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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필터” 로사용자들에게브랜드스토리를전달한

UGG의 ANIMALIA 필터

게임에이기면치킨을먹는다는스토리를전달한

PUBG의배틀그라운드 PMPS 필터

재료를모아피자를완성한다는스토리를전달한

도미노피자의복만두피자미니게임필터



네온사인을인식하여대형 AR 포토존을만든

AK 플라자의 Blooming Wonderful 필터

어디서든체험할수있는버츄얼쇼룸을만든

제네시스 X 쇼룸필터

기존공간에환상적인 AR 공간을더한

현대백화점의판교힐링팥크



디제이소다의이미지를더욱확고하게만들어준

DJ SODA – HEAD SET 필터

여진구배우의크리스마스이야기로만든

Merry 9ooristmas 필터

병위의라벨을인식하여캐릭터를보여주는

진로이즈백 AR 필터



트라이브프로덕션은페이스북 / 인스타그램과

공식비즈니스파트너쉽을맺고콘텐츠를제작하고있습니다



Copyright 2022. Tribe Production inc. all rights reserved.



SNS 내브랜드페이지에효과탭에게시되는 AR필터는

AR ( 증강현실 ) 이라는신선한커뮤니케이션방식을통해

인스타그램스토리와릴스라는파급력있는플랫폼으로전파됩니다

언택트와멀티버스, 그리고숏비디오플랫폼의시대,

브랜드의스토리를그어떤방식보다효과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하게전달할수있는몰입형광고 AR 필터는

숏비디오플랫폼마케팅을위한완벽한도구입니다



현재한국에서가장영향력있는

SNS 플랫폼인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게시물과스토리, 릴스를

이용하여전파됩니다

SNS 사용자는자발적으로

본인의스토리를꾸미고친구들에게공유하며

컨텐츠를자연스럽게전파합니다

AR 필터를이용하여사용자가

자연스럽게브랜드의스토리를경험하고

전파할수있게만들수있습니다.

사용자의스마트폰카메라로비춰지는세상에

자연스레브랜드의스토리가전달됩니다



스마트폰의기본적으로장비된

증강현실기능을통해

별도의어플리케이션설치가

필요하지않습니다

AR 필터는증강현실을통해

실제적접촉없이도인상적인

경험을선사할수있습니다

오프라인이벤트나행사에서의

복잡한인게이지먼트를단순화하며

자연스러운온라인유입과

브랜드페이지방문을만들수있습니다



AR필터는 1일단위로노출을정산하여

노출 / 실행 / 캡쳐 / 저장 / 공유등의

인사이트화된정보를제공합니다

트라이브프로덕션은캠페인의 KPI의정보를

정리및공유드리고있습니다





브랜드의스토리를전달할

최고의커뮤니케이션의플랜에

기반한 AR 필터와

마케팅플랜을기획합니다

2D, 3D 모션그래픽, 모델링 / 

사운드디자인 / 자바스크립트

스파크 AR 등을이용하여

AR 필터콘텐츠를제작합니다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플랫폼을

통해서 AR 필터를검수및발행합니다

AR필터와함께

마케팅효율을극대화시킬수있는

마케팅플랜을집행합니다



브랜드의니즈와전달하고자하는컨셉과스토리를파악하여

AR 필터콘텐츠를기획합니다

AR 필터콘텐츠는제작목적에따라서

단회성, 다회성사용의콘텐츠또는

상시성, 이벤트성사용의콘텐츠등다양한형태로제작됩니다

최적의기획과노하우를통해트라이브프로덕션은

브랜드의목표를확실히구현화해냅니다



AR필터콘텐츠는 SNS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 를통해

업로드되는콘텐츠입니다.

플랫폼규정에따라서 SNS 플랫폼의검수를통해업로드가되며

검수에소요되는시간은 3시간 - 5일으로변칙적입니다

업로드시검사하게되는규정사항은음주, 폭력성등의

제한규정이있습니다

트라이브프로덕션은다수의캠페인경험을통해

검수에소요되는시간을최소화하여

빠르고정확한검수및업로드를이룰수있습니다



  

AR 필터콘텐츠는스마트폰디바이스를통해체험하는

증강현실콘텐츠입니다

트라이브프로덕션은최고의전문가들과함께

2D /  3D 그래픽프로그램, 코딩프로그램, 인터랙티브프로그램, 

사운드디자인프로그램등을이용하여

AR 필터콘텐츠를제작하고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게 AR 필터가노출되는방식은

페이지팔로워의사용뿐만아니라하이라이트이용, 스토리공유

광고사용, 인플루언서마케팅, QR코드이용등여러가지방식을통해

극대화할수있습니다

트라이브프로덕션은다양한방식을통해 AR 필터콘텐츠의

노출과높은 KPI의도달을달성할수있습니다





얼굴인식기능을이용하여, 스마트폰기기내에서얼굴을

3D 입체형태로인식합니다.

이를통해얼굴에스티커를붙이거나, 머리위를따라다니는

로고, 화환, 텍스트, 안경등을제작할수있습니다.

또한얼굴의표정을인식하여입을벌리거나, 눈을깜빡이는등

제스처를인식하여인터랙티브콘텐츠를제작할수있습니다.

우측의영상을통해레퍼런스를확인해주세요

얼굴의위치를인식하여

얼굴위를따라다니는로고나

텍스트, 안경, 화환등을

만들수있습니다

얼굴위에자연스럽게그래픽을올리는것도

가능합니다주근깨, 스티커등

다양한그래픽을올릴수있습니다

이목구비로줄수있는인터랙티브효과로는

- 눈깜빡이기

- 눈썹올리기

- 입벌리기

- 고개젓기

- 웃는표정

- 뽀뽀하는입술모양등이있습니다



사용자의얼굴모양을인식하여

자연스러운 AR 화장을체험할수있습니다

스노우앱처럼자연스러운뷰티효과를체험하고

다양한뷰티제품을사용해보거나, 실제환경에서는불가능한

비쥬얼의메이크업도가능합니다

얼굴의리퀴파이기능으로사용자를더아름답게꾸밀수있습니다

리퀴파이는뷰티이외에, 디즈니공주처럼얼굴형을변형시키거나

동물모양으로얼굴을변형시키는방식으로도사용할수있습니다

AR 화장의표현범위는굉장히넓습니다. 하이라이터와쉐도우, 피부표현부터. 립의색깔, 

매트함과글로시함. 아이쉐도우와실제같은속눈썹, 컬러렌즈, 헤어컬러등

다양한표현이가능합니다. 

또한실제환경에서는불가능한비쥬얼의메이크업도시도해볼수있습니다. 

과한피어싱이나, 색조, 스티커나머리위에 3D 물체를놓는것도가능합니다.



배경을지우고인물만남기거나, 배경을다른사진으로바꿔서

인물을다른장소에가있는것처럼만들수있습니다

인물과배경에각각다른효과를입히거나

인물등뒤에날개를다는등다양한방식으로적용가능합니다

이기능은줌어플리케이션의인물뒤배경교체기능과

연관지어이해하시면좋습니다.

우측의영상을통해레퍼런스를확인해주세요



AR필터는바닥과벽으로이뤄진 3차원의공간을인식합니다

책상위부터, 방바닥, 길, 바다위등, 공간의크기에상관없이

공간을인식하여, 공간의바닥에물체를위치할수있습니다

간단하게는보여주고자하는제품의 3D 형태부터

아티스트가공연을하게만들거나

버츄얼쇼룸을만들어서브랜드의스토리를보여줄수있습니다

우측의영상을통해레퍼런스를확인해주세요



AR필터를이용하여제품표면의그래픽이나로고를인식하여

특별한효과를만들어낼수있습니다

병에붙어있는로고를인식하여 3D 효과가튀어나오게하거나

포스터그래픽을인식하여 2D의포스터를 3D효과로바꿀수있습니다

이러한 OTO ( 오프라인에서온라인 ) 경험을통하여

사용자에게인상적인브랜드스토리의체험을선사할수있습니다

우측의영상을통해레퍼런스를확인해주세요



AR필터에코딩을통하여로직엔진을구축, AR미니게임을

제작할수있습니다

얼굴과이목구비의움직임을캐치하여캐릭터를움직이거나

YES OR NO 를정할수있고, 랜덤으로나오는룰렛도만들수

있습니다

AR 을통한경험에서, 게임이라는재미까지더해진

브랜드의스토리를사용자에게선사할수있습니다

우측의영상을통해레퍼런스를확인해주세요



AR필터에원하는음원파일을삽입할수있습니다

배경음악을넣어 CM송이나신곡프로모션용도로사용하거나

효과음을넣어사용자가움직일때마다신선한효과음이

나오게디자인하여사용자가콘텐츠에더몰입하게

디자인할수있습니다

이러한콘텐츠는최근유행하는숏비디오플랫폼에적합합니다

외부소리에반응하여움직이는물체를만들수있습니다

소리의주파수별로, 크기별로수치를환산하여

외부환경과하나된콘텐츠를제작가능합니다

우측의영상을통해레퍼런스를확인해주세요





얼굴인식기능을이용하여사용자의얼굴과주위에

브랜드의스토리를전달할수있는그래픽을올립니다.

셀카모드의이용으로사용자가콘텐츠를참여하고

즐거워하는모습을보여주기에적합합니다.

가장보편적인마케팅솔루션으로, 사용자들이부담없이

참여할수있는챌린지형태의콘텐츠입니다.

우측의영상을통해레퍼런스를확인해주세요



MZ세대가가장활발하게이용하는 SNS플랫폼인

숏비디오플랫폼 ( 릴스, 틱톡 ) 에서유행하는

챌린지형태로디자인된콘텐츠입니다.

MZ세대의감성에맞추어많은참여를이끌어낼수있으며

브랜드의특징에맞춰다양한형태를고려할수있습니다.

우측의영상을통해레퍼런스를확인해주세요



얼굴인식을통한머리의상하좌우움직임, 눈깜빡임이나

화면터치등다양한인터랙션을이용하여

브랜드의스토리를바탕으로한미니게임을제작할수있습니다.

게임을통해클리어해야만받을수있는경품을만들거나

친구들과점수경쟁을만들수있습니다.

우측의영상을통해레퍼런스를확인해주세요



B612 나스노우처럼예쁘게나오는감성적인색감필터나

인생네컷처럼여러컷을찍어주는포토스튜디오를만들수있습니다.

브랜드의색감이나지면디자인을이용하여

사용자가자연스럽게브랜드의모델이되게할수있습니다.

우측의영상을통해레퍼런스를확인해주세요



후면카메라의공간인식기능을이용하여

카메라앞공간의바닥을인식하여, 바닥위에물체를배치할수있습니다.

인식된공간의크기는크게제한이없으며

스마트폰카메라로담긴다면운동장이나책상, 손바닥등

크기의제한없이물체를배치할수있습니다.

제품이나버츄얼쇼룸, 인물등다양한물체를배치하여

브랜드의스토리를 AR로체험하게할수있습니다.

우측의영상을통해레퍼런스를확인해주세요



병위에인쇄된그래픽이나, 티셔츠의그래픽또는

커다란사물까지다양한형태를인식하게하여

새로운그래픽이나타나게할수있습니다.

창의력을통해눈으로보이는것보다놀라운세계를

사용자에게체험하게하여강렬한인상을심을수있습니다.

또한오프라인의경험을통해온라인유입을유도하며

사용자에게물건을구매하는재미와 AR을체험하는재미를

동시에선사할수있습니다.

우측의영상을통해레퍼런스를확인해주세요



트라이브프로덕션은페이스북 / 인스타그램과

공식비즈니스파트너쉽을맺고있습니다



Tier 1

Low 페이스필터챌린지
Low 숏비디오챌린지

Low 프레임 / 포토스튜디오

... and more

콘텐츠기획 / 검수및업로드 / 
사후관리 / 베이직마케팅

가이드포함

KRW 4,000,000
~ 6,000,000

Tier 2

Mid 페이스필터챌린지
Mid 숏비디오챌린지

Mid 프레임 / 포토스튜디오
Low 3D 월드이펙트
Low 이미지트랙킹

Low 미니게임

... and more

콘텐츠기획 / 검수및업로드 / 
사후관리 / 베이직마케팅

가이드포함

KRW 6,000,000
~ 8,000,000

Tier 3

High 페이스필터챌린지
High 숏비디오챌린지

High 프레임 / 포토스튜디오
Mid 3D 월드이펙트
Mid 이미지트랙킹

Mid 미니게임

... and more

콘텐츠기획 / 검수및업로드 / 
사후관리 / 베이직마케팅

가이드포함

KRW 8,000,000
~ 10,000,000

Tier 4

High 3D 월드이펙트
High 이미지트랙킹

High 미니게임

... and more

콘텐츠기획 / 검수및업로드 / 
사후관리 / 베이직마케팅

가이드포함

KRW 10,000,000
~ 견적협의

https://www.tribeproduction.com/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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