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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미디어

디지털 마케팅 OVERVIEW

가야미디어의 전문 크리에이터가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합니다.  

NEW  
CREATIVE 

전문 크리에이터가 디지털 
환경의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브랜드 스토리 중심의 콘텐츠를 

제시합니다. 

VISUAL CONTENTS 
ORIENTED

소셜 미디어에서 소비자의 관심과 
반응을 높일 수 있는 사진, 

영상 중심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MULTIPLE  
CHANNEL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플러스친구, 네이버 포스트 

등 다양한 채널의 운영 경험을 통해 
브랜드의 캠페인에 적합한 소셜 
미디어 채널 운영을 실행합니다. 



가야 미디어

디지털 마케팅 SERVICE SCOPE

1
소셜 미디어 운영 대행 

SOCIAL MEDIA 
PLATFORM PLANNING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등 SNS 
미디어 플랫폼 구축 및 

운영/관리 

2
디지털향 비주얼 콘텐츠 제작  

DIGITAL CONTENTS 
PRODUCTION 

바이럴 콘텐츠, 브랜디드 콘텐츠,
네이티브 애드 등 다채로운 

디지털향 콘텐츠 기획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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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마케팅 SERVICE SCOPE 1

1소셜 미디어 
운영 대행

Editor 기획/제작 + SNS 운영 전문 
Man Power에 의한 효율 높은 SNS 운영    

매거진 에디터에 의해 기획되는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SNS 전문 인력에 

의해 효율 높은 SNS 운영이 가능합니다.

각 플랫폼의 미디어 특성과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에디터와 함께 

기획하고 제작하여 소비자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SNS를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합니다. 

가야미디어의 매거진 (<THE NEIGHBOR>, <MOTOR TREND>, <PLAYBOY>)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한 브랜드 콘텐츠의 노출 확대도 가능합니다. 

※ 가야 미디어의 매거진 SNS 채널  뿐만 아니라 아모레 퍼시픽의 ‘설화수’ SNS 

(인스타그램@sulwhasoo.official, 페이스북@sulwhasoo.official) 운영을 시작으로 

소셜 미디어 마케팅 에이전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KAYA 
MEDIA

SOCIAL
MEDIA CONTETS

CUSTOMER 

BRAND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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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마케팅 SERVICE SCOPE 2

2디지털향 비주얼
콘텐츠 제작  

Editor + Specialist PD/디자이너가 
함께 만드는 비주얼 콘텐츠 제작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에디터와 전문 영상 PD/

디자이너가 협업을 통해 비주얼 콘텐츠 제작를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디지털 마케팅용 브랜드 콘텐츠 제작

  브랜디드 콘텐츠, 바이럴 콘텐츠 등 브랜드의 디지털 마케팅 성격과 니즈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비주얼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가야미디어 채널 광고용 콘텐츠 제작 

  THE NEIGHBOR, MOTOR TREND, PLAYBOY  등 가야 미디어의 매거진 디지털 

채널 광고를 위한 애드버토리얼, 네이티브 애드 등 매거진 채널에 자연스럽게 

묻어 나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THE NEIGHBOR>의 패션,  
뷰티, 피쳐 에디터 

<MOTOR TREND>의  
자동차 전문 에디터 

<PLAYBOY>의 남성 라이프 
스타일 에디터 

영상 전문 PD,
디자이너



가야 미디어

디지털 마케팅 PORTFOLIO  

1
운영 대행 채널 

아모레 퍼시픽 <설화수> 

2
자체 운영 채널  
<THE NEIGHBOR>, 
<MOTOR TREND>, 

<PLAYBOY>  



1
운영 대행 채널 

아모레 퍼시픽 <설화수> 



아모레 퍼시픽 <설화수> 매거진을 제작하고 있는 에디터와 

함께 공동 기획하여 <설화수> SNS 채널에 적합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SNS 운영 및 관리에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INSTAGRAM FACEBOOK

가야 미디어 디지털 마케팅 PORTFOLIO 

운영 대행 채널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https://www.instagram.com/sulwhasoo.official/
https://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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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대행 채널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1.매거진 <설화수> 이미지 모션/영상화

2.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매거진에 게재된 사진 이미지에 모션 효과를 주어 
관심도 높은 주목 받는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제품 사용법/테스터 
영상 
브랜드 제품의 사용법, 

테스터 영상 등을 기획/

제작하여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제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뷰티팁을 

전달합니다. 

행사 및 스토어 
스케치 영상 
브랜드 행사 현장, 

플래그십 스토어의 

서비스를 생동감 

있게 담아 낸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하여 

소비자들에게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다양한  

뉴스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타깃소비자 
관심유도 콘텐츠
브랜드 관련 뉴스 뿐 

만 아니라 SNS 미디어 

상에서 타깃 소비자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여 전달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영상이 확인 가능한 SNS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instagram.com/p/BglEluHFy3j/?taken-by=sulwhasoo.official
https://www.instagram.com/p/BgYMfYxlzn5/?taken-by=sulwhasoo.official
https://www.instagram.com/p/BgQefzOFpJ1/?taken-by=sulwhasoo.official
https://www.instagram.com/p/BgBCDrJleqm/?taken-by=sulwhasoo.official
https://www.instagram.com/p/Bd2ByGWBDzp/?taken-by=sulwhasoo.official
https://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videos/1858664984165649/
https://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videos/1884693118229502/
https://www.instagram.com/p/Bej7AEeh83q/?taken-by=sulwhasoo.official


2
자체 운영 채널 
<THE NEIGHBOR>
<MOTOR TREND>

<PLAY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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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자체 운영 채널 INSTAGRAM FACEBOOK

NAVER POST

KAKAO PLUS FRIENDS

YOUTUBE

<모터 트렌드>

팔로워 : 14만 명

@motortrendkr

좋아요 : 6만 명

@motortrendkorea

친구: 10만 9천 명

@모터트렌드

팔로워 : 9,300명

조회수 : 141만 2천 /

월@모터트렌드 

<더 네이버>

팔로워 : 21만 3천 명

@neighbormag

좋아요 : 4만 2천 명

@magazineneighbor

친구: 1만 명

@아이매거진

<플레이보이>

팔로워 : 4.9만

@playboykorea

좋아요 : 3만 9천 명 (메인 페이지) 

@pbkorea

좋아요 : 1만1천명 (서브 페이지) 

@rabbitkin

YouTube 채널 운영 

@PLAYBOY KOREA

https://www.instagram.com/neighbormag/
https://www.facebook.com/magazineneighbor/
https://www.facebook.com/MotorTrendKorea/
https://www.instagram.com/motortrendkr/
https://www.instagram.com/playboykorea/
https://www.facebook.com/PBKOREA
https://www.youtube.com/channel/UC88aIWVmE5kkhxctbMDi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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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운영 채널 <THE NEIGHBOR> 인스타그램

패션, 뷰티의 주요 소비 타깃인 여성 2040의 주요 관심 콘텐츠 기획/제작과 플랫폼 운영

매거진 프린트 광고 상품과 연계한 SNS 콘텐츠 기획/제작으로 소비자의 관심과 주목도를 높임

제품 화보 촬영과 함께 기획/제작되어 브랜드 

제품 본연의 매력이 드러나는 비주얼과 

레이아웃으로 독자와 브랜드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콘텐츠 (*광고상품) 

에디터의 취재 현장이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업데이트되는 현장 스케치 

에디터와 인플루언서 멤버가 함께 만드는 

다양한 제품 리뷰 콘텐츠

(인플루언서 멤버 인스타그램으로까지 노출 

확대 가능) (*광고상품) 

뷰티&패션 제품 및 뷰티팁, 패션스타일링,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등 에디터가 취재한 

다채로운 내용의 기사가 인스타그램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제작되는 매거진 기사 콘텐츠 & 

인스타그램용 기획 콘텐츠     

IN DETAIL 현장 스케치 THE BOX 매거진 콘텐츠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영상이 확인 가능한 SNS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instagram.com/p/BfsPrRxnGeH/?tagged=%EC%9D%B8%EB%94%94%ED%85%8C%EC%9D%BC
https://www.instagram.com/p/BepQsxbHO5p/?taken-by=neighbormag
https://www.instagram.com/p/Be96XuwHK7c/?taken-by=neighbormag
https://www.instagram.com/p/BXxRIkRhsXc/?taken-by=neighbormag
https://www.instagram.com/p/Bf-pg_sHcac/?taken-by=neighbormag
https://www.instagram.com/p/Bgk88cIH-bP/?taken-by=neighbormag
https://www.instagram.com/p/BhIxDFLHPhG/?taken-by=neighbormag
https://www.instagram.com/p/BgxKYGFnXZL/?taken-by=neighbormag
https://www.instagram.com/neighborm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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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운영 채널 <THE NEIGHBOR> 인스타그램

패션, 뷰티, 컬쳐, 뉴스 및 정보, 브랜드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를 

Facebook 플랫폼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작하여 효과적으로 운영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게 ‘데일리카드‘ 형태로 기획/제작된 콘텐츠를 

발송하여 타깃 도달률을 높인 효과적인 운영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영상이 확인 가능한 SNS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facebook.com/magazineneighbor/posts/1616172235141059
https://www.facebook.com/magazineneighbor/posts/1606033059488310
https://www.facebook.com/magazineneighbor/posts/1613352915422991
https://www.facebook.com/magazineneighbor/videos/1608988815859401/
https://www.facebook.com/magazineneighbor/


가야 미디어 디지털 마케팅 PORTFOLIO 

자체 운영 채널 <MOTOR TREND>

신차, 시승기 등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즐기는 30대, 40대 남성 타깃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한 SNS 플랫폼 운영과 콘텐츠 기획/제작 

카카오 플러스 친구 페이스북네이버 포스트 인스타그램

https://www.facebook.com/MotorTrendKorea/posts/1450024888497534
https://www.instagram.com/neighbormag/
https://www.facebook.com/magazineneighbor/


가야 미디어 디지털 마케팅 PORTFOLIO  

자체 운영 채널 <PLAYBOY>

20대 영타깃을 위한 Fun, Sexy, Entertaining, Unique한 콘텐츠 기획/제작

플레이보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활용한 브랜드의 PPL 및 바이럴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  

페이스북 유튜브인스타그램

https://www.facebook.com/PBKOREA/
https://www.instagram.com/playboykorea/


E.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