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케팅과 유통판로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빅토리컴퍼니는 좋은 대안이 되실 

겁니다. 

경쟁력 있는 내일 을 준비합니다.

 
온&오프라인 유통 개척

                                      
  국내 백하점 & 홈쇼핑 & 중국 벤더사와 연결
전국 백화점 & 아울렛 &홈쇼핑 유통 및 판로개척! 

수 많은 제품에 대한 유통을하면서
고객사에게 최적의 채널을 선정,

최고의 매출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케팅전문가 그룹

오프라인 이벤트 프로모션으로 시작된
빅토리컴퍼니는 바이럴마케팅,SNS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사업을 확장,
업계 최상위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계속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bout



History

2012~

현재

2013.3 코스메틱  브랜드  스킨큐어  대행
2013.12 스톤헨지  & 라마다  호텔 프로모션  진행

2014.1 오리온  마켓오  브라우니  대행
2014.3 동양매직케어  대행, 프리미엄  된장 죽장연  대행
2014.4 SPC컬리너리아카데미 , 삼익가구 , 쌍계명차 , 레카로 , 라움, 
라비두스  대행
2015  가스렌지브랜드  ‘키오떼 ’ 온라인마케팅  진행 (매출 100억 달성)
2015.7 현대아울렛  가산점  온라인마케팅  대행
2016.2 AIA생명 ‘닐리리맘보 ’ 어플 온라인마케팅  진행
2016.3 OGX, 카밀, 바디네이처  온라인마케팅  진행
2016.3 라이나생명  온라인마케팅  진행
2016.7 현대아울렛  전국지점  통합 마케팅사  선정
2016.10 STCO 온라인마케팅  대행
2017.4 KB캐피탈  차차차  브랜드  온라인마케팅  진행
2017.4 아우디(고진모터스 ) 온라인마케팅  진행
2017.7 더라인성형외과  온라인마케팅  진행
2018.7 현대백화점  전국문화센터  통합마케팅  대행사  선정
2019.2 제주신라호텔  온라인마케팅  대행사  선정

[관계사  유통관련  연역]
루이까또즈  유통
피에르가르뎅  유통 진행후  800% 매출 신장
닥스 , 듀퐁 , k2, 블랙야크  , 빈폴,올젠, 웨이크  우드 유통
만지도전복  롯데백화점  & 위메프  연계상품  개발 전국유통
르니앤맥코이  백화점입점  입점계약



Organization

클라이언트의 마케팅 문제 해결을 위해 AE 및 에디터,

영상 촬영·편집, 디자인, 프로모션, 매체,인쇄,유통 등의 전문 

스태프들이 

모여전략을 수립하고 모든 작업을 진행합니다.

기획→제작→실행 전문가 들이
다 모였습니다.



VICTORY  SERVICE 
마케팅 서비스

바이럴마케팅/공식블로그 운영/ 
공식SNS운영/ 네이버SEO

유통 서비스 
백화점 & 아울렛 유통 / 홈쇼핑 유통
폐쇄몰 유통 / 복지몰 유통 / 기타채널



Business Scope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 기법, Viral MKT
온라인 User의 모든 활동에 있어 ‘검색’이 일반화, 생활화가 된 현재 시점. 감성을 자극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여 인지도 상승과 구매욕구 자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평판
관리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이슈에  실시간  
응대하여  확산을  
막고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메이킹

보도자료
송출

공신력  있는 온라인  
뉴스 보도 매체를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기사를  송출하여  
신뢰감  있는 정보 

제공

서포터즈
체험단

파워 블로거의  
주관적인  체험 
리뷰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의  높은 
공감과  참여 유도. 
브랜드  서포터즈  
운영시  전문적인  
리뷰 가능

SEO &
커뮤니티 활동

특정 키워드  검색시  
브랜드와  제품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상위에  
노출시키고  특정 
타겟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침투를  
통해 인지도  확산



Business Scope

가장 빠르고 즉각적인 파급력, Brand SNS MKT
직관&감성이 적절하게 믹스된 색깔 있는 브랜드 광고 기획과 운영으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흔들어 기업 브랜딩 효과를 

상승시킵니다.

SNS의 실시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단 기간에 빠른 컨텐츠 확산 및 충성 고객 확보가 가능합니다.

브랜드 
SNS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카카오채널  / 폴라 
등 브랜드  채널 
개설. 다양한  
컨텐츠  개발 및 

운영으로  빠른 정보 
전달 

브랜드
블로그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부합하는  컨셉을  
도출하여  공식 
블로그  개설 및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과  브랜딩  강화

인플루언서

SNS 내 영향력  
있는 개인을  활용한  
마케팅 . 트렌드를  
선도하는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잠재고객층에게  
제품 어필 가능



Business Scope

검색 최적화를 통해서 효율 극대화, SA,DA,IPTV

DA

각종 포털 또는 
제휴되어  있는 

언론매체사  지정된  
영역에  정해진  
시간, 예산에  

맞게끔  광고를  노출 
높은 전화효과를  

기대

SA

네이버  / 다음 / 구글
등에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

업종/시즌/맞춤화된
서비스  제공

IPTV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차세대  멀티 

커뮤니케이션  매체



Business Scope

구체화 된 타겟의 직접적인 참여·체험 마케팅, BTL Promotion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대면(Face-To-Face) 커뮤니케이션 홍보 방법으로 브랜드 및 제품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최상의 이벤트를 

기획하여

직접적인 참여와 체험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입소문을 통한 신뢰감 있는 홍보 유도가 가능합니다.

이벤트 &
캠페인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된  오프라인  
이벤트나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이미지  제고 및 
공격적인  홍보

협찬

파티 및 행사 
진행시  협찬사  제공 
및 전체 운영 기획

크로스
마케팅

타 브랜드와  
협력하여  핵심 

역량을  확보하고  두 
브랜드  모두 

WIN-WIN 하는 
마케팅  전략



Business Scope

퀄리티 높은 컨텐츠 기획&제작, Contents Producing
각 분야의 전문 인력 배치 및 팀 구성.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미지, 영상 컨텐츠를 기획&제작하고 다양한 매체와 믹스하여 

광고의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

브랜드  홍보에  
필요한  

홈페이지 /이벤트 /랜
딩 페이지  등 
다양한  디자인을  
제작하여  효율 높은 

광고 진행

사진&영상
촬영

전문 작가를  
활용하여  고퀄리티  
제작물  생산.

사진과  영상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렌탈 
및 시나리오  기획

영상
제작

연출, 촬영, 편집, 
카피라이터  등 필요 
인력 배치를  통해 
파급력  높은 바이럴  

영상 제작



Business Scope

내 제품과 맞는 유통채널 설계 제안 한번에 해드립니다 . Distribution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다가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 좋은 제품을 찾아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싶은데 마땅한 제품이 없다

브랜드사와 유통사의 고민을 듣고 그 회사의 맞는 최적의 제품 및 서비스를 업계 10년 이상의 경력자 들이 설계해 드립니다.

백화점
유통

신세계 ,롯데, 현대 
백화점  전국 지점
입점제안

백화점  온라인  채널 
입점제안

백화점  고객대상  
광고 제안

아울렛
유통

신세계 ,롯데, 현대 
백화점  전국 지점
입점제안

백화점  온라인  채널 
입점제안

백화점  고객대상  
광고 제안

홈쇼핑
유통

cj오쇼핑 ,신세계몰  
홈쇼핑 ,gs홈쇼핑 ,
롯데닷컴  홈쇼핑
현대hmll홈쇼핑

NS홈쇼핑
유통 연계

기타 유통

기타 복지몰 , 
폐쇄몰 ,공구몰 ,
밴드,카페공구 ,
인스타셀럽공구  



WORKs



What We Do



15

CONTENTS 바이럴마케팅 / 공식블로그 CONTENTS 바이럴마케팅 /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life_book?Redirect=Log&logNo=221125554340
https://blog.naver.com/gojinmotors/221040309765
http://thehyundaiculture.com/221516979219


CONTENTS 브랜드계정운영 [페이스북 & 인스타 영상]CONTENTS 브랜드계정운영 [ FACEBOOK & INSTAGRAM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2A2qVj5d00w
https://www.instagram.com/p/BvghCzOFfmV/?utm_source=ig_web_copy_link
https://www.facebook.com/theshillajeju/videos/340765403226501/
https://www.facebook.com/MannaMallKorea/videos/655618751489741/
https://www.facebook.com/hyundaioutlets/videos/1615035268544845/


CONTENTS 페이스북 & 인스타 이미지CONTENTS 브랜드계정운영 [ FACEBOOK & INSTAGRAM 이미지]

https://www.facebook.com/theshillajeju/videos/335591337053798/
https://www.facebook.com/theshillajeju/photos/pcb.2389570767740504/2389563497741231/?type=3&theater


CONTENTS 셀럽 기획영상 

https://www.facebook.com/hyundaioutlets/videos/645660712545169/
https://www.instagram.com/p/BwRJ3VTjCan/?utm_source=ig_share_sheet&igshid=kme7mlqf2b8t
https://www.facebook.com/hyundaioutlets/videos/1764303116951392/
https://www.facebook.com/hyundaioutlets/videos/1691605357554502/
https://www.facebook.com/hyundaioutlets/videos/568704916880968/


CONTENTS 라이브 방송 / 공연편집 / 현장스케치  

https://www.facebook.com/hyundaioutlets/videos/1615035268544845/
https://www.facebook.com/hyundaioutlets/videos/1445502615498112/
https://www.facebook.com/thehyundaiculture/videos/615867938843325/
https://www.youtube.com/watch?v=yPFflE8i-0g


Victorian’s 

DNAAdvertiser 01
 빅토리는 긍정적 파트너쉽을 통해 고객사와 함께 디지털의 흐름을 읽고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Victorian’s 

DNA
 빅토리는 긍정적 파트너쉽을 통해 고객사와 함께 디지털의 흐름을 읽고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Advertiser 02



Victorian’s 

DNA
 빅토리는 긍정적 파트너쉽을 통해 고객사와 함께 디지털의 흐름을 읽고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Advertiser 03



Victorian’s 

DNA
 빅토리는 긍정적 파트너쉽을 통해 고객사와 함께 디지털의 흐름을 읽고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Distribution 01 



Victorian’s 

DNA
 빅토리는 긍정적 파트너쉽을 통해 고객사와 함께 디지털의 흐름을 읽고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Distribution 02



E.O.DE.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