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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해당 채널별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냅니다.

SOCIALRING PERFORMANCE

[인스타그램] [유튜브][페이스북]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네이버]

2

STORY

#정보성중심
(리뷰콘텐츠)

ALBUM

#영상중심
(스토리텔링콘텐츠)

TIME

#이미지중심
(룩북콘텐츠)

talk

#소통중심
(정보발송

/채팅형태)

SERIES

#이미지중심
(이벤트/소통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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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링 소속 SNS 전문가들이콘텐츠의기획부터제작, 바이럴마케팅까지모두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CONTENTS PROCESS

PRE-PRODUCTION PRODUCTION POST-PRODUCTION VISUAL MARKETING

상세 기획안
(콘티) 컨펌

촬영 및 1차 편집 피드백 수렴
2차 수정

콘텐츠 업로드
및 바이럴

월간 마케팅
보고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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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링의 주요 고객사

SOCIALRING CUSTOMERS

소셜링과함께작업중인브랜드 268개이상 (2019-2021 기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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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ring program
①콘텐츠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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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미지 활용 광고소재 1] [영상&이미지 활용 광고소재 2][영상 콘텐츠]

영상콘텐츠를세부타켓팅을통해소비자에게노출시킵니다. 이미지내에영상을배치하여새로운광고소재로활용합니다.  (EX.이벤트안내등)

1. 영상콘텐츠

소셜링의영상콘텐츠는다양한채널에서다양한광고소재로활용할수있는 ‘원소스멀티유즈＇콘텐츠입니다.

한 개의 광고 영상을 다양한 채널에서 활용하는 OSMU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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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디드 숏 영상 ① ]

https://www.instagram.com/p/CQe9VPIh7r_/

[로이비] 헤어바디 신제품

한 개의 광고 영상을 다양한 채널에서 활용하는 OSMU 콘텐츠

영상 콘텐츠 [ ①숏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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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디드 숏 영상 ② ]

https://www.instagram.com/p/CQcgsgmB5BU/

[로이비] 헤어바디 신제품

[브랜디드 숏 영상 ③ ]

https://www.instagram.com/p/CNBdGzshjbv/

[로이비] 피부케어 제품



한 개의 광고 영상을 다양한 채널에서 활용하는 OSMU 콘텐츠

영상 콘텐츠 [ ②바이럴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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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디드 바이럴 영상 ① ]

https://www.instagram.com/p/CaQvxTxlq12/

[튠나인] 헤어케어 제품

[브랜디드 바이럴 영상 ② ]

https://www.instagram.com/p/CTQwZbQlMD-/

[로이비] 헤어케어 제품

[브랜디드 바이럴 영상 ③ ]

https://www.instagram.com/p/CTQwZbQlMD-/

[휘게] 리얼 선크림



한 개의 광고 영상을 다양한 채널에서 활용하는 OSMU 콘텐츠

영상 콘텐츠 [ ③브랜딩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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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디드 TVCF 영상 ① ]

https://youtu.be/7mKmS-SJM6g

[펫후] 반려동물 제품

[브랜디드 TVCF 영상 ② ]

https://youtu.be/T2Tket-OPwQ

[서오릉피자] 12첩 콤비네이션 피자

[브랜디드 TVCF 영상 ③ ]

https://youtu.be/_Xppx2R24hY

[메이쿱] 스킨케어 제품



1. 브랜드홍보카드뉴스 2. 정보성카드뉴스 3. 제품&서비스카드뉴스

2. 카드뉴스

카드뉴스 콘텐츠를 통해 브랜드 및 제품을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홍보 할 수 있습니다.

10



1. 연출이미지 2. 2D 그래픽이미지

3. 이미지콘텐츠

브랜드의 제품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사진, 2D 그래픽 이미지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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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플루언서마케팅

5만 이상 인플루언서 총 300명 이상 시딩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확보

인플루언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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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X 인플루언서 콜라보 바이럴 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마케팅

· 콘텐츠 제작 : 핫도그 TV 멤버들과 유투브 콜라보

3편의 영상 진행 (총 견적 3000만원)

· 성과 : 해당 캠페인으로 홈페이지 유입 400% 증가,

2주 연속 일 매출 9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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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00만 유튜버 [핫도그TV] : https://bit.ly/3ESgoKO 

· 20만 유튜버 [심장에 박현서] : https://bit.ly/3H1god9

· 30만 유튜버 [매일제히] : https://bit.ly/3mRJbsD

이너웨어 브랜드 [바디코] X 유투버 [핫도그TV] 콜라보

이너웨어브랜드 [ 바디코 ]

100만유투버 [ 핫도그 TV ]

900%

일 매출 증가율

브랜드 매출 상승

전체 조회수 100만회 이상

홈페이지 유입율 증가

https://bit.ly/3ESgoKO
https://bit.ly/3H1god9
https://bit.ly/3mRJbsD


브랜드 X 인플루언서 콜라보 캠페인 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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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브랜드 [ 로이비 ]

셀럽콜라보

· 콘텐츠 제작 : 셀럽들과 유투브 콜라보

3편의 영상 진행 (총 견적 0000만원)

· 성과 : 해당 캠페인으로 홈페이지 유입 000% 증가

· 개그맨 유튜버 [맹승지] : https://youtu.be/KXg_HTDSilk

· 뮤지션 셀럽 [키디비] : https://youtu.be/aLljtsdPYjg

· 댄서 셀럽 [브라더빈] : https://youtu.be/gqiIz37t_3A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로이비] X 셀럽 콜라보

브랜드 매출 상승

전체 조회수 2만회 이상

총 댓글 및 좋아요 000개 이상

X

https://youtu.be/KXg_HTDSilk
https://youtu.be/aLljtsdPYjg
https://youtu.be/gqiIz37t_3A


X

브랜드 X 인플루언서 콜라보 바이럴 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마케팅

· 콘텐츠 제작 : 인플루언서 쏘얌, 김차분, 정아윤과 브랜드 콜라보

시리즈 3편의 인터뷰 영상 진행 (총 견적 450만원)

· 성과 : 전체 조회수 35만회 이상, 댓글 및 좋아요 130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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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유튜버 [쏘얌] : https://han.gl/XqoMK

· 10만 인플루언서 [김차분] : https://han.gl/mRiXO

· 10만 인플루언서 [정아윤] : https://han.gl/WnAvM

헤어케어 브랜드 [튠나인] X 10만 인플루언서 콜라보

헤어케어브랜드 [ 튠나인 ]

10만인플루언서

브랜드 매출 상승

전체 조회수 35만회 이상

총 댓글 및 좋아요 1300개 이상

https://han.gl/XqoMK
https://han.gl/mRiXO
https://han.gl/WnAvM


브랜드 X 인플루언서 콜라보 바이럴 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마케팅

· 콘텐츠 제작 : 10만 유투버 윤주부, 쭈새댁과 브랜드 콜라보

2편의 영상 진행 (총 견적 1000만원)

· 성과 : 전체 조회수 7만회 이상, 댓글 및 좋아요 120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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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유튜버 [윤주부] : https://han.gl/jbfEz

· 2만 유튜버 [쭈새댁] : https://han.gl/oyvQN

세제 브랜드 [블랑101] X 10만 유투버 콜라보

세제브랜드 [ 블랑101 ]

브랜드 매출 상승

전체 조회수 7만회 이상

총 댓글 및 좋아요 1200개 이상

X 10만유투버

https://han.gl/jbfEz
https://han.gl/oyvQN


[제품 사진] [포스팅 원고] [제품] [포스팅 가이드]

제품사진촬영및포스팅원고를작성하고
파워블로거에게전달및포스팅게시

- 제품사진 ·원고는광고주컨펌후전달

제품과포스팅가이드를파워블로거에게
전달하고가이드를토대로고퀄리티의
제품포스팅작성및게시

- 포스팅가이드는광고주컨펌후전달

1. 원고제공형포스팅 2. 제품및가이드제공형포스팅

5. 파워블로거포스팅

일 방문자 2000명 이상의 파워 블로거의 신뢰도 있는 제품 및 서비스 포스팅으로,

관련 키워드 검색 시 PC 기준 1페이지 내 노출 되는 ‘네이버 SEO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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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포스팅 원고]

브랜드의핵심키워드를자연스럽게
녹인기사작성
신뢰도있는브랜드/제품정보노출가능

- 사진및 원고는광고주컨펌후 전달

뉴스기사

6. 뉴스기사상단노출

브랜드의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그 내용에 맞는 기사 작성 및 뉴스를 발행합니다.

관련 키워드 검색 시 PC기준 뉴스 탭 1페이지 내 노출이 되는 ‘네이버 SEO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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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

#ASMR

#집콕

#인싸

#댄스

1. 비디오중심 2. 영상캠페인 3. 트렌드선도

7. 틱톡콘텐츠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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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광고 상품 소개 [ ①브랜드채널운영 ]

브랜드의 공식 틱톡 계정 개설 / 관리 / 콘텐츠 기획 / 제작 / 업로드 / 소통 / 공식인증까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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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t.tiktok.com/6vJ3Yk/
https://vt.tiktok.com/67E5GL/
https://bit.ly/2Nx0osB
https://vt.tiktok.com/67vxtw/


틱톡 광고 상품 소개 [ ②제품&서비스PPL ]

브랜드의 제품 및 서비스를 크리에이터 계정에서 PPL 형태로 홍보하는 영상 PPL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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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11.kr/e61j
https://c11.kr/e62h
https://c11.kr/e61z
https://c11.kr/e61u


틱톡 광고 상품 소개 [ ③공간 PPL ]

오프라인 비즈니스, 공간을 메인으로 노출하는 콘텐츠를 크리에이터와 콜라보 하는 형태의 공간 P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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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광고 상품 소개 [ ④인피드광고 ]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스폰서드 광고와 유사한 틱톡 내의 유료 광고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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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딩고뷰티 (팔로워 180만) 2. 딩고트래블 (팔로워 140만)

8. 인기페이지업로드

바이럴 광고 영상을 소셜링에서 관리하고 있는 페이스북 인기 페이지에 게시 및 바이럴 함으로서 파급력 있는 SNS 마케팅 효과를 이끌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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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자들의동영상 (팔로워 123만) 4. 딩고스낵비디오(팔로워 75만)

8. 인기페이지업로드

바이럴 광고 영상을 소셜링에서 관리하고 있는 페이스북 인기 페이지에 게시 및 바이럴 함으로서 파급력 있는 SNS 마케팅 효과를 이끌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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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션 & 뷰티 2. 연예 & 프랜차이즈

인스타그램공식채널관리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피드를 관리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각적인 홍보 효과를 높입니다.

26

https://bit.ly/3hz5AbX
https://bit.ly/2P22rFm
https://bit.ly/2SfEH2J
https://bit.ly/3zIj4ZF


3. 푸드 & 음료 4. 유통산업전반

인스타그램공식채널관리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피드를 관리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각적인 홍보 효과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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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trwqFM
https://bit.ly/3tWJEu2
https://bit.ly/2NpkdSC
https://bit.ly/3tyM7uZ


5. 반려동물 & 키즈 6. 제약 & 의료

인스타그램공식채널관리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피드를 관리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각적인 홍보 효과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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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qgf8ed
https://bit.ly/2SJb9ea
https://bit.ly/3iXa9gV


2. 콘텐츠&날개이미지1. 월별이미지콘텐츠 3. 멘션&해시태그관리

인스타그램공식채널관리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피드를 관리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각적인 홍보 효과를 높입니다.

29



1. 이미지콘텐츠 2. 바이럴영상 3. 상품태그 4. 바이럴수치관리

인스타그램공식채널관리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피드를 관리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각적인 홍보 효과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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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ring program
④페이스북공식채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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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뷰티 2. 푸드 3. 스포츠연예

페이스북공식채널관리

브랜드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관리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각적인 홍보 효과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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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STafLU
https://bit.ly/3xBsiFd
https://bit.ly/3zGMCaa


4. 유통산업전반 5. 제약 & 의료

페이스북공식채널관리

브랜드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관리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각적인 홍보 효과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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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wOpaGe
https://bit.ly/3xFzmR4
https://bit.ly/35Gsze4


SNS에 핏한제품연출이미지를

주제별로묶음업로드를하며

멘션에스토리텔링 / 할인정보 / 구매링크를

삽입하여구매를유도합니다.

페이스북에서반응이좋은형태의

SNS 바이럴영상을제작및 업로드하여

타겟스폰서광고를집행합니다.

인스타그램스토리와연동하여

페이스북스토리탭에

지속적으로세로영상 & 이미지노출

- 스폰서광고 및링크연결진행가능

2. 영상업로드&스폰서
광고

1. 이미지&카드뉴스업로드 3. 페이스북스토리

페이스북공식채널관리

브랜드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관리함으로써 유저와 소통하여 인터렉션을 늘립니다.

※ 인스타그램과 연동 운영이 가능합니다. (추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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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ring program
③유튜브공식채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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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션 & 뷰티 2. 반려동물 & 키즈

유투브공식채널관리

브랜드의 유투브 공식 계정을 관리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각적인 홍보 효과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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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qeqKhR
https://bit.ly/3j3fq6Z
https://bit.ly/3zI4zFi
https://bit.ly/3gQCwLi


3. 스포츠연예 & 프랜차이즈 4. 유통산업전반

유투브공식채널관리

브랜드의 유투브 공식 계정을 관리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각적인 홍보 효과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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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메인페이지에서보이는이미지및

영상썸네일을브랜드메인컬러로통일하여

안정된톤앤매너를구축합니다.

게시물업로드시, 유튜브내에서타겟에게

잘노출될수있도록해시태그및 멘션구성을

유튜브-FIT하게진행합니다.

콘텐츠 시리즈물기획및제작과함께

알맞은썸네일을따로제작하여

유튜브재생목록을구축하고채워갑니다.

2. 멘션&해시태그관리1. 채널이미지톤앤매너 3. 재생목록생성및관리

유투브공식채널관리

브랜드의 공식 유투브 채널을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검색창구인 유투브 채널 내 노출을 증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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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
광고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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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소셜링에서운영한벤츠 E 클래스, 메르세데스벤츠
경쟁사파워링크최상단노출현황

- 네이버내/외부다양한검색결과페이지에,
해당내용과연관된클릭초이스가노출됩니다.

- 네이버통합검색탭결과에는최대 10개까지노출되며, 
위치특성상광고주목도가매우높습니다. 

▪ 특정키워드연관시켜브랜드를전파하고싶을때

▪ 신규고객을확보하고싶을때

▪ 특정키워드로고객을유입시키고싶을때

[해당 광고 추천 브랜드]

네이버 키워드광고 [ 1. 파워링크 ]

네이버 파워링크, 키워드 광고를 통한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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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브랜드검색, 파워링크상위노출로
주요정보에대한접근성 ↑

- 통합검색결과최상단에다양한이미지와함께브랜드가노출됩니다. 

- 검색결과상단에브랜드의최신콘텐츠와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통해

이용자와소통하고브랜딩효과를높일수있습니다. 

- 해당브랜드적용가능키워드 30개입니다. 

* 브랜드검색을통해조회가 300회이하일경우

모바일은 50/PC 50만원적용가능 (부가세별도) 

▪ 효과적으로브랜드이미지를전달하고싶을때

▪ 최신브랜드콘텐츠를모아노출하고싶을때

▪ 고객과상품페이지로직접연결하여구매전환율을높이고싶을때

[해당 광고 추천 브랜드]

네이버 키워드광고 [ 2. 브랜드검색 ]

네이버 파워링크, 키워드 광고를 통한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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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목적에맞는최적의잠재고객을찾아
브랜드의마케팅퍼포먼스를극대화할 수있는네이버의새로운
“성과형광고플랫폼”입니다.

일일사용자 3,000만명이상의포털네이버가가진방대한빅데이터와
고도화된비즈니스솔루션을통해데이터에근거한
최적의마케팅을전개할수 있습니다.

▪ 브랜드를더알리고싶을때

▪ 브랜디드콘텐츠를전파하고싶을때

▪ 신규고객을확보하고싶을때

▪ 신제품이나프로모션을홍보하고싶을때

[해당 광고 추천 브랜드]

네이버 GFA [ 1. GLAD for Advertiser ]

No.1 포털 네이버의 일일 3,000만 디지털 소비자를 고객으로 전환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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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A를통해네이버메인지면은물론, 서브지면및 밴드에광고를게재할수있습니다.

또한, 일반이미지형및 네이티브형, 이미지슬라이드형(밴드, 카페), 동영상형(밴드, 카페) 등 다양한

크리에이티브구성으로보다효과적으로광고메시지를전달할수 있습니다.

네이버 GFA [ 2. GFA 광고지면/타입① ]

No.1 포털 네이버의 일일 3,000만 디지털 소비자를 고객으로 전환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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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A를통해네이버메인지면은물론, 서브지면및 밴드에광고를게재할수있습니다.

또한, 일반이미지형및 네이티브형, 이미지슬라이드형(밴드, 카페), 동영상형(밴드, 카페) 등 다양한

크리에이티브구성으로보다효과적으로광고메시지를전달할수 있습니다.

네이버 GFA [ 2. GFA 광고지면/타입② ]

No.1 포털 네이버의 일일 3,000만 디지털 소비자를 고객으로 전환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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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대표메신저, 카카오톡을비롯한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게임, 라이프, 커머스, 포털, 인공지능등

카카오의각서비스에서는 4천만명의이용자가매순간끊임없이활동하고있습니다.

이러한이용자들의흐름을카카오의고도화된기술력으로분석하여,

광고플랫폼인카카오모먼트를통해사용자의일상과비즈니스순간을연결합니다.

카카오모먼트

매순간 끊임없이 활동하는 4천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 카카오의 디스플레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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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샵) 탭, 카카오톡더보기탭 등 노출

카카오모먼트

매순간 끊임없이 활동하는 4천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 카카오의 디스플레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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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list

47



콘텐츠 형식 컨텐츠 소개 진행단가 최소 진행 단위

① SNS 채널운영
브랜드 SNS

공식 계정 관리
-

[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 채널 & etc.]

멘션 및 해시태그 분석 / 업로드 및 바이럴 / 채널 톤앤매너 관리

각 채널별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한 키워드 상단노출

공식 계정 팔로워 수 증가 및 각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필수 보장

500,000

(채널 당)
3개월

② 콘텐츠 제작

1) 비주얼 아트필름 30초 이내 30초 이내의 비주얼 아트필름 2,000,000 1건

2) 바이럴 영상 59초 이내 59초 이내의 바이럴 광고 영상 3,000,000 1건

3) 드라마 타이즈 3분~협의 3분 이상의 스토리가 담긴 드라마 타이즈 광고 영상 5,000,000 1건

4) 카드뉴스
이미지 8P 

이내
가이드에 맞는 카드뉴스 기획 제작 및 SNS 바이럴 200,000 3건

5) 이미지 콘텐츠 이미지 이미지 기획 / 촬영 / 2D 작업 / 업로드
100,000

(1장 단)
10건

6) 인플루언서 리뷰 이미지 or 영상
5만 이상의 파워 인스타그래머 실사용 리뷰

추후 이미지 및 영상 재활용 가능
150,000 5건

7) 블로그 포스팅

사진 및 원고

(제품/가이드) 제

공

이미지 촬영 및 원고 작성 후

일 방문자수 2000명 이상의 파워 블로거 포스팅 업로드

1페이지 3위 / 상단 노출 보장 / 보고서 전달

150,000 10건

8) 뉴스기사
기사 작성 및

발행

뉴스 기사 작성 및 발행

브랜드의 핵심 키워드 검색 시 네이버 뉴스 탭 1면에 노출
200,000~ 1건

9) 페이스북 인기페이

지
업로드 50만이상의 페이스북 인기페이지 업로드 협의 -

P.S.

▪ 영상 콘텐츠 제작의 경우 [로케이션/스튜디오/모델/소품비] 등 제작 실비는 별도 청구됩니다. (사전논의 후 진행)

▪ 영상 제작 콘텐츠는 광고주와의 협의 하에, 기획부터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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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썸네일 형식 컨텐츠소개 진행단가 진행단위

1) 바이럴 영상 59초

① 제품 셀링포인트에 걸맞은 영상 기획

② 핵심 메시지가 담긴 영상 흐름 구성

③ 구성에 따라 1분 이내 분량의 콘티 작성 및 전달

④ 배우 1인 섭외 및 출연

⑤ 호리존 스튜디오 포함 (컨셉 스튜디오는 실비 발생)

⑥ 영상 촬영 전문 장비&인력 투입

⑧ 색보정&편집&효과 삽입

⑨ 멘션 작성 및 각 채널 업로드 후 바이럴 보장

⑩ 수정 1회

3,000,000원 1건

2) 숏 영상 30초 1,000,000원~ 1건

3) 브랜딩 영상 ~3분

①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걸맞은 영상 기획

② 핵심 메시지가 담긴 스토리 구성

③ 구성에 따라 1-3분 분량의 콘티 작성 및 전달

④ 로케이션 2곳 이하 섭외 및 이동 (실내 위주)

⑤ 영상 촬영 전문 장비 &인력 투입

[촬영팀 5인 이상/조명팀 5인 이상/미술팀 3인 이상 배치]

⑥ 색보정&편집

⑦ 멘션 작성 및 각 채널 업로드 후 바이럴 보장

⑧ 수정 2회

10,000,000원~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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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PHONE

FAX

ADDRESS

EMAIL

Contact Us

010-8886-9757

070-5178-7000

070-5178-7770

서울특별시마포구어울마당로 3길 9-5 소셜링사옥(1F~4F)

office@socialring.co,kr

Create a story
for your brand

Experts in each field produce the best marketing performance by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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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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