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동남아시아 
인플루언서 마케팅 상품소개서 



필라멘트리는 SEA 6개국 2,000명의 검증된 인플루언서 유니온을 기반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차별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다양한 브랜드의 동남아시아 진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제 우리와 함께 시작하세요. 

NO.1 동남아시아 인플루언서 마케팅 에이전시 



한 브랜드는 유튜브 1개의 영상으로 
1억 2천만원의 판매를 올렸고  



한 브랜드는 하루만에 30$짜리 
쿠션파운데이션 2,500개를 팔았습니다  



그 브랜드는 어떻게 
동남아시아에서 매출을 일으켰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를 인지하고 소비하는 동남아 소비자 

81% 80% 43% 

인지도 향상 신뢰도 향상 구매전환 향상 



파트너 성공 사례를 만든 
필라멘트리의 차별화 포인트는? 

POINT 01 

인플루언서 차별화 콘텐츠 차별화 프로세스 차별화 

POINT 02 POINT 03 



밀착관리되는 인플루언서 
온∙오프라인 관리로 인플루언서의 성과를 높게! 

POINT 

01 



03 02 01 

밀착 인플루언서 관리 

1 0 223 57 

진성 인플루언서 선별 바이럴 성과 관리 오프라인 게더링 



바이럴을 일으키는 리뷰 
완성도 높은 1인 1색 체험 후기로, 콘텐츠가 바이럴을 일으키게! 

POINT 

02 



03 02 01 

1인 1색 고품질 리뷰 

체험 기반 리뷰 다양한 관점의 리뷰 완성도 높은 검수 



간편하게 하는 마케팅 
배송부터 현지 커뮤니케이션까지 전 과정을 쉽고 간편하게 

POINT 

03 



03 02 01 

쉽고 간편한 과정 

배송과 수령 현지 커뮤니케이션 전 과정 지원 





동남아시아 최대 인플루언서풀 

6개국 2,000명의 인플루언서와 
1.5억의 팔로워 



국가정보 시장특징 인플루언서풀 

언어   인도네시아어 

GDP    세계 16위(1조 421억달러) 

인구   세계 4위(2억 7,352만명) 

종교   이슬람 87%, 기독교 7%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라도 
SNS에서 입소문이 나고 저렴하면 
구매가 증가하는 특성 

온라인 입소문 지속시 오프라인 
셀러의 대량 주문 발생 가능 

온라인 쇼핑 객단가 1.3만원으로 
저렴한 화장품 매출이 높음 

인스타그램 활성사용자 세계3위 

10,000 이하      319명 

10,000~100,000  304명 

100,000 이상                          79명 

10,000 이하     600명 

10,000~100,000    70명 

100,000 이상                         33명 



9,685,666 

167,000 

7,533,630 

448,000 

7,533,630 

448,000 

381,207 

1,730,000 



국가정보 

언어   타갈로그어, 영어 

인구   세계13위(1억 958만명) 

GDP   세계38위(3,309억달러 

종교   가톨릭 83%, 개신교 9% 

인터넷 환경 개선, 중산층 증가, 
스마트폰 사용량 증가로 온라인 쇼핑 
연평균 10..4% 성장 

대형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SNS 홍보를 통한 시장진입 활성 

전자, 미디어, 패션, 가구 품목의 
온라인 거래가 높음 

10,000 이하      300명 

10,000~100,000   149명 

100,000 이상                          48명 

10,000 이하      367명 

10,000~100,000    80명 

100,000 이상                          52명 

시장특징 인플루언서풀 



4,418,588  

626,000 

1,516,095 

189,000 

830,585 

1,200,000 

1,098,519 

2,400,000 



국가정보 

언어   말레이어 

인구   세계45위(3,236만명) 

GDP   세계36위(3,543억달러) 

종교   이슬람교(국교), 불교 

온라인 쇼핑이 주요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연평균 16% 성장 

할인, SNS 광고, 셀럽을 활용한 
온라인 쇼핑 홍보 등으로 온라인 
쇼핑 경쟁 활성화 

다인종 문화에 맞춘 언어별 홍보 및 
무슬림 문화 이해 필요 

10,000 이하        26명 

10,000~100,000    112명 

100,000 이상                           59명 

10,000 이하       168명 

10,000~100,000     24명 

100,000 이상                             5명 

시장특징 인플루언서풀 



2,400,000 

26,400 

1,877,494 

16,400 

1,472,351 

395,000 

966,187  

18,400 



국가정보 

언어   타이어 

인구   세계 20위(6,979만명)  

GDP   세계 26위(5,049억달러)  

종교   불교 95% 

태국은 페이스북과 라인이 지배하는 
시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온라인 
마케팅이 효과적 

페이스북 활성 계정 세계 1위 및 
인터넷 인터넷 사용 시간 하루 
9시간 38분으로 세계 1위 

10,000 이하                                                      31명 

10,000~100,000                                                   39명 

100,000 이상                                                  29명 

10,000 이하                                                      28명 

10,000~100,000                                                   35명 

100,000 이상                                                  36명 

10,000 이하                                                      27명 

10,000~100,000                                                   38명 

100,000 이상                                                  34명 

시장특징 인플루언서풀 



503,299 

817,000 

1,070,549 

1,060  

2,130,000  

198,213 

331,238  

1,260,000 

416,414 

278,930 

1,110,000 

537,973 



국가정보 

언어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등 

인구   세계 113위(585만명) 

GDP   세계 34위(3,641억) 

종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등 

인터넷 사용자는 국민의 84%로 
세계 최고 보급률 중 하나 

싱가포르 전체 인구의 79%가 
소셜 미디어 사용하며, 인터넷 
사용자의 82%가 매달 유튜브 엑세스 

온라인 광고를 불신하고 사용자 생성 
컨텐츠(UCC)와 리뷰를 신뢰하는 경향 

10,000 이하              19명 

10,000~100,000          44명 

100,000 이상                                16명 

10,000 이하            66명 

10,000~100,000           8명 

100,000 이상                                 5명 

시장특징 인플루언서풀 



604,147 

241,000  

585,169  

412,000 

26,893  

831,000 

338,178  

141,000 



국가정보 시장특징 인플루언서풀 

언어   베트남어 

인구   세계 15위(9,733만) 

GDP   세계 45위(2,449억) 

종교   불교 12%, 가톨릭 7% 등 

패션, 미용, 전자, 가전 제품 및 
항공권 판매 높음 

67 %의 인터넷 보급률 기록하며 
매일 인터넷에 94 %가 액세스하고 
매일 71 %가 비디오를 시청하므로 
디지털 마케팅의 형태로 비디오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 

10,000 이하             22명 

10,000~100,000          25명 

100,000 이상                                 8명 

10,000 이하              16명 

10,000~100,000           18명 

100,000 이상                                 21명 



455,182 

1,090,000 

653,336 

523,000 

66,669 

567,000 

302,197  

337,000 





01 02 

캠페인 운영 프로세스 
원스톱 프로세스 지원으로 마케팅은 쉽게 결과는 확실하게 

컨설팅 

브랜드 니즈 체크 

캠페인 컨설팅 

콘텐츠 제작(2주~4주) 

인플루언서 제품/브랜드 체험 

인플루언서 리뷰 작성 

인플루언서 선정 및 배송(2주) 

브랜드에 적합한 인플루언서 매칭 

상품 발송 및 수령 확인 

콘텐츠 검수 

콘텐츠 검수 

클라이언트 피드백 반영 

모니터링 

캠페인 종료 이후 

콘텐츠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보고 

결과 보고 

인사이트 분석 

03 

06 05 04 



제품 리뷰 



올해의 화장품 선정 사례 

인플루언서가 파운데이션 체험 이후 
마케팅 포인트를 수정하여 리뷰했고, 
이후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는 현지 소비자가 선정한  
올해의 화장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억 매출 달성 사례 

한 인플루언서의 동영상 업로드 이후  
1억원이 넘는 판매를 기록하였습니다. 
 
오프라인 리셀러 요청을 받기도 하며 
지속적인 현지 판매를 이루었습니다. 



빠른 매출 전환 사례 

여드름 잡는 토너로 현지 출시,  
다수의 인플루언서 모집을 통해 
빠른 매출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루언서의 다양한 리뷰로 인해   
여드름 뿐만 아니라 등드름도 잡는 
제품으로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초청형 리뷰 



박카스 에너지 파티에 
인플루언서를 초청,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총 217개의 포스팅과 7억뷰 
이상의  홍보 효과를 기록하였습니다. 

217 43만 7천만 



라인 매장에 인플루언서를 초청, 
인스타,페이스북, 유튜브 총 113개 
포스팅과 5억뷰 홍보 효과를 

기록하였습니다. 

113 24만 5천만 



542 81만 5천만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 
인플루언서를 초청, 인스타,페이스북, 
유튜브 총 542개의 포스팅과 5억뷰의 
홍보 효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브랜디드 콘텐츠 



오란씨걸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사례 
인플루언서를 섭외하여 ‘K-Tour with OranC’를 주제로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개별 SNS 콘텐츠 업로드  

유튜브 보러가기 인스타A 보러가기 인스타B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1yRSu49zquI&feature=youtu.be
https://www.instagram.com/jesselynimb3/?igshid=17ag0uwiih25l
https://www.instagram.com/yoeriche/?igshid=d0j906h7dzit




㈜필라멘트리 070-4125-5124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9길 17 

E-mail jglee@filamentree.com 

E-mail yjlee@filamentre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