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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
세컨드쇼핑에 참여한 지구힙스터의 수 

128
세컨드핸즈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은 물건의 수

53
세컨드캐스트로 만난 히어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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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세컨드히어로는

잘 사는(living)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합니다.  

보다 잘 사는(things)세상을 꿈꾸는 컨텐츠 커머스 플랫폼 입니다. 

세컨드히어로가 직접 큐레이션한 건강한 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히어로들을 
직접 찾아가 오직 한사람, 한 브랜드에 집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듭니다. 히어로와 일반인 컨트리뷰터가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품은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퀘스트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쓰입니다. 
세컨드히어로만의 상징적인 캠페인으로 자리잡은 블라인드경매는 진행 과정과 결과를 SNS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소비를 자극하는 세상 안에서, 의미가 분명하고 가치있는 소비를 추구합니다. 이미 지구힙스터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 뿐만 아니라,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나 오랜 쓰임이 예상되는 
물건들을 소싱합니다. 세컨드히어로가 전달하고 싶은 메세지를 담은 굿즈상품도 판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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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uction 히어로 뿐만 아니라 일반인 컨트리뷰터를 통해 기증받은 물품을 블라인드 경매를 통해 
판매하며, 수익금 전액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세컨드히어로만의 상징적인 캠페
인입니다. 매월 그 진행 과정과 결과를 SNS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News & 세컨드히어로가 직접 기획하고 취재하는 컨텐츠와 국내외 서스테이너블 라이프스타일 
단신을 소개합니다.

Things (진행예정) 세컨드히어로가 큐레이션한 국내외 서스테이너블 라이프스타일 상품과 히어로들의 대
표상품을 소개합니다.

Movement 세컨드히어로가 기획하는 지속가능한 프로모션으로 캠페인, 세컨드딜, 콜라보레이션, 팝
업 등 매월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Hero 2021년 5월 21일 오후 3시 첫 미팅을 시작으로 매주 한 명의 인터뷰이와 꾸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건강한 세상에 대한 시각을 담는 
콘텐츠를 만들어왔습니다. 51명의 히어로를 만나는 동안 오직 한 사람, 한 브랜드에만 집
중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기획하고, 어떻게하면 더 진정성있게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했
습니다. 브랜드의 철학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 세컨드히어로만의 색으로 기록하고, 웹매
거진으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인터뷰이에게 마음을 담아 파일로 전달합니다.  

Hero  10%

Things  15%

Auction  20%

Movement  5%

News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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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e

 히어로콘텐츠를 통해 소개한 브랜드 상품을 소싱합니다.   
매주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고 타임딜을 통해 세컨드히어로만의 

특별한 혜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Deal

세컨드히어로가 직접 기획 제작한 물건들을 판매 합니다. 
작은 데스크 소품부터 작가의 손을 거친 오브제까지 

다양한 협업을 통해 제작할 예정입니다.  

Goods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작은 움직임

a little movement for us



many 
   thanks!

wait for your contact

official@secondhero.co.kr secondhero.official

secondhe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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