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루언서 마케팅 문화를 리드하는 USNINE

인플루언서 마케팅 제안서

(통합)



다양한 분야의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온라인에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어스나인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시작해보세요

틱톡을 이용하여
제품/지역 홍보영상 만들기

인스타그램 콘텐츠로
2030 젊은 고객 확보하기



인플루언서 마케팅 –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브랜드의 이미지와 매출을 결정하는 시대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제는 필수적이다” - 소셜밸류

“먹방? 뷰티? 패션? 아니, ‘마트 인플루언서가 뜬다’ ” - 머니투데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성장 가속화…” -뉴스워커

“고객 사로잡기, ‘톱스타보다 SNS스타…’ 인플루언서 시대” -국민일보



어스나인이 시작부터 성공까지 함께 합니다.
막막하기만 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선두주자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 기업

어렵기만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어스나인 ’에 맡겨보세요 !

‘어스나인’은 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리드하는 기업입니다 .



팔로워

2400만+
인플루언서

100명+
콘텐츠

400건+

어스나인에는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 캠페인 경험을 바탕으로
편리하고 효과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도와드립니다.



인플루언서 선정부터 결과까지 편리하게!
어스나인의  데이터 기반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선정 
시스템

100% 무료상담

1:1 전문 컨설턴트실시간 커뮤니티 반응 확인

·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플루언서 선정
· 채널 영향력, 콘텐츠 성과를 데이터화
· 채널 시청 연령, 성별 등 분야별 데이터화

·  즉각적인 커뮤니티 반응 확인 가능
·  콘텐츠, 퍼포먼스 등 상세 통계 제공

· 수도권 대면 미팅 / 비수도권 비대면 미팅
· 전국 무료 방문 상담 및 맞춤 서비스 제공

·  전담 컨설턴트의 빠른 CS대응
·  고객관리팀의 실시간 안내
·  프로젝트  종료까지 1:1 상담 및 관리 지원



어스나인만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체계적인 운영으로 쉽고 편리하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해드립니다 .

USNINE
Influencer Marketing

Process

전문 컨설턴트
1:1 상담 마케팅 컨셉

설정 및 홍보 채널 선택
채널 관련 콘텐츠 기획
및 인플루언서 선정

캠페인 진행 및 
실시간 반응 확인

마케팅 결과 보고 및 
향후 마케팅 방향 설정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상품 안내

1.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마케팅
2. 틱톡 인플루언서 마케팅
3. 판매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4. 기획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마케팅

선정된 인플루언서가 지역(매장)에 방문하여 감성, 컨셉에 맞는 이미지와 영상을 제작, 배포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해시태그 검색 시 상위 노출되는 컨텐츠로 매장 방문을 유도하는 상품입니다.



매장 감성을 담은 이미지를 중심으로 홍보하여 매장 방문 유도하고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인기, 최신 게시물에 노출시켜 2030 고객층 확보가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플루언서의 특성(연령,성별, 팔로워 수)활용하여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진행이 가능합니다.

캠페인 종료 후 결과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노출 수, 좋아요 수, 댓글 수) 



상품 안내

1.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마케팅
2. 틱톡 인플루언서 마케팅
3. 판매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4. 기획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틱톡 인플루언서 마케팅
아직도 포털사이트에 홍보를 하시나요? MZ세대는 맛집을 SNS에서 검색하고 방문합니다.
틱톡 인플루언서 상품은 인플루언서가 지역(매장)에 방문하여 콘텐트를 제작하고 업로하는 
상품입니다.
 



틱톡 인플루언서 마케팅
선정된 인플루언서가 지역(가게)에 방문하여 감성, 컨셉에 맞는 이미지와 영상을 제작, 배포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해시태그 검색 시 상위 노출되는 컨텐츠로 매장 방문을 유도하는 상품입니다.

인플루언서의 특성(연령,성별, 팔로워 수)을 활용하여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진행이 가능합니다.

캠페인 종료 후 결과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노출 수, 좋아요 수, 댓글 수) 

많은 잠재 고객들이 시청하는 틱톡 채널에 파급력 있는 우리 지역(가게)홍보
다양한 연령대가 시청하는 틱톡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많은 잠재고객 확보
생생한 후기 동영상을 제작하여 매장 방문 유도가 가능합니다.



상품 안내

1.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마케팅
2. 틱톡 인플루언서 마케팅
3. 판매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4. 기획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판매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지도, 호감도, 구매욕구 상승!
인플루언서가 마케팅 전문가와 함께 콘텐츠를 기획하고 홍보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상품입니다.

제품을 자연스럽게 영상 콘텐츠로 
활용하여
시청자들에게 노출시킵니다.

마케팅 목적에 맞게 인플루언서 선정과 
콘텐츠 기획 등 조정이 가능합니다.



판매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지도, 호감도, 구매욕구 상승! 판매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초기 비용이없습니다.
광고 단가 부담감 없이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의 특성(연령,성별, 팔로워 수)을 활용하여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플루언서가 직접 제품을 사용, 소개하는 영상, 게시글 을 업로드하여 
시청자들은 친근하게 접근하고 구매전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품 안내

1.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마케팅
2. 틱톡 인플루언서 마케팅
3. 판매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4. 기획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기획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지도, 호감도, 구매욕구 상승!
브랜드를 콘텐츠로! 브랜드의 이미지, 제품으로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브랜드의 제품/이미지를 콘텐츠에 녹여내어 
브랜드/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합니다.

브랜드 인지도 상승, 명확한 정보전달 적합한 
상품입니다.

브랜드의 스타일에 맞춰 영상을 기획하여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브랜드의 제품/이미지를 콘텐츠에 녹여내어 브랜드/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합니다



상품 견적 안내



상품 견적 안내 (지역,매장) 
어스나인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가들과  
함께 성공적인 마케팅을 진행해보세요 . 

인스타그램, 틱톡 인플루언서 지역(매장) 마케팅 - 체험단

초기 비용 : 0원(무료)  인플루언서  마케팅 진행 후 조회수에 근거하여 비용 산정
- 캠페인 참여 인원 수 지정 가능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체험단 틱톡 인플루언서 체험단

1인 기준 금액 0원(후불제)

원고료  +  후불제(조회수 1당 3원) 원고료 + 후불제(조회수 1당 0.3원)

원고료는 인플루언서마다 상이하여 캠페인 체결 전 통보
 (참고사항 : 팔로워 10만명 기준 원고료 ~ 최대 50만 미만)



상품 견적 안내(지역,매장) – 월 요금제
어스나인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가들과  함께 성공적인 마케팅을 진행해보세요 .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마케팅

상품 구성
월 1회 월 3회

1인 기준 금액 15,000원

인플루언서 5명 75,000원 + 원고료 225,000원 > 200,000원
+원고료

인플루언서 10명 150,000원 + 원고료 450,000원 > 425,000원
+원고료

틱톡 인플루언서 마케팅

상품 구성
월 1회 월 3회

1인 기준 금액 10,000원

인플루언서 5명 50,000원 + 원고료 150,000원 > 130,000원
+원고료

인플루언서 10명 100,000원 + 원고료 300,000원 > 260,000원
+원고료

(인스타그램, 틱톡 인플루언서 마케팅 월 요금제 - 최소 1개월 단위로 진행 가능)

원고료는 인플루언서마다 상이하여 캠페인 체결 전 통보
 (참고사항 : 팔로워 10만명 기준 원고료 ~ 최대 50만 미만)



상품 견적 안내 –  기획형 마케팅
어스나인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가들과  함께 성공적인 마케팅을 진행해보세요 . 

기획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상품 구성

틱톡 PPL 틱톡 브랜디드 콘텐츠

팔로워 * 0.5원 팔로워  * 1.0원

영상 내 제품을 자연스럽게 노출
*해시태그 지정 가능

해당 브랜드, 제품을 주제로 한 콘텐츠 제작
해시태그, 소개글 지정 가능

틱톡 인플루언서 마케팅(월 요금제)

상품 구성
월 1회 월 3회

1인 기준 금액 10,000원

인플루언서 5명 50,000원 + 원고료 150,000원 > 130,000원
+원고료

인플루언서 10명 100,000원 + 원고료 300,000원 > 260,000원
+원고료

(인스타그램, 틱톡 인플루언서 마케팅 월 요금제 - 최소 1개월 단위로 진행 가능)



USNINE & AGENCY

Creator List



PLATFORM

1.9M 3K

USNINE & AGENCY

제로준ZERO_Jooon
다재다능 만능 크리에이터

REFERENCE

https://www.instagram.com/lucete_zero/?hl=ko
https://www.tiktok.com/@lucete_zero
https://www.tiktok.com/@lucete_zero/video/7037303367974046977?is_from_webapp=1&sender_device=pc&web_id7034541407797331457
https://www.tiktok.com/@lucete_zero/video/7033041874499783938?is_from_webapp=1&sender_device=pc&web_id7034541407797331457


PLATFORM

230K 15K

USNINE & AGENCY

뚜아몬👻
여신강림 댄스퀸

REFERENCE

https://www.instagram.com/dd._.ua_l/?hl=ko
https://www.tiktok.com/@ddua21
https://www.tiktok.com/@ddua21/video/7010949324347624705?is_copy_url=0&is_from_webapp=v1&sender_device=pc&sender_web_id=7034541407797331457
https://www.tiktok.com/@ddua21/video/7031699095068708097?is_from_webapp=1&sender_device=pc&web_id7034541407797331457


PLATFORM

196K 5K

USNINE & AGENCY

하늘이sky
베이비페이스 최강댄서

REFERENCE

https://www.instagram.com/haneul2_93/?hl=ko
https://www.tiktok.com/@ha_neul2
https://www.tiktok.com/@ha_neul2/video/7025607242883796225?is_from_webapp=1&sender_device=pc&web_id7034541407797331457
https://www.tiktok.com/@ha_neul2/video/6995508628975258881?is_from_webapp=1&sender_device=pc&web_id7034541407797331457


PLATFORM

161k 7K

USNINE & AGENCY

REFERENCE

틱톡 최고 훈남의 달달한 연애 일상
양해멍🐶

https://www.instagram.com/h_hyuck_98/
https://www.tiktok.com/@h_hyuck_98?
https://www.tiktok.com/@h_hyuck_98/video/7016658230315191554?is_copy_url=0&is_from_webapp=v1&sender_device=pc&sender_web_id=7034541407797331457
https://www.tiktok.com/@h_hyuck_98/video/7011092669178842369?is_copy_url=0&is_from_webapp=v1&sender_device=pc&sender_web_id=7034541407797331457


PLATFORM

125K 1k

USNINE & AGENCY

REFERENCE

이 시대 타고난 춤꾼
Rude V 루드비

https://www.instagram.com/rude.v_/?hl=ko
https://www.tiktok.com/@rudev00
https://www.tiktok.com/@rudev00/video/7037095443515346178?is_from_webapp=1&sender_device=pc&web_id7034541407797331457
https://www.tiktok.com/@rudev00/video/7036247835532102913?is_from_webapp=1&sender_device=pc&web_id7034541407797331457


USNINE & AGENCY

PLATFORM

100k 3K

훠니 希願✨
특유의 눈웃음이 매력적인 크리에이터

REFERENCE

https://www.instagram.com/h22_1_/?hl=ko
https://www.tiktok.com/@hee_vvon
https://www.tiktok.com/@hee_vvon/video/7028890093763038466?is_from_webapp=1&sender_device=pc&web_id7034541407797331457
https://www.tiktok.com/@hee_vvon/video/6992188631804890370?is_from_webapp=1&sender_device=pc&web_id7034541407797331457


상담문의 : 02-585-9161
E-mail : info@usnine.co.kr

카카오톡 간편 문의 : 친구 검색창(채널)에 
“어스나인 에이전시” 검색

End of Documents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