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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Style:D



스타일디는 헬스 전문 MCN 1등을 목표로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과 스타일디가 함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트렌드를 선도합니다.

New Fun Challenge

Brand Identity



OUR
HISTORY

끝없는
도약
Style:D

* ㈜스타일디코퍼레이션



Style:D Infrastructure

스타일디의 공간 인프라로
크리에이터와 함께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스타일디스튜디오, 외부협력스튜디오등다양한공간



Business





MARKETING

COMMERCE PRODUCTION

Style:D BUSINESS

스타일디는뉴미디어채널에특화된마케팅및컨텐츠로제품의

홍보부터판매까지원스톱브랜딩솔루션을제공합니다.





뉴 미디어 플랫폼에 특화된
디지털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STYLE:D에서 가능합니다.

스타일디는브랜드,상품, 서비스를분석하고니즈에맞게적합한 마케팅채널과
프로세스, 전략을수립, 플랫폼별 최적화된 전략을제안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라이브 마케팅및 커머스플랫폼을통한 브랜딩이가능합니다.



마케팅 기획

Planning

최적화된 채널 및
인플루언서 선별 후

마케팅 진행

Markerting

결과 보고

Report & 
Result

마케팅 의뢰 및 컨설팅

Request

Marketing process



블로그 카페/커뮤니티

검색엔진최적화(SEO)를 통해이용자가

원하는 검색어를입력시상위노출

· 후기 리뷰형

· 방문 리뷰형

· 단순 배포형

광고성이짙지않은 자연스러운

노출을하는침투형바이럴마케팅

· 후기 리뷰형

· 방문 리뷰형

· 단순 배포형

Portal Marketing

Style:D MARKETING



· 사진 콘텐츠

· 영상 콘텐츠

· 스토리 콘텐츠

· 스폰서드 광고

인스타그램

콘텐츠의생명력이

타SNS 대비길어, 

꾸준한노출이가능

유튜브

영상콘텐츠로진행하여, 

퀄리티가높으며

높은신뢰도를보여줌

· 브랜디드 콘텐츠

· PPL 콘텐츠

· 커뮤니티 채널 콘텐츠

다양한콘텐츠형식을

지원하며, 타겟층설정이확실

지정타겟에노출에용이함

페이스북

· 카드뉴스 콘텐츠

· 영상 콘텐츠

· 스폰서드 콘텐츠

SNS Marketing



· 국내1등검색엔진“네이버” 지정키워드검색시상위노출

· 상위노출을통해브랜드이미지및방향성홍보

STYLE:D

블로그 진행 사례

<다비치렌즈 및 슈프림캔디 바이럴>

DIRECTIONALITY



STYLE:D

카페 진행 사례

· 자연스러운침투형바이럴

· 하단댓글을통해브랜드를추가적으로홍보

· 댓글을통한진행제품을직접적으로홍보

DIRECTIONALITY

<슈프림캔디 맘카페 바이럴>



STYLE:D

인스타그램 진행 사례

<다비치렌즈 및 슈프림캔디 바이럴>

DIRECTIONALITY

· 진행브랜드의맞춤타겟팅

· 인게이지최적화인플루언서로최상위노출

· 사진부터영상까지다양한콘텐츠사용



킹기훈X더쎄를라잇브루잉 이전진행

임선비X60계치킨 이전진행

조회수: 300,000

조회수: 675,000

STYLE:D

유튜브 진행 사례

브랜디드콘텐츠 PPL 콘텐츠

아옳이X쏘나타 이전진행

레이디액션X60계치킨 이전진행

조회수: 500,000

조회수: 540,000



<“선미C&C” 이전진행게시물>

STYLE:D

페이스북 진행 사례

<“울자기가제일좋아”이모티콘
이전진행게시물> <“BBQX카카오” 이전진행게시물>

DIRECTIONALITY

홍보하고자하는브랜드의방향성을

기획부터제작업로드까지

모두일괄적으로진행가능한프로세스



단순한 채널광고가 아닌 브랜드 맞춤
통합 마케팅으로 최고의퍼포먼스를 달성합니다.





유튜브/ 바이럴/ 브랜디드/ PPL등다양한종류의콘텐츠영상을

기획단계부터타켓층에게노출까지최적화합니다.

Production

콘텐츠 기획 콘텐츠 촬영 촬영 된 영상 편집 On Air 마케팅 PR



1. Youtube Content

인기엔터테이너들과 스타일디의전문가가협업하여즐거움을선사합니다.

새로운 소재로 즐거움을 주는 엔터테이너“ “

<조현영-조현영X딘딘콜라보>

조회수 : 144만회

<세리-아육대비하인드>

조회수 : 97만회



1. Youtube Content

자신의 분야에서 확실한 개성이 있는 크리에이터“

“
<뀨러기-몰카컨텐츠>

조회수 : 463만회

<와나나-니캐쩔>

조회수 : 253만회

<쩡대로운패션생활-패션평가>

조회수 : 71만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파워 페이지 광고로 인한 컨텐츠 PR효과 극대화

1. Youtube Content

페이스북파워페이지PR



<BB.Q> <슈프림캔디>

“스타일디만의독특함으로광고의소구포인트를확실히전달하고소비자의니즈를만족시킬수있는영상제작”

<Alive Lab><스키니톡>

2. Viral Content

제품의확실한소구포인트를발견하여, 차별화된바이럴광고를제작합니다.

· 페이스북 컨텐츠 · 브랜드 컨텐츠

바이럴컨텐츠예시



3. Branded Content

각분야별크리에이터들이소속되어있어, 

딱맞는브랜드와제품을효과적으로노출합니다.

<란지얼>

대만화장품브랜드광고

<AmelicanoX고코리아웨딩>

조회40만회/댓글2452개

브랜디드컨텐츠예시

“유명크리에이터와함께하는글로벌타겟층브랜드콜라보콘텐츠”



3. Branded Content

패션,일상,뷰티 등다양한스타일디크리에이터들의색깔로

브랜드와제품을효과적으로노출할수있습니다.

<최겨울X라퍼지스토어>

조회52만회/댓글703개

<킹기훈X유동골뱅이맥주>

조회66만회/댓글644개

브랜디드컨텐츠예시

“각크리에이터만의채널성격이묻어나게만들고확실한정보성이노출되는브랜드/제품콘텐츠”



“제품을크리에이터의콘텐츠속에서자연스럽게노출할수있는브랜드콜라보”

4. PPL Content

크리에이터의컨텐츠에자연스럽게 브랜드와제품광고를 녹여냅니다.

<뀨러기X엔제리너스>

조회80만회/댓글2049개

<레이디액션X국어문화원연합회>

조회90만회/댓글964개

<한아름송이X이지덤>

조회41만회/댓글283개

<예소리X60계치킨>

조회19만회/댓글305개

PPL 컨텐츠예시





스디샵은

스타일+디택트의 합성어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크리에이터와 함께 헬스 트렌드를 선도합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인플루언서 커머스 플랫폼

스디샵은모바일에최적화된인플루언서커머스플랫폼으로,

건강한라이프스타일을추구하는크리에이터와함께

타켓팅된소비자에게제품을노출하고판매합니다.

<스디샵모바일화면>

Platform



스디샵은매년엄선된스디크루와함께상품의컨텐츠를만들고, 홍보합니다.

또한, 스디샵은크루와함께건강한라이프스타일을선도합니다.

스디 크루 -건강한라이프스타일을추구하는인플루언서

<스타일디택트 소속스디크루>



* 해당프로세스안에는인플루언서마케팅/ 커머스가포함되어있습니다.

상품품평,
테스트

입점신청,
계약 입점, 상품등록

프로모션
판매진행

공구판매
진행(매칭시)

판매촉진
CS, 고객관리

정산
피드백,

플랜수립

Process

커머스입점제휴프로세스



스디샵

입점 및 제휴 진행 사례

· 스디크루SNS 커머스(공동구매) 진행

· 스디샵입점판매

· 채널을활용한비디오커머스

PROGRESS CASE



스디커머스를이용한인플루언서프로모션노출

인플루언서개인계정스토리/피드를 통한다양한컨텐츠업로드

프로모션진행 (판매) 

STYLEDTACT

커머스 진행 사례

1. 공구

<요니지연X슈프림캔디 공구컨텐츠>



STYLEDTACT

커머스 진행 사례

2. 스디크루 프로모션 (입점판매)

<숀리바이크 공구판매이미지>

크리에이터콜라보프로모션, 판매진행

스디크루(다이어트 크리에이터)와 컨텐츠제작

크리에이터개인SNS에컨텐츠홍보



STYLEDTACT

커머스 진행 사례

3. 비디오 커머스

<슈프림캔디 영상및이미지제작바이럴컨텐츠>

파워SNS 채널에업로드및바이럴 (광고집행)

영상및이미지자체컨텐츠제작

구매URL 삽입으로유입및매출증대



Creator



크리에이터
Creator Profile-대표 엔터테이너
* 전체 크리에이터 프로필은 별첨



최진헌
Youtube: 헌이의일상

와나나
Youtube : 와나나

뀨러기
Youtube : 뀨러기

세리
Youtube: 세리데이

조현영
Youtube : 조현영TV

최겨울
Youtube : 스타일가이드최겨울

레이디액션
Youtube : 레이디액션

쩡대
Youtube : 쩡대로운패션생활

Creator 엔터테이너

https://www.youtube.com/channel/UCdiGORbWvLVYJWOm02uWB3g
https://www.youtube.com/channel/UCdiGORbWvLVYJWOm02uWB3g
https://www.youtube.com/channel/UCXxRoInLHP-4kYX1Hhbi3eQ
https://www.youtube.com/channel/UCXxRoInLHP-4kYX1Hhbi3eQ
https://www.youtube.com/channel/UCbOwqHbQf0uspeRe7lY8e6Q
https://www.youtube.com/channel/UCbOwqHbQf0uspeRe7lY8e6Q
https://www.youtube.com/channel/UCt_UFhBBHk5rQPQv12Y7RHg
https://www.youtube.com/channel/UCt_UFhBBHk5rQPQv12Y7RHg
https://www.youtube.com/channel/UCexnMWt_GyyAIkLCn7x36nw
https://www.youtube.com/channel/UCexnMWt_GyyAIkLCn7x36nw


오사원
Youtube: 오사원Oh!sales

Creator 엔터테이너

김정아
Instagram: 구사자

엘린
Youtube : 하이엘린

하비언니
Youtube: 하비언니

주벤져스
Youtube: 주벤져스

김줄스
Youtube : 김줄스

햄크루
Youtube : 햄크루

이정환
Youtube: 코그티비



정이재
Instagram: 정이재

이서영
Instagram: 블리맘

박보성
Instagram: 박보성

오지은
Instagram: 오지은

옌
Youtube : 옌YEN

강윤우
Tiktok: 유니갱

이진아
Instagram: 이진아

배배자매
Youtube :배배자매

Creator 엔터테이너



임채원
Youtube : 채공주·채원

안주미
Instagram: 쭈미언니

허애선
Instagram: 허애선

후니세탁소
Youtube : 패션유튜버후니세탁소

현우티비
Youtube : Hyun Woo TV.현우티비

윤참
Youtube : 윤참

미누의코디
Youtube: 미누의코디

이브닝
Youtube : 이브닝

Creator 엔터테이너



박세희
Instagram: vvsn_sh

징니스
Tiktok : 김하니

Creator 엔터테이너



크리에이터
Creator Profile – 대표 헬스 분야



마블제이
Youtube: 특전사마블제이

박도현
Youtube: 특전사박도현

주양
Youtube: 주양JUYANG

하리
Youtube : 흥하리는흥하리

아궁이
Youtube : 불타는아궁이

수봉이
Youtube :수봉이Subonglee

김현동
Youtube : 미루나무

원민
Instagram: 원민

Creator 헬스 분야



김주민
Youtube: 줌인티비

박영호
Youtube: 빡영TV

안성환
Youtube: 캔두CANDO

콩필라테스
Youtube: 콩필라테스

Creator 헬스 분야

한소이
Youtube : 한소이

재벌
Youtube : 쩨이보릿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가는 스타일디와 함께
더, 나은 인사이트를 발견해보세요



Style:D

진솔, 안효준

문 의 jaeho@styl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