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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hero
#Sustainable #Green #Eco friendly 

#Recyclable #Renewable

개요Part1

Corporates 
/ Brands

People

국내유일sustainable콘텐츠미디어 플랫폼 ⌟

⌟



목표.슬로건Part1

a little movement for us, for earth
Sustainable *지속가능한이라는단단하고무거운주제를
세컨드히어로만의방식으로쉽고쿨하게전달한다.

우리의작은움직임이건강한나 지구를만드는시작이될수있도록!



People

second hero

Corporates / Brands

People

Corporates / Brands

second hero

sustainable을 주제로
한 단신,기획,인터뷰 등의

콘텐츠발신

기업/브랜드의
sustainable 제품, 
활동에대한광고

sustainability 을 위한
기업 및 브랜드 대상
콘텐츠기획/제작

온・오프라인콘텐츠
관련 이벤트 기획/

제작 대행

사업구조Part2

1 채널운영
SNS, Website 기반

2 콘텐츠기획 / 제작
캠페인,이벤트 등 포함



채널이용자Part2

13 24세 25 34세 35 44세 45세이상

25 34세
50.2

1324세,22.3
1824세,21.7

45세이상
6.6

35 44세
20.9

채널전체 이용자 90%이상
MZ세대구성

2만
팔로워

지구힙스터를 위한 미디어 라는 슬로건을
내건 세컨드히어로 역시 MZ세대의 구미가
당기는 쿨 한 방식의 중고 거래를 제안한다.
이들은 중고 물품을 기증받아 일주일에 두 번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경매를 개최한다. 중고
물품을 기증한 사람과 중고 물품의 두 번째
주인이 된 사람 모두 세컨드히어로 가 되고,
수익금은 전부 환경, 이웃, 동물, 아동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데 사용된다. MZ세대
의 뿌듯함과 인증 욕구를 북돋는 캠페인이다.

제일기획매거진 2021.6.17 발췌

인스타그램바로가기

https://www.instagram.com/secondhero.official/


콘텐츠구성Part2

21%

47%

32%

뉴스 &기획기사

인터뷰

기타

국내외sustainable 관련뉴스
라이프스타일단신과기획기사

sustainable활동을하는 사람과
브랜드를직접만나인터뷰

블라인드옥션,인터뷰이브랜드홍보
기업의캠페인과광고홍보

*블라인드옥션일반인들에게기증받은물품을경매를통해판매하고전액수익금을기부하는세컨드히어로의상징적캠페인



역량Part3

기업의ESG  규제강화로인한마케팅니즈

MZ 대상 착한브랜드 마케팅니즈

어려운주제로인식
공익캠페인으로보여져효과떨어짐.

진정성과가치소비를중시하는MZ 에게
sustainable에대한전달어려움.

second hero

Media platform 의 운영 경험을 살려 Sustainable 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Know how 습득.
지속가능성에 대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과 브랜드 대상의 콘텐츠
기획하고 제작 대행하는 역량 갖춤.

1.기업과브랜드타켓의목적에맞춘기획및제안.
캠페인 기획, 디지털 콘텐츠 제작, 모바일 마케팅, 프로모션 아이템
개발 및 온・오프라인 팝업
2.목적과니즈에맞는컨소시엄구성및추진.
콘텐츠/이벤트 제작 및 실행 시 채널의 특성, 취지 및 소통방식에 따라
전문 파트너와 협업 네트워크 보유. 프로젝트 코디네이션

contents creation
sustainable



강점Part3

유일한채널 건강한지구를위해활동하는유익하고 멋있는채널로의입지선정
네이버디자인, D:PAGE, VILLIV, 헤럴드 에코뷰, THE EDIT 까탈로그 외 YouTube 채널 등에서 지속가능한 삶에 도움이 되는
브랜드와 사람, 아이템을 소개하는 미디어채널 브랜드로 소개

소통능력

협업경험

MZ세대와의탁월한소통능력
기증 기반의 옥션에 블라인드 당첨과 판매 수익금을 퀘스트 를 통해 기부하는 Gamification 방식을 적용하는 등
MZ가 주목할 만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 추진

기업의sustainable 캠페인기획및협업경험
기업의 ESG 활동을 위한 캠페인 기획, 프로모션 아이템 개발, 온・오프라인 캠페인 기획 및 실행
유한킴벌리,지누스,KGC인삼공사,코오롱래코드,닥터브로너스,소니코리아,네이버해피빈 등

브랜딩 자체채널브랜딩을통한지속적인인지도확장
브랜드나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노력
자체브랜드 굿즈 개발, 스마트스토어 및 29CM 입점 판매



Part 4 포트폴리오20K 3,209 58
세컨드히어로인스타그램팔로워 블라인드옥션에참여한지구힙스터 세컨드히어로가만난인터뷰이



미디어노출Part4

네이버디자인 지구힙스터를위한미디어,세컨드히어로 1

요즘핫한지구힙스터를아시나요?VILLIV

세컨드히어로이현구대표의#Role and QuestD:PAGE

지구를위한미션, 재야의히어로와일상에서팁찾기헤럴드스토리

세상에서가장특별한중고제품을판매합니다.세컨드히어로프로젝트기즈모채널

MZ세대사로잡는그린캠페인의조건?KFAA매거진

지구를사랑하는힙스터들에게까탈로그

모두손민수하세요,인테리어소품공개디에디트

돌멩이레터17,세컨드히어로슬로우워크

세컨드히어로,소니코리아와함께ESG캠페인개시머스트뉴스

https://m.blog.naver.com/designpress2016/222182909915
https://villiv.co.kr/magazine/all/feature/1999
https://www.youtube.com/watch?v=n2WaHjjjkBg
https://tv.naver.com/v/19594494
https://www.youtube.com/watch?v=AauS9OzuE6Y
https://www.koreacf.or.kr/journal/column/show.do?ukey=545478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bdv-8stuGNO8ONO2ZGQ5mBgmTXJGeA==
https://www.youtube.com/watch?v=VQrYehpXlR8&t=443s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fLOU6AWHSV3Z1XLisR72SAawqiPD1NU=
http://mustnews.co.kr/View.aspx?No=2630281


콜라보.코오롱래코드Part4

코오롱래코드 RE;CODE 콘텐츠보기
콜라보레이션 세컨드히어로기획,코오롱래코드제작
환경의날기념에코백최소131번사용해야환경에도움이된다는친환경메세지전달캠페인

파트너
형태
목적

https://www.secondhero.co.kr/article/secondhero-131-ecobag-campaign


광고.닥터브로너스Part4

닥터브로너스콘텐츠보기
IG광고 세컨드히어로기획,에디팅
브랜드철학을홍보하기위한목적의이벤트

파트너
형태
목적

https://www.instagram.com/p/CP9tAlLJ04d/?utm_source=ig_web_copy_link


광고&공동구매.레스벗그리너Part4

레스벗그리너 콘텐츠보기
브랜드광고,공동구매진행 세컨드히어로기획,진행
서스테이너블브랜드홍보를위한인터뷰진행,콘텐츠제작및공동구매를통한판매촉진

파트너
형태
목적

https://www.secondhero.co.kr/article/less-but-greener-interview


온라인캠페인.해피빈Part4

네이버해피빈 유한킴벌리,지누스,KGC인삼공사
온라인캠페인대행 세컨드히어로기획,디자인,퍼블리싱,개발,콘텐츠수급
네이버해피빈유저들대상으로기업의ESG활동을홍보하기위한목적의온라인기부캠페인진행

파트너
형태
목적

캠페인바로가기 캠페인바로가기 캠페인바로가기

https://happybean.naver.com/campaign/greener2022
https://happybean.naver.com/campaign/zinus
https://happybean.naver.com/campaign/kgcforest


온라인캠페인.소니코리아Part4

소니코리아 콘텐츠보기
IG캠페인대행 세컨드히어로기획,디자인,진행
기업의ESG 활동을홍보하기위해세컨드히어로의지구힙스터,블라인드옥션코너를활용해진행한캠페인

파트너
형태
목적

https://www.instagram.com/p/CmK1tmOSmXo/?utm_source=ig_web_copy_link


오프라인캠페인.닷슬래시대시Part4

닷슬래시대시콘텐츠보기
오프라인캠페인대행 세컨드히어로기획,진행
기업의 홍보를위한서스테이너블 채식 주제의세컨드파티기획및진행

파트너
형태
목적

https://vimeo.com/783829826


브랜딩굿즈Part4

사무엘스몰즈,29cm 콘텐츠보기
자체개발 세컨드히어로기획,디자인,진행
브랜드커뮤니케이션을위해메시지를담은굿즈를기획제작,친환경소재사용기부와연계

파트너
형태
목적

https://vimeo.com/783829826


제목을입력하세요
sustainable≠ 친환경

sustainable = 지속가능한삶

지속가능한 습관을 시도하는 것 만으로도 이미 나와 지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H. secondhero.co.kr/
S. instagram.com/secondhero.official

thank you,
contact earth

T. 010 4070 1455
E. meet@secondhero.co.kr

한문경
moonkyoung han

https://secondhero.co.kr/
https://www.instagram.com/secondhero.official/
mailto:sinae@secondher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