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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 종합 온라인 광고, 영상제작 등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페이지 운영
종합/가맹 온라인 광고 및 영상 제작
인스타그램 셀럽 / 커머스 유통 사업

2016년 12월 1일

37명

김필곤

(주)비비드플래닛

비비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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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온라인 마케팅SNS 콘텐츠 선도

21

SNS/바이럴을 통한
콘텐츠 광고 트렌드 선도

국내/해외
SNS 페이지,채널 운영

온라인
종합 브랜딩 광고

비비드플래닛은 콘텐츠 마케팅과 온라인 종합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세계 온라인 콘텐츠 트렌드를 주도하고자 합니다.

TVC, 바이럴
영상 제작

국내/해외
셀럽 콘텐츠 마케팅

비비드의 내일



페이스북 페이지 콘텐츠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
인스타그램 셀럽 운영
SNS Commerce 브랜딩
TVC/바이럴 영상 제작

온라인 배너/검색/DB 광고 집행

앞으로의 광고는 콘텐츠의 시대,
대한민국 온라인 트렌드를 주도하다

브랜딩을 위한

1

소비자를 위한

비비드의 내일



SNS에서의 구매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익숙하고 경험과 후기를 중시하는 
주 소비층 공략을 위해 인플루언서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은 편리성에 의해 고객층이 확대되고 온라인 시장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디지털 채널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객 또한 자동 구매가 생기면서 구매 전환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비드플래닛 SNS 지표
보유 인스타 셀럽 팔로워 합 : 25,000,000 명 + (진성 팔로워 셀럽 only)
인스타 셀럽 당 평균 팔로워 수 : 70,000명 (1만~100만 팔로워 분포)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 합 : 700,000 명 + 

SNS에서 제품을 발견
60%

SNS 리뷰를 통한 신뢰도 상승
63%

SNS 광고 접촉 후 추가 정보 수집 경험
68%

SNS 광고 접촉 후 제품 구매 경험
51%

SNS를 통한 정보 탐색 및 구매 영향력 상승

1SNS 구매 여정 분석



외식업 클라이언트



기타 클라이언트

뷰티 클라이언트



인스타그램 셀럽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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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계약

미션 가이드 
제작 및 팸페인 등록

인플루언서
모집 및 선정 포스팅 결과 보고서

전문 컨설턴트가 
계약된 상품 내에서 

컨셉에 맞는 홍보 콘텐츠를 
기획합니다.

기획한 콘텐츠에 알맞는
미션가이드 제작 후
캠페인을 등록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집된
인플루언서들 중

브랜딩에 알맞은 인원들을
선별합니다.

방문, 배송 진행 후
미션가이드를 준수하여
인플루언서 포스팅을
업로드합니다.

캠페인 완료 후
총 결과 값을 분석, 정리하여
보고서를 전달드립니다.

인스타그램 셀럽 마케팅 프로세스

인스타그램 셀럽 프로세스



2
비비드플래닛 셀럽 마케팅은!
인플루언서의 인사이트를 분석하여 가계정 유무를 체크하고
허수 없는 100% 진성 계정으로만 진행합니다.

인스타그램 셀럽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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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계정 셀럽 마케팅 주의!
인스타 셀럽 마케팅 업체 중, 가짜 계정들을 활용하여 팔로워만 많아 보이고 효과가 전혀 없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비드 인스타 셀럽은 오직 진성 인스타그램 셀럽만을 선별하여 실제 광고 매출 효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셀럽 마케팅

인스타그램 가계정 샘플 인스타그램 가계정 좋아요 작업 업체 예시



2

비비드 셀럽은 숫자로 증명합니다. 진성 고객 도달을 위한 카테고리 세분화

애견인, 애견 셀럽

비비드셀럽은 세부 카테고리 세분화를 통해
진성 고객들이 포진되어 있는 셀럽만을 고를 수 있습니다.총 550명 (19년도 1월 현재)

공구 가능 셀럽

패션, 모델 셀럽

20대 여성,
서울 거주자 셀럽

커플셀럽

25대 여성 셀럽

1~10만 진성 팔로워
300명 소속

10만 이상 진성 팔로워
250명 소속 55%45%

인스타그램 셀럽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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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셀럽을 이용한 CPA 광고 시스템

2__yun__2 (정다윤) 미니슈링크 공동구매 콘텐츠

<제품 공동 구매하기 적당한 계정 Tip>
1.여성비율 60%이상,18~24세보단 구매층이 있는 25~34세 계정선호
2.한국인 비율이 30%이상인 계정.(은근 찾기 쉽지않다)
3.외국에서 30%이상 차지하면 돈을 주고 넣은 확률이 크다.

팔로워 국적 비율 : 대한민국 75%

팔로워 연령대 10대/20대 대거 포진

인스타그램 셀럽 마케팅



인플루언서의인사이트를분석하여가계정유무를체크,

허수없는100%진성계정으로만진행합니다.



남녀비율, 연령대, 지역등을분석하여타겟팅,
최적화된인원들과가이드로포스팅을진행합니다.



콘텐츠기획 및

노출에최적화된해시태그추출

캠페인등록후인플루언서모집

광고상품

브랜딩,노출에최적화된가이드제작



광고집행날짜기준으로검색량이약2.5배상승하였으며,

브랜딩에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광고시작일 : 10 / 1 광고시작일 : 11 / 7

Reference



포스팅예시



뷰티
#암버팜

likes127,511

followers5,298,194



뷰티
#스팀베이스

likes81,549

followers2,495,330



제품
#긱스타키보드

likes181,354

followers3,468,400



여행
#SNB펜션

likes75,124

followers2,562,513



여행
#XOXO핫도그

likes48,141

followers1,814,412



어플
#TLX PASS

likes38,125

followers2,889,815



추가옵션예시



이벤트포스팅을통해귀사상품에니즈가있는
사람들에게더높은반응도와참여도 유도

#이벤트

잠재고객확보와브랜딩효과!



피드포스팅전스토리포스팅을통해인플루언서들의팔로워들에게사전브랜딩

인스타그램사용자중40%가매일스토리를확인 (출처 : 인스타그램)

#스토리



영상을활용하여사람들의흥미를자연스럽게유도
이미지콘텐츠보다몰입도, 신뢰도가높음 브랜드인지도상승!

#영상



광고상품소개



• 추가 옵션 미선택 시 기본 방식으로 포스팅이 진행됩니다.

A상품 - 150만보장

100K~200K 5명

10K~100K 15명+a

5,000,000원 (vat별도)

C상품 - 400만보장

200K 이상 n명

15,000,000원 (vat별도)

상품별단가

추가옵션상품

스토리포스팅 영상포스팅 기획 / 이벤트포스팅

200k이상 : 30만원 (1명)
100k~200k : 15만원 (1명)

10만원 (1명) 200k 이상 : 20만원 (1명)

B상품 - 300만보장

100K~200K 10명

10K~100K 30명+a

10,000,000원 (vat별도)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