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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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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onBillion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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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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8%

30.7%

69.3%

13.4%

86.6%

36.1%

63.9%

13~17세

18~24세

25~34세

35~44세

45세 이상

10% 35% 36% 7%14%

User Profile

강력한 바이럴 공유의 10대

높은 구매력 중심의 2030대

1030대 이용자 비중 70% 이상

이용자 분석

※2022년 1월 기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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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9,011

2,589,136

66,530

Impression

Reach

Action

763,091

525,676

13,357

Impression

Reach

Action

911,006

653,092

16,986

Impression

Reach

Action

731,128

489,563

14,664

레퍼런스

Case

광고 브랜드 사례

뷰티

10대부터 20대의 젊은 이용자가 많은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뷰티 관련된 콘텐츠는 높은 반응을

보입니다.
티아라지연, 딱 '10초' 투자해 '아
이돌속눈썹' 만드는꿀팁최초공
개

30대대표 '산다라박&딘딘'이선
보인 20-30때챙겨야하는피부 '
탄력에센스'

'제로플라스틱' 개척자톤28, 고
체뷰티하나만구매해도정품보
다큰어글리솝증정한다

추천 SNS 채널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4242039535926594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406854142149238785
https://www.instagram.com/p/CQXxH2dFafF/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804480&memberNo=29949587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4166584230138792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378973213892308992
https://www.instagram.com/p/CNRqS_fFPXw/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138306&memberNo=29949587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4423820837748462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471389640405962759
https://www.instagram.com/p/CXiUe4hMKNI/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957662&memberNo=29949587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4132109606919588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367369255767789570
https://www.instagram.com/p/CL_NdBkHM78/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861450&memberNo=2994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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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ession

Reach

Action

1,764,904

1,472,003

37,145

Impression

Reach

Action

1,013,770

713,529

9,573

Impression

Reach

Action

1,536,647

1,219,984

34,695

Impression

Reach

Action

1,396,783

1,076,715

2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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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cm 굽으로 '비율깡패' 되는품
절대란템 '포르플립플랍'

추신수가 SSG 랜더스선수전원에
게슬리퍼를선물한이유

찰스앤키스, 오늘(15일) 단하루
네이버스토어에서 '브랜드데이'
로최대 70% 할인

광고 브랜드 사례

추천 SNS 채널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4205245972939284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393370550752485378
https://www.instagram.com/p/CO39h6UrNFI/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502379&memberNo=29949587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4374654469331766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453995021649080323
https://www.instagram.com/p/CVmuTQNgKSA/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651224&memberNo=29949587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4235312673265947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404317681914810372
https://www.instagram.com/p/CQFvt9AlzBQ/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741673&memberNo=29949587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4202489746548240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392373983249682432
https://www.instagram.com/p/COw4SXCt3xJ/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479241&memberNo=2994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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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ession

Reach

Action

2,310,890

1,979,158

55,258

Impression

Reach

Action

1,103,311

722,518

16,998

Impression

Reach

Action

1,508,272

1,193,298

24,251

Impression

Reach

Action

1,441,047

1,175,795

22,683

레퍼런스

Case 푸드

음식 소재의 콘텐츠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리뷰, 평가, 반응 등을 쉬운

영상으로 제작하여 콘텐츠와 함께

이용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지금까지먹은즉석밥이쌀 100%
가아니라고?"···우리가몰랐던즉
석밥의진실

"먹어서혼내주자!" 중국동북공
정바로잡기위해착한기업치킨
마루가시작한착한프로모션

화보장인성훈이마신 '투명한맥
주'의정체…'기네스클리어' 캠페
인 (화보·영상)

광고 브랜드 사례

추천 SNS 채널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920619&memberNo=29949587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4207379612725920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394201024521330689
https://www.instagram.com/p/CO93LpXtb4B/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517005&memberNo=29949587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4417739418356604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469170008970383370
https://www.instagram.com/p/CXSjIA3tDaC/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4103042066493009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357601148958437376
https://www.instagram.com/p/CK5zcq_HAdm/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654613&memberNo=29949587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4181216032008945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384371583985229827
https://www.instagram.com/p/CN4BNf4Hzi8/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297918&memberNo=2994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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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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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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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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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521

1,117,716

9,911

Impression

Reach

Action

1,146,037

854,451

63,858

레퍼런스

Case 이벤트/기획성

소재와 방향성에 따라 최적의 채널을

선택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콘텐츠가

확산되어 놀라운 광고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일(3일)부터일주일간최대 70% 
할인하는역대급 '올영세일’시작

금리최고연 10%! KB국민은행, 이
마트와함께적금상품출시한다
(세전, 조건충족시)

"최대 70% 할인" 1년에한번뿐인
'블랙ABC데이', '기가후니' 정상훈
모델발탁

광고 브랜드 사례

추천 SNS 채널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4395631037234109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461243276254711808
https://www.instagram.com/p/CWaOdYgLrbs/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780558&memberNo=29949587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4259861184144429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413286526679715845
https://www.instagram.com/p/CRFeQoNgVMU/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931804&memberNo=29949587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4223032324493982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399893527597830147
https://www.instagram.com/p/CPmT1AxF2uF/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640607&memberNo=29949587
https://www.facebook.com/Insightnews.page/posts/4185131264950755
https://twitter.com/insight_co_kr/status/1385835928237735939
https://www.instagram.com/p/COCbIuIpu-V/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339336&memberNo=29949587&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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