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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뱅크 소개Idea 



많은 사례를 통해 의 마케팅 파워가 검증되었습니다.
광고주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쉽고 재미있는 마케팅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idea

1) 광고주 목록에는 종합/온라인 광고대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상기 내용은 idea, 인포뱅크의 광고주/협력사/고객사 중 일부만을 소개하였습니다.



Solution Portfolio
솔루션 포트폴리오



Idea 마케팅의 강점

idea는 다양한 솔루션을 아우르는 최고의 마케팅 효과를 보장합니다.

즉시성
소비자가 원하는 시점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

반응성
더욱 ‘재미’있고, ‘편리’하게

소비자의 행동에 반응

공감성
실시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입소문 효과 상승

소통성
소비자와 브랜드 사이의

친밀한 커뮤니케이션 가능

소비자에 대한 고급 정보 획득
구매정보, 행동패턴, 위치정보 등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
커뮤니케이션 기회 확보

매출과 직결되는 마케팅
제품에 맞는 정확한 타겟팅

지금 바로 와 함께 모바일·온라인 마케팅을 시작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쉽고 재미있는, 그래서 더 새로운 마케팅을 경험해 보세요.

idea

마케팅 특징 및 효과



Solution 문자 이벤트

브랜드에 지정된 번호로 소비자가 문자를 보내 이벤트에 참여하는 상품입니다.



Marketing Case
실제 집행 사례 소개

※ 본 섹션에서 소개하는 집행 사례에는 종합광고대행사 · 온라인전문대행사와 협업하여 진행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arketing Case 문자 이벤트

2022 농심 린트초콜릿 이벤트

2022 농심 새우깡 이벤트

광고주 / 제품 농심/새우깡

이벤트 타입 제품 구매 인증 방식

상세 내용

진행 기간 2022년 6월 01일~14일 (약 2주간) , 11월 (한달간)

이벤트 경품

광고주 / 제품 농심/린트초콜릿

이벤트 타입 제품 구매 인증 방식

상세 내용

진행 기간 2022년 6월 15일~30일 (약 2주간)

이벤트 경품



Marketing Case 문자 이벤트

2021 공부왕찐천재 유튜브 이벤트

2022 가로세로 연구소 뮤지컬스타K 유튜브 이벤트

유튜브 채널 이름 가로 세로 연구소

이벤트 내용 뮤지컬스타K 서바이벌 투표

상세 내용

진행 일자 2022년 7월 09일

반응률 및 효과
예선 328명의 도전자 기록

해당 영상 약 14만 조회수 딜성

유튜브 채널 이름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이벤트 내용 추석특집 90만 기념 생방송(추석선물,세계관퀴즈) 

상세 내용 5문제의 답을 순서대로 적어 이벤트 번호

진행 일자 2021년 6월 26일

반응률 및 효과
시청자 약 13,000명 중 문자참여자 12,000명

참여율 185% 달성



Marketing Case 문자 이벤트

2022 ㈜엔피_삼성전자 이벤트

고객사 K LEAGUE

이벤트 내용 2022년 K리그 마스코트 반장선거

상세 내용
올 한해를 빛낼 K리그의 반장을 개표 생방송 문자투표 #0707로 참여시켜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

진행 일자 2022년 5월 16일

고객사 ㈜엔피

이벤트 내용 VIP, 삼성전자 제품 구매 인증 대상 비스포크 팬파티 개최

상세 내용

진행 일자 2022년 6월 18일

2022 K LEAGUE 이벤트



Marketing Case 문자 이벤트

2022 허밍아이엠씨_중앙대학교의료원 이벤트

고객사 비이피씨탄젠트

이벤트 내용 신한은행 참신한 40주년 이야기 (창립 40주년 기념 이벤트)

상세 내용 자사 직원들 대상으로 40주년 관련 이벤트 1688-XXXX로 참여

진행 일자 2022년 7월 07일

고객사 ㈜허밍아이엠씨

이벤트 내용 중앙대학교의료원 2022 의생명연구원 심포지엄_후보자 연설 문자투표

상세 내용

진행 일자 2022년 11월 01일

2022 비이피씨탄젠트_신한은행 이벤트



실시간 방송 참여 Case
실제 진행 사례 소개



실시간 방송 참여 Case 문자 서비스 제공 현황



실시간 방송 참여 Case 문자 서비스 제공 현황



실시간 방송 참여 Case 문자 서비스 제공 현황

* 방송 기간 : 2012년 ~ 2017년
* 참여 번호: #0606
* 참여 형태 : TOP10 ~ TOP1 투표

* 방송 기간 : 2021년
* 참여 번호 : #4560
* 참여 형태 : 파이널 우승자 투표

* 방송 기간 : 2021년 ~ 2022년
* 참여 번호 : #0011
* 참여 형태 : 파이널 우승 크루 투표

* 방송 기간 : 2022년
* 참여 번호 : #3001
* 참여 형태 : 본방 사수 인증샷

- KBS연예대상 -

* 방송 기간 : 2020~2022년
* 참여 번호: #3388
* 참여 형태 : 파이널 우승자 투표

* 방송 기간 : 2013년 ~ 현재
* 참여 번호 : #8080 등
* 참여 형태 : 오늘의 최우수 선수 투표



실시간 방송 참여 Case 문자 서비스 제공 현황

* 방송 기간 : 2016년 ~ 현재
* 참여 번호 : #1500
* 참여 형태 : 방송 시청 의견 참여

* 방송 기간 : 2015년 ~ 2020년
* 참여 번호 : #0600
* 참여 형태 : 방송 시청 의견 참여

* 방송 기간 : 2006년 ~ 현재
* 참여 번호: #6000, #4321, #4000 등
* 참여 형태 : 사건/사고/화재 제보

- KBS연예대상 -

* 방송 기간 : 2014년
* 참여 번호: #1080
* 참여 형태 : 시청자 투표로 주인공 엔딩 결정

* 방송 기간 : 2012년 ~ 현재
* 참여 번호 : #4422
* 참여 형태 : 본방사수 퀴즈/인증샷 이벤트

* 방송 기간 : 2012년 ~ 현재
* 참여 번호 : #8224, #0789 등
* 참여 형태 : 투표 인증샷 참여



인포뱅크 기업소개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인포뱅크의 Smart Communication                 는 새로운 다른 마케팅 파트너입니다.idea   

뛰어난 기획력과 최고 수준의 개발력이 시너지를 일으켜 최고의 마케팅을 만들어냅니다.

는 광고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120% 만족을 보장하는 마케팅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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