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컴.웰컴. 

에너지 넘치는, 개성 가득한 광고사업부문의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했다! 

2021년 SM C&C 광고사업부문의 New Comer! 

황오슬,  서상록, 윤정빈, 신지원, 김혜진, 한재영  플래너를 소개합니다. 

지난 1월과 2월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의 바람을 뚫고 나타나 

광고사업부문에 따스한 봄 볕처럼 SM며들고 있는, 여섯 명의 플래너들에 대한 이야기. 

짧은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SM C&C CELEBRAND _ 새로나왔!  

소녀시대 유리의 <유리한 홈트> 10대의 뮤즈 배우 수현의 <티인트> 이플루언서 김희철의 <옳치옳치>까지. 

SM C&C 셀럽브랜드 [신상 3 종] 전격 출시  

/ 
우리가 좋아하는 셀럽이  

직접 자신의 취향과 취미를 반영한 

최애 관심분야의 상품을 

깐깐한 눈높이로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바로 그 제품,  

CELEBRAND 

/  
 

단순히 마케팅을 위한 광고모델이 아니라 셀럽이 실제 생활에서 좋아하던 것들, 또 직접 사용해 실사용자의 

USP 를 담아 만든 SM C&C 광고사업부문의 ‘셀럽브랜드 CELEBRAND’가 지난 4 월 19 일 본격적인 론칭을 알리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출시하자 마자 네이버 스토어, 네이버 TV 채널에서 너무나 핫한 '잇템'으로 등극해버린 신상 

3종 제품을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1. 

 

너무 예뻐서 운동하고 싶어질 걸?! 

너무 상쾌해서 하루 10 번 이 닦고 싶어질 걸?!  

너무 착붙해서 매일 바르고 싶어질 걸?!  



 

소녀시대 유리가 참여한 <유리한 홈트> 수준급 홈트 제품도 예쁠 수 있다! 

 
첫 번째로 만나 볼 제품은 <유리한 홈트>입니다. 이 제품들은 소녀시대 유리와 30 년 노하우를 갖춘 헬스용품 

전문가 집단, 아이돌 트레이닝 전문가들이 엄선한 최적의 4 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는 

홈트매트와 다양한 근력운동이 가능한 1kg 덤벨 세트, 가벼운 운동과 강도 있는 운동에 도움이 되는 상하체 활용 

가능한 루프밴드 그리고 홈트의 마무리, 마사지를 위한 미니 폼롤러까지. 

 

 

<유리한 홈트>의 기획은 시중의 홈트용품들이 색이나 모양이 제각각이고 예쁘지 않고 운동용품에 그친다는 

점에서 주목했습니다. 

 

 

매일 쓰는 건데 디자인도 예쁘고, 소재까지 착하게. '홈트셀럽' 유리가 선보이는 '운동에 유리한', '내 몸에 유리한', 

'인테리어에 유리한', 차원이 다른 홈트용품 <유리한 홈트>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과정 중에 피부와 직접 닿는 만큼 재료에도 유리를 비롯한 <유리한 홈트> 기획자들 

의 깐깐한 눈높이가 작동했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들이 간지럼증,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안전기준을 초과하 

는 부적합하는 등 기존 홈트 용품과 차별화되게 4 종의 구성품 모두 유해물질, 환경호르몬 Free 의 제품들로 제작 

되었습니다. 

  

<유리한 홈트>의 제작과정은 네이버 TV CELEBRAND 채널 [셀럽의 사생활]에서 만나 보실 수 있는데요.  런칭 

기념으로 한정 수량으로 만나볼 수 있는 시그니처박스 #언박싱 영상부터 유리가 제품들을 직접 시연하는 언택트 

홈트 영상까지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바로 보기 - 

 

▲    유리한 홈트 Ep11. 언택트홈트 (feat. 만 2)#싸우는거아니구 

 

환경에 좋다는 것 = 우리 몸에 좋다는 것 = 결국, 제품이 너무 좋다는 것 

 
연예계의 대표 이플루언서 슈주의 김희철은 환경까지 생각하는 

대나무 칫솔과 천연 치약으로 구성된 <옳치옳치> 세트를 

완성했습니다. 평소 청결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진 김희철은 이를 

하루에 10번씩 닦아서 일명 ‘이플루언서’라 불리는 것이 널리 

알려질 정도죠. 

  
<옳치옳치> 제품 기획에 참여한 김희철은 실제로 [셀럽의 

사생활] 영상을 통해서도 “청결에는 겸손이 없다고 생각한다.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치아건강, 그리고 청결에 진심인 셀럽이에요. 

  

김희철의 취향과 아이디어에 치과의사 전문가의 노하우가 더해진 

‘옳치옳치’ 세트는 천연 대나무 칫솔 2개와 천연 치약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리한 홈트>가 홈트용품이면서 인테리어 

소품이고, 또 몸에 닿는 제품인 만큼 제품의 디자인만큼 유해물질 

Free 재료들로 만들도록 심혈을 기울여 제작되었다면, 김희철의 

<옳치옳치>는 여기에 우리 몸과 나아가 환경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제품이 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칫솔의 경우, 소모품 생활용품이면서 입에 계속  물고 있기도 하고 자주 닿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 3 번은 

꼭 쓰는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제로 웨이스트, 플라스틱 프리 등 환경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꼭 필요한 

제품이었죠. 그래서 <옳치옳치>의 제품들은 대나무와 같은 천연 재료로 만들고 사용 후 환경에 무해하게 처리될 

수 있는, 자연으로 자연스럽게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재료를 엄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인의 구강구조에 

옳은 디자인과 무게를 찾아 까다로운 우주대스타 김희철 셀럽의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라고 하니 제품력 역시 

기대가 됩니다. 

 

- 영상 바로 보기 - 

 

▲    김희철 옳치옳치 #10 – -18g의 의미는!? 스케줄 중간중간에 옳치옳치만을 사용해서 양치하는 희철의 직캠이 궁금하다면 

 

Teen't 한 줄 설명? 12 살 때 메이크업을 시작한 찐- 메이크업 선배가 개발했음. 이상 끝!  



 

 
10대 청소년들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배우 수현은 이번 셀럽브랜드를 통해 10대들을 위한 립 틴트 <티인트 

Teen't>를 개발했습니다. 청소년들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선보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현의 

메이크업 노하우를 담아 활용도 높은 색상을 선별했고, 틴트 선택에 필수 요소인 수분감이 높은 젤 제형은 

수현이 각별히 개발때부터 주안점으로 뒀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EWG 등급의 성분을 주원료로 하고, 

30 가지가 넘는 화학성분과 유해 성분을 철저히 배제하고 만든 착한 티인트죠. 
 

하지만 틴트덕후 수현은 10대들에게 필요한 틴트라면, 그저 착하기만 한 틴트가 아닌 완벽한 틴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벼우면서 보습력이 좋고, 지속력도 좋고, 발색도 좋은 '그냥 말그대로 완벽한 틴트'라니. 틴트 

개발에 대한 수현의 고민들과 그 답들을 모아 선보인 티인트(Teen’t)의 진심이 담긴 기획 스토리를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 볼게요. 

 

- 영상 바로 보기 - 

 

 

#2. 
이플루언서, 홈트셀럽, 코(스메틱)덕 뒤에는 

광고기획자에서 MD/마케터로 변신한  

‘플래너’가 있었다! 

 



셀럽브랜드는 광고회사가 가장 잘하는 것 즉, 콘텐츠를 통해 상품을 사야만 하는 이유를 전달하고 또 브랜딩을 

통해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로 어떻게 진정성 있게 전달할까 고민에 고민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광고주의 제품 광고를 열심히, 그리고 잘 만들던 천상 광고쟁이들이 직접 치약칫솔, 홈트제품, 틴트 화장품을 

기획하다니. 굳이 말로 다 하지 않아도 기획을 맡았던 CV 본부 플래너님들의 정말 무수히 많은 고민과 

우여곡절을 담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려지지 않으신가요?! 

 

셀럽브랜드를 기획한 광고사업부문 CV 본부의 윤수미, 유재영 플래너와 윤효진 플래너를 [셀럽의 사생활] 촬영 

현장에서 만나 셀럽브랜드 제품 기획에 얽힌 스토리들을 키워드 인터뷰로 담았습니다. 
 

 

- 영상 바로 보기 - 

 

 

 

 



셀럽브랜드 성공적인 런칭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장장 6개월이라는 대장정의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MD/마케터로 변신한 우리 광고사업부문의 플래너님들의 노오력-이 

꼭 좋은 성과로 빛을 발하기를 바라봅니다. 
 

 

Wow! 이건 꼭 사야해! 심지어 지금 런칭 프로모션 중 이래! 

 셀럽브랜드 3종 신상 바로 사러 방법? 아래로 클릭클릭↓  

 

 

 

 

https://smartstore.naver.com/celebrand/products/5511321873
https://smartstore.naver.com/celebrand/products/5512402028
https://smartstore.naver.com/celebrand/products/5513203019


 
 

글. CI2팀 심수정 플래너  

  

  

두려워 마세요. 나에게 준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엔 조금은 민망스러울 수 있는 속옷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것은 하고 싶지 않았던, Real한 제 취향에 대해 들어 주세요. 

 

옥죄어 오는 느낌이 싫어서 

개성 없는 세트는 더더욱 싫어서 

그냥 궁금해서 

 

속옷 광고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컨셉은 단연, ‘Sexual’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사람의 본능일까? ‘V 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마치 타락한 천사와 같은 그 모습이, 나에게도 한 때는 워너비였고, 어떤 브랜드에서 

말하는 ‘자신감을 북돋아 준다’는 그 카피가 우습게도 마음에 와 닿았던 때가 있었다. 거추장스럽고, 간지럽고, 

심지어는 소화불량까지 있으면서도 속옷에 대한 환상 혹은 편견은 깊게 박혀 쉽게 바뀌지 않았었다. 

그러다 몇 해 전 어느 날,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왜 속옷을 위 아래 세트로 입어야 하지?” 누군가 불평 어린 

질문을 했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속옷을 세트로 입어야 한다는 강박 아닌 강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패션에서 Tone on tone 은 초급, Mix & Match 는 고급기술(?)이라는데…” 

 
이 장난스러운 대화에서 시작한 의문은 새로운 무언가를 찾기에 적절했다. 아니, 신선한 핑계일수도 있겠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Ⅰ●◌ 
 

 

이 신선한 핑계에 딱 부합한 브랜드가 바로 ‘Aerie’였다. 그러나, ‘Mix & Match 가 되는 편안한 속옷 브랜드’이기만 

했다면, 이 브랜드의 팬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Aerie 는 ‘American Eagle’의 서브 브랜드로 2006 년에 론칭하였고, 미국에서는 ‘V 사’와 경쟁하고 있는 인기 

브랜드이다. ‘Diversity(다양성)’와 ‘Body positivity(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자)’를 브랜드 가치로 두고, 제품 

라인업부터 제품 이미지, 홍보, 광고 캠페인까지 이 가치를 잘 녹여내고 있다. 

  

Aerie 의 특별함은 쇼핑을 하다 보면 체감할 수 있다. 최대 20 여 가지의 사이즈와 체형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 라인업, 또 그들만의 특별한 원칙이 담긴 모델 이미지도 볼 수 있다. 여느 속옷 브랜드와는 다르게 문신, 

튼살, 수술을 한 흉터까지 가감 없이 볼 수 있는데, 쇼핑몰 내 이미지에 보정을 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고객에겐 무슨 혜택이 있지?”하고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쇼핑을 즐겨 하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포토샵 가득한 이미지로 인해 쇼핑의 성공과 실패가 갈린 다는 것을… 또한 Aerie는 하나의 제품에 다양한 

체형의 모델이 착용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어, 더더욱 사이즈 오류로 반품하는 일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몸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이 브랜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Ⅱ●◌ 

 

Aerie는 론칭 이후부터 조금씩 자신들의 업(業)과 맞닿아 있는 CSR 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했고, 현재는 유방암/ 

난소암 예방협회, 섭식장애협회, 아동성폭력방지협회 등의 10 개의 비영리단체를 후원하고 있다. 

  

유방암 예방을 위한 후원 티셔츠를 만들거나, 젊은 고객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티셔츠를 만들기도 하였고,  

낙후지역의 여성들을 위해 속옷을 기부 받아 후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하여 

레깅스와 수영복를 만들어 환경운동에 동참하였다. Aerie는 여러 캠페인을 통해 현재까지 약 2,563,208,437원을 

기부하고, 36,000개의 속옷을 후원하고, 약 181,437kg의 플라스틱을 절약했다고 한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Ⅲ●◌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Aerie의 무기는 꾸준함 이라고 생각한다. 브랜드 가치인 ‘Body positivity(있는 그대로의 모

습을 사랑하자)’를 반영한 “Aerie Real”캠페인을 2014년에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AerieREAL SNS 해시태그 캠페인은 보정을 하지 않은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 사진 1장 당 1달러가 거식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에 기부된다. 이 캠페인의 누적 참여 수는 약 19만명으로, ‘마른 몸매’가 아닌 ‘건강한 몸매’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캠페인 시작 후 1~2분기 매출이 20~35% 상승되었고, 경쟁사의 매출은 40% 급

감하였다. 진정성 있는 그들의 태도가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Aerie 가 론칭 했던 2006 년보다 현재는 더욱 ‘다양성’과 ‘건강한 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하지만, 한 때의 

‘유행’이나 시대가 만든 ‘무언가’로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성의 몸에서 시작한 이야기이지만 남성 역시 

‘그루밍족’이 생겨나면서 최근 들어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많아졌으니까. 성(性)을 떼고 본다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더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Aerie 가 꾸준히 보여주고 말한 것은 몸이 아닌, 정신에 

대한 이야기 일 수도 있겠다. 

모두들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저도 그리할 테니까요! 
 

“허벅지 틈이 벌어지건 벌어지지 않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 수는 없다. 

건강하고 행복한 것만큼 중요한 건 없으니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 

Aerie의 모델이었던 ‘이스크라 로렌스’의 SNS 중에서 

 

 

+ 

어플 이름까지 AE인데, 어떻게 제가 사..ㅅㅏㄹ 6....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