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Disclaimer)

• 본 자료는투자자에게제일기획(이하회사)의경영목표, 사업전략등 정보제공을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이의반출, 복사또는타인에대한재배포는금지됨을알려드리는바입니다.

• 본 자료에포함된예측정보는과거가아닌미래의사건에관계된사항이며본질적으로불확실성

을 내포하고있는바, 회사가통제할수 없는시장환경의변동 및위험등의 불확실성으로인해회

사의실제영업실적결과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마지막으로본자료는투자자들의투자판단을위한참고자료로작성된것이며, 당사는이자료의

내용에대하여투자자여러분에게어떠한보증을제공하거나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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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지분투자추진및내부전담조직구축등으로디지털역량지속강화

M&A/지분투자 적극 추진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 구축

 메타버스/인플루언서/디지털 미디어 등 디지털
역량의 신속 보강을 위한 M&A 추진

 메타버스/NF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부 파트너십 지속 확대

* 전사 대규모 M&A와 지역 경쟁력 확보 목적의 로컬 M&A 병행

< 본사, 메타버스/NFT 관련 투자 현황 >

 해외 삼성전자 대상의 데이터 전담조직 구축으로
퍼포먼스 마케팅 대응역량 강화

 국내 버추얼 스튜디오 등 테크 기반 콘텐츠 제작
역량 확보 및 성공사례 창출

 디지털 신규 서비스 개발을 주도할 전담조직 구축
및 전문인력 확보, 육성메타버스向 신사업 강화 투자 (5월)

NFT 콘텐츠 기획/제작 MOU (6월)

NFT 상품개발 및 IP사업 MOU (8월)

NFT 사업협력을 위한 얼라이언스 (7월)

* NFT 콘텐츠 제작社

*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社

* 글로벌 NFT 거래소

*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 UAE, 인도, 멕시코 등

< 버추얼 스튜디오 >

전사 디지털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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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Audacious Studios社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사업부 인수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고성장中 광고주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요구 증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브랜드 홍보 및 퍼포먼스에

기여하는 주요 접점으로 부상하며 고성장 중

 광고주들은 용이한 성과측정, 정교한 타겟팅, 구매

전환률이 높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적극 활용

 주요 광고주도 브랜딩과 판매율 제고를 위해,

Cheil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역량 내재화를 요구 중
< Global > < US >

2019 2020 2021 2022 2019 2020 2021 2022

* 출처 : Influencer marketing hub(’22.11), e-Marketer(‘21.6)

6.5

(B$)

9.7

13.8

16.4

2.4
2.8

3.7

4.1

연평균36%

[ August United 주요 광고주 ]

[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 ]

연평균20%

* August United, Tailwind

북미 인플루언서 마케팅 사업부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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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United는 통합 인플루언서 마케팅 서비스 제공을 통해
美 업계 내 최상위 경쟁력 보유

 전략, 제작, 운영, 디지털 미디어 등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위한 모든 프로세스를 내재화

 메가/마이크로/나노 인플루언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마케팅 플랫폼別 채널 특성에 맞는 캠페인 실행

 자체 솔루션 Uniter를 통해 인플루언서 동향 파악, 성과 측정, 브랜드 매칭 등 서비스 제공

[ Influencer Activation Process ] [ Influencer Marketing Platform, ‘Uniter’ ]

* Youtube, Instagram, Tiktok etc.

북미 인플루언서 마케팅 사업부 인수



August United는 업무 전문성과 통합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하여 주요 광고주로부터 만족도 높음

 목표

- 美 대형마트 Sam’s Club에서

프리미엄 TV 판매 증대

 실행

- 핵심 타겟 선정, 콘텐츠 개발 등

캠페인 전략 수립

- 인스타 인플루언서 6명 선정

- 프리미엄 TV 시청 경험 포스팅

- 디지털미디어 활용 포스팅 확산

 성과

- ROAS 및 미디어 퍼포먼스 개선

- 클라이언트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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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인플루언서 마케팅 사업부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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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지분투자등으로디지털기반의퍼포먼스마케팅사업의글로벌확대지속추진

북미는 퍼포먼스마케팅 전문회사로 진화 ’23년에도 본사/로컬 M&A 지속 추진

1) 본사 주도의 대형 M&A

 메타버스/NFT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 등이 목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내 전문회사 타겟

2) 로컬 주도의 중소형 M&A

 디지털 미디어, 퍼포먼스 마케팅 등 현지 광고주
니즈가 높은 분야에서 사업역량 확보 목표

 북미, 동남아, 인도 지역의 디지털 미디어, 중남미
지역의 퍼포먼스 마케팅 검토 中

[ 북미 통합 퍼포먼스 마케팅 서비스 ]

 인플루언서 마케팅社 인수를 통해 닷컴 기반으로
소셜+커머스+디지털 미디어+CRM 통합 퍼포먼스
마케팅 서비스 제공

 북미와 구주의 법인/자회사 네트워크 리소스를
통합하여 One stop shop으로 광고주 공동대응

* Cheil Connec+

사업 전략 방향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