사와 지속적인 관계 도모 및 확장

베트남 현지 교육기관 Nguyen Tat Thanh 대학과 MOU 체결 

캠페인을 홍보하고 차량정비 지식을 공유하는 Mechanic Fair 개최 

예비 정비사를 위한 교육 Kixx Engine Master Workshop 진행 

Nguyen Tat Thanh 대학 이론/실습 수업과 정비소 실무 수업 진행 

현지 주요 차량 업체와의 하이어링데이를 통한 취업 활동 지원

워크샵 교육 지원자 257명으로 높은 입학 경쟁률(총 30명 선발) 

워크샵 종료 후 졸업생의 약 86%가 현지 정비소 취직 

베트남 국영 TV 포함 총 101건의 주요 언론 보도

Kixx 엔진오일

Solution

Mission

Outcome

OUR WORK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채널 통합 운영 &  
콘텐츠 개발-유통, 지속형 브랜드 캠페인 집행 
   I 기업 통합 미디어 허브,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포스트,  
     네이버TV 운영

GS칼텍스 기업 및 비지니스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브랜드 슬로건 ‘I am your Energy’에 대한 인지도 강화 

브랜드 콘텐츠를 통한 고객 경험 통합 관리

기업 커뮤니케이션 과제를 중심으로 채널 운영 전략 수립 

검색 키워드, 트렌드 분석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유통 최적화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캠페인, 디지털 영상 캠페인 진행 

주요 타깃 대상 에너지업계 뉴스레터 기획 및 발송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수상 (2018) 

검색을 통한 블로그 유입 192% 증가 (’17 대비) 

고객 관계 강화를 위한 콘텐츠 반응율 2배 증가(’17 대비) 

뉴스레터 구독자 2,100명 확보, 오픈율 평균 25%

GS칼텍스 기업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목적

주요 성과

OUR WORK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및  
기업 채널 구축-운영 
  I 대표 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 콘텐츠 제작 협업 관리 

기업 인지도 증대 및 젊은 세대의 호감도 증진을 위한  

콘텐츠 중심의 지속적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강화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및 채널 (페이스북 / 블로그) 구축 

브랜드 메시지 - ‘계속하는 것이 힘이다’ -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인테리어 소개 및 기술정보 안내를 위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홈페이지 인프라 재정비를 통한 원활한 운영 기반 마련

페이스북 오픈 6개월 기준 11,900 팬 달성 

블로그 일평균 조회수 약 1,500회 달성 

홈페이지 인프라 재정비를 통해 정보 업데이트 소요 시간 100% 단축

KCC 기업 콘텐트 마케팅

서비스

목적

주요 성과

OUR WORK



디지털 브랜딩 & 콘텐츠 마케팅, 디지털 캠페인 
  I  블로그, 페이스북(국내·베트남), 네이버포스트, 네이버 지식파트너 운영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마케팅 기반 시스템 구축  

브랜드 속성 중 ‘친밀감’ 강화를 위한 브랜드 연상 체계 강화 

자동차 생활 관련 소비자 중심의 콘텐츠 마케팅 전개 

고객의 브랜드 경험 분석을 통한 고객의 정보 접점 콘텐츠 강화 

자사채널 유입 키워드 분석을 통한 검색 최적화 

소비자와의 직접 접점이 있는 정비사 대상 업무 지원 기반 마련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강연 진행 

고객 행동유도 디지털 캠페인 진행

자연 검색을 통한 블로그 유입 43배 증가(‘16대비) 

정비사와의 접점 확대 및 관계 관리 강화 

베트남 페이스북 페이지 유입 166%, 관심 190% 상승 ('17 대비)

Kixx 엔진오일 디지털 브랜딩

서비스

목적

주요 성과

OUR WORK



CEO
임명재

Glob D.Brand D. Story D. Connect D. Compass D.

CFO Hub D.

Inno D. UX D.

Organization Structure



KCC 기업 공식 SNS 채널 구축 및 운영 
KCC기업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 
GS칼텍스 ‘손가락 에너지 응원단’ 캠페인 진행 
Kixx 엔진오일 GS윤활유 모바일 앱 개발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인증 (제 2017010743 호) 
GS칼텍스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기업 채널 통합 운영 
한국투자신탁운용 ‘TDF R아서’ 신규 펀드 런칭 캠페인 운영  
GS칼텍스 Kixx 엔진오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진행  
한국 코카-콜라(유) 소셜센터 ‘너의 목마름이 보여’ 페이스북 채널 운영 
Callaway골프 ‘GBB에픽 드라이버’ 신제품 런칭 페이스북 프로모션 운영 
GS칼텍스 Kixx 엔진오일 국내 및 베트남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진행 
(주)디하이브 사명 변경

한국 코카-콜라(유) 소셜미디어 관계관리 솔루션 운용 
한국 코카-콜라(유) ‘폴라베어’ 캠페인 인플루언서 관계관리 컨설팅 
법무법인(유) 한결 온라인 채널 진단 컨설팅 
한국 코카-콜라(유) 소셜센터 관계관리 프로그램 진행 
한국타이어(주) 디지털 전략 워크숍 진행 
삼아알미늄(주) 변화혁신 내부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진행 
(주)디인텔리전스 사명 변경 
’기업 실무자를 위한 소셜 미디어 성과측정 워크숍’ 진행 
한국 코카-콜라(유) 소셜미디어 전략컨설팅/교육 
지알아이 코리주(주) 쇼핑몰 제품 촬영, 온라인 구매 사이트 페이지 제작 
지알아이 코리아(주) 브랜드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GS칼텍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컨설팅 워크숍 진행 
GS칼텍스 Kixx ASEAN Road 베트남 MCO 캠페인 시즌1 진행 
삼성전자 e-뉴스레터 제작 지원 
법무법인(유) 한결 ‘해피앤드’ 모바일 사이트 구축 
한국 코카-콜라(유) 소셜미디어 채널 런칭/운영,  
인플루언서 관계 관리 프로그램 운영 
한국 코카-콜라(유) 소셜미디어 플레이북 컨설팅/제작 
한국 코카-콜라(유) ‘Share A Coke’ 캠페인 소셜 콘텐트 제작

GS칼텍스 '파타고니아 소셜원정대' 캠페인 진행 
서울특별시 '소셜특별시 중장기 학술연구' 진행 
GS칼텍스 Kixx ASEAN Road 베트남 MCO 캠페인 시즌2 진행 
농심 켈로그(주) '디지털 위기관리 전략 워크숍' 진행   
GS칼텍스 Kixx 엔진오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진행  
GS칼텍스 Kixx MCO 베트남 소셜미디어 마케팅 운영 

2018 Nespresso 네이티브애드 
농사펀드 온라인 프로모션 및 광고 운영 
GS칼텍스 Kixx 엔진오일 베트남 캠페인 ‘True Mechanism’ 진행 
ESSENCORE LIMITED KLVEE 온라인 매체 광고 운영 
GS칼텍스 Kixx 엔진오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진행 

2019 Audi Volkswagen Korea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문화체육관광부 2019 정책기자단 미디어랩 운영 
레일유럽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확산

2017

2016

2015

2014

2008 디엔에이커뮤니케이션 설립

History
한국 코카-콜라(유) 소셜 리스닝 개편 
한국 코카-콜라(유) 소셜센터 'Coke.Style' 인스타그램 운영   
GS칼텍스 Kixx ASEAN Road 베트남 소셜미디어 채널운영 



D. Partners

Partners



강남 Office
06088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56길 26 (삼성동 8-5번지) 재율빌딩 4층

베트남 Office
Floor 10th Miss Ao Dai Building, 21 Nguyen Trung Ngan, 
Ben Nghe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070-5118-5582 

02-568-5581 

info@dhive.co.kr 

www.dhive.co.kr

Contact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