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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잘 노는 순록들 -, We are Reindeer!

“SK 네트웍스 서비스 광고 사업팀 & 국내 No.1 홍보대행사 피알원 출신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만든 통합 디지털 마케팅 컴퍼니”

LEGO 7년, OLYMPUS 6년, SK플래닛 6년, MIZUNO코리아 6년, 
SK렌터카 3년, 스텐다드차타드은행 3년, 매일유업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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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주요 멤버, Specialist Senior

이원탁 대표이사

“광고ㆍ디지털 통합운영
7회 수상경력”

약력

現 ㈜레인디어크리에이티브 대표이사

現 한양대학교MBA 석사

前 홍보대행사 ‘피알원’ 인터랙티브팀장

前SK네트웍스서비스 광고사업TF 파트장

前소셜네트워크 피플투 마케팅 총괄

前daum포털연재 ‘팀장이 시켜서 만든 페이지’

주요활동

- 인터넷 에코어워드 2018, 2개부분 대상

- 대한민국 SNS 대상 2회 수상 (2014, 2015)

- 한국 PR대상 디지털 & 마케팅 부분 3회 수상 (‘14, ‘15, ‘16)

- 2018 에코어워드 2개부분 대상

- 저서: 올림푸스 PEN 감성 매뉴얼 (올림푸스), 우리 골목에서 만나자(SK플래닛)

- 소셜 빅데이터 솔루션 개발 및 온라인 위기관리 컨설팅

- LEGO, 올림푸스, SK플래닛, SKT, 롯데손보, SC은행, 서울시, 미즈노, 태국관광청외

- 생산성본부 디지털마케팅 강연/ 2018 강원도 M솔루션 심사

양시호 차장

前SK네트웍스서비스

前 홍보대행사 ‘피알원’
MPR 경력 12년
진로하이트, SK플래닛, SKM&C,
SK텔레콤, SK컴즈, SK네트웍스
레고코리아, 미즈노, 롯데손보 등

‘16 한국PR대상 디지털PR부분 수상
‘18 에코어워드 대상(마케팅부문)

이수빈 과장

前SK네트웍스서비스

前 홍보대행사 ‘피알원’
디지털PR 경력 8년
강원도청 평창올림픽, 삼성, 할리스, 
스텐다드차타드은행, SK플래닛, 
아코르호텔그룹, 올림푸스, COBINHOOD
SK렌터카, 리안(TVC&SNS), GAP 등

‘18 에코어워드 대상(공공부문)



Member
주요 멤버, Specialist Senior

문형진 홍보부문 대표

“홍보ㆍ위기관리전문가
26년차 스페셜리스트”

약력

現 레인디어-프래드컴그룹 홍보이사

前 삼성, CJ그룹 홍보팀 (11년)

前 IBK 컨설팅 수석 컨설턴트 (4년)

前 PR ONE 부사장 (10년)

한양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주요활동

올해의 PR기업상, AGENCY OF THE YEAR SILVER(CAP)등 다수 수상

홍보 위기관리 컨설팅 전문가

코카콜라, 디즈니, 서울시, 영원무역(노스페이스), 네파, 풀무원, 한국수력원자력, 내추럴엔도텍, 

육우자조금, 채선당 위기관리 외

서울우유, 내추럴엔도텍등 다수 홍보 및 위기관리 진행

서울시 자문위원, 생산성본부 강연

이준 이사

“프로젝트 개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약력

現 레인디어크리에이티브 기획이사

前 (주)JDpartners / 대표이사

前 (주)AVT design / 기획이사

前 (주)코래드

前 (주)마일스톤커뮤니케이션 / 부사장

주요활동

애스턴마틴, KFC, 아크테릭스, 마무트코리아, 쎌바이오텍, 까사미아, 
국립과천과학관, 이베스트투자증권, 한국암웨이, 한국허벌라이프,
한국씨티은행, 굿모닝신한증권, 존슨앤존슨, 스타즈호텔, ENTRIX, 
호두의원, 오클라우드호텔, 해비치호텔, 아이더, SK플래닛그외다수

CI / BI Design / Advertising / Package Design / 
Brochuer / Catalogue / Leaflet / Newsletter / Magazine / Exhibition 



C

Organization
조직도



Travel

Client Story
함께 했던 고객사 리스트

FashIon /
Beauty /
ETC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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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1
업무 제휴 네트워크

• Fashion/Beauty/Travel
• Pictorial Magazine
• Lookbook
• Studio
• Style Video 
• Drone
• Casting (with YGK+, FNC)

• Food/Life/Travel bestseller
• Self Travel guidebook & App
• Top Publisher
• Branding Book
• Ad Network 



Partners #1
업무 제휴 네트워크

• MCN
• Casting
• China  
• Music

• Viral Film
• Public AD
• Motion graphics
• Animation
• Branded Contents
•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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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1
통합 디지털 마케팅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투브
• 네이버TV

• Viral MKTg
• Offline 시타회
• Golf 대회
• 해외 팸투어

• 자체 행사 개발
• 모객 프로모션
• Give away
• 현장 취재

• 스튜디오 용품촬영
• 필드 촬영
• Look-book
• 일본 본사 취재

• 카드뉴스
• 인포그라피, 화보
• 제휴/기고 컨텐츠 개발
• 자체제작 영상 (인터뷰,취재)

• Online AD
• Mobile AD
• 모바일TV 영상 광고
• Keyword 광고
• 바이럴 마케팅 (CPC 22원)

*DSP광고대비 10X 효과



Success Case #2
통합 디지털 마케팅

•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 블로그/포스트/카카오스토리
• 유투브/웹진
• 15만 FAN (소셜통합 30만)

• 평창 올림픽 서포터즈
• 올림픽 현장취재 센터 운영
• 강원 여행 서포터
• 연 5천건+ 콘텐츠 발굴

• 감스트 콜라보 (20만시청+)
• 수호비인형 (공유 1천+)
• 평화기원 바이럴 영상
• B급 스낵 콘텐츠 다수개발

• 감자합니다 캠페인 (CSR)
• 인생사진 찍어드립니다 <감자사진관>
• 도민기자 생생리포트
• 연차소진 ‘틈틈로드’ 프로젝트 외



Digital IMC
Team portfolio

• SNS
• PR
• 캐릭터 개발
• 온/오프라인 캠페인 (안전운전 차량 스티커)
• 박람회 캠페인 부스 운영
• 소셜 게임 개발

• 아시아 최초 전담 대행사 선정 (PR’ONE)
• SNS 및 유튜브 키즈 TV 자체 프로그램 개발
• 아시아 통합 캠페인 운영 (X-MAS)
• 네이버 웹툰, 쥬니버 웹툰 (동기간 1위)
• 크리에이터
• 오프라인 캠페인
• Showcase
• PPL
• VR



Influencer / Supporters
Team portfolio

소수정예 집중관리 파워 인플루언서 운영 (남/녀)
태국관광청 제휴 ‘방콕’,’치앙마이＇등 해외 팸투어 3회 진행

네이버판 인스타그램, 폴라 런칭 프로젝트
국내 최대규모 500명 파워인플루언서 운영

필리핀관광청 제휴,
작가 & 유튜브 인플루언서 팸투어 진행

스튜디오 화보촬영이 함께 한 뷰티 셀카 서포터즈, 
관광청 제휴 해외체험단등 7년간 20여회 운영
PEN 카메라 5년간 업계 1위 달성 기여

SNS어워즈/한국PR대상 2관왕
문화테마지도 가두캠페인, 소상공인 후원(CSR)프로젝트, 
해외취채, 유튜브/3CH 페이스북 운영 등 (1~4기 운영)

공공MCN을 목표로 한,
서울시정/서울여행 영상 크리에이터 육성 및 채널운영



Contents Creation  
Team portfolio

기자단과 1년간 전국취재 진행
SNS 연재 후, 전국서점 출간

자체제작 디오라마 VR, 전국 트레일러 운영
페이스북 연계, 130만 도달, 3천+ like 달성

봉봉과 제휴,
콜라보 컨텐츠 제작

전국/해외 취재 일러스트 맵 개발
한국관광공사 인포메이션 및 신촌 플레이버스 제휴, 부스비치

올림푸스 최초 매뉴얼북
분야 연간 베스트셀러 (2.5만부 판매)
중국어판 제작 / 수익금 유니세프 기부

직장인 채널 콘텐츠 페이지 운영 경험
자체 페이스북 x DAUM 메인 콘텐츠 제휴

북유럽 로케이션 촬영
페로제도, 스웨덴, 덴마크 모델 화보 및 드론 무비 촬영



Promotion / BTL
Team portfolio

디즈니와 제휴, 디즈니 채널광고(자체제작)
전국 레고 매장과 연동한 UCC 참여 캠페인 진행

CJ XTM 탑기어 코리아 PPL
레고 테크닉 CAR 제품 노출

서울 오토 살롱 현장 부스 운영, 
입점 부스 최대인 1.5만명 참여 기록

자체채널 전무했던 홈페이지 대체
상담형 SNS 채널 제안, 매출 7% 기여

애플 스티브잡스 라이브 런칭쇼 형태를 빌어, 첫번째 쇼케이스 진행
자체 제작 디오라마 부스 외, 국내 유명작가들과 함께 한 레고 사진 전시회 공동 운영

기존 전시형 사진박람회 대체, 여행박람회/베이비페어/
지스타 게임쇼/포토 콘서트 운영, 현장 제품 완판 달성

무 광고 원칙, ECO 대표명사 ‘상하목장’ 컨셉
자체 개발 유기농 라이프 컨텐츠로 단기간 3만 진성팬 확보



Viral FILM
Team portfolio



Videography
Team portfolio

"이 밤의 끝을 잡고" - 황치열, 리싸 (leeSA) 리메이크 Ver. Avengers “Age of Ultron” LEGO 스톱모션

OLYMPUS KAGAWA FAMTOUR E-M10 트래블 무비 LG U+ GALAXY S4 ZOOM TVC

MOUNTAIN DEW 바이럴 LG U+ TVC

홀리카홀리카 스케치화보 네파 아웃도어스쿨 취재 영상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 취재영상 (LONDON) 아이젠버그 미드나잇 챌린지



PICTORIAL (travel)
Team portfolio

2015 TAILAND KRABI project 

BREAK MAGAZINE

TOPGIRL LOOKBOOK

TREASURE HUNTER creator 

SEOTAIJI 9th

2015 SONGKRAN festival

OLYMPUS KAGAWA project 

MIZUNO GOLF

OLYMPUS THAILAND HUAHIN project

OLYMPUS OKINAWA project 



Crisis Management
Team portfolio



Inhouse Media
자제 보유 미디어 채널 x  광고







PHOTOGRAPHY



CARGOBROS



Cattoo



Duckdive



PHASEONE X Profoto



UnitedWappen



ANOTHER FRAME



AKIYORU



Belisian



RALMODE



VIDEOGRAPHY



Thebooth

https://youtu.be/ZDxOzpVOy5A


Sony



BAZAAR KOREA

Ysneakers x Astell&aspr



keyplaceJean

GAMZI



CALOBYE

CALOBYE



NATIONAL GEOGRAPHIC  APPAREL

UNB, (only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