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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1인미디어강자와매체광고스페셜리스트의만남

프리비알은테크놀로지와크리에이티브를결합한마케팅융합서비스를제공합니다

BIG BLUR 시대, 산업과마케팅의경계를허물다



익숙한크리에이티브의파괴적혁신
디지털레볼루션을향한진화
15년간쌓아온라디오, TV 광고경험치와

크리에이티브를바탕으로디지털테크놀로지가결합된

최강의마케팅솔루션을제시합니다



Profile

프리비알소개

(주)프리비알

서용수

2007.05 (주)비알캠페인

2020.04 (주)프리비알

사명변경

[03909] 서울시마포구매봉산로31 S-PLEX CENTER 시너지움13F

10F 비알사운드(녹음실) / 촬영스튜디오

Tel. 02-785-8684 / Fax. 02-785-8674

프리비알 www.freebr.co.kr

비알사운드(녹음실)  www.brsound.co.kr

스폰코리아(PPL)  www.sponkorea.co.kr



라디오기반의음성광고를기반으로영상광고와디지털광고까지

폭넓은매체확장을통해꾸준한매출성장을이루고있습니다

History

프리비알연혁

○한국방송광고공사대행등록

○SBS 고릴라, MBC 미니, KBS 콩,

CBS 레인보우, 팟캐스트음성광고런칭

○SBS패션스튜디오공동설립

○크리테오Retargeting 광고매체방송3사런칭

○방송사모바일라디오앱프리뷰광고런칭

○상암DMC(디지털미디어시티) 사옥이전

○T map 음성광고런칭

○삼성<밀크뮤직> 음성광고런칭

○한국언론진흥재단인터넷라디오랩사선정

○대한민국광고대상<에듀윌> 라디오부문입상

○KBS 팟캐스트음성광고런칭

○한국우주항공<KAI> 사내방송운영대행

○우유자조금위원회PPL 및언론홍보대행

○대한민국광고대상<59쌀피자>

라디오부문수상

○판교자율주행모터쇼전면홍보대행

○KBS 공사창립44주년4대매체분야별

8개광고대행사광고주선정감사패수여

○NICE 평가정보기술사업역량및음성광고

제작및대행기술경쟁력우수기업인증

○아프리카TV 자회사로편입

○CBS 창사64주년라디오광고분야

기여도선정감사패수여

○아프리카TV 콘텐츠제작및광고대행

○팟티콘텐츠제작및광고대행

○(주)프리비알사명변경 / 前.비알캠페인

○비알사운드녹음실명변경 / 前 . 스카이워커

○음성광고제작누적4,500건

○사단법인한국인삼협회,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

PPL/언론홍보/sns 관리대행

○디지털광고사업부서신설

○프리비알/비알사운드확장이전

92
100

120 125 130 135 140 142

145억원

※취급고기준



Organization 

프리비알조직도소개

총괄이사 기업부설연구소

CEO

오프라인매체커뮤니케이션에서부터디지털크리에이티브까지

매체간경계를허무는통합마케팅전문가그룹을지향합니다

디지털마케팅실

기획1팀

기획2팀

기획3팀

기획4팀

콘텐츠LAB

콘텐츠촬영팀

디자인팀

유튜브팀

영상편집팀

마케팅기획실

경영지원팀

콘텐츠커뮤니케이션팀

홍보팀

홍보팀

광고1팀

광고2팀

미디어사업실

미디어솔루션팀

제작팀(녹음실)

카피팀



What we do 

프리비알과업소개

디지털캠페인

연간캠페인전략수립

디지털프로모션수행

온/오프라인이벤트수행

퍼포먼스광고집행

매체제휴및광고플래닝

TVC/디지털영상, 광고제작

브랜드공식채널운영

운영전략및컨셉수립

콘텐츠기획및제작

채널연계마케팅전략수립

이벤트, 프로모션핸들링

SNS 마케팅 음성광고, 오프라인광고

국내1위레코딩스튜디오

라디오(음성)광고플랫폼운영

음성광고제작크리에이티브

스마트라디오/팟캐스트

옥외광고집행

인플루언서, PPL, 제휴

아프리카인플루언서마케팅

PPL 제휴및크리에이티브

방송매체활용광고집행

바이럴마케팅

소비자의구매여정에빈틈이없다
광고주의마케팅프리패스, 프리비알이면가능합니다



캠페인목적, 의도에따라다른고민으로
마케팅전략을수립하고제안합니다

How we do 

프리비알업무프로세스

• Client Needs 파악

• RFP 구체화

• Feasibility 체크

사전OT

• Big Data 분석

• 시장, 업계상황파악

• 경쟁사,자사분석

• 트렌드조사

현황분석

• 연간캠페인전략구축

• 컨셉및방향성수립

• 마케팅실행안제안

• 프로젝트KPI 설정

전략수립

• 10년차PM 중심업무

• 전담크루구축

• 주기석분석, 개선안제안

프로젝트실행/운영

• 프로젝트결과분석

• 인사이트도출

• Next Step 방향성제안

성과분석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Why we good

프리비알경쟁력

01.
Man Power

02.
Hybrid Service

03.
Big data

04.
Space

맨파워로인정받고있는프리비알
성공은고객과브랜드그사이,사람에서옵니다



10년차이상PM급
스페셜리스트
프리비알은마케팅전영역에서

각자의전문성을가지고10년이상의경험을쌓은

스페셜리스트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S

브랜드의마케팅성과는
마케터의능력
프리비알의마케터는고객사의마케팅성과로

맨파워를인정받고있습니다

브랜드에대한로열티는누구도따라올수없습니다

R

신속한대응과집중의차이
전담조직구성
프리비알은마케팅과업에따라전문화된인력을

배치하여전담크루체제로운영됩니다

정확한진단과발빠른실행력을경험하세요

T

프리비알경쟁력

01.
Man Power
결과는마케터능력의차이로달라진다

Why we good



01
STEP

02
STEP

03
STEP

Marketing Hybrid Mix
탄탄한전략과플래닝을뒷받침해주는든든한뒷배

아프리카TV의플랫폼과인플루언서의파급력은물론,

오프라인의마케팅채널을믹스하여성공을견인합니다

캠페인전략및플래닝수립단계

Hybrid

프리비알경쟁력

02.
Hybrid
전략을성공시키는다양한인프라강점

Why we good



Data 
Analysis
Target

Data 
Analysis
Details

Data 
Analysis
Insight

 브랜드자사마케팅현황
 제품& 서비스
 경쟁사및관련산업시장
 트렌드및고객성향

 디지털버즈량
 브랜드연관검색어
 제품&서비스긍부정
 타겟리액션
 소셜채널점유율

 마케팅전략수립
 커뮤니케이션컨셉
 캠페인연간방향성
 월/분기/연간리포트

Why we good

프리비알경쟁력

03.
Big Data
데이터분석과트렌드를접목한전략수립



프리비알경쟁력

04.
Space
크리에이티브와퀄리티를만드는공간

Why we good

SNS 콘텐츠촬영가능
유튜브영상촬영/ 연출컷내부촬영

콘텐츠제작
스튜디오보유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국내유명쇼호스트협업
라이브방송스튜디오

4,500+
라디오광고누적제작수

2005
SINCE / 설립일 비알사운드 자체녹음실보유



What we did

프리비알레퍼런스

예시보기

https://www.freebr.co.kr/works/afreecatv.html


What we did

프리비알레퍼런스

예시보기예시보기

https://www.freebr.co.kr/works/video.html


What we did

프리비알레퍼런스

예시보기

http://www.brsound.co.kr/portfolio/index.html


What we did

프리비알레퍼런스



What we did

프리비알레퍼런스



What we did

프리비알레퍼런스



What we did

프리비알레퍼런스



What we did

프리비알레퍼런스

예시보기

http://www.sponkorea.co.kr/pc/portfolio/portfolio01.php


What we did

프리비알레퍼런스



What we did

프리비알레퍼런스



함께꿈꾸고같이성장하는BR의파트너

Clients

프리비알고객사

And you ..



프리비알 www.freebr.co.kr

비알사운드 www.brsound.co.kr

스폰코리아 www.sponkorea.co.kr

https://www.freebr.co.kr/main/main.html
https://www.freebr.co.kr/main/main.html
https://www.freebr.co.kr/main/main.html
http://www.brsound.co.kr/main/main.html
http://www.brsound.co.kr/main/main.html
http://www.brsound.co.kr/main/main.html
http://www.brsound.co.kr/main/main.html
http://www.sponkorea.co.kr/pc/main/main.php
http://www.sponkorea.co.kr/pc/main/main.php
http://www.sponkorea.co.kr/pc/main/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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