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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y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벤트 관리 솔루션입니다.
수작업을 통해 진행했던 번거로운 이벤트 관리를 자동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진행 과정의 모든 작업과 데이터를
운영자가 일일히 수동으로 취합/처리하여
리소스 비용 및 운영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벤트 진행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Eventy 서비스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클릭 몇번으로 기존의 모든 수작업을 처리할 수 있어
운영 효율이 높아집니다.

solution�|

기존수작업진행방식 Eventy 서비스진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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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운영 시 제일 많은 시간이 걸리는 댓글 수집과 당첨자 선정.
Eventy에서는 클릭 몇번으로 모든 작업이 완료됩니다.

이벤트진행을위해새로운
게시물을등록하지않고
기존게시물을이용해서

간단하고편하게이벤트등록을
할수있습니다.

이벤트게시물에달린모든댓글을
일일히들어가서복사하고정리하지않아도
엑셀파일로편하게내려받을수있습니다.

이제댓글수집을위해서별도의프로그램이나
브라우저플러그인을설치하지않아도됩니다.

이벤트등록시당첨자선정조건만입력하면
이벤트참여자중에서당첨후보자를
자동으로선정해서알려줍니다.

solution�|

댓글수집

이벤트등록

당첨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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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벤트 진행에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고 통합적인 이벤트 등록 관리가 가능합니다.

기존게시물을불러와
간단하고편하게이벤트등록을

할수있습니다.

등록한이벤트는실시간으로
진행단계를확인하며

이벤트운영이가능합니다.

이벤트등록

이벤트게시물에올라온
모든댓글을클릭한번으로

수집할수있습니다.
수집된댓글은

엑셀파일로제공합니다.

댓글수집

이벤트등록시설정한
당첨조건에맞춰

Eventy가 자동으로
당첨후보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후보선정

당첨후보자리스트에서
당첨자를선정하면
모든당첨자에게
당첨안내댓글을

자동으로남겨줍니다.

당첨자선정발표

당첨자정보입력페이지를
따로만들지않아도
개인정보수집작업을
Eventy에서바로
처리가능합니다.

당첨자정보수집

solution�|

댓글만 수집하려면
이 단계까지만 진행하면 됩니다

당첨자 선정 이후 모든 이벤트 과정도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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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롭지않은댓글수집

별도의플러그인세팅이나프로그램을사용하지않아도페이지/인스타그램포스트의댓글을편리하게가져올수있습니다.
이제이벤트댓글수집에대한고민은 Eventy에 맡겨주세요.

‘후보자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페이지/인스타그램 포스트의 모든 댓글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댓글이라도 한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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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페이지 포스트 주소를 꼬박꼬박 입력하지 않아도 페이지 포스트를 선택만 하면 설정 완료.
미리보기를 통해 페이지 포스트 내용도 살펴볼 수 있어 운영자가 다른 포스트를 선택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solution�|

편리하고간편한이벤트등록

페이지/인스타그램포스트주소만알면이벤트등록준비끝!
일일히게시물주소를입력하고복잡하게세팅하지않아도클릭몇번이면이벤트등록이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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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웹사이트 이벤트처럼 별도의 이벤트용 페이지를 만들지 않아도
페이지 포스트에 글을 올리면 이벤트 페이지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등록한 포스트를 Eventy에서 선택만 하면 이벤트 운영 준비는 마무리!

이 모든 것이 마우스 클릭 몇번으로 완료됩니다.

solution�|

페이스북페이지에최적화된이벤트관리

페이스북페이지이벤트를웹사이트이벤트처럼똑같이관리하시나요?
Eventy는 페이스북페이지게시물이벤트에최적화된관리방법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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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쉬워도너무쉬운당첨자관리

당첨자선정을위해댓글하나하나살펴보기번거로우셨죠?
Eventy에선당첨조건에맞춰후보자를자동으로선정해주고당첨자선정후개인정보수집까지한번에처리할수있습니다.

1. 클릭한번으로당첨후보자리스트를다운로드

2. 후보자중당첨자를선택하고업로드하면당첨자선정완료3. 당첨자에겐개별댓글로
당첨안내발송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캠페인등록솔루션

Google�UAC�
광고등록솔루션

• 다양한 지표 데이터 분석
• 조회조건을 저장하여

반복적인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북마크 기능

• 엑셀 출력까지 한번에
처리되는 커스텀 리포트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통합이벤트관리솔루션

• 광고소재의 인게이지먼트
통합이 가능한 광고 등록

• 페이지 이동없이 한 화면에서
모든 등록작업이 완료

페이스북광고캠페인
리포팅솔루션

• 직관적이고 빠른 Google�UAC�광
고 등록

• 여러개의 이미지 소재를
한번에 등록

• Android/iOS�앱 광고 동시 등록
• 앱 론칭 시점에 따른 딜레이

없이 캠페인 등록 및 시작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벤트 등록 및 관리

• 댓글 취합
• 당첨자 자동 선정

https://fb.ad1shot.com/ https://fb.ad1shot.com/ https://uac.ad1shot.com/ https://eventy.ad1shot.com

온라인광고운영및
리포트작업자동화서비스

• RPA�응용 기술을 통해 온라인 광
고 운영 업무의 수작업/단순반복
작업 자동화 처리

https://www.qaster.com

&

solution�|

위브랩은 페이스북, 구글 광고 등록 및 운영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의 기술력 및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9년 7월 애드 테크(Ad�Technology) 부문에서 페이스북 마케팅 파트너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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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User�Acquisition

안녕하세요. 위브랩입니다.

위브랩은데이터분석을기반으로
더높은광고효과를이끌어내는
기술기반마케팅전문회사입니다.

기존마케팅프로세스를그대로답습하는것이아닌
새로운관점과기준으로
광고캠페인의효율을높이기위해고민하고

다양한실험과검증을통해
데이터가가져다주는가치를
광고캠페인운영과개발하는솔루션에녹여내고있습니다.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오피스

연락처

사이트

㈜위브랩

김동욱

페이스북/구글/인스타그램온라인마케팅,�SNS 채널운영, 광고솔루션개발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 175�TIPS�Town�S3�현승빌딩 4층

info@wivlabs.com

https://www.wivlabs.com

2013.�08

2013.�09

2014.�03

2015.�07

2015.�08�

2016.�06�

2017�

2018

2019

(주)위브랩설립

케이큐브벤처스투자유치,�중소기업청 TIPS�프로그램선정

트위터 Q&A�분석 서비스출시

페이스북마케팅대행서비스시작

페이스북마케팅솔루션 Insight-AD1Shot�Ver.1�오픈

SMB�광고주서비스 AD1SHOT�오픈

Insight-AD1Shot�Ver.2�개발

Insight-AD1Shot�Ver.2�오픈,�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벤트관리솔루션 Eventy 오픈

페이스북마케팅파트너선정. QASTER 서비스개발중



㈜위브랩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 175�TIPS�Town�S3�4층
info@wivlabs.com

Address�: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 175�TIPS�Town�S3�(현승빌딩)�4층
4F�TIPS�Town,�Yeoksam-ro�175,�Gangnam-gu,�Seoul,�Korea.

찾아오시는길 :

지하철
• 2호선역삼역 2번출구에서도보 7분거리
• 2호선/신분당선강남역 4번출구에서도보 10분거리

버스
• 463,�4211�:�총지사(23-512)�정류장하차
• 147,�242,�463,�4211�:�영동중앙교회(23-289)�정류장하차
• 350�:�역삼초등학교(23-292,�23-293)�정류장하차

Tel�:�02.884.2870
E-mail�: info@wivlabs.com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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