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Hello
We are HAZZ



믿음과 감동을 만들고

고객과 소비자를 연결하고

트렌드와 비전을 창조합니다

저희 HAZZ  는

HAZZ; Make faith and moving
connects customer and consumer

create Trend and Vision



사업 분야 업종 업태업종 업태

종합광고대행 (공공·민간)

콘텐츠제작(방송·영상·디자인)

콘텐츠 IP 배급 및 판권거래

T커머스 콘텐츠 제작(국내최초)

자체 브랜드 운영(악세사리 ‘하비쥬’)

소셜미디어 관리

악세사리 제조업

 

무역업

제조업

광고대행업

행사대행업

전자상거래업

선거컨설팅업

스포츠마케팅업

비디오물 제작업

음악영상다운로드

디지털 콘텐츠 

(출판/영상/영화)

저작권 및 관리

개발서비스업



이사회

대표이사 하비쥬

경영지원부 광고홍보대행사업부 콘텐츠제작사업부 브랜드운영부 T커머스사업부

O R G A N I Z AT I O N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롯데백화점 부평점

롯데백화점 구리점

신세계 아울렛 파주점





2015 2016 2017

2016 칠레 글로벌돈육기업 Agrosuper 국내 홍보대행사 선정

웅진식품 매출연계형 홍보프로젝트 대행

기업은행 네이버 브랜드 웹툰 제작

산업자원통상부 제조3.0 정책홍보 컨설팅 대행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종합홍보 대행

문화체육관광부 리우-평창올림픽 드라마 ‘응답하라 평창’제작

중소기업청 웹드라마‘상생’제작 및 홍보대행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웹드라마 ‘마이리틀 키보드’제작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온라인 소셜미디어 운영대행

공정거래위원회 웹드라마‘선무당 공도사의 창업 성공기’제작 

중국 산동미디어그룹과의 관광투어(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업무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소셜미디어 운영 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웹콘텐츠 제작 및 홍보대행

농림축산식품부 웹콘텐츠 제작 및 홍보대행

교육부 국정과제 홍보대행

보건복지부 70년 기념 행사 홍보대행

㈜ 판다코리아와 C-CONTENTS MOU 체결

중국 DYTM 한국 방송콘텐츠 공급 독점계약 체결

농축산디자인하우스 포럼 기획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대학민국인’ 캠페인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소셜미디어 운영 대행

2017 칠레 글로벌돈육기업 Agrosuper 국내 홍보대행 선정

신세계SSG 소셜라이브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 종합 홍보대행

KTH T커머스 연계 드라마 제작투자 및 제작 (애나야 밥먹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중파 다큐멘터리 제작(대한민국 공학의 미래를 묻다)

오뚜기 매출연계형 홍보대행

NH농협카드 매출연계형 홍보

한국성장투자금융투자운용 정책홍보컨설팅

대법원 성년후견인제도 홍보대행

IBK기업은행 TV프로그램 협찬대행(드라마 ‘투캅스’ / ‘리턴’) 

한국-중국 산동성 제남시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관광 프로그램 공식 대행사 선정 

HAZZ-베트남 호치민시 영화협회 영화제작 및 지원 MOU계약 체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및 홍보대행 

제9회 세계 '미스슈프라내셔널' 한국측 홍보대행사

국토교통부 공중파 다큐멘터리 제작(2017. 집을 말하다)

 회사명 ‘제노브크루’에서 ‘HAZZ’로 전환

한국외대 글로벌 JOB 콘서트 기획 및 개최

보건복지부 금연웹드라마 ‘선택’제작 및 홍보대행

 제2회 코리아승마페스티벌 종합홍보대행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웹드라마 제작 및 홍보대행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웹드라마 제작 및 홍보대행

쇼박스 협업 영화 ‘암살’ 국회 특별시사회 개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중국 순방 기획 및 진행 (CCD 포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뮤직비디오 제작 및 송출

클래지콰이 뮤직비디오 제작

예술의 전당 ‘안토니 가우디 전’ 종합 홍보 대행

한중합작 예능프로그램 ‘충상운요’ 제작

중국 트랜스미디어그룹(DYTM) 한국분공사 공식 지정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교육콘텐츠 시리즈물 제작

중국 산동위시 예능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성구대전 제작 (산동위시 협력)

※ 선거컨설팅 사업부 추가

History



홍보대행
Business

광고기획 콘텐츠제작 온라인마케팅
서비스

ITC·ATL·ATL

컨텐츠 커머스 사업
컨설팅/학술·연구 사업

브랜드 사업

행사캠페인

자체 악세사리 브랜드
하비쥬

선거컨설팅 T커머스
(콘텐츠제작·벤더사)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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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HAZZ is fast growing company where is 

appreciated in various businesses 
(Media and Content, T-commerce, etc)
based on thorough customer analysis

·  2017 칠레 글로벌돈육기업 Agrosuper 국내 홍보대행 선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셜미디어 대행사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정책홍보컨설팅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온라인 홍보대행

·  경북대학교 웹드라마 제작대행

·  2018년 6.13 지방선거 정치컨설팅

·  문화체육관광부 한글공모전 대행

·  한국장기기증원 공모전 대행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인재캠퍼스 홍보대행

·  T커머스 여행 예능프로그램 제작

·  T커머스 벤더사 선정

·  자체 악세사리 브랜드 ‘하비쥬’ 론칭



Media and Consulting

법인명 주식회사 해츠

대표

설립연도 2015.04

회사주소 마포구 토정로 11길 43 2층

회사번호 02-6954-0737 (FAX. 0738) 

사업자등록번호 233-81-08988

황교영

COLLABORATION

LINKAGE

INSIGHT

TRAND

CREATION

CREATIVITY



종합 광고
홍보 대행

ATL
BRL
TMC
SNS
CAMPAIGN

A-Z 까지 
직접 기획하고 직접 생산하는
검증된 기업 HAZZ 입니다



종합 홍보-광고 PR 및 매체 대행

공공·민간·기업 소셜 미디어 관리

정책 총괄 컨설팅, 언론홍보 대행

캠페인, 행사, 프로모션 대행

온라인·바이럴 마케팅



콘텐츠
제작대행

WEB DRAMA
DOCUMENTARY
MOVIE
DESIGN
CF·MUSIC VIDIO·MUSIC

지금 대한민국은 콘텐츠 시대
트렌디한 기획과 제작능력으로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온라인 매체에 특화된 다양한 콘텐츠

제작 기술 및 제작진 보유

웹콘텐츠 제작; 16~17년도 네이버TV캐스트 

웹드라마 최다제작사 선정

기획-투자-배급-촬영·편집까지의 전분야 대행

MCN 콘텐츠 제작

방송프로그램 제작(다큐멘터리,뮤직비디오,CF)



T커머스
콘텐츠제작
및 벤더사

TV+COMMERCE SHOPPING



국내 최초 양방향 커머스

컨텐츠 제작사
콘텐츠 커머스

전문기업

기타 커머스 연계 컨텐츠

제작 특화 기업

(브랜드 입점 및 유통 대행)

T커머스 국내1위 및 특허권 

보유사인 KTH와의 

최초 공식 파트너사



ACCESSORY BRAND

소중한 당신을 위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아름다움을 

전해드립니다
주식회사 해츠는 서지컬 스틸을

주로 하비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악세사리 브랜드



하비쥬의 Swarovski stone을 이용한 Signature Product는, 

주 타겟층인 30~40대 여성의 여유로운 아름다움과 

어우러져 화려하지만 고급스러운 스타일의 완성을 돕는 데에 

디자인의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HABIJOU [하비쥬]는 프랑스어의 합성어로 

Ravie[하비;행복한,매료된] + Bijou [비쥬;보석]의

한국식 발음을 기본으로 ‘하비+비쥬’ 를 합하여 

[하비쥬]라는 브랜드가 탄생 되었습니다.

“부평점” “청량리점” “구리점”“파주점”



# 보석같은 나를 위한 선택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더 잘 안다.

매력적인 당신을 위해.

여성의 아름다움을 어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브르타뉴 대학교의 게겐 교수는

악세사리를 착용한 여성은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실제 실험에도 귀걸이를 한 여성이 착용 안한 여성보다 

1.5배 예뻐보인다는 결과있습니다.

그만큼 악세사리의 힘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비쥬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을 어필하고자 

개성있는 심플함 또는 화려함을 강조한 개인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은3 목걸이&귀걸이 세트”

“진주S 목걸이&귀걸이 세트”“진주L 목걸이&귀걸이 세트” “은3 목걸이&귀걸이 세트”



선거
컨설팅사업

ELECTION
POLITICS
CAMPAIGN
STRATEGY

정책·정치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정책과 국민을 연결하여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다년간 축적된
선거 승리 노하우

선거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하여
전략적으로 소통하는 통합 선거 컨설팅 제공

센스있는
선거 홍보물 제작



후보자 BI

온라인·소셜미디어

후보자 공약 개발

선거공보물제작

선거캠페인

선거회계

언론 대향

선거법·선거운동 교육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



PORT
FOLIO



국민대통합위원회 웹드라마 ‘마이리틀키보드’제작



문화체육관광부 웹드라마 ‘응답하라 평창’



보건복지부 웹드라마 ‘선택’



국민대통합위원회 웹드라마 ‘변호사 흥부전’ 



중소기업청 웹드라마 ‘상생’

’



청년위원회 웹드라마 ‘슬리퍼’ 제작 



KTH T커머스 웹드라마 ‘애나야 밥먹자’



광고주 : 국토교통부

주요내용: 심화되는 주거 불안 속 집에 대한 고민. 

2017년 대한민국 주거 정책을 돌아보다

편성: KBS1TV (2017.01.08. 23:10~24:00) 

 

 



광고주 : 교육부 산하 국공학교육인증원

주요내용: 첨단ICT기술이 집약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 공학교육에 대한 현재 주소를 알아보다

편성: KBS1TV (2018.02.27. 13:50~14:40) 



아그로 수퍼 영화포스터 패러디 디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SNS 홍보 디자인



마스크팩 패키지 디자인



차 패키지 디자인



한글 디자인(후드집업)



한글 디자인(반팔 티셔츠)



행 복 의 처 음 과

그 리 고 한 번 더

고 객 과 함 께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