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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FORBIZ V-Commerce
V-Commerce는 영상 콘텐츠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모델입니다.
FORBIZ는 11년의 이커머스 노하우와 독창적인 영상 콘텐츠를 융합한 V-Commerce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rendy Creative Specialized

고객의 눈을
남들보다
한발 앞에서 만나다.

남다른 이야기로,
고객의 공감을
끌어내다.

전문가들이 모여
최고의 퀄리티만을
추구하다.



538,883 

649,134 

782,273 

2015 2016 2017

244,645 

347,031 

478,360 

온라인 쇼핑 거래액 모바일 쇼핑 거래액

(출처 : 통계청)

2017년모바일쇼핑거래액비중 61.2%

Trend Analysis

#모바일 #모바일의존도 #모바일퍼스트
#모바일콘텐츠 #모바일커머스 #간편결제
#소셜커머스 #SNS홈쇼핑 #급성장

Paradigm
Shift



Trend Analysis

비디오커머스전성시대

구매전환율 상승

140%
판매율 상승

64%

거래액 성장

2배

매출 신장

130배

조회수 증가

15만건 실구매 증가

31%

Video
Commerce

사람들은 오디오 콘텐츠 보다 비주얼 콘텐츠에 반응하며,
소리가 없는 이미지보다는 소리가 다양한 비디오에 2.4배 더
크게 반응한다.                                               (출처 : Google Statistics)



F.V-Commerce
STRENGTH

착한가격

빠른제작

고품질영상

다양한장르

신뢰(파트너)

시장가의 약 3분의 1가격인
150만원 + α 에 제작

촬영 + 편집 = 5일

기업형 쇼핑몰 솔루션
전문 기업 포비즈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촬영 감독

Snack Video 부터
Music video 까지



F.V-Commerce
Price

Basic Premium

150 만원 300 만원

SNS 채널별 커스터마이징 무료

영상 편집 수정 1회 무료

배우/모델 비용 별도

서울 경기 지역에 한함

제작기간 : 3일 제작기간 : 7일

촬영, 편집, 무료음원 촬영, 편집, 유료음원, 조명

<VAT별도>

“60초 이내 V-Commerce 영상”



F.V-Commerce
PRODUCT PROCESS

요구사항
확정

고객사 질의를 통한
요구사항 확정

프리
프로덕션

요구사항 기반
모델/스튜디오 섭외

프로덕션
촬영/편집

촬영 및 1차 편집.
편집본 전달

완료
(2차편집)

고객 피드백 반영.
매체별 영상 편집본 전달



F.V-Commerce
PORTFOLIO https://youtu.be/XWPRPW4J4Cs

https://youtu.be/XWPRPW4J4Cs


F.V-Commerce
PORTFOLIO https://youtu.be/Y0c8ahJq1wc

https://youtu.be/Y0c8ahJq1wc


F.V-Commerce
PORTFOLIO https://youtu.be/LidVhFpl8Ho

https://youtu.be/LidVhFpl8Ho


F.V-Commerce
PORTFOLIO https://youtu.be/iMvoqkxVmKo

https://youtu.be/iMvoqkxVmKo


F.V-Commerce
PORTFOLIO https://youtu.be/MnT9SfoZf0I

https://youtu.be/MnT9SfoZf0I


F.V-Commerce
PORTFOLIO https://youtu.be/lYlTsCItxaM

https://youtu.be/lYlTsCItxaM


FORBIZ KOREA
NUMBER

11
Years

500
Projects

5,000
고객사 매출
(단위:억)

55
Members



F.V-Commerce
Contact us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56 건영빌딩 1층

www.forbiz.co.kr
www.facebook.com/forbizkorea

안철현 PD
070-4437-1787, 010-3221-5011
tedahn@forbiz.co.kr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