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트
국내 SNS 미디어 #1
인사이트 광고 상품 소개서



We Insight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하면 더 쉽고 빠르게

소식을 알릴 수 있을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즈니스를 최적의 고객에게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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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Service Advertising

월간 페이지 도달수월간 페이지 노출수 일일 이용자 수

공유와 소통을 통해 더 멀리 더 많이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보는 채널 많은 독자들과 함께

다양한 광고 채널콘텐츠 제공 서비스 추가 운영 채널

즐거움과 재미가 있는다양한 뉴스 서비스 YouTube, Tiktok 영상

Insight Data

다양한 소셜미디어에서 인사이트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글과 사진, 영상 등 서비스에 맞는

최적의 방식으로 인사이트는 언제

어디서든 많은 독자들과 함께

합니다.

온라인 쇼핑의 7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자입니다.

다양한 채널을 보유하여

어떠한 광고도 가능합니다.

숫자로 보는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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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세

18~24세

25~34세

35~44세

45세 이상

7% 24% 43% 9%17%

User Profile

강력한 바이럴 공유의 10대

높은 구매력 중심의 2030대

1030대 이용자 비중 70% 이상

이용자 분석

※2020년 6월 기준



10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대신 페이스북 메신저 사용이 늘어나면서 10대 사이에서

다시 페이스북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획부터 실행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하고 있는 13개 카테고리

페이지를 통해 성공적인 광고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패션&뷰티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기본채널

Viral Channel

필수 SNS 마케팅 채널 페이스북

광고주가 원하는 공감형 콘텐츠를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으로 만들어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Facebook[페이스북]

팔로워: 1천만 / 운영채널 13개

61%

16%

15%

7%

2%



라이프스타일

패션&뷰티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기본채널

Viral Channel

젊은 감각을 대표하는 인스타그램

글과 사진, 영상을 이용하여 광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Instagram[인스타그램]

팔로워: 2.1백만 / 운영채널 14개

20~30대가 가장 사랑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이어 인스타그램은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있어 필수적인

SNS 채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14만명의 팔로워는 14개 다양한 주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인사이트의 콘텐츠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 

34%

29%

18%

13%

6%



패션

뷰티

푸드

토이,아이디어

기본채널

Viral Channel

가성비 높은 마케팅 채널 틱톡

15초 짧은 영상으로 쉽고 빠르게

콘텐츠 메시지 전달합니다.

TikTok[틱톡]

팔로워: 6.3백만 / 운영채널 6개

틱톡과 Z세대 마케팅, 너와 나의 연결고리

Z세대의 놀이터 틱톡은 전 세계 150개국에서 75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2019년 가장 많이 사용한 동영상 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사이트는 자체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영상과 큐레이션 영상을 6개의

틱톡 계정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52%

15%

13%

2%

18%



유튜브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포스트

Viral Channel

더 많이 더 널리 퍼지는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와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등 SNS 채널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확산시킵니다.

etc.[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트위터 팔로워: 16만 / 운영채널 1개

어른들의 SNS 채널…마케팅은 인사이트 !!

이용자 연령대가 높은 네이버 포스트와 여성 및 주부 이용자가 많은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트위터도 놓치지 않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세상의 모든 SNS에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확산으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57%

19%

21%

4%

네이버포스트 팔로워: 48만 / 운영채널 1개

카카오스토리 팔로워: 17만 / 운영채널 3개



Insight AD Product

SNS에서 친구와 함께 보는 광고

광고의 효율을 결정하는 것은

타게팅 보다 콘텐츠가 중요

친구 태그와 공유, 동기부여, 재미,

선택 요청, 배움, 도전 등의 소통

규칙에 따라 콘텐츠 제작합니다.

Native AD[네이티브 광고]

[소비자의 거부감을 줄인 기사형 콘텐츠] [애드버토리얼과 네이티브 애드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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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 전체 서비스 기획 및 수정

• 페이스북 메인&서브 채널

• 인스타그램 메인&서브 채널

• 네이버포스트, 트위터

• 기사 형식의 아티클

• 이미지, 영상 단독 게재 불가

• SNS 50만 노출 보장

(페이스북 노출+인스타그램

노출+트위터 팔로워)

실속형

• 제공된 보도자료(편집/수정)

• 페이스북 서브 채널

• 인스타그램 서브 채널

• 네이버포스트, 트위터

• 기사 형식의 아티클

• 이미지, 영상 단독 게재 가능

포스팅

• 제공된 이미지(편집/수정)

• 페이스북 서브채널

• 인스타그램 서브채널

• 사진, 카드뉴스 이미지

Native AD Product Detail[네이티브 광고]

광고 목적, 키워드, 방향성 따라서

가장 적합한 광고 채널 선택

페이지에 최적화된 광고 콘텐츠를

독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정보성

콘텐츠로 전달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광고 성과 측정으로

만족도를 높여 드립니다.

1,200만 원 600만 원 100만원 ~



Video + Article

영상은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모든

카테고리에 업로드 가능합니다. SNS 계정에 따라

확산이 불가능한 경우 기사 형식으로 제작됩니다.

콘텐츠 재생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영상+기사 형식 콘텐츠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링크 / 네이버 포스트는 전체 게시

틱톡과 유튜브는 영상으로만 업로드

Insight AD Product

SNS를 통한 비디오 광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고객의 참여 유도

유튜브, 페이스북에 업로드 되는

일반적인 길이의 동영상과 함께

점점 짧아지는 동영상으로 변화

틱톡은 1분 동안 15초짜리 영상을

4편 볼 수 있으며 무한 반복 기능

Video[동영상 광고]

[페이스북 영상 업로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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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 브랜드, 인물 홍보

• 유튜브, 틱톡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서브

• 소재별 적합 채널 선정

• 영상 기획 및 촬영/편집

• 세부사항은 별도 문의

• 네이티브 광고 추가할 경우

효율 증대(할인적용가능)

리뷰

• 제품 및 서비스 홍보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서브

• 유튜브, 틱톡 서브

• 소재별 적합 채널 선정

• 영상 기획 및 촬영/편집

• 세부사항은 별도 문의

포스팅

• 제품 촬영 또는 제공된 영상

• 인스타그램 서브

• 틱톡 서브

• 소재별 적합 채널 선정

• 영상 촬영 및 제공영상 편집

• 세부사항은 별도 문의

Video AD Product Detail[동영상 광고]

TV 속에만 보던 영상광고

이제는 유튜브, 틱톡 속으로

짧은 리드타임과 젊은 감각으로

가성비 좋은 영상 제작

모바일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영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 800만원 300만원 ~



D-10

광고 집행 프로세스

광고 소재 가이드

Process

효율적인 광고 진행 프로세스로

희망 게재일에 맞춰 광고 게재

독자들의 유입이 많은 시간대

추천으로 보다 높은 노출을 유도

D-7 D+6D-2 D-day

http://report.onetopunch.co.kr/r/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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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ession

Reach

Action

1,584,602

1,359,665

17,467

Impression

Reach

Action

1,575,000

1,254,140

74,500

Impression

Reach

Action

1,418,370

1,327,385

25,154

Impression

Reach

Action

1,301,409

1,070,986

20,596

레퍼런스

Case

광고 브랜드 사례

뷰티

10대부터 20대의 젊은 이용자가 많은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뷰티 관련된 콘텐츠는 높은 반응을

보입니다.
‘슈콤마보니' 운동화신고미모폭
발한송혜교화보(사진 9장)

'박나래, 비, 김희철'이만찢남녀
도전한 '스노우순정만화필터'

신예은실물 '체감샷'이라고난리
난이니스프리왕벚꽃광고비하
인드컷

추천 SNS 채널

https://www.facebook.com/insight.co.kr.fashion/posts/2972418512871587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240790189296865280
https://www.instagram.com/p/B96asIghhtd/?utm_source=ig_embed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775873&memberNo=29949587&searchKeyword=%EC%9D%B8%EC%82%AC%EC%9D%B4%ED%8A%B8%20%EC%8B%A0%EC%98%88%EC%9D%80&searchRank=15
https://www.facebook.com/Insight.co.kr.Beauty/posts/2804052116354446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235807427099942914
https://www.instagram.com/p/B9YaFxIHoEM/?utm_source=ig_embed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668399&memberNo=29949587&searchKeyword=%EC%9D%B8%EC%82%AC%EC%9D%B4%ED%8A%B8%20%EB%82%A8%EC%82%B0&searchRank=17
https://www.facebook.com/insight.co.kr.fashion/posts/3375573189222782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295631950145708032
https://www.instagram.com/p/CEBe4ZVFxlW/?utm_source=ig_embed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129438&memberNo=29949587&searchKeyword=%EC%9D%B8%EC%82%AC%EC%9D%B4%ED%8A%B8%20%EC%86%A1%ED%98%9C%EA%B5%90&searchRank=2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3883229688474249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293330970527948800
https://www.instagram.com/p/CDvkGPPFcrW/?utm_source=ig_embed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053995&memberNo=29949587&searchKeyword=%EC%9D%B8%EC%82%AC%EC%9D%B4%ED%8A%B8%20%EB%A7%8C%ED%99%94&searchRan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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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ession

Reach

Action

1,158,504

866,713

21,082

Impression

Reach

Action

1,575,000

1,254,140

74,500

Impression

Reach

Action

2,602,037

2,165,283

127,716

Impression

Reach

Action

1,574,283

1,239,006

79,245

레퍼런스

Case

패션 관련 콘텐츠는 SNS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공유

하고 소통하는 패션 콘텐츠는 다른

소재의 콘텐츠 보다 자발적인 공유로

높은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패션

"손민수하고싶다!"···안다르에
어캐치레깅스내일(21일) 단하루
1만원대

'나이키·아디다스·반스' 신상최대
50% 세일시작한 JD스포츠지금
안사면후회한다

젝시믹스, '근육질몸매+카리스마
'로남심·여심사로잡은김종국모
델로발탁

광고 브랜드 사례

추천 SNS 채널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3762013140595905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263373093298270209
https://www.instagram.com/p/CAcRRz8hHUW/?utm_source=ig_embed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330990&memberNo=29949587&searchKeyword=%EC%9D%B8%EC%82%AC%EC%9D%B4%ED%8A%B8%20%EC%A0%9D%EC%8B%9C%EB%AF%B9%EC%8A%A4%20%EA%B9%80%EC%A2%85%EA%B5%AD&searchRank=2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288701597392834560
https://www.instagram.com/p/CDQPL4ah1Lk/?utm_source=ig_embed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938950&memberNo=29949587&searchKeyword=%EC%9D%B8%EC%82%AC%EC%9D%B4%ED%8A%B8%20%EC%BD%94%EB%A1%9C%EB%82%98%20%ED%8B%B0%EC%85%94%EC%B8%A0&searchRank=4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3853492808114604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285127502541684736
https://www.instagram.com/p/CC22MFtBXhM/?utm_source=ig_embed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844200&memberNo=29949587&searchKeyword=%EC%9D%B8%EC%82%AC%EC%9D%B4%ED%8A%B8%20%EC%86%90%EB%AF%BC%EC%88%98&searchRank=2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3838596426270909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281398027291254785
https://www.instagram.com/p/CCcWHgjnK3t/?utm_source=ig_embed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760786&memberNo=29949587&searchKeyword=%EC%9D%B8%EC%82%AC%EC%9D%B4%ED%8A%B8%20%EB%B0%98%EC%8A%A4&searchRan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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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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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466

1,073,504

59,461

레퍼런스

Case 푸드

음식 소재의 콘텐츠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리뷰, 평가, 반응 등을 쉬운

영상으로 제작하여 콘텐츠와 함께

이용자들에게 제공합니다. "공차도 '민초단'이었다!"...전국
의민초덕후들흥분시킬 '공차' 여
름신메뉴공개

"7월1일부로버거접습니다" 매장
포스터에놀란유튜버진용진이
알바생에게들은첫마디

"닭먹고알먹고"...치킨에알(?)
까지챙겨주는신박한롯데리아
신메뉴의정체

광고 브랜드 사례

추천 SNS 채널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774982&memberNo=29949587&searchKeyword=%EC%9D%B8%EC%82%AC%EC%9D%B4%ED%8A%B8%20%EC%BD%94%EB%A1%9C%EB%82%9819%27%20%EA%B0%90%EC%97%BC%20%EC%98%88%EB%B0%A9%ED%95%B4%EC%A3%BC%EB%8A%94%205%EA%B0%80%EC%A7%80%20%EC%86%90%EC%89%AC%EC%9A%B4%20%EB%B0%A9%EB%B2%95&searchRank=1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3692747407522479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248502645439922176
https://www.instagram.com/p/B-ymwR2BaV0/?utm_source=ig_embed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960157&memberNo=29949587&searchKeyword=%EC%9D%B8%EC%82%AC%EC%9D%B4%ED%8A%B8%20%EB%A1%AF%EB%8D%B0%EB%A6%AC%EC%95%84%20%EC%8B%A0%EB%A9%94%EB%89%B4&searchRank=1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3648107505319803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240820478303846401
https://www.instagram.com/p/B96TxlhBQVa/?utm_source=ig_embed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3856208801176338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285847898601615363
https://www.instagram.com/p/CC79wqdhRvU/?utm_source=ig_embed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866127&memberNo=29949587&searchKeyword=%EC%9D%B8%EC%82%AC%EC%9D%B4%ED%8A%B8%20%EA%B3%B5%EC%B0%A8&searchRank=2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3822904341173451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277524158713221120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662694&memberNo=29949587&searchKeyword=%EC%9D%B8%EC%82%AC%EC%9D%B4%ED%8A%B8%20%EC%A0%91%EC%8A%B5%EB%8B%88%EB%8B%A4&searchRa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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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700

1,427,753

6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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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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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001

1,591,003

31,812

I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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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1,492,932

1,254,579

9,462

레퍼런스

Case 이벤트/기획성

소재와 방향성에 따라 최적의 채널을

선택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콘텐츠가

확산되어 놀라운 광고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힘(?)내라고매일엄
마가준것은유산균이아닌 '낙산
균'이었습니다"

출시이후 16년동안탑승자사망
률제로인차를만들어낸자동차
회사

2280년미래인류가 2020년과거
인류(?)를위해유튜브에등장했
다

광고 브랜드 사례

추천 SNS 채널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3876311562499395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291290906713186304
https://www.instagram.com/p/CDio3MZl24b/?utm_source=ig_embed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006674&memberNo=29949587&searchKeyword=%EC%9D%B8%EC%82%AC%EC%9D%B4%ED%8A%B8%20%EA%B3%BC%EA%B1%B0%EC%9D%B8%EB%A5%98&searchRank=1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3822416871222198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277459972666691585
https://www.instagram.com/p/CCDQgvYhM5x/?utm_source=ig_embed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656763&memberNo=29949587&searchKeyword=%EC%9D%B8%EC%82%AC%EC%9D%B4%ED%8A%B8%20%EC%BF%A0%ED%8C%A1%20%EB%A7%88%EC%BC%93%ED%94%8C%EB%A0%88%EC%9D%B4%EC%8A%A4&searchRank=1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3825773297553222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278200736396926976
https://www.instagram.com/p/CCFnpUQBCbS/?utm_source=ig_embed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682076&memberNo=29949587&searchKeyword=%EC%9D%B8%EC%82%AC%EC%9D%B4%ED%8A%B8%20%EB%82%99%EC%82%B0%EA%B7%A0&searchRank=2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3837386543058564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281090678823383040
https://www.instagram.com/p/CCaKfiuAP5Q/?utm_source=ig_embed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753159&memberNo=29949587&searchKeyword=%EC%9D%B8%EC%82%AC%EC%9D%B4%ED%8A%B8%20%ED%83%91%EC%8A%B9%EC%9E%90%20%EC%82%AC%EB%A7%9D%EB%A5%A0&searchRa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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