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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N & inbuzz

컨텐츠 생산을 기반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컨텐츠 최적화 및 확산, 체험단, 네이티브 광고, 
SNS 운영 등 SNS 전반적인 영역들의 마케팅이 가능하며,

웹 사이트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토탈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inbuzz는 FSN(퓨쳐스트림네트웍스)에 소속된

디지털마케팅전문회사 입니다.

X



Asia`s Leading Digital Marketing Group

함께하는가족사

21

가족사가있는국가수

7 over

임직원수

1300 over

고객수

6000 over



inbuzz는국내최대규모디지털에이전시그룹,퓨쳐스트림네트웍스의핵심멤버로

새로운미디어시대에능동적인대처가가능합니다.

미디어를소비하는소비자의방식을연구,분석하여합리적인전략과방안을제시하여최상의

비즈니스파트너로역량을강화하고있습니다.

적정고객
타겟팅

FSN

마케팅

미디어
전략

디지털
컨텐츠

광고
마케팅



inbuzz

소셜미디어를비롯한디지털

캠페인기획, 컨텐츠제작및

배포를전문적으로수행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디지털 캠페인
기획, 컨텐츠 제작 및 집행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 입니다.

DIGITAL CAMPAIGN & 
SOCIAL MEDIA CONTENTS

이노션, 제일기획, BBDO 코리아, 
대홍기획 등의 바이럴 협력사로
파트너사의 다양한 디지털 캠페인을
함께 운영한 노하우가 있는 믿고 찾는
협력사 입니다.

MANAGEMENT KNOW-HOW

에스티로더, 비오템, 바비브라운 등 글로벌 뷰티 브랜드의
협력사로 고퀄리티 비주얼 컨텐츠를 제작 · 운영하고 있습니다.

QUALITY VIRAL CONTENTS



컨텐츠를 생성 및 배포하여 주요이슈를 만드는 핵심전략을 통해

성공적인마케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SNS
페이스북/유투브

인스타그램

ISSUE

CONTENTS INFLUENCER MEDIA
유저들이 보고 싶어하는

컨텐츠 기획 및 제작
컨텐츠와 매체동시 역할

SNS 영향력자들을 이용하여
이슈 컨텐츠를 유통하는
SNS 상위 채널들에 노출

브랜드 or 캠페인
인지도붐업

신뢰도있는
정보전달

이슈로서인지
유저들의액션

2차확산

소셜미디어를비롯한디지털캠페인기획,

컨텐츠제작및집행을전문적으로수행

Field of Business AD & Digital Marketing



캠페인관련컨텐츠를생산하고

*SOV 확보를위한디지털커뮤니케이션전략실행

인플루언서
활용및관리

블로거

인스타그래머

유튜버

체험단운영

카페 체험단

SNS 체험단

앱 체험단

영상및
컨텐츠확산

인기 페이지 및
미디어 네트워크

네이티브 AD

부정이슈및
앱리뷰관리

키워드 모니터링

앱 리뷰

SOV 점유
SEO 활용

SNS 운영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키워드관리

최적화 블로그

언론PR

지식인

연관/자동완성
검색어

* Share Of Voice, 광고 점유율

Business Area



제작지원실 경영지원팀

1팀

Marketing실

2팀 3팀 4팀 글로벌팀

경영진

----------------------- Viral & SNS 캠페인 기획 / 운영 / 제안 -----------------------글로벌 브랜드 제안 및 운영

디자인 및 동영상 제작 HR / 회계

Viral & SNS 마케팅에특화된전문조직으로구성

Organization



Clients



Portfolio
Representative



유세린
2018. 06 ~ 2018. 12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채널 특성에 따른 운영

• 유세린 고유 브랜드 철학인 100년 전통의 독일 과학에 대한 심도깊은

마케팅 전략 수립

• 라이프스타일, 퀴즈, 영상 컨텐츠 비중을 높여 인지도 및 참여율 증대

• 전문 포토그래퍼를 통한 고품질 컨텐츠 제작

브랜드캠페인 ㅣ SNS

Portfolio



유튜버 인스타그래머 파워블로거

에스티로더
2015. 12 ~

• 젊은 20대를 타깃으로 출시 된 에스티로더 신제품 이슈화

•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에스티로더 바이럴 컨텐츠 확산

• 에스티로더 제품 특성 및 캠페인 특성에 맞는 홍보를 통해

인지도 및 온라인 내 점유율 확보

• 진행 채널: 유투브, 인플루언서, 네이티브AD, 뷰티APP 제휴 등

브랜드캠페인 ㅣ SNS

Portfolio



네이버 V 채널 품평단 블로거

비오템
2014. 01

• 제품 출시 및 시즌 캠페인에 맞춰 비오템 제품 이슈화

•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제품 베네핏을 타겟에게 보다 쉽게 전달

• 온라인 채널 내 바이럴 컨텐츠 노출을 통하여 제품에 대한 호감도 상승

• 진행 채널: 파워 인플루언서, 인기 페이스북, 네이티브 AD 등

브랜드캠페인ㅣ품평단 운영 ㅣ 파워블로거

Portfolio



유한킴벌리 릴리유
2017. 05 ~

• 명확한 타깃과 소구점을 토대로 브랜드 런칭 이전부터 컨셉과 홍보

운영 전략 함께 기획

• 물티슈를 매개체로 주 타깃 층이 공감할 만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자연스러운 브랜드 인지 및 자발적인 고객 활동 상승

• SNS 채널을 통해 프로모션 소식 등을 유기적으로 알림으로 오픈 직후

소셜 사이트 물티슈 단일 품목 일 매출 천만원 달성

• 포털 사이트 내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가 자발적 생성 현재

브랜드캠페인 ㅣ SNS

Portfolio



기아자동차
2018. 02 ~ 2018. 07

• 기아자동차의 월드컵 디지털캠페인 운영 및 기획

• 로컬 관리 계정 및 광고 계정 관리

• 컨텐츠 발행 및 광고 세팅 (페이스북,유투브,트위터,인스타그램)

- 참여국 별 스케줄, 광고 소재, 진행사항 보고 및 관리

• 캠페인 참여국(22개국) 커뮤니케이션 진행 및 팔로업

• 참여국별 컨텐츠 발행 결과 보고 및 업데이트

기업 ㅣ 글로벌캠페인 ㅣ SNS

Portfolio



인플루언서 네이트브AD 인기 페이스북 페이지

현대자동차 i30
2017. 04. 14 ~ 2017. 04. 30

• 현대자동차 i30캠페인 온라인 이슈 확산 및 관심 유도

• 2030 젊은 타깃 층을 공략한 i30 ISCOVERIES 영상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변화 도모

• NEW 모델을 통해 캠페인 주목도 강화 목표

• 진행 채널: 인플루언서, 인기 페이스북 페이지, 네이티브AD 등 진행

브랜드캠페인 ㅣ 인플루언서 ㅣ SNS

Portfolio



인플루언서 네이티브AD 인기 페이스북 페이지

기아자동차 K7
2016. 10 ~ 2017. 02

• 경쟁사 대비 K7만의 베네핏 소개 및 NEW 모델 선정 이슈 온라인 내

확산

• 공유 관련 영상 컨텐츠 확산으로 높은 긍정 댓글 및 공감 반응 이끌어냄

• K7 검색 버즈량 증가 및 지속적인 관리로 높은 PV확보

• 진행 채널: 인플루언서, 인기 페이스북 페이지, 네이티브AD, WOM, 

언론 배포 등 진행

브랜드캠페인 ㅣ 인플루언서 ㅣ SNS

Portfolio



AUDI 고진모터스
2014. 01 ~ 2016. 01

• 시장 내 1위 기업으로서 브랜딩 강화 및 고객 충성도 상승 목적

• 브랜드 톤앤매너에 맞는 고급스러운 컨텐츠 개발 및 제작

• 공감형 컨텐츠 제작을 통해 페이지 인사이트 상승 노력

•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1년 안에 팬 수 20,000명 돌파

브랜드캠페인 ㅣ SNS

Portfolio



검색어 관리 인스타그래머 파워블로거

롯데카드
2016. 12

• 롯데카드의 TVC인 권혁수 로카 랩 댄싱스타 영상을 온라인에서 이슈화

• 포털 사이트 영상 상위 노출 및 블로거, 인스타그래머를 활용하여

이벤트 참여 도모

• 온라인 채널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로카 랩 댄싱스타 영상

컨텐츠 상위노출 관리

• 진행 채널: 검색어 관리, 인스타그래머, 파워 블로거

기업캠페인 ㅣ 검색관리 ㅣ SNS

Portfolio



서포터즈 커뮤니티 모니터링 분석

LG U+
2017. 09 ~

• 온라인 내 LG U+ 대세감 형성을 위한 프로모션 및 바이럴 캠페인 진행

• <아이들나라>만의 특장점을 부각한 컨텐츠 배포를 통해 타겟 주목도를

높임

• 타겟 접점 커뮤니티 내 LG U+ 베네핏을 보여주는 바이럴 컨텐츠 배포

• 진행 채널: 커뮤니티 배포, 서포터즈 운영

브랜드캠페인 ㅣ 서포터즈 운영 ㅣ 커뮤니티

Portfolio



블로거 페이스북 스타 네이티브 AD

한화 불꽃로드
2017. 07

• 온라인 채널 내 불꽃로드 컨텐츠를 노출하여 캠페인 사이트 유입 유도

• 컨텐츠 확산을 통한 불꽃로드 캠페인 가치 전달 & 확산

• 다양한 온라인 채널 내 이슈 페이지 및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높은

인사이트 기록

• 진행 채널: 파워 인플루언서, 인기 페이스북, 네이티브 AD 등

캠페인 ㅣ 인플루언서

Portfolio



커뮤니티 배포 파워블로거 댓글 관리

GS SHOP
2014. 02

• GS SHOP만의 핫딜, 초특가, 이벤트 등에 대한 정보 전달 및

구입 니즈 강화

• 리얼 유저 보이스로 관고에 대한 거부감이 적게 바이럴 컨텐츠 배포

• 캠페인 바이럴 후 급작스러운 홈페이지 트래픽 증가 및 판매량 급등

• 진행 채널: 커뮤니티 배포, 파워블로거

기업캠페인 l 브랜드 프로모션

Portfolio



웹진 컨텐츠/이벤트 기획

울산광역시 웹진
2018. 01. 01 ~

• 울산광역시 웹진 <헬로울산> 운영

• 데일리 문자 발송 안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주5회 시정소식 및 울산 정보성 컨텐츠 기획/발행

• 매월 1건 이상 구독자 참여 이벤트 기획/운영

• 웹진 구독자 모객 및 페이지뷰 증대 목표

• 구독자 수 총 15,200명에서 매월 0.5% 이상 증가 중

관공서ㅣ 웹진운영 ㅣ 컨텐츠 취재

Portfolio



칭따오
2017. 10 ~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채널 특성에 맞춰 컨텐츠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다른 성격으로 운영

• 캐주얼하지만 직관적이고 시의적인 다양한 소재를 주로 활용하여

브랜드 메시지 고취

• 페이스북의 경우 신규팬 대비 이탈팬이 타 페이지 대비 적은 편

• 인스타그램 특성에 맞는 시각적인 피드 구성에 집중하되 멘션에서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

브랜드캠페인 ㅣ SNS

Portfolio



GS shop
2017. 10 ~

• 유저들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재 기획에 집중하여 컨텐츠

제작

• 단순 상품 소개가 아니라 자신의 취향대로 클릭 or 댓글을 달 수 있는

방향성 마련

• 광고주 제작 숏방 멘션 작성 시 설명 중심이 아닌,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재미있는 멘션으로 집중도 상승 효과

• 세밀한 광고 타게팅 운영으로 한 달만에 이전 대비 유기적 도달 함께 상승

브랜드캠페인 ㅣ SNS

Portfolio



예다함
2017. 05 ~

• 페이스북 운영을 통하여 상조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

• 상조회사 상품 소개를 넘어 유저가 공감할 수 있는 소통형 컨텐츠 제작

• 다수의 이벤트 및 인사이트 유도를 유도하는 컨텐츠 개발을 통하여

온라인 내 브랜드 인지도 상승

• 신규 팬 수 팬 수 확보 및 상조 정보 전달 및 실생활 유용한 정보 전달

브랜드캠페인 ㅣ SNS

Portfolio



SK ZIC
2015. 07 ~ 2016. 06

•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한 컨텐츠 기획

• 타겟을 고려한 톤 앤 매너 설정, 고퀄리티 컨텐츠 제작

• 컨텐츠 생성을 통해 고관여 타겟과 소통, 제품 구매 견인의 창구로 활용

• 운영 1년 내 팬 12,000명 이상 확보

브랜드캠페인 ㅣ SNS

Portfolio



사조 그룹
2015. 07 ~ 2015. 12

•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 및 고퀄리티 컨텐츠 제작을 통한 SNS 내

사조그룹 이슈화

• 유저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트렌디한 컨텐츠 제작

• 고퀄리티 이미지 촬영(+제작)을 통해 거부감없이 브랜드 제품 홍보

• 운영 6개월 후 신규 팬 수 4,000명 이상 확보

기업, 브랜드캠페인 ㅣ SNS

Portfolio



위닉스
2014. 09 ~ 2015. 03

• 온라인 내 SNS 채널 활성화 및 컨텐츠 확산(+ 이슈화)를 위한

유저 공감형 컨텐츠 제작

• 밝고 유쾌한 페르소나를 통하여 유저와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 페이스북 페이지 팬 수 2,000명 이상 확보

• 블로그 방문자 수 일 평균 100명 이상 증가

브랜드캠페인 ㅣ SNS

Portfolio



Portfolio

KB손해보험 다이렉트
2018. 06 ~ 2018. 12

• 페이스북, 블로그, 포스트 채널 특성에 맞는 컨텐츠 기획

• 손해보험 다이렉트에 특화 된 컨텐츠 전략 수립

• 페이스북의 경우 신규팬 대비 이탈팬이 타 페이지 대비 적은 편

• 영상 컨텐츠 비중을 증가하여 정보성 컨텐츠의 주목도 및 가독성 증대

•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섭외 통한 전문적인 컨텐츠 제작

브랜드캠페인 ㅣ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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