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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RE NOTSUN

우리(낯선)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감성요소를 물리적 형태의 결과물로 선보입니다.

기업과 브랜드의 명칭을 짓고, 그것의 배경과 고유 특징을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 스토리가 완성되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채롭게 디자인합니다.

낯설지만 감각적인 디자인 기획,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을 통해 당신의 브랜드는 한층 견고해질 것입니다.

“ 하나부터열까지낯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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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컨텐츠 안내



Why Should Do This

“ 브랜드파티기대효과＂

양질의 리뷰컨텐츠 배포 마케팅소스의 확보 긍정적인 기업이미지

파티에 초대된 인플루언서들의

상품에 대한 리뷰 컨텐츠를 대량으로

확보하여 일반 고객들에게 노출하며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

파티 현장의 사진 및 영상 등의 자료는

향후 2차 편집 및 가공 등을 거쳐

또다른 바이럴 마케팅을 위한

소스로 활용이 가능

유명 연예인을 초대하는 파티가 아닌

일반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파티로

꾸미지 않는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노출



PARTYCONTENTS

“ LUNCHING PARTY ”
01 / 신제품의 런칭 쇼 활용

02 / 행사장내부에본제품의 비치 및 시연

03 / 제품관련 프리젠테이션

04 / 관련자료 및안내 책자등 제공

05 / 내방객에게 신제품의홍보 진행



PARTYCONTENTS

“ INFLUNCERPARTY ”
01 / 인플루언서를 섭외하여 런칭파티를 진행

02 / 유튜브, 트위치 등을 통한 영상송출

03 /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포스팅을 진행

04 / 다양한방향으로바이럴 노출이 가능



PARTYCONTENTS

“ MARKETING ”

신제품 출시 및

런칭 행사와 관련

언론홍보 SNS배포 영상제작 기타 다양한 마케팅

소스로 활용가능



RIPPLE
EFFECT

파급효과



RIPPLEEFFECT

“ INFLUENCER ”
온라인에서 활동중인 인플루언서들을활용하여 자사의 신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수 있는 신개념 런칭파티



RIPPLEEFFECT

런칭파티와동시에 진행되는 SNS포스팅과파티후 진행되는 포스팅은

신제품 런칭 즉시 양질의 컨텐츠를배포하는최적의바이럴 마케팅 입니다.



RIPPLEEFFECT

자유로운파티 분위기에서참가자들간의 교류 및 긍정적인제품 이미지를주어

업체에우호적인다수의 리뷰를확보가능.파티의분위기가 리뷰의퀄리티를 결정



RIPPLEEFFECT



RIPPLEEFFECT

“ MCN ”
제품, 서비스, 프로모션 등 브랜드와 관련된다양한 정보를

1인 크리에이터를 통해확산시키는마케팅 컨텐츠

노출컨텐츠관심도 컨텐츠광고인식도 동양상컨텐츠신뢰도 컨텐츠속제품구매욕구



RIPPLE
EFFECT

파급효과



PLACE

“ NOTSUN CREATIVEPOINT ”
서울시 서초구양재천로 11길 18 세윤빌딩 1층



PLACE

내부공간

수용가능인원

가용장비

기타

232m2 (70평)

~50명 (좌석기준)

음향장비 /

무선마이크/

모니터 (75”) /

애플티비 /

기타 카페시설

주말 주차가능
(최대 20대)



PLACE



PLACE



PLACE

“ NOTSUN PARTY INNER VIEW ”

1번 현수막 부착 예상도 (외벽)
사이즈 : 120*120

1번 현수막 부착 예상도 (내부)
사이즈 : 120*120

2번 현수막 부착 예상도 (기둥)
사이즈 : 60*230

현수막및 포토월사이즈는상기의표준 사이즈로제작
(사이즈 변경등 협의)



TIME
TABLE

진행일정및타임테이블



TIME TABLE

“ MONTHLY PLAN ”

1W                   2 W                  3W                   4W                   5W                  6W                   7W                   8W                   9W



TIME TABLE

“ DAILY PLAN ”

12:00~12:30 12:30~13:30 13:30~14:00

14:00~14:30~15:0015:00~15:3015:30~16:00

16:00~16:30 16:30~17:00 17:00 ~



EXPENSE

진행비용



EXPENSE

“ PRICE TABLE ”
행사항목 내역 LITE STANDARN PRIMIUM

예산 2,000 만원 3,000 만원 5,000 만원

리뷰상품 및 사은품 업체제공 - - -

기획 및 운영 행사 기획 및 운영 O (이벤트 비포함) O (이벤트 포함) O (이벤트 포함)

인플루언서 리뷰 및 거마비 10~20명 섭외 20~30명 섭외 30~50명 섭외

체험단 마케팅 블로그 or SNS 3set (30건) / 4개월 5set (50건) / 6개월 10set (100건) / 12개월

페이스북 인기페이지 카테고리 관련 인기페이지 100만 like 페이지 구성 부킹 200만 like 페이지 구성 부킹 300만 like 페이지 구성부킹

대관 1일 대관비 O O o

케이터링 방문객 다과 제공 - - O

시설물 각종 홍보물 o o O

진행요원 MC 및 스텝 Mc 1 / staff 2 Mc 1 / staff 4 Mc 1 / staff 6

사진촬영 사진작가 1인 o o O

영상 영상 촬영 및 편집 - o O

언론보도 기사작성 및 송출 1 3 5

리뷰영상 MCN 영상 1 2 3



ADVERTISING TEAM

THANK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