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에, 사람들에게
더가치있는움직임을 선사하기 위해 태어난

xCREW 소개



국내최초!
액티비티소셜플랫폼
당신이상상할수있는모든아웃도어체험이여기에!  

아름다운사진과글, 영상을통해눈으로먼저체험하고,  

함께멋진모험을떠나보세요!

www.xCREW.co.kr

xCREW 소개

http://www.xcrew.co.kr/
https://apps.apple.com/kr/app/xcrew/id1461746073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browncompany.mobile


xCREW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서비스 입니다!

액티비티
누구나참여할수있는
액티비티 프로그램

크루 참가자
액티비티를
즐기고싶은
누구나함께!

각분야의전문가/ 마니아

Creative한커리큘럼을
기획,운영하는주체

xCREW 소개



2,500명
스포츠-아웃도어-여행 분야의

크루와 함께

SNS 750만 팔로워 보유

xCREW 소개



768개
브랜드만을 위한 세상의 단 하나뿐이며 유일합니다!

브랜드 액티비티 기획/운영

가족과함께

같은취향을 가진 이성과 함께

역사와 명소 사진여행 모험여행 힐링여행

축제 & 페스티벌 커뮤니티 & 파티 등산&트레킹

자전거여행 클라이밍 러닝 익스트림스키 & 스노우보드

구기 스포츠 대회준비 & 도전

xCREW 소개



13,424,423회
브랜드는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발생합니다!

브랜드 태그 확산

인스타그램
49%

유튜브
25%

페이스북
10%

블로그
7%

커뮤니티
6%

기타
3%

SNS 노출 비율
[2019년 기준]

xCREW 소개



374,598명
xCREW 회원은 실질적인 소비자입니다!

회원 보유

주요연령

25-35세

프로그램수

12,071회

참가자수

690,315명

재방문율

32.7%

성비 (남/여)

41% / 59%

회원수

374,598명

xCREW 소개



여러분이 집 문밖을 나서게 하는
첫번째 이유가 될 것 입니다!

BRANDXCREW
xCREW 브랜드 제휴 소개서xCREW Service Introduction  www.xcrew.co.kr 

contact@rxcrew.co.kr
TM+2015 outdoorxcrew Inc. All rightsreserved
본제안서상의비즈니스모델은당사의영업비밀로서보호되고있음을이제안서를받아보시는분들은충분히인지합니다.

http://www.xcrew.co.kr/
http://rxcrew.co.kr


오직,
브랜드만을 위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819명의
스포츠/레저/여행
인플루언서 홍보

xCREW
크루 및 액티비티
스폰서십 및 샘플링

상 품 안 내

클릭시이동 > 클릭 시 이동 > 클릭 시 이동 >



오직,
브랜드만을 위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운영

상 품 안 내

< 제휴 상품 소개(9p)로 돌아가기

브랜드특성에맞춘액티비티를기획/운영하여
참가자들이브랜드제품의우수성을직접 체험하게됩니다.



오직, 브랜드만을 위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SPORTS & LEISURE

러닝,등산,캠핑,백패킹,트레킹,오프로드SUV, 워터스포츠,서핑
패러글라딩,익스트림스포츠,라이딩,반려동물, 농구,축구등

브랜드의컨셉에맞는스포츠/레저액티비티기획및운영



오직, 브랜드만을 위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TRIP & TOUR

포토트립,푸드트립,런트립,고프로&유튜브크리에이터트립,
SUV를타고떠나는로드트립등의여행형액티비티프로그램

전국의명소-맛집-페스티벌을찾아떠나는여행



OUTDOOR CLASS

오직, 브랜드만을 위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브랜드의전문성과직접적인체험클래스기획/운영

브랜드VIP고객멤버십클래스,아웃도어스쿨,신제품액티비티클래스등
다양한 스포츠/레저액티비티클래스기획운영



CREATIVE & 퍼포먼스

오직, 브랜드만을 위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스포츠와레저액티비티에문화와공연이결합된특색있는대회운영
미션을통한야외방탈출액티비티,반려동물과함께떠나는액티비티등

특정타켓을대량모객,문화/공연이결합된대회/컴피티션



FESTIVAL

오직, 브랜드만을 위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xCREW가주최한국내최초러닝과EDM이결합된2019샤워런서울
한국관광공사가을여행주간등다양한페스티벌기획및운영

수만명에게브랜드를알리는롱-릴리즈페스티벌운영



오직, 브랜드만을 위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오직, 브랜드만을 위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브랜드
액티비티 기획

브랜드
액티비티 운영

사전
홍보 및 모객

후기
바이럴 이슈

➊ ➋ ➌ ➍

브랜드에 최적화된 크루 매칭

액티비티 카테고리 선택

브랜드 액티비티 기획

xCREW 공식 채널 모객
- 앱 / 앱 / 공식 SNS 채널
- 푸시 알람 / SMS 노출

크루 SNS 홍보 및 모객

제휴 매체 채널 홍보

[옵션] 사전 홍보 영상 제작

[옵션] 매체 및 바이럴 광고

현장 참가자 SNS 노출
- 브랜드 메인 태그 제공

현장 영상 및 이미지 소스 제공

xCREW 공식 SNS 채널 노출

[옵션] 인플루언서 초청 SNS 노출

후기 컨텐츠 제휴 채널 노출

xCREW 공식 채널 후기 노출

참가자 현장 소스 제공 SNS 노출

[옵션] 스케치 영상 제작 후 바이럴

[옵션] 매체 및 바이럴 광고

액티비티 운영 FLOW



상품 안내

819명의
스포츠/레저/여행
인플루언서 홍보

< 제휴 상품 소개(9p)로 돌아가기

브랜드특화된소셜모델과
액티비티운영과홍보까지
가능한인플루언서MKT 플랫폼



스포츠/레저/여행
인플루언서 홍보

인플루언서 국내 최다 보유!

819명 / 17,643,447팔로워
국내 스포츠/레저/여행 분야



브랜드 앰버서더 & 모델

xCREW가보유한다양한인플루언서를섭외해보세요!
홍보-운영-진행까지여러분의브랜드에멋진영향력을제공합니다!

인플루언서와함께하는액티비티와홍보집중운영

스포츠/레저/여행
인플루언서 홍보



스포츠/레저/여행
인플루언서 홍보

브랜드 크루
모집형
브랜드에맞는다양한크루를
모집/선발,모집시사전홍보가
가능한상품

인플루언서
매칭형
xCREW가보유한인플루언서와
브랜드컨셉을맞춘최적화된
매칭상품

모집
xCREW및브랜드
채널모집및홍보

선발
조건에맞는크루를
선발및공지

발대식
활동안내및
계약,홍보진행

컨셉
브랜드의컨셉에
맞는기준설정

매칭
브랜드와최적화된
인플루언서매칭

계약
활동안내및
계약,홍보진행

액티비티
기획 운영

개인 SNS
홍보 확산

-제품착용샷또는영상노출.

-제품모델컷전문촬영후
소재 전달, 개인 SNS 노출

-브랜드컨셉이최적화된
액티비티운영

è 모집 시 부터 운영 내내 브랜드 홍보가 이어지는 롱텀 마케팅

è 모집 후 인플루언서의 SNS 및 추종자를 통한 강력한 마케팅



< 제휴 상품 소개(9p)로 돌아가기

xCREW
크루 및 액티비티
스폰서십 및 샘플링

상품 안내

xCREW에서진행하는3천여개의
액티비티의참가자들을대상으로
직접적인제품체험을진행하는형태의
체험프로모션



스폰서십 및 샘플링

월300여개의액티비티,5천명의참가자들에게제품의우수성을
알려보세요! xCREW회원은대부분브랜드의소비자입니다.

xCREW의다양한액티비티내샘플링및협찬진행

크루 및 액티비티
스폰서십 및 샘플링



크루및 액티비티
스폰서십 및 샘플링

장기 진행 스폰서십형
xCREW에서진행하는액티비티중
해당브랜드에맞는액티비티를큐레이션하여
장기간샘플링하는방식

*타사브랜드와경쟁하지않도록조정하여샘플링
*샘플링시액티비티사전마케팅-사후리포트제공

“월간액티비티300개,5,000명참가자대상
장시간동안끊임없는고객커뮤니케이션실현”

프로젝트 스폰서십형
브랜드가xCREW의액티비티를직접선택하여
참가자대상으로단기간샘플링하는형식

“최소한의비용및협찬으로
최대의효과를낼수있는가성비마케팅”
*샘플링시액티비티사전마케팅-사후리포트제공

모객
xCREW모객
상세페이지노출

현장홍보
현장SNS 태그
미션을통한홍보

사후홍보
현장소스제공
참가자SNS 노출
이벤트



OUR PARTNER

파트너 소개



홍보 및 노출

xCREW 플랫폼 >

xCREW플랫폼
상단배너ㅣ팝업ㅣ푸시알림ㅣSMS 발송

제휴 컨텐츠 플랫폼 >

매거진ㅣ컨텐츠APP 등 25개채널

SNS 노출 및 확산 >

xCREW공식SNS노출.

xCREW보유인플루언서및유명인.



당신이꿈꾸는
액티비티의모든것
여행-레저액티비티소셜컨설턴트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힐링이 필요할 때! 도전하고 싶을 때! 지금 당신과 함께!

CONTACT. 
주식회사 브라운컴퍼니

1566-3299 / contact@xcrew.co.kr

상담 신청하기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