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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

사업분야

#회사소개

우리는디지털종합광고대행사 입니다.

우리는 SA/DA/VIDEO/VIRAL/NETWORK/SNS에 걸쳐디지털 IMC를실현합니다.

우리는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전략을구상합니다.

우리는내부전문스튜디오를 기반으로특별한 혜택을드립니다.

직원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바인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컬러퍼즐)

이준열

447-86-01478

2019.4

디지털광고대행 / 오프라인

광고대행 / 콘텐츠제작

14명

Office : 서울마포구독막로 2길 17 4F

Studio : 서울마포구양화로 8길 38 B1

02-2603-9940

www.binecreative.co.kr

http://www.binecreative.co.kr/


키워드광고

브랜드검색

쇼핑검색광고

#디지털퍼포먼스마케팅

온라인광고의핵심인검색광고

유저가특정키워드검색시노출되는광고로
저비용,고효율의 광고

높은주목도를이끌어낼수있는
디스플레이배너광고

브랜드키워드검색시검색결과상단에노출되어
콘텐츠제공을통한브랜딩에효과적인광고

상품단위로노출되는이미지형광고

메인배너광고

주제별배너광고

동영상광고

포털초기화면에노출되어높은유입을
이끌어낼수있는광고

포털세부지면에노출되어높은집중도를기반으로
효과적인마케팅이가능한광고

동영상콘텐츠의전후로
주목도높은위치에노출되는광고



유저의이목을집중시켜브랜딩에탁월한
네트워크배너광고

디스플레이배너

타겟팅배너

포털및언론사에다양한형태로노출되어
주목도가높은디스플레이광고

특정타겟을설정하여실질적인
전환을일으키는타겟팅배너광고

#디지털퍼포먼스마케팅

바인크리에이티브의 SNS 채널운영
사용자중심의채널운영및관리로연령/성별/거주형태/소비형태/직업 등에
따라세분화하여대상별로선호하는채널/디바이스/시간대로 다시구분후
맞춤형소셜미디어 서비스를전개



#디지털퍼포먼스마케팅 #라이브커머스마케팅

소비자의모바일관심도

SNS 광고특장점 실시간으로소통가능한 SNS 마케팅
빠른전화로최단기간에파급효과 UP
저렴한비용으로빠르고강력한효과창출

라이브커머스

언택트소비의대세라이브커머스

라이브스트리밍 (LIVE STREAMING)+
이커머스 (E-COMMERCE)가결합된신조어로
TV 홈쇼핑처럼실시간동영상스트리밍을통해
상품을소개하고판매하는마케팅방식

지난해전세계앱의총소비자지출은작년대비 75% 성장
한국은작년대비 80% 성장

소비자지출 모바일관심도

20% 75% 40% 80%

억

전세계
다운로드수

억

전세계앱스토어
소비자지출

%
모바일을주력하는
기업의평균

IPO 밸류에이션(USD)

%

기존세대에비해
더높은참여율 Z세대

시간

사용자당하루평균
모바일사용시간



#바이럴마케팅 #콘텐츠마케팅

유튜버 / 파워미디어등협업 콘텐츠기반마케팅
영향력있는관련분야전문가들이제품과브랜드에대한
의견과생각을담은콘텐츠를통해브랜드의신뢰도상승및판매촉진

브랜드의특성을파악하여콘텐츠를제작해,
보다효과적인브랜드이미지구축이가능합니다.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디자인 IDENTITY

채널별콘텐츠제작

광고영상, 홍보영상, 2D/3D 모션그래픽,
웹드라마, 종합콘텐츠

슬로건디자인, 브랜드디자인, 캐릭터개발

카드뉴스, 이벤트포스터, 웹툰, 포토툰

https://youtu.be/zG1nCZnBP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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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SNS 채널 운영, 컨텐츠 기획 및 제작

(이미지, 영상, 디자인), 매체 광고 운영

Background

‘참 좋은 화장품＇이란 1세대 K-뷰티 브랜드로, 브랜드의 명확한 콘

셉트를 확인하고 참존만의 비주얼 톤 앤 매너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

도록 운영 필요.

Solution

‘스킨핏케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참존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나에게 맞는 스킨핏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

로써 계정을 운영.

SNS를 주로 이용하는 타겟층에 맞는 감각적인 콘텐츠 제작으로 참

존 피드 톤앤매너 구축.



Scope

SNS 채널 운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이벤트 기획 및 운영

Background

제약회사에서 만든 기능성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화

장품 이미지 제고 필요

누끼컷, 일러스트 디자인 이미지만으로 운영되던 피드 톤앤

매너 교체 필요

나의 피부 생기가 켜지다 병풀-on air 라는 콘셉으로 피드 운

영 톤앤매너를 새롭게 정립하여 전문적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깔끔한 화이트 연출에 연출컷, 모델컷을 적절히 활용

하여 타겟에게 고급스러운 톤앤매너와 메시지를 전달

Solution



Scope

SNS 채널 운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이벤트 기획 및 운영

Background

인터랙션 증대를 위해 캐주얼하고 친근감 있는 브랜드 이미

지 제고 필요. 누끼컷, 일러스트 디자인 이미지만으로 운영되

던 피드를 생동감 있게 교체 필요.

Solution

‘이동국 매니저가 차곡차곡 채운 건강모음.zip’ 이라는 컨셉으로 이

동국이라는 페르소나를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 및 스토리 전개. 

실생활 무드를 보여주는 이미지로 피드를 꾸미고, 이벤트 게시물

또한 연출컷을 이용하여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

일관된 피드 톤앤매너를 설정하고 무드를 맞춰 피드 정리. 소비자

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실사용 무드의 연출컷으로 인터랙션 증가



Scope

컨텐츠 기획 및 제작 (이미지, 영상, 디자인)

Background

정돈되지 않은 브랜드 SNS 채널을 썸바이미만의 비주얼

톤앤매너로 보여질 수 있도록 새롭게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

Solution

다양한 썸바이미 제품 라인업을 피드 톤앤매너에서 통일감 있게 보

여줄 수 있도록 라인별로 촬영을 진행함

단순 제품 촬영이 아닌 제품 USP가 돋보일 수 있는 기획 정적이지

않은 비주얼 톤앤매너 구축



Scope

통합운영마케팅, SNS 채널 운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브랜드 홈페

이지 배너, 상세페이지 제작, 바이럴 운영,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콘

텐츠 제작

Background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컨셉 및 콘텐츠 정립 필요.

오프라인을 통한 제품 판매에서 온라인 커머스까지 전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온라인 커머스에 맞는 마케팅 집행이 필요하였습니다.

Solution



Scope

SNS 채널 운영관리,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바이럴 운영,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체험단 관리

Background

리뉴얼 된 브랜드의 컨셉 및 정체적 확립을 필요.

Solution

소비자들에게는 전문적인 성분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단순한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닌 명확한 페르소나를 설정해

‘저분자 히알루론산‘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효과 효능 등

타겟층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

화이트 및 스카이블루 톤앤매너를 통해 더랩바이블랑두만의

비주얼 톤앤매너 정립.

다양한 채널에서 동일한 메시지로 소비자들에게 소구.



Scope

통합마케팅, SNS 운영, 컨텐츠 기획 및 제작,

매체 소재 개발 및 운영, 바이럴

Background

브랜드 자사 채널 활성화 및 공식몰 유입을 증대, 

입점몰 매체 증대를 위한 컨셉 도출 및 매체 광고,

바이럴 운영이 필요.

Solution



Scope

브랜드 SNS 채널 컨셉 개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매체 광고 소재 기획 및 운영

Background

Solution



Scope

SNS 글로벌 페이지 콘텐츠 기획, 제작, 인플루언서

Background

타겟에 맞는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이 아닌 국내 채널과

해외 채널의 컨텐츠 컨셉과 방향성이 동일하였습니다.

각 채널의 콘텐츠 컨셉 및 방향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했습니다.

Solution



Scope

SNS 운영, 컨텐츠 기획 및 제작, 매체광고 제안&기획 및 운영

Background

Solution



Scope

통합 운영 마케팅, SNS 채널 운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브랜드 필름, 모델 촬영, 제품 촬영, 웹 콘텐츠), 

바이럴 운영, 인플루언서 섭외 및 컨텐츠 제작,

앰버서더 운영, 커뮤니티 제휴, 매체 광고 기획 및 운영

Background

Solution



Scope

SNS 운영, 컨텐츠 기획 및 제작

Background

Solution



Scope

통합마케팅, SNS 운영, 컨텐츠 기획 및 제작,

(브랜드 필름, 모델 촬영, 제품 촬영, 웹 콘텐츠)

매체 소재 개발 및 운영, 바이럴 , 인플루언서, 앰버서더

Background

Solution



Scope

SNS 채널 운영, 모델 콘텐츠 제작, 매체 광고 집행

Background

제품의 특장점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캠페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

Solution

패션 관련 카테고리는 매력적인 비주얼은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사항이다 보니 관련 브랜드의 모든 콘텐츠가 유사한

시장 상황에서 Body positive라는 슬로건 아래

빅 사이즈 모델을 활용하여 누구든 패션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소구하였으며

콘텐츠 유기 도달율을 20배 이상 상승.

매체 광고 집행을 통하여 유입, 전환을 추가적으로 상승.



Scope

모델 콘텐츠 제작

Background

특정 제품군만 매출이 높은 상태에서

다양한 제품군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고

매체 집행용 소재 및 오프라인 매장에 활용할

이미지 촬영을 진행. 

Solution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

특히 SNS 콘텐츠 소재 같은 경우 Z세대들의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제품의 매력을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개성을 가진 모델들과

함께 보여줌.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입점몰에서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

용.



Scope

미디어믹스, 매체광고 제안&광고 소재 기획 및 운영

애널리틱스를 통한 데이터 분석

Background

다양한 매체 광고를 통한 전환 상승, 소재 개발

Solution

브랜드 프로모션, 광고 소재 및 컨텐츠 기획 제안 및

집행을 통하여 유기도달과 함께 전환 데이터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매체를 찾아 광고를 집행. 



Scope

통합운영마케팅, SNS 채널 운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바이럴 운영,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

매체광고 제안&기획 및 운영

Background

요가복 브랜드에서 프런투라인만의 USP가 부족한 상황.

Solution

‘Ready To Front 2 Line’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캠페인 운영하며 ‘원마일웨어’ 컨셉을 적극 홍보.

원마일웨어로써 제품이 소구 되려면 제품의 기능적인 부분이

세밀하게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하여 해당 부분에 초점을 맞춰

캠페인을 운영.

SNS 세팅, 바이럴 확산, 공식몰 프로모션 제안,

프로모션에 따른 매체 광고 제안 및 집행을 통하여 유기도달과 함께

홈페이지 유입량이 증대하였고 구매 전환 최대 값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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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당 5만원 (최대 2컷 / 제품별변동)



컷당 6만원

[기획안미제공 / 무보정 / 색지를활용한정면및바닥컷 / 색지컬러최대 2개이며컬러지정불가 / 제품최대 2개배치가능]
* 촬영시에는좌우여백을넓게하여소재디자인에용이하게촬영됩니다



컷당 16만원

[기획안미제공 (SNS 운영패키지일경우제공) / 정형화된소품을활용한연출컷 / 소품최대 2개활용가능 / 제품최대 2개 / 후반보정최대 2회]
* 참고사항 : 1. 기본촬영/보정견적 2. 소품/모델/로케이션등실비별도 3. 기획안픽스촬영후재촬영불가 (당사착오에의한촬영은재촬영가능)



200만원

[기획안제공 / 정형화된소품을활용한연출컷 / 소품최대 2개활용가능 / 제품최대 2개 / 후반보정최대 2회]
* 참고사항 : 1. 기본촬영/보정견적 2. 소품/모델/로케이션등실비별도 3. 기획안픽스촬영후재촬영불가 (당사착오에의한촬영은재촬영가능)



컷당 40만원

[기획안제공 / VMD 연출및합성작업 / 기포나물결,제품제형연출가능 / 기타제한없음]
* 참고사항 : 1. 기본촬영/보정견적 2. 소품/모델/로케이션등실비별도 3. 기획안픽스촬영후재촬영불가 (당사착오에의한촬영은재촬영가능)



250만원

[내부스튜디오 / 기획안제공 / 모델리스트제공 / 점심시간포함풀타임 9시간 / 필요컷수에따라시간및견적조정 /배경지최대 3개컬러 /
A컷최대 15컷이내이며 B컷별도제공 / 후반보정최대 2회]
* 참고사항 : 1. 기본촬영/보정견적 2. 소품/모델/로케이션등실비별도 3. 기획안픽스촬영후재촬영불가 (당사착오에의한촬영은재촬영가능)



280만원

[외부스튜디오및야외 / 기획안제공 / 모델리스트&로케이션리스트제공 / 점심시간포함풀타임 9시간 / 필요컷수에따라시간및견적조정 / A컷최
대 15컷이내이며 B컷별도제공 / 후반보정최대 2회]
* 참고사항 : 1. 기본촬영/보정견적 2. 소품/모델/로케이션등실비별도 3. 기획안픽스촬영후재촬영불가 (당사착오에의한촬영은재촬영가능)



별도문의

[기획안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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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당 70만원

[기획안제공 / 20초내외 / 4컷내외 /내부스튜디오연출촬영 / 후반편집수정최대 1회]
* 참고사항 : 1. 기본촬영/편집견적 2. 소품/모델/로케이션등실비별도 3. 기획안픽스촬영후재촬영불가 (당사착오에의한촬영은재촬영가능)

https://www.youtube.com/watch?v=oNc6F5Gj0QU
https://www.youtube.com/watch?v=YonLhZON81M


개당 35만원

[기획안제공 / 내부스튜디오연출촬영 / 외부촬영필요시풀타임연출컷으로진행하며컷수조절 / 후반편집수정최대 1회가능]
* 참고사항 : 1. 기본촬영/편집견적 2. 소품/모델/로케이션등실비별도 3. 기획안픽스촬영후재촬영불가 (당사착오에의한촬영은재촬영가능)



200~500만원

[예산기반기획안 Develop]
* 참고사항 : 1. 기본촬영/편집견적 2. 소품/모델/로케이션등실비별도 3. 기획안픽스촬영후재촬영불가 (당사착오에의한촬영은재촬영가능)

https://youtu.be/7KAPmgp0goE
https://youtu.be/br3lhIiOWOo
https://youtu.be/c-dpQyZVqW4
https://youtu.be/UEOcBfRfhYM
https://youtu.be/zG1nCZnBPWc
https://youtu.be/f3ZZ-lscWII
https://youtu.be/gdK_6kvKChw
https://youtu.be/hQ_CoVIowUc


300~2000만원

[예산기반기획안 Develop]
* 참고사항 : 1. 기본촬영/편집견적 2. 소품/모델/로케이션등실비별도 3. 기획안픽스촬영후재촬영불가 (당사착오에의한촬영은재촬영가능)

https://youtu.be/fAMVzmmg9zw
https://youtu.be/4pExnq2lCcA
https://youtu.be/LiOq_NNq3tg
https://youtu.be/OatdE_Dg0N8
https://www.youtube.com/watch?v=lJKvi5SSoiA
https://youtu.be/qaMJ7vEO4IQ
https://youtu.be/bYMNSmHNWJY
https://youtu.be/eevYwtDoaXI


WWW.BINECREATIVE.CO.KR
STUDIO : 서울특별시마포구양화로8길 38 B1

02.2603.9940
02.2603.9937
ab@adbine.co.kr

OFFICE : 서울특별시독막로2길 17 4F

mailto:ad@adbine.co.kr
https://www.instagram.com/binecreativ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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