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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bout Us – Treasure Hunter



(1) Company Overview 01. About Us – Treasure Hunter

World’s Leading New Media Content Network

트레져헌터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뉴미디어 사업자로,

크리에이터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는 차세대 미디어 사업자입니다.

2015년 1월, 대한민국 최초 단일 MCN사업자로 시작하여,

전세계 크리에이터들의 능력과 창의력이 빛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새로운 시장의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Creative Content

전세계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여

끊임없이 진화하는 글로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Creators’ Collaboration

크리에이터 뿐만 아니라 시청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열린 기업입니다.

Communicative Company



(1) Company Overview 01. About Us – Treasure Hunter

World’s Leading New Media Content Network

트레져헌터는 크리에이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거점의 마케팅 & 커머스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마케팅

커머스

2015

2017

2018

대표이사

임직원 수

주요 사업

설립일

송 재 룡

120명 (한국 33명, 글로벌 20명, 국내 자회사 67명)

인큐베이팅, 콘텐츠 공급, 광고, 유통 및 전자상거래

2015.01.07

해외지사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자회사 레페리, 스타이엔엠, 라튜오, 플레이그라운드,

크리마켓, 더쿨랩

회사명 ㈜트레져헌터 (Treasure Hunter Co.,Ltd)



Indonesia

USA

South America

Europe
Chin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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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1) Company Overview 01. About Us – Treasure Hunter

We Are Always On – Reach out to Audience

트레져헌터는 YouTube는 물론, 다양한 로컬/글로벌 플랫폼과 SNS 채널을 통해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디지털 오디언스와의 접점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660+
Creators (Influencers)

16.5B+
YouTube Views

150M+
Subscribers

※ YouTube 및 facebook, Instagram, weibo 등 SNS 포함※ TH, 자회사, 관계사 포함



(1) Company Overview 01. About Us – Treasure Hunter

We Are Hyper-targeted Medi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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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키즈/뷰티/엔터/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카테고리와 성별, 연령, 관심사에 따라

크리에이터 채널을 그룹핑, 세분화하고

고도화 된 시청 타겟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카테고리, 고도화 된 타겟 그룹 보유

트레져헌터는 관계사인

대한민국 No.1 뷰티 전문 그룹 ‘레페리 뷰티엔터테인먼트’,

국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그룹 ‘스타이엔엠’와의 전문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사 파트너십을 통한 전문성 확대



(2) Why Treasure Hunter ? 01. About Us – Treasure Hunter

We Are MCN Optimized Creative Group

트레져헌터는 크리에이터 네트워크 전문 그룹으로

MCN 사업을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한 송재룡 대표와

대한민국 대표 1인 크리에이터 양띵을 중심으로 탄생했으며,

디지털 Audience에 대한 가장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청 고객을 가장 잘 이해합니다.

트레져헌터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와 채널, 다양한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가장 성공적으로 시청 고객과 만나는 크리에이티브와 기획력, 전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및 아시아 최고의 MCN 전문가입니다.



(2) Why Treasure Hunter ? 01. About Us – Treasure Hunter

We Own Global Market Leadership

트레져헌터는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지역별 지사 설립과 현지 파트너십 체결로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Asia는 물론

북미, 유럽, 중동 등 각 지역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Global 시장에 콘텐츠와 브랜드 메시지를 동시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Global One Market을 지향합니다.

트레져헌터는 Global Audience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국가/지역간 Cross-border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글로벌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고객을 공략합니다.



02. Creator Engagement



(1) Who is Creator ? 02. Creator Engagement

Meet 660+ Team of Treasure Hunter Creators

트레져헌터 크리에이터는,

디지털 Audience를 움직이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트렌디한

인플루언서 입니다.  

트레져헌터 크리에이터는

Audience에 최적화된 크리에이티브로

가장 신선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트레져헌터 크리에이터는

다수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충성도가 매우 높은 매체를

직접 운영하며 팬들과 소통합니다. 

트레져헌터는 대한민국 Top 크리에이터 ‘양띵’, ‘악어‘, ‘꾹tv’를 비롯하여, 중국 왕홍, 동남아시아 인플루언서 등

뷰티, 게임, 라이프스타일, 엔터테인먼트 장르에서 활동하는 660여 팀의 크리에이터와 함께 합니다.

<    >12



(2) TH Creator Inspiration System 02. Creator Engagement

Creator Inspiration System

트레져헌터는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여 차세대 글로벌 뉴미디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을 비롯해 촬영 스튜디오, 플랫폼 데이터 분석 결과 등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파급력 있는 콘텐츠 제작을 돕고

콘텐츠 홍보, 저작권 관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크리에이터가 창작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크리에이터 기초 교육

스튜디오 지원

콜라보레이션

커뮤니티 멤버십 프로그램

채널 최적화 및 부스팅 프로그램

생방송 제작 지원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시너지 마케팅

팬미팅 프로그램

오프라인 특별 이벤트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MD 제작 지원



03. Marketing Solution for Brands



(1) TH Solution 03. Marketing Solution for Brands

The Most Effective way to Reach Digital Audience

트레져헌터는 크리에이터 중심의 MCN으로서 디지털 시청 고객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트레져헌터는 인플루언서와 마케팅 전문 노하우로 브랜드에 가장 적합한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크리에이터 파워
Creator Power

최고 영향력을 가진
크리에이터 보유

게임, 뷰티, 엔터 등
전 장르 콘텐츠 기획·제작

미디어 파워
Media Power

글로벌 1억 구독자
월 3.5억 Organic views

YouTube 누적 시청
138억 Organic views

콘텐츠 기획 역량
Creative Power

브랜드 메시지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스토리 기획
및

전문 PD 역량 보유

매체 기획 역량
Media Power

성공적인
브랜드 캠페인을 위한

통합 솔루션 기획
및

매체 전략 수립



매체비
(Paid Media)

제작비

섭외비

섭외비
+ 제작비
+ 매체비(트레져헌터 Media)

광고주
자체 캠페인

진행 시

트레져헌터
마케팅 솔루션

진행 시

[ 인플루언서 활용 캠페인 진행 평균 비용 ]

(1) TH Solution 03. Marketing Solution for Brands

The Most Effective way to Reach Digital Audience

트레져헌터는 마케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캠페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 섭외, 제작, 매체 집행에 대한 최적의 플랜을 제공합니다.

트레져헌터 마케팅 솔루션 활용 시,

평균 CPV는 기존 매체 집행 대비 1/3 수준

통합 솔루션 제공으로 운영 효율 및 비용 절감

디지털 고객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마케팅 솔루션을 구성하며

크리에이터 섭외, 제작, 캠페인 운영을 일관된 전략 하에 집행

섭외, 제작, 매체 집행에 대한 최적의 플랜 제공



(2) References > (a) Branded Content 03. Marketing Solution for Brands

Vertical Category Campaign for Local Brands

Game

Entertainment

Kids

Beauty

Lifestyle Commerce



마케팅 솔루션
Marketing Solution

• 꾹TV
• TOY & KIDS
• Youtube : 110만명

- 기획 시리즈 영상 (4편)
- ‘닌자고’ 영화 출시에

관련 레고 제품으로
상황극 재연

효과
Engagement

• 200만 views
- 24시간 내 10만 뷰 달성

• 1.8만 likes
- 긍정도 96.8%

(좋아요 1.8만, 싫어요 6백)

• 5천 reviews

마케팅 솔루션
Marketing Solution

• Mikey Bustos
• Entertainment & Music
• 구독자 : 226만명

(FB 154만, YT 62만, IG 10만)

- 핑크퐁 ‘아기상어댄스’
패러디 영상 (1편)

효과
Engagement

• 1,000만 views
- 24시간 내 400만 뷰 달성

• 12.8만 likes
- FB 12.3만, YT 0.5만
- 긍정도 99.7% (싫어요 4백)

• 2.3만 reviews

03. Marketing Solution for Brands

마케팅 솔루션
Marketing Solution

• 대한민국 : 김이브님, 꾹tv, 
반도녀

• 인도네시아 : Ayu Ting 
Ting, Jessica Iskandar

- ‘Dinga Star’ App 사용
(노래 부르기) 에피소드

효과
Engagement

• 300만 views
- 한국 크리에이터 110만 뷰
- 인도네시아 : 190만 뷰

• 5.6만 engagement
- 한국 4만 likes/reviews
- 인도네시아 1.6만 likes

Series Campaign for Global & Local Brands

(2) References > (a) Branded Content



03. Marketing Solution for Brands

YouTube Channel Management

(2) References > (b) Professional Service



03. Marketing Solution for Brands

Global Brand Collaboration with Creators

(2) References > (c) Collaboration with Brands



03. Marketing Solution for Brands

Global Brand Collaboration with Creators

(2) References > (c) Collaboration with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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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duction

TH Original Live Show with 1st Digital Network Broadcasting

트레져헌터는 전세계 최초 디지털 네트워크 방송 환경 구축으로 글로벌/로컬 플랫폼 동시 생방송 할 수 있으며,

중국 Panda TV와의 협업으로 TH 오리지널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쇼 <KISS>를 제작했습니다.

04. Production, Academy, Commerce, Festival



(2) Academy

TH Creator Academy in Korea & China

트레져헌터는 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크리에이터 육성 교육과

중국 방송 아카데미와의 합자로 ‘왕홍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1인 크리에이터
기본 과정 & 글로벌 전문가 과정

1인 크리에이터
입문 과정 & 장르 특화 과정

BEIJING : 2018.07 CHENGDU : 2018.11 HANGZHOU : 2019.01

• 중국 유명 방송 아카데미와 ‘왕홍 육성 합자회사’ 설립
• 지역별 매월 약 200여명의 교육생 배출

X

TH x EZART

=

04. Production, Academy, Commerce, Festival



(3) Commerce

IP & Commerce

트레져헌터는 크리에이터 및 자사의 IP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ucatnip Fashion Rainbow Shoes

• TH Online Commerce Platform : 크리마켓 (www.cremarket.co.kr)
✓ Yucatnip Fashion Item
✓ TH Color Changing Shoes (Rainbow Shoes)
✓ TH Creators’ Goods

04. Production, Academy, Commerce, Festival

http://www.cremarket.co.kr/


(3) Commerce

Commerce Network

트레져헌터는 국내외 온/오프라인 커머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LACO @ Young Plaza, Seoul Playground in Seoul @ Big C Center, Bangkok

04. Production, Academy, Commerce, Festival



(4) Festival

Treasure Island Festival

트레져헌터는 크리에이터와 팬 중심의 페스티벌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04. Production, Academy, Commerce, Festival

• Treasure Island Festival

• 2018.10.06 ~ 10.07 @ 남이섬

• 메인무대, 뷰티, 엔터, 펫, 토크콘서트, 버스킹, 팬미팅, 굿즈



Global No.1 Creator Network & Next Medi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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