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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마케팅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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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마케팅 시장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비중있는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글로벌 시장 규모
-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약 $163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단위 : 십 억 달러

Source: Influencer Marketing Hub, 2022

글로벌 마케터들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망
- 93%의 글로벌 마케터들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시행한 적이 있으며, 
   68%는 내년도 인플루언서 마케팅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밝힘

Source: Oberlo, 2022

68%
of Mark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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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구매 전환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브랜드 컨텐츠보다
   Influencer-Generated 컨텐츠의 효과가 더 뛰어나다.”

- 60%의 브랜드 마케터들은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컨텐츠가 
   브랜드사에서 제작한 컨텐츠보다 성과가 뛰어났다고 평가

Source: Oberlo, 2022

60%
of Marketers

미국 내어필리에이트 마케팅 성과 지표

- 2021년 미국 이커머스 시장 어필리에이트(Affiliate) 마케팅 평균 
   ROAS는 1,200%로 나타남
- 미국 내 브랜드 중 81%는 이미 자체 Affiliate Program을 보유 중

Source: Supermetrics, 2022

12:1
2021 Affiliate  

Marketing 평균 ROAS

81%
자체 Affiliate Program 

보유 브랜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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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어바닉랩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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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글로벌 이커머스 에이전시 URBANIC LABS

어바닉랩스는 A to Z 이커머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이커머스 에이전시입니다.

SHOPIFY 
제작

글로벌 자사몰
제작 서비스

글로벌 
마케팅

 컨텐츠 / CRM 마케팅

운영
대행

글로벌 자사몰
운영 대행 서비스

어바닉랩스 홈페이지 링크

https://urbaniclabsinc.com/


2.01. 어바닉랩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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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수 없는 글로벌 이커머스 / 마케팅 전문성

국내 최고의 글로벌 이커머스 역량과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클라이언트사와 함께 성공적인 북미 시장 진출을 함께 해왔습니다.

70+
20~22년 누적
클라이언트 수

5,000%
2021년 단일 클라이언트 

매출 성장률



2.02. NETZ 소개

NETZ는 어바닉랩스의 글로벌 인플루언서 플랫폼입니다.
K-Beauty를 사랑하며 재능이 넘치는 현지 인플루언서들이
NETZ Community에서 활동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NETZ의 최신 마케팅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NETZ Community는 다방면의 인플루언서 평가 심사를 통해 구성됩니다. 
팔로워 Engagement, 팔로워 특성, 피드 건전성, 무드 적합성, 뷰티 컨텐츠 
이해도 등 다방면에 걸친 평가 후 가입이 승인 되며, 가입 이후에도 캠페인 
참여율, 컨텐츠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커뮤니티의 신뢰도와 컨텐츠 
퀄리티를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NETZ를 통해 최고 수준의 해외 인플루언서를 만나보세요.

9

K-Beauty Creators Platform: NETZ

NETZ 링크

https://netzoffici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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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서비스 소개 - 글로벌 인플루언서 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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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플루언서 SNS 바이럴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 ‘외국인 컨텐츠'가 아닙니다.
브랜드 무드에 적합하며 타겟 고객층에게 소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인플루언서 섭외와 정확한 컨텐츠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현지 시장 팬덤을 보유한 엄선된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탄탄한 고객층을 만들어 보세요. 

현지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진짜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만나보세요.

● 브랜드 / 제품별 전문 해외 인플루언서 SNS 계정 내 포스팅 

● 팔로워 5K 이상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협업 (월 최소 노출 50,000)

● 피드/컨텐츠 퀄리티, 팔로워 Engagement 등 적합성 심사 진행 

● 브랜드 / 제품 분석 후 브랜드 최적화된 인플루언서 섭외

● 클라이언트 니즈를 반영한 컨텐츠, 캡션 가이드라인 제작

● 컨텐츠 원본 제공 및 브랜드 계정 Repost 등브랜드 요청사항 반영

Instagram / TikTok



3.02. 서비스 소개 - 소셜미디어 광고 컨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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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광고 컨텐츠 제작

브랜드 무드와 제품별 USP(Unique Selling Point)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해외 유명 파트너 크리에이터들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영상을 제작합니다.
30초 내외의 고퀄리티의 숏폼 영상으로 바이럴 유도 부터 구매전환까지 일으켜보세요. 

‘3초 안에’ 소비자를 사로잡는 광고 컨텐츠로 구매 전환율을 높여보세요.

● 바로 광고 집행 가능한 IG - Reels / TikTok 영상 숏폼 영상 컨텐츠 포맷

● 영상 컨텐츠 원본 제공 및 2차 활용 가능

● 기존 컨텐츠(브랜드사 제공)와 믹스 형태 제작 가능

Facebook & Instagram / TikTok

광고 컨텐츠 레퍼런스 페이지 링크

https://urbaniclabsinc.com/pages/influencer-marketing


3.03. 서비스 소개 - NETZ 커뮤니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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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Z 커뮤니티 홍보 (4분기 서비스 예정)

글로벌 인플루언서 SNS 바이럴 서비스 이용 시,
어바닉랩스 인플루언서 플랫폼의 인스타그램 계정 포스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총 팔로워 16.9K (Organic 팔로워)
● 팔로워 90% 이상 북미 10-30대 여성
● 포스팅 컨텐츠 유형

(1) 시딩 캠페인 정보 + 브랜드 / 제품 소개 컨텐츠 : 캠페인 공지 와 함께 

      브랜드 소개와 시딩 진행 제품 USP 설명 

(2) BEST 인플루언서 컨텐츠 REPOST : 글로벌 인플루언서 시딩 컨텐츠 

     * NETZ 계정 리그램에 동의한 인플루언서의 컨텐츠에 한하며,

            매 월 시딩 서비스 산출물 제작 완료 후 포스팅

(3) 브랜드 / 제품 소개 컨텐츠

(어바닉랩스  인플루언서  플랫폼  IG 
계정)

(제품 소개 컨텐츠  예시)

(캠페인  공지 컨텐츠  예시)



3.04. 서비스 소개 - 서비스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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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세스

02
NETZ 인스타그램
캠페인 포스팅

05
인플루언서별 
컨텐츠 제작

03
인플루언서 모집 및 심사

06
컨텐츠 취합 및
월간 서비스 보고서 전달

*인플루언서 컨텐츠는 프로젝트
  관리 보드에서 실시간 다운로드 
  가능

01
NETZ 캠페인 등록

04
인플루언서 명단 및
배송 정보 전달

*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보드 제공



3.05. 서비스 소개 - 상품 구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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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플루언서 SNS 바이럴 상품 안내 

Starter Kit Essential Kit Premium Kit

20 회
( 팔로워 5K 이상 )
이미지 컨텐츠 18회

숏폼 영상 컨텐츠 2회

30 회
( 팔로워 5K 이상 )
이미지 컨텐츠 27회

숏폼 영상 컨텐츠 3회

50 회
( 팔로워 5K 이상 )
이미지 컨텐츠 45회

숏폼 영상 컨텐츠 5회

-
(추가 희망시 별도 협의)

-
(추가 희망시 별도 협의) 5 개

시딩 캠페인 정보 +
브랜드 / 제품 소개 컨텐츠

시딩 캠페인 정보 +
브랜드 / 제품 소개 컨텐츠 

BEST 인플루언서 컨텐츠 REPOST

시딩 캠페인 정보 +
브랜드 / 제품 소개 컨텐츠 

BEST 인플루언서 컨텐츠 REPOST
추가 브랜드 / 제품 소개 컨텐츠

글로벌
인플루언서 시딩

SNS 광고
컨텐츠 제작

NETZ
커뮤니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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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42, 302호 어바닉랩스
070-4801-1126
support@urbaniclab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