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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개요

5,000,000+
클라이언트 SNS 컨텐츠총조회수

4,65,000+
클라이언트 SNS 컨텐츠도달수

125+
광고계약건수

174,564+

클라이언트 SNS 영상총조회수

8,000+
발행한블로그, 카페컨텐츠수

204+
홈페이지제작 건수

회사명 ㈜포미비앤엠

대표자 정해춘

사업분야

사업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서울숲SKV1타워 2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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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미비앤엠 소개

기획팀 컨텐츠디자인 팀

컨텐츠제작팀마케팅팀

키워드광고 공식대행사

영상스튜디오

업무제휴

디자인팀

기획팀

홈페이지제작 팀

개발팀

포미비앤엠



Portfolio

롯데호텔 울산 LF스퀘어 놀이똥산 런닝맨 한화아쿠아플라넷

나이트



2.롯데호텔 울산

Project Overview

광고기간 2016.11 – 진행중

포트폴리오

‘Story in 울산, and 롯데’ 라는년간프로젝트로울산의다양한관광지를소개하고더불어롯데호텔울산의숙박과다양한내부서비스를즐길

수있도록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 채널운영및지역카페후기, 컨텐츠제작, 체험단을진행하였습니다. 

Project goal

울산롯데호텔브랜드인지도증가

Target

국내여행, 호캉스를계획하는 30~40대가족

Outcome 

2019년 1년 동안,

브랜드인지고객 1,882,563 명

관심을표한고객 204,857 명

방문객 4,895 명



지역, 연령타겟별로 컨텐츠기획및매체선정하여 홍보효과최대화, 인지도향상

FORME KEYPOINT 시즌별객실 프로모션에맞춰컨텐츠기획및 촬영팀이현장 촬영, 편집 진행

전담담당직원이모든 매체 운영 및 이슈발생 시 즉각 대응! 

Media Mix

전국, 여행을좋아하는하는가족단위

타겟을고려한매체선정. 

SNS/커뮤니티/모바일중심채널선정

IMC

1박2일여행으로울산관광+숙박유도를위한

객실프로모션, 컨텐츠기획제작, 체험단운영

Annual Concept

Story in 울산, and 롯데

2.롯데호텔 울산
포트폴리오



2. LF스퀘어

Project Overview

광고기간 2016.8 – 진행중 (인천)

포트폴리오

LF 스퀘어인천점오프라인 매장 고객유치 및 인지도 증가를위한공식블로그, SNS 채널운영및관리를진행하였습니다. 

네이버 스타일 윈도우, 인천점, 양주점을 통합 진행하여약 2년간운영하였으며,현재는인천점 SNS 채널을운영관리중입니다. 

Project goal

LF스퀘어오프라인매장고객증가

Target

매장인근 40~ 80km 이내에거주하는주민

Outcome 

평균 1개월 동안,

도달 94,000 명 이상

게시물참여 14,000 명 이상

스타일윈도우클릭 1,000 회 이상



제품브랜드특성, 매장이슈에맞는컨텐츠 기획및타겟선정으로온오프라인 매출향상

FORME KEYPOINT 매주 매장별 매출, 이슈에맞춰 SNS 컨텐츠 제작및 운영관리 진행

전담담당직원이매체 운영및 댓글, 이슈발생 시 즉각 대응! 

Media Mix

타겟별행동패턴을고려한매체선정

1020세대: SNS/모바일바이럴중심채널

30/50세대: SNS, 커뮤니티중심채널

IMC

온오프라인매출향상을위한

제품, 행사컨텐츠기획및 선호하는연령대에

따른 facebook, instagram광고집행

Target

매장인근 40 ~ 60km 이내거주하는주민

브랜드특성에맞는연령별타겟팅세분화

2. LF스퀘어
포트폴리오



2. 놀이똥산/런닝맨

Project Overview

광고기간 2018.10 – 진행중

포트폴리오

‘모두의 데이트’ 라는년간프로젝트로남녀노소누구나즐길수있는실내체험시설을소개하는유쾌한영상, 이미지컨텐츠를기획제작하였습니다. 

연령층에맞는타겟과매체선정으로현재서울점, 부산점을 통합 진행하고있습니다. 

Project goal

놀이똥산/런닝맨오프라인이용고객증가

Target

지역: 서울, 경기도권, 부산지역

1. 재미있는데이트, 놀이거리를찾는 10-20대남녀

2. 색다른실내테마파크를찾는어린이를둔 30대가정

Outcome 

2019년 1월 ~11월 동안,

인지고객 3,708,723 명 이상

관심을표한고객 866,751 명 이상



분기별프로모션, 유쾌한영상및이미지 컨텐츠로오프라인매출 향상및부산점확장

FORME KEYPOINT 분기별로체혐관이슈에맞춰영상 컨텐츠기획 및 촬영팀이 현장 촬영, 편집 진행

타겟에맞는 컨텐츠기획 제작, 전담 담당직원이 SNS 매체 운영 및 이슈발생시 즉각 대응

Media Mix

타겟을고려한 SNS/모바일중심채널운영

IMC

10,20대젊은층의관심과체험유도를위한

실제체험동영상컨텐츠기획제작.

분기별프로모션으로유저들의참여유도.

2. 놀이똥산/런닝맨
포트폴리오

Annual Concept

모두의데이트



2. 한화 아쿠아플라넷 나이트

Project Overview

광고기간 2017.2 – 4

포트폴리오

‘한화 아쿠아플라넷일산점에서 ‘미션탈출 아쿠아플라넷’ 이라는주제로퀴즈+아쿠아리움 복합 체험을홍보하였습니다. 

모바일 중심으로 매체 선정 및 체험단 운영을진행하였습니다. 

Project goal

미션탈출아쿠아플라넷이용고객증가

Target

지역: 일산지역중심자녀를둔 주부대상

Outcome 

행사기간동안,

블로그후기컨텐츠190 건발행

카페후기컨텐츠 100 건 이상 발행

‘일산 가볼만한곳‘, ‘아이데리고 갈만한곳‘ 등

주요 키워드 검색 시 컨텐츠 상위 선점. 



주력키워드상위노출 선점, 체험단운영으로 방문고객증가

FORME KEYPOINT 포털사이트에서일산 지역 중심키워드를검색 시, 행사 컨텐츠가상위에노출될 수 있도록컨텐츠작업

바이럴을위한 주부체험단모집 및 운영

Media Mix

타겟을고려한모바일중심채널운영

주요검색키워드를선정하여연관검색어, 

모바일상위노출등매체선정.

IMC

주부들의참여와관심유도를위한

체험단모집및운영. 

실제체험컨텐츠로주요검색키워드로

상위노출선점.

2. 한화 아쿠아플라넷 나이트
포트폴리오

Target

아쿠라리움인근 40 km 이내거주

초등학생이하자녀를둔,

아이와체험거리를찾는주부



3.광고상품소개



3.광고상품소개

6 상위노출

특정키워드검색 시우리브랜드의

컨텐츠가노출되기를 원한다면

PC, MOBILE ㅣ블로그, 카페, 

연관검색어 매체 선정

3 SNS 

20, 30대는필수라는페북, 인스타에

우리브랜드를 알리고싶다면

SNS운영 ㅣ SNS 전환광고

4 홈페이지

우리브랜드를 잘소개할수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고싶다면

홈페이지

2 침투바이럴

커뮤니티유저들이 우리브랜드후기를

접하고얘기하길 원한다면

타겟커뮤니티 선정 후

후기 ㅣ 여론 ㅣ 댓글 ㅣ 모니터링

1 컨설팅 및
컨텐츠 제작

문의부터매출, 방문고객향상을

고민한다면

컨설팅 범위 선정 ㅣ컨셉 기획

경쟁업체 시장조사 ㅣ 컨텐츠 기획 및 제작

(영상, 인쇄물 등)

5 지식인

주요키워드, 브랜드 키워드관련

지식인질문에 답변을원한다면

상위노출



3.광고상품소개

1 컨설팅 및 컨텐츠 제작

광고의시작은 목표를설정하는데서시작합니다. 

예를들어 ‘월 오프라인방문 고객 1,000명’이라는 목표가정해졌다면,

목표달성에가능성이 있는타겟을선정합니다.

담당마케팅팀과 컨텐츠제작팀이

타겟에맞는기획, 컨텐츠제작, 매체운영을 집행하며

주간별, 월별오프라인 미팅및보고를통해 피드백을공유합니다. 

목표설정

기획

제작

매체
운영

오프라인미팅을 통해

분기별, 년간목표 설정및

광고예산을 책정합니다. 

타겟에맞는 SNS/모바일/PC/바이럴

매체를운영합니다. 

이슈발생시담당직원이즉각 응대합니다. 

내부컨텐츠제작팀이 영상촬영및

편집,이미지를 제작합니다. 

경쟁사분석, 타겟을 설정하고

그에맞는컨셉기획, 매체를

선정합니다. 



3.광고상품소개

2 침투바이럴

지역커뮤니티, 맘카페, 여성커뮤니티등 타겟에맞는

특정커뮤니티에 실제활동하는아이디를 활용하여

질의응답, 후기, 댓글등으로브랜드를자연스럽게

노출하는방법입니다. 

데일리모니터링을 통해브랜드관련이슈가 나오면빠르게

대처합니다.

로컬중심, 입소문이 중요한 지역광고, 유아관련 제품, 

뷰티, 패션 등에 효과적입니다. 



3.광고상품소개

3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브랜드정보, 이슈를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특정 프로모션을 홍보할수있습니다. 

프로모션 목적에 따라홈페이지방문자 유도, DB유입등으로

캠페인을진행할 수있습니다. 

연령, 지역, 성별, 홈페이지 유방문자 등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주 SNS사용층이 10-30대인만큼, 이런연령대를 타겟으로

하는분야에서 효과적입니다. 



3.광고상품소개

4 홈페이지

브랜드별타겟, 컨셉, 특징에맞게제작하는 프리미엄 홈페이지부터

200만원 부터 시작하는 저가 홈페이지까지 목적, 컨텐츠에

맞는커스터마이징 반응형, 표준형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 

문안작성부터 디자인, 개발까지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홈페이지 제작팀이함께합니다. 



3.광고상품소개

5 지식인

브랜드키워드, 특정키워드검색시지식인 영역에

자사의내용이 지식인영역상단에노출되는 상위노출작업을

진행합니다. 



3.광고상품소개

6 상위노출 1-1. 블로그, 카페

키워드광고와 달리, 우리브랜드, 프로모션의

특장점등의부가적인 설명이담긴컨텐츠를

블로그, 카페등의 매체를활용해노출하는 서비스입니다. 

특정키워드검색 시 PC, MOBILE 첫화면에노출되며

노출범위, 노출일, 키워드에따라견적이 달라집니다. 

컨텐츠 이미지, 원고는 포미비앤엠에서 제작합니다.  



3.광고상품소개

6 상위노출 1-2. 연관검색어, 플레이스

검색창하단에 위치한연관검색어는해당키워드를검색한

유저들이함께 자주검색했던키워드를 노출하는영역입니다. 

검색키워드가 유사성이높은키워드가 노출되기때문에

연관성이 높은 타겟에 브랜드명, 프로모션 타이틀을

노출할수있수있습니다. 



4.진행 프로세스



4.진행 프로세스

STEP 1

목표설정

STEP 2
STEP 3

STEP 4

D
기획&제안

매체 집행
& 컨텐츠 제작

월 정기미팅

광고대상및 주변경쟁사

시장조사후적절한년간, 

분기별목표, 예산을설정

합니다. 

목표달성이가능할수있

도록현실적인타겟, 컨셉

을설정. 

기획과예산에적합한매

체를선정합니다. 

협의를통해필요한광고

매체를선정및집행합니

다 .

이때필요한온라인컨텐

츠, 인쇄물, 영상등을제

작합니다. 

월 1회이상정기미팅을

통해리포트및효율을체

크합니다. 



4.진행 프로세스

리포트 예시 : A 호텔



1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