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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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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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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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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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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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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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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OTEL
호텔

9,546 좋아요

7,314,233 팔로워

셀럽 포스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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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스타키보드
제품

181,354 좋아요

3,468,400 팔로워

셀럽 포스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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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XO핫도그
여행

48,141 좋아요

1,814,412 팔로워

셀럽 포스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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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X PASS
어플

38,125 좋아요

2,889,815 팔로워

셀럽 포스팅 예시



지역 페이지    ㆍ     기타 페이지

페이스북 보유 채널 소개 



3페이스북 보유 채널 소개 (지역페이지/기타페이지)

2018년 기준 세계 소셜 광고 시장 규모 25조원으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은 점차 
소비자 경험 가치 중시, 후기 및 리뷰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체 소비자의 구매 여정이 SNS에서 이루어짐으로써 SNS의 구매 
영향력은 향후 더욱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푸드랭은 전세계 영향력 있는 다량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유하여 이러한 SNS 
내 콘텐츠 트렌드를 주도하고 광고주에게 차별화된 브랜딩과 효과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 보유 페이지 팔로워 합 : 8,000,000 명 +
전세계 보유 페이지 팔로워 합 : 40,000,000 명 +

비비드 플래닛 페이스북 페이지
대한민국 외식업 SNS 트렌드를 주도합니다

2 3



3페이스북 보유 채널 소개 (지역페이지/기타페이지)

비비드 플래닛 페이스북 지역 페이지



3페이스북 보유 채널 소개 (지역페이지/기타페이지)

비비드 플래닛 페이스북 지역 페이지 팔로워



3페이스북 보유 채널 소개 (지역페이지/기타페이지)

- 화제를 불러 일으키는 맛집 컨텐츠 시리즈 (인스타그램)



3페이스북 보유 채널 소개 (지역페이지/기타페이지)

- 화제를 불러 일으키는 맛집 컨텐츠 시리즈 (인스타그램)

‘서가앤쿡’ 신메뉴 홍보
네이버 실시간 4위 업로드

‘서가앤쿡’ 및 ‘서가앤쿡자이언트폭립’
네이버 검색수 폭발적 증가

2018년 12월 기준 서가앤쿡 관련 키워드 월별 조회수
843,600건



3페이스북 보유 채널 소개 (지역페이지/기타페이지)

- 화제를 불러 일으키는 맛집 컨텐츠 시리즈 (인스타그램)

나혼자산다 ‘대한곱창’ 
미디어와 결합한 2차 브랜딩 확산

매출 180% 상승

‘대한곱창’ 및 ‘화사곱창집’
네이버 키워드 조회수

2018년 6월 기준 대한곱창 관련 키워드 월별 조회수
381,500건



3페이스북 보유 채널 소개 (지역페이지/기타페이지)

- 페이스북 지역페이지 광고주 후기1



3페이스북 보유 채널 소개 (지역페이지/기타페이지)

- 페이스북 지역페이지 광고주 후기2



비비드 마케팅 소개 
종합 온라인 광고 사업부



비비드마케팅,
마케팅은 기획력입니다.
비비드 마케팅은 기업/업체의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마케팅 파트너입니다.

어떤 분야, 방법론으로 한정 짓기보단
오직 기업/업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키우는 것에만 집중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기업/업체를 브랜딩하는
CREATIVE BRAND DEVELOPER라고 소개합니다.CREATIVE BRAND DEVELOPER라고 소개합니다.

4종합 광고 사업부 비비드 마케팅



2 4 6 8

15아리가또맘마
계약 후 월별 가맹 추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맹 DB 접수

평균 350% 
상승

추가 가맹 사례

평균 54% 
상승

비비드마케팅,
프랜차이즈 가맹 광고
비비드마케팅은 프랜차이즈 가맹 광고는 교육/외식/놀이를 가리지 않고 
가맹점주 모집을 위한 광고를 진행합니다.

비비드만의 프랜차이즈의 특화된 시스템을 접목하여 경쟁사 대비 월등한 
매출대비수익률을 약속드립니다.

온라인 초기 추적 세팅부터 모든 플랫폼의 대한 집행/관리까지 하나의 
광고주의 대한 가맹 전문 마케팅팀이 되어드립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광고 비비드마케팅 종합패키지 진행시,
경쟁사 대비 가장 높은 진성 DB 수집률을 보였습니다.

(2018년도 기준) 
(비비드 마케팅 프랜차이즈 가맹 풀 패키지 고객 기준) (2018년도 기준) 

비비드 마케팅 상품 이용 후, 월별 추가 가맹점 
가입 사례가 평균 54% 상승하였습니다.

4종합 광고 사업부 비비드 마케팅



비비드마케팅,
기획형 브랜딩 광고
비비드마케팅의 온라인 공식 홍보 대행은 다릅니다.
광고주의 업종/시장을 분석하여 성공을 위한 온라인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고민하고 그에 맞는 기획을 하여 230개가 넘는 
광고주 브랜딩 경험으로 전체적인 온라인 마케팅 기획/제작/집행/관리를 
해드립니다.

SNS/바이럴/디스플레이 온라인 플랫폼의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SNS/바이럴/디스플레이 온라인 플랫폼의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오프믹스를 시킬 수 있는 곳, 비비드마케팅뿐입니다.

4종합 광고 사업부 비비드 마케팅



비비드마케팅,
온라인 CPA 광고
SNS / 바이럴 제품 커머스, 쇼핑몰, 보험, 부동산, 미용 등
구매 전환 광고에 있어서 비비드마케팅은 체계적이고 지금까지 쌓여왔던 
노하우로 광고주의 전환률을 상승시켜 드립니다.

이제 스팸메일과 블로그, 카페는 구시대 온라인 트렌드!
SNS와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객의 전환 광고률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 
드립니다.

4종합 광고 사업부 비비드 마케팅



비비드마케팅,
TVC/바이럴 영상 제작, 배포

비비드 마케팅은 상업 영상 분야에 있어 다양한 경력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상급 씨네마 카메라 레드카메라를 주력으로 제작팀이 구성되어 있고 
앞선 시각과 현대적인 트렌드를 분석하여 다양한 제작 플랜을 기획합니다.

4종합 광고 사업부 비비드 마케팅



송파나루역

방이시장 정문

방이2동 주민센터 국민은행

뽕사부 짬뽕

신한은행

경성주막오징어청춘 용호낙지

방이먹자골목 정문

아이배넷

본가 우아한 형제들

벤츠코리아

베스킨라빈스31

몽촌토성역

한성백제역

한미약품

오시는 길
9호선 송파나루역 200m 이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70, 선한빌딩 6층

대표전화 | 070 . 8802 . 9595
대표자 | 김필곤
이메일 | contact@foodlin.co

비비드플래닛의 서비스 철학은
‘사람이 중심’인 광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CONTACT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