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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약

블로그인스타그램 & B

체험단

광고주의 제품/서비스를

인플루언서가 직접 체험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자신의 SNS에 포스팅

기자단

별도의 체험 없이 브랜드의 

컨텐츠를 자신의 SNS에 공유,

콘텐츠 빠른 확산을 원하는 

광고주에게 적합

캠페인 지원 자격요건 설정 가능!

별도의 선발 과정 없이

구간 내 평균 이상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 자동 선발

AI 선발형선발형

광고주가 직접 선발

브랜드 성향에 맞는

인플루언서 직접 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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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해야 할까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으로 이슈를 만들고

이슈를 폭발적으로 확산시키는 마케팅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마케팅으로 가성비와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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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마케팅 활용비율

2017년

75%
2016년

60%



인플루언서 마케팅

중요성

인플루언서들의 솔직한 후기는 

구매전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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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탐색

64%의 소비자들은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통한

상품/서비스 인지합니다. 

84%의 소비자가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통한 상품/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 탐색합니다. 

76%의 소비자가 

인플루언서 콘텐츠에서 정보 획득 후 

실제 제품/서비스 구매합니다. 

84%

인지

64% 구매

76%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시 소비자가 참고하는 매체 비중 

온라인 구매결정에 중요한 마케팅 채널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 

자사몰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인터넷 뉴스

출처: 닐슨 온라인 소비자조사자료 

34%

54%

61%

51%

27%

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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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앳플

파인앳플은 국내 1위 인스타그램 마케팅 업체인

(주)헤렌의 대표 서비스로써, 

효과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대행해드립니다.

5만개 이상의 인스타그램 기업 및 개인 계정을 

관리해 온 경험으로  체계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FINE+ADVERTISING+PEOPLE

좋은 광고를 하는 사람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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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인플루언서 검증으로 

확실한 광고효과 보장

01 About finead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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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앳플만의 AI, 인플루언서 검증 시스템을 통해

파워 인플루언서를 보장합니다.

검증 된 인플루언서들로 

타사 대비 최고 ROI 보장 

포스팅 실시간 자동체크, 

정확한 결과 보고서 

광고주가 직접

인플루언서 선발가능

기업별 1:1 컨설팅 

체계적인 관리 

‘파인앳플’ 만의 광고주 페이지로 

인플루언서의 모집, 상품 배송, 

포스팅 등 광고주가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문의부터 캠페인 종료까지

광고주 당 전담 컨설턴트 배치

인플루언서 관심사, 영향력, 

성별 등에 따라 브랜드에 꼭 맞는 

인플루언서를 자체 선발



01 About finead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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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광고주 페이지에서

인플루언서 선발, 포스팅 

등록 확인, 결과 보고서 확인  

광고문의부터 캠페인 종료까지 

광고주 당 전담 컨설턴트 배치 

브랜드 카테고리별로 

인플루언서 매칭 

엄격한 인플루언서 가입제도, 

블랙리스트 관리로 

파워 인플루언서만 보유

100%

자동화플랫폼

브랜드에 딱 맞는

인플루언서를 추천  

기업별 1:1 컨설팅

체계적인 관리 

광고주가 직접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광고주센터를 통해 캠페인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며,

인플루언서 선발, 상품 배송, 

포스팅/해시태그/유지기간 검사 등 모두 자동화!!

01 About fineadple

브랜드를 홍보한

인플루언서

순위 체크

실시간

포스팅 결과 확인

포스팅

실시간 검사



인플루언서 포스팅

저작권 제공

인플루언서 포스팅 이미지를

회사 홈페이지, 페이스북 광고, 

오프라인 마켓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세요! 

01 About fineadple

인플루언서와 

복잡한 협의 없이

바로 제공!

페이스북 광고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



서비스 안내

·  체험단 & 기자단

·  인스타그램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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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체험단 & 기자단

02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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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ervice

“좋은 제품/서비스가 있는데, 홍보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 제품/서비스를 쓰는 잘생기거나 

예쁜 일반인 사진이 필요해요"

"여러 매체에 저희 제품/서비스를 홍보하고 싶은데 

마땅한 콘텐츠가 없어요"

체험단 캠페인으로
해결! 

퀄리티 있고

영향력 있는

콘텐츠 공유“ “
체험단



02 service

"저희 이벤트를 저희 매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홍보할 콘텐츠는 제작되었는데 

어디에 홍보할 수 있을까요?"

"저희 홍보자료를 요즘 핫 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단 캠페인으로
해결! 

단시간에

폭발적인

콘텐츠 공유“ “
기자단



channel 1

instagram

02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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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 없는

진짜

인플루언서

20,000명+

02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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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앳플

인플루언서

파인앳플은 평균 30,000명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들이 

체험리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02 service

17

POWER

PREMIUM

Low Cost & High efficiency

강력한 한방

파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프리미엄 인플루언서

파워 인플루언서

1명의 파워 인플루언서를 통해

100k이상 팔로워에게 체험리뷰 노출 

만족스럽다!

프리미엄

1명의 프리미엄 인플루언서를 통해 

체험리뷰 최소 3000개 좋아요 유입

저비용고효율

마이크로

‘저비용 고효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통한 체험리뷰 노출  



channel 2

blogB

02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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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주요 키워드 

상위 노출 블로그만 

선별!

02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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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앳플

블로거

PC & 모바일 키워드 검색 

상위노출 원하는 

광고주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02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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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자체 방문자 수

+

키워드 검색으로 인한 유입

광고효과 극대화!

영향력 높은

상위 노출 블로그만 선별!

블로그마케터

일반 블로거



MARKETING PROCESS

02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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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컨설턴트가

1:1 맞춤 컨설팅 진행 후

귀사에 알맞은 캠페인을

추천드립니다.

상품 및 서비스 

컨셉에 맞게 홍보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계약시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귀사에 알맞은

인플루언서를 모집,

선발해드립니다.

방문/배송 진행 후

인플루언서 포스팅은

캠페인 미션 가이드를

준수하여 업로드됩니다.

전용 광고주 페이지를 통해

인플루언서 포스팅에 대해 

실시간으로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사례

·  보유 인플루언서

·  광고 성과표

·  진행사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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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앳플

보유

인플루언서

03 progr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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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BLOG



파인앳플

광고 성과표

03 progr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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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앳플

진행사례 1

03 progress case

11

포스팅한 인플루언서 총 팔로워 수

게시물 누적 조회 수

포스팅 누적 좋아요 수 

포스팅 누적 댓글 수

10,860,812

8,169,740

388,802

4,937



파인앳플

진행사례 1

03 progress case

26

진짜 파워 인플루언서들의

포스팅 리뷰



파인앳플

진행사례 2

03 progr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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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한 인플루언서 총 팔로워 수

게시물 누적 조회 수

포스팅 누적 좋아요 수

포스팅 누적 댓글 수

3,874,915

2,969,440

154,772

2,498



파인앳플

진행사례 2

03 progress case

진짜 파워 인플루언서들의

포스팅 리뷰



파인앳플

진행사례 3

03 progress case

11

포스팅한 인플루언서 총 팔로워 수

게시물 누적 조회 수

포스팅 누적 좋아요 수

포스팅 누적 댓글 수

5,288,017

3,798,820

188,796

2,629



파인앳플

진행사례 3

03 progress case

진짜 파워 인플루언서들의

포스팅 리뷰



더 많은 진행사례를 원하시는 분은 문의주세요

02-2295-9575

fineadple@herren.co.kr

03 progr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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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295-9575

Email fineadple@herren.co.kr

Address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66, 7층

광고주의 성장은 저희의 성장이라 생각합니다

광고주의 매출 향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명: ㈜헤렌

대표자: 송태훈

설립일: 2016년 9월

서비스: 파인앳플, 인스타터, 인스타겟, 인스타매니저

·  30,000개이상 기업과 제휴 및 마케팅 진행

·  국내 1등 인스타그램 마케팅 및 계정관리 서비스 - 인스타터

·  10만 명 넘는 인스타그램 고객 데이터를 통한 사업 연계성 실현

국내 최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