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파트너회사소개서

B-PARTNER

고객사의성공은바로비파트너의성공입니다. 

가장효과적인마케팅포트폴리오와 집행으로최선의효과를낼것을약속드립니다.



B-PARTNER

Be Your Partner

Best Of Your Patner

마케팅은단순일회성집행이아니라

지속적으로함께하는것입니다. 

당신의파트너가되어드리고

파트너중최고가되겠습니다.

온라인 종합 광고대행사 비파트너

고객사의성공은비파트너의 성공입니다.



비파트너
창의적인기획력과통합광고솔루션을활용해고객사에게 제일적합한 IMC를 제공합니다.

- 300여 곳이상의 브랜드 통합마케팅 집행이력

- 블로그, 카페, 언론, 지식인, SNS, 유튜브 외통합 솔루션 가치제공

- 프랜차이즈 창업회사, 병의원, COMMDITY 상품뿐만 아니라 B2B회사 (Oracle) 등과

같이글로벌 대기업 업체컨설팅 및집행이력

- 브랜드, 퍼포먼스 마케팅 역량 보유



WITH B-PARTNER



BUSINESS
높은매체전문성을바탕으로다양한온라인광고를집행하며,

사이트컨설팅및크리에이티브디자인까지

온라인광고에필요한모든서비스를제공합니다.

1. 검색광고

2. 디스플레이광고

3. 블로그마케팅

4. SNS마케팅

5. 언론홍보

6. 웹제작



Service 01.

검색광고

네이버, 구글, 다음, 네이트 등포털사이트에서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방식



검색광고

브랜드

검색광고

기본/라이트/프리미엄, 동영상등

컨셉에따라다방면구현가능

유저입장에서브랜드및상품에대한신뢰도가높음

브랜드키워드검색시페이지상단위치

어필하고자 하는 부분을 디자인+텍스트 형태로 구성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있다는 장점



검색광고

플랫폼/사이트

검색광고

다양한영역동시노출로많은유저들과만날수있는컨텐츠

CPC방식(클릭당과금)으로서키워드별비용대비높은효율

PC, 모바일포털검색결과

최상단및다양한네트워크영역

단순광고키워드가 아닌 실속키워드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매출전환과 브랜딩을 한번에 할수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색광고

파워컨텐츠

검색광고

컨텐츠기획및제작부터광고운영전체관리진행

가시성이높으며랜딩페이지제작및수정부담이적음

블로그/포스트영역을파워컨텐츠에적용하여

상단노출진행 (CPC방식광고)

파워컨텐츠 노출광고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컨텐츠와 동시 시너지 증폭



검색광고

쇼핑

검색광고

상품관련키워드검색시네이버쇼핑영역상단노출가능

판매업종(B2C)에특화된이미지형검색기반광고컨텐츠

키워드별로광고를등록하지않고쇼핑에등록된

상품을상위영역에노출합니다.

쇼핑 검색광고는 업계 상품의 기획, 구성 메시지 전달 등

전체적인 기회운영에 따라 판매가 극대화 될수 있습니다.



Service 02.

디스플레이광고

정교한 타겟팅 기능을 활용하여네이버, 구글, Youtube, 다음, 미디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잠재고객이 방문하는 페이지에 광고를 송출하는 방식



디스플레이 광고
온라인포털배너광고

네이버, 다음, 구글등주포털메인페이지광고진행

타임보드, 롤링보드, 모바일배너등컨셉에맞는형태를선정하여적용

초기화면에가장메인으로노출되어유저들의주목도가높아브랜드각인의큰장점이있음

타임보드

커플보드

롤링보드



디스플레이 광고
네트워크배너광고

다수의제휴된웹사이트의지면에클라이언트배너광고게제

클라이언트와의기획이된타겟에게만배너노출

GDN, DDN, TG 등다양한네트워크광고매체

리타겟팅이가능하고주제및키워드에따라타겟팅이가능

통합네트워크서비스제공이가능하며솔루션을통해분석/리포트가집행되어타겟팅광고효율성이높음



디스플레이 광고
컨텐츠제작

이벤트/행사관련컨셉, 텍스트, 디자인기호기부터제작총괄업무진행

파워컨텐츠, 포스트, 잡지, 신문, 브로슈어등광고매체에필요한컨텐츠제작

타업체의제작물에서발전된최적화컨텐츠제작

(웹사이트및유입컨텐츠로전환될수있도록후킹성이가미된디자인)



디스플레이 광고
홍보영상기획제작

바이럴영상, TV영상, 30초단막영상등용도와목적에맞는영상형태로다양하게가능

프로듀서, 전문촬영감독과협업을통해광고/홍보기획영상제작

기획 – 콘티 – 제작 –컨텐츠활용 – 극대화종합광고관리



Service 03.

블로그마케팅

고객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브랜드 확산, 유입, 전환율 증대를 효과적으로 달성함

SNS광고와 더불어 바이럴마케팅 핵심요소 중하나



많은광고주님들께서

블로그를운영하는 4가지이유
규모와상관없이대기업부터소상공인까지모두가운영하는블로그

유지비용 NO!
평생무료로 YES!

홈페이지와 달리블로그 별도의
유지비용 없이 평생 무료로
운영하실 수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비즈니스 정보전달

소비자의 접근과 유입이 높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보를 전달할 수있습니다

검색결과
컨텐츠 누적 가능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포털사이트
검색결과를 컨텐츠에
누적시킬 수있습니다

관리를통한
잠재고객 유입
꾸준히블로그 아웃추가및소통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잠재고객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마케팅

브랜드

블로그

NAVER 플랫폼에서가장활성화되어있는구좌영역

상단순위반영을통한 CTR(클릭률) 극대화

후기성스토리텔링으로

소비자들의신뢰도는상승

확실한 브랜드 장점과 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ㅍ ㅍ
상위

노출형
브랜드형 배포형



비파트너의차별점

모든컨텐츠하나하나꼼꼼하게브랜딩을업로드하고있습니다

단순아르바이트가아닌 1년이상경력자가

직접조율과관리를도와드립니다

미리작성한내용을취합하거나

일반포스팅처럼작성하지않습니다

가독성높게제작하고

컨텐츠에적용시킵니다

로직을자세하고꾸준하게파악하여

브랜딩에적용시킵니다

배포형서비스 NO 1년이상경력의전문담당자 가독성높은썸네일과네임카드 로직을파악하는전문가



블로그마케팅

01 컨텐츠제작

비파트너의 컨텐츠 제작 서비스는

전문담당자가 배정되어 1개의 컨텐츠에

약 100분 가량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무작정배포만되는저품질컨텐츠 100개보다

제대로된컨텐츠 1개가더효과적!

01 콘텐츠제작

02 썸네일

03 본문내용

04 이미지영상

05 네임카드

효율적인

키워드조합

콘텐츠관련이미지의

조합으로가독성높은

썸네일제작

사전에보내주신내용과

이미지들을깔끔하게정리

본문에활용된이미지들을

촬영하여이미지영상을

제작하여업로드

맞춤형

네임카드



블로그마케팅

02 컨텐츠제작 03 이벤트진행
블로그의품질지수는

컨텐츠뿐만아니라댓글과공감재방문, 

체류시간등다수도필요합니다

소통서비스와더불어

지수상승을위해컨텐츠의스크랩을

유도하는이벤트를진행합니다



블로그마케팅

체험단

제품과서비스를사용한후

후기양으로상품을홍보합니다

기자단

제품과서비스에대한정보를바탕으로

적절한키워드를통해상품을홍보합니다



Service 04.

SNS마케팅

자발적인 컨텐츠 제작, 감성자극, 고객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상품홍보, 소개를 효율적으로 달성함



SNS마케팅

SNS마케팅
이미지와영상을통해잠재고객의감성을자극하는마케팅

10대 ~ 30대의

다양한사용자수

브랜드채널을통해

지속적인고객관리

세부적인 Targeting



SNS마케팅

페이스북광고

각카테고리 별광고진행을 할수있으며

파워페이지 컨텐츠 배포물 뿐만 아니라

채널포스팅광고, 슬라이드광고, 동영상광고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에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채널포스팅 광고 슬라이드 광고



SNS마케팅

인스타그램광고

트랜드에 민감한 10-30대에서 선호하는

플랫폼이며 해시태그(#)를 활용해

컨텐츠를 배포및확산합니다

브랜드 채널관리, 포스팅관리, 

기자단과 체험단을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SNS마케팅

네이버밴드광고

타 SNS 대비 40-50 연령대 유저가 높지만

여전히 전연령대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광고는 성별, 연령, OS, 시간, 지역, 관심사들을

고려한 Full-Screen광고 / 띠배너광고 / 피드광고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띠배너광고 Full-Screen 광고 피드광고



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이용자들에게

거부감없이자연스럽게노출되는광고!

스폰서광고는일반컨텐츠와동일한 UI형태로타게팅광고입니다



광고주님의광고목표에

알맞은광고설정
알맞은 광고목표를설정하여최대효율의스폰서광고 세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브랜드인지도 앱설치트래픽 전환 도달 참여 카탈로그판매



SNS마케팅

마구잡이노출은 NO!

구매전환율높은타겟팅설정 YES!

어느 지역을 원하세요? 남녀노소 원하시는 각각의 특성에 따른

지역 성별, 연령 관심사



Service 05.

언론홍보

뉴스기사 및지식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성 제고및

브랜드 지속 노출및인식 향상을 도모할 수있습니다



언론홍보

언론광고가무엇인가요?

업체의정보를객관적인정보바탕으로기사화후

언론사에송출하여대형포털사이트

뉴스영역에노출될수있도록하는광고입니다



언론홍보

언론광고, 왜해야할까요?
언론광고는업체에대한객관적인정보를제공하기때문에

고객의신뢰도향상에효과적인마케팅입니다



언론홍보

메이저언론사들을포함하여약 100개이상의언론사와제휴계약이되어있습니다



언론홍보

왜메이저언론사여야할까요?

인터넷을자주활용하시는분들이라면최근에접한온라인기사가많을것입니다. 
하지만언론사가어떤언론사인지기억하고계신가요?

메이저송출보다온라인언론은비용대비효율성이중요합니다!

그기사어디에서 봤어?

어디에서 봤더라..? 기사 내용은 기억나는데...



Service 06.

웹사이트제작

상품/서비스에 맞는 웹사이트를 제작함으로써 최신 정보제공, 

브랜드 Identity 확립 및브랜드 인지도를 제고



웹사이트 제작

커스텀

웹사이트

다양한디바이스에최적화된사이트

각기업과업체의컨셉에맞는레퍼런스제시

PC, 테블릿, 모바일환경에최적화된반응형으로구성

사이트리뉴얼경우재분석하여유저들이원하는정보를

효율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토탈기획
마케팅운영방향과

연계되는웹사이트기획

매출에도움되는

웹사이트제작

업계의운영의도가

잘표현된웹사이트



웹사이트 제작

커스텀

랜딩페이지

웹사이트(홈페이지)와는다른마케팅영역의페이지

이미지부터텍스트까지고객 DB수립/판매에
최적화된기획형페이지

필요없는메뉴및텍스트/이미지는제거하고

후킹되어전환될수있는요소들로구성 랜딩페이지
효과

회원가입 유도

제품구입 유도

기부 활동

특정장소로 방문유도

기타다른활동



웹사이트 제작

커스텀

상세페이지

기업프로모션이벤트이미지및팝업배너이미지제작

네이버스마트스토어(스토어팜)등관련기획제작및세팅

제품매출증대를위한지속적인컨텐츠관리와

트랜드에맞는디자인유지보수

제품과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대한 쉽고 빠르게

소비자에게 메시지 전달을 하는 페이지 입니다



운영프로세스

현황분석 전략수립 캠페인 운영/관리 성과측정/최적화 인사이트 도출

- 시장, 업종분석

- 경쟁사분석

- 서비스, 사이트분석

- 매체믹스, ROI 분석

- 목표, 타겟, 전략설정

- 마케팅실행안수립

- 사이트컨설팅전략수립

- 예산, 입찰관리

- 캠페인세팅

- 실시간모니터링

- 보고서관리

- 매체별효율진단

- 성과보고서제공

- 매체별퍼포먼스최적화

- 개선방안제안

- 종료캠페인결과분석
- 인사이트도출
- 향후전략방향수립



비파트너

B-PARTNER

고객사의성공은바로비파트너의성공입니다. 

가장효과적인마케팅포트폴리오와 집행으로최선의효과를낼것을약속드립니다.

비파트너 l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46 l Tel : 070-4067-1800

E-mail : B-Partner@naver.com l KakaoTalk : 비파트너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