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가맹/오픈마케팅제안서

Franchise Startups Advertisement ad for VIVID PLANET

비비드플래닛
광고비부담은적고, 보장은확실한광고는어떻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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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드플래닛은 어떤회사인가요?V I V I D
P L A N E T

비비드플래닛개요

회사명 ㈜비비드플래닛

주요사업 종합광고대행
소셜데이팅, 결혼중개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자체 브랜드 매장 직영운영
전자상거래

설립일 2016년 12월 1일

직원수 54명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70,
선한빌딩 6층

홈페이지 www.foodlin.co
www.vividmkt.com

http://www.foodlin.co/
http://www.vividmkt.com/


| 비비드플래닛은 어떤회사인가요?V I V I D
P L A N E T

비비드플래닛비전

다채널전략을통한

콘텐츠광고트렌드선도



| 비비드플래닛은 어떤회사인가요?V I V I D
P L A N E T

브랜드미션

앞으로의 광고는 콘텐츠 시대,

대한민국 온라인 트렌드를 주도하다!

페이스북페이지콘텐츠

인스타그램 채널운영

인스타그램 셀럽운영

SNS Commerce 브랜딩

TVC/바이럴영상제작

온라인배너/검색/CPA 광고집행

브랜딩을위한 마케팅을위한



| 비비드플래닛은 어떤회사인가요?V I V I D
P L A N E T

비비드마케팅, 기획형 브랜딩 광고

비비드마케팅을소개합니다.

비비드 마케팅의 온라인 공식 홍보 대행은 다릅니다.

광고주의 업종/시장을 분석하여 성공을 위한 온라인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

브랜드의 아이텐티티를고민하고 그에 맞는 기획을 하여 230개가 넘는

광고주 브랜딩 경험으로 전체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기획/제작/집행/관리를

해드립니다.

SNS/바이럴/디스플레이온라인 플랫폼의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오프믹스를시킬 수 있는 곳, 비비드마케팅뿐입니다.



| 01 브랜드프로세스



| 01 브랜드프로세스
SNS 구매여정분석

SNS를통한정보탐색및구매영향력상승

V I V I D
P L A N E T

SNS에서의 구매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익숙하고 경험과 후기를 중시하는

주 소비층 공략을 위해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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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A N D
P R O C E S S| 01 브랜드프로세스

가맹점오픈마케팅의브랜드프로세스

가맹 프랜차이즈

등록

랜딩 페이지

최적화

픽셀/스크립트설치

자체 브랜딩 광고

채널 전략

(DA/SA/EDM)
가맹 모집

가맹점 오픈
채널 전략

SNS(페이스북)

채널 전략

SNS(인스타그램)

고객 신뢰를 위한

SNS 리뷰 마케팅

가맹점 브랜딩

및 매출 증대

< 가맹 프랜차이즈 진행 프로세스 >

< 오픈 지점 광고 프로세스 >



| 01 브랜드프로세스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시너지극대화전략

빅데이터분석을통한매출극대화전략

V I V I D
P L A N E T

비비드플래닛은 프랜차이즈가맹 사업주들을늘림과 동시에 오픈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이 늘어 갈 때마다 지점 마케팅을 동시에 한다면, 매출이 늘어

가맹점주님들의 만족도가높아지며, 가맹점들의 매출 극대화로 가맹 사업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맹 사업 대표님들의만족도 또한 향상되어,

수익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오직 비비드플래닛에서만가맹점 자체 마케팅을 병행하여 지점별로 동시에

마케팅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비드 자체 가맹 모집 사업 진행

모집된 가맹점들의오픈 마케팅 진행

가맹점들의 매출 극대화로 가맹사업 수요 증가

가맹 모집 오픈 마케팅 병행 후 수익 향상



| 02 채널전략
SNS채널



| 02 채널전략
SNS채널

오픈마케팅
SNS 광고

대한민국 외식업 SNS 트렌드를 주도합니다

비비드 플래닛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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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랭은전세계 영향력 있는 다량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유하여 이러한 SNS 

내 콘텐츠 트렌드를 주도하고 광고주에게차별화된 브랜딩과 효과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 보유 페이지 팔로워 합 : 8,000,000 명 +

전세계 보유 페이지 팔로워 합 : 40,000,000 명 +



| 02 채널전략
SNS채널

오픈마케팅
SNS 광고

비비드 플래닛 페이스북 보유 채널 리스트

SNS 지역 맛집 채널들을 보유중에 있어

지역별로 홍보가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페이지를 나눠 보다 유효한 고객들 에게

홍보가 가능합니다.



| 02 채널전략
SNS채널

오픈마케팅
SNS 광고

Sponsored 광고

포스팅한 게시물에 광고를 걸어

사람들이 검색하지 않고 SNS만 사용해도 보여지게

합니다.

광고는 지정 타켓들에게 계속 보여지게 하는 것으로

매장을 알리는 것에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예시)



| 03 진행사례예시안



| 03 실제진행사례 : 아리가또맘마
채널전략 : SNS 페이지포스팅사례

꼬지사께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페이지 포스팅 예시안

오픈마케팅
진행사례



| 03 실제진행사례 : 아리가또맘마
채널전략 : SNS 페이지포스팅사례

아리가또맘마 페이스북 페이지 포스팅 예시안

오픈마케팅
진행사례



| 03 비비드플래닛성공사례예시안
페이스북포스팅성공사례

화제를 불러 일으킨 페이스북 콘텐츠 포스팅 예시안

오픈마케팅
진행사례

‘대한곱창’ 및 ‘화사곱창집’
네이버 검색수 폭발적 증가

2018년 6월 기준 대한곱창 관련 키워드 월별 조회수

381,500건

“나혼자산다 - 화사가 먹었던 곱창”
우리 지역에서도 떴다! – 매장 브랜딩 강화

매출 180% 상승



| 03 실제진행사례
지점별검색수및매출증대

청춘연가1992 지점별 브랜드 검색 조회수 추이 변화

오픈마케팅
진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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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고객사
비비드플래닛과함께한고객사입니다.

비비드플래닛
고객사



| 04 고객사
비비드플래닛과함께한고객사입니다.

비비드플래닛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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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견적서
견적제안서1

비비드플래닛
견적제안서

항목 금액

기본

포함

사항

페이스북 지역페이지 포스팅 및

매장 반경 3KM 20-30세

유료 타겟광고

1,500,000원

네이버 체험단 or 기자단 15팀 진행 500,000원

촬영비(서비스) 포함 300,000원

합계
기본가

2,300,000원
할인가

2,000,000원

추가옵션

(선택사항)
블로그 리뷰 100개 당 (700,000원) 

[B안]- 3개월 계약[A안] – 1개월 계약

항목 금액

기본

포함

사항

페이스북 포스팅 3회 및 콘텐츠 제작
(유료 타겟광고 포함)

4,500,000원

네이버 체험단 or 기자단 15팀 진행 500,000원

네이버 막블로그 작업 300개
(리뷰 작업)

2,100,000원

촬영비(서비스) 포함 300,000원

합계
기본가

7,400,000원
할인가

6,000,000원



| 04 견적서
견적제안서2

비비드플래닛
견적제안서

항목 금액

기본

포함

사항

페이스북 지역페이지 포스팅 및

매장 반경 3KM 20-30세

유료 타겟광고

1,500,000원

촬영비(서비스) 포함 300,000원

합계
기본가

1,800,000원
할인가

1,500,000원

추가옵션

(선택사항)
블로그 리뷰 100개 당 (700,000원) 

[D안]- 3개월 계약[C안] – 1개월 계약

항목 금액

기본

포함

사항

페이스북 포스팅 2회 및 콘텐츠 제작
(유료 타겟광고 포함)

3,000,000원

네이버 체험단 or 기자단 15팀 진행 450,000원

네이버 막블로그 작업 300개
(리뷰 작업)

2,100,000원

촬영비(서비스) 포함 300,000원

합계
기본가

5,850,000원
할인가

4,500,000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