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서포터 2023년 공식상품소개서

인스타그램은 어렵지만

SNS서포터는쉽습니다.



우수한노출현황과깔끔한프로세스덕분에

이렇게많은고객이 SNS서포터를이용합니다.

인스타그램계정활성화

국내대기업,�소상공인,�개인까지아울러작업을진행하며,�함께성장하고있습니다.

- 주문건수 400만건

- 고객수 3만명

- 누적작업수량 5억 5천만건을

인스타그램계정육성,�계정최적화

현재약 2022년 12월 05일기준으로 522명의회원의

계정육성관리를단 1건의문제점(블락)이발생되지않은상태로원활하게진행중입니다.

2022년 12월 05일.�기준

회원수 30,000명

주문건수 4,000,000건

정기관리고객수 522명

누적작업수량 550,000,000건



다른업체들은어떻게인스타그램을 1만,�10만

팔로워까지키워서고객들과소통하는걸까?

SNS서포터는등록한번,�버튼한번클릭으로인스타그램계정을

더쉽고빠르게성장시킵니다.

• 24시간 365일인스타그램계정을대신관리해주는자동화플랫폼입니다.

1.�인스타그램계정을 “최적화계정”으로육성하여해시태그상위순위

점유/홍보를목표로합니다.

2.�소통활동을통하여잠재고객/타겟지역등에홍보효과를

목표로합니다.
SNS서포터

상위순위

점유/홍보

잠재고객/타겟

지역등에홍보



이런분들이이용합니다.

바쁜업무시간도중

인스타그램관리하기

어려우신분들

잠재고객에게

더많이노출하여

더많은고객을유치

하고자싶은분들

계정최적화로

검색상단에

노출시키고싶은분들

24시간 365일

계정대신키워주는

서비스



소통으로정확한솔루션을제시하는

SNS서포터

SNS서포터는 522,�33,321명의회원과,�10곳의대행사,�4,981,220건의주문을

받아왔습니다.

타업체의말도안되는가격,

뭉텅이로제안하는상품과그에따라발생하는추가적인비용,

SNS서포터는처음무료컨설팅을통해각계정과사업에맡는맞춤형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효과를못볼것같은업체는서비스이용이불가할수도있습니다.

소통

맞춤형서비스제안무료컨설팅NEW



다른계정들은

이런효과가

있었습니다.



개인퍼스널브랜딩계정

오직계정육성서비스만을이용하여,�이전 3개월대비노출과도달이

1350%증가하였습니다.



브랜드계정팔로워증가

22년 4월 25일부터 22년 8월 11일까지약 3개월동안이용

하신고객님은 1800대의팔로워에서 2100대의진성팔로워를

얻었습니다.

22년 4월 20일부터 22년 11월 02일까지약 6개월동안이용

하신고객님은 4000대→�9000대,�즉 5000명의진성팔로워

를얻으셨습니다.



최적화된고객님들은인스타그램검색부분에서상위노출될수있게무료

컨설팅을진행해드리고있습니다.

각게시물수

강남
반영구 교육

진주
목걸이

모델
지망생 코딩 개발자

코딩
교육

90만 98만 22만 36만 14만 9만 5만

최적화계정인기게시물,�인기탭

상위노출



다음과정을거쳐

인스타그램바이럴을

가장효과적으로

진행하실수있습니다.



A

다음과정을거쳐인스타그램바이럴을

가장효과적으로진행하실수있습니다.

고객님의계정으로바이럴마케팅을진행하고싶으신분

인스타그램계정육성기본상품을 2~3개월동안진행합니다.

a.�계정최적화사이트바로가기:�https://snssupporter.net/

계정이최적화가됩니다(SNS서포터전문직원이확인).

게시물을올린후 5분안에,�SNS서포터홈페이지에서프리미엄

패키지를주문합니다.

첫번째해시태그에인기게시물,�인기탭로직이작업됩니다.

해당해시태그로검색하시면상위노출이되신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

1

4

5

2

3



B 타계정으로고객님의계정을태그하여바이럴마케팅을진행하고싶으신분

A의단계는건너뛰고바로상위노출을해서고객을유치하고싶으신분들을

위한상품입니다.

• 인기게시물배포작업을이용해게시물을원하는해시태그,�검색키워드

에상위노출로무한정뿌립니다.

• 인기게시물,�인기탭월보장상품을이용합니다.

효과예시 )

다음과정을거쳐인스타그램바이럴을

가장효과적으로진행하실수있습니다.



B 타계정으로고객님의계정을태그하여바이럴마케팅을진행하고싶으신분

• 최적화계정을구매하여셀프로인기게시물상위노출에도전합니다.

-프리미엄상품으로인기게시물상위노출에도전합니다.�

(대행사분들이쓰는상품)

-프리미엄상품 1~15위실시간노출현황바로가기

https://snssupporter.com/pr1234

-리스트

효과예시 )



인스타그램최적화,�인스타그램계정육성에가장중요한부분은

1일 1포스팅과잠재고객과의소통입니다.

1.�맞춤타겟으로계정소통

a.�해시태그키워드를통한소통

b.�위치기반매장방문고객을통한소통

c.�경쟁사계정을팔로워한사람에게소통

2.�계정최적화가되면,�맞춤로직을통해인기게시물,�인기탭상위노출가능

3.�대시보드로계정소통현황통계보기가능

다음장에서는위에언급한세부기능들과작업이미지

들을통해자세히설명하겠습니다→

SNS서포터계정관리서비스만의

독보적인기능



맞춤타겟소통

해시태그키워드를통한소통



위치기반으로검색해해당매장위치로게시물을올린

고객님들을타겟으로소통활동을진행합니다.

맞춤타겟소통

위치기반매장방문고객을통한소통



원하시는계정을선택(다중선택가능)합니다.

선택한계정의팔로워목록에들어가해당계정의

팬들에게소통작업을합니다.

맞춤타겟소통

경쟁사계정을팔로워한사람에게소통



대시보드로계정소통현황

통계보기가능

활동한내역은다음날오후1시에일괄업데이트되며

대시보드를통해성장추이,�활동내역을볼수

있습니다.



계정관리대행으로 2달동안만드신최적화계정.

다음은인기게시물,�인기탭상위노출바이럴작업입니다.

계정관리대행으로홍보관리를 2달하다보면최적화계정이자연스럽게만들어집니다.

2달동안만드신최적화계정,�이젠게시물을올려인기게시물,�인기탭상위노출을

진행하실수있습니다.

이때계정육성상품을꾸준히이용하고,�1일 1포스팅을꾸준히진행하신다면,�

더욱경쟁이치열한해시태그에상위노출됩니다.

상위노출

유지

최적화계정계정관리대행

1일1포스팅



SNS서포터 2023년 공식포트폴리오

SNS서포터

포트폴리오



해시태그검색상위노출

포트폴리오

2022년 12월 05일.�기준

제주맛집 500만 / 오운완 300만



해시태그검색상위노출

포트폴리오

2022년 12월 05일.�기준

강남눈썹문신 100만 / 잠실눈썹문신 30만



해시태그검색상위노출

포트폴리오

2022년 12월 05일.�기준

강남반영구 90만 / 교육 98만

진주목걸이 22만 / 모델지망생 36만

코딩 14만 / 개발자 9만

코딩교육 5만



인기게시물 / 인기탭

포트폴리오

2022년 12월 05일.�기준

강남눈썹문신 100만 / 강남미용실 50만



인기게시물 / 인기탭

포트폴리오

2022년 12월 05일.�기준

강남반영구 90만



최적화계정 / 계정육성관리

포트폴리오

2022년 12월 05일.�기준

고객님계정1 7개월 4000 -> 1만

@고객님계정1�(2022.12.09)�- 7개월 - 4000대 →�1만대

•회사비즈니스계정

•7개월만에 6000명증가

•모두진성팔로워

•인스타그램내부스폰서광고 2만원씩사용

•게시물 2일에 1번올림



최적화계정 / 계정육성관리

포트폴리오

2022년 12월 05일.�기준

강아지계정 7개월1800 -> 2500

@cheese_s2_cheese�(2022.12.09)�- 7개월 - 1800대 →�2500대

•SNS서포터공식강아지계정

•강아지계정임에도불구하고, 1주일에한번게시물올려서팔로워증진이느렸음

•따라서게시물 1일 1게시물올리는것이좋음



최적화계정 / 계정육성관리

포트폴리오

2022년 12월 05일.�기준

고객님계정 2한달 300 -> 1200

@고객님계정2�(2022.12.09)�- 한달 - 300대 →�1200대

•꿀팁관련계정

•정보성계정

•컨텐츠좋아효과적으로빠르게올라감



인스타그램 바이럴의 모든것

SNS서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