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핫비스킷 ]
LIVE COMMERCE. AGENCY

C o p y r i g h t @  2 0 2 1 .  H o t  V i s k i t .  A l l  R i g h t s  R e s e r v e d .



Live Commerce

LIVE.COMMERCE?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온라인 동영상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비대면 쇼핑의 한 형태입니다.

라이브커머스는 언택트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프라인 소매점과 TV홈쇼핑에 입점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에게 모바일을 중심으로 고객과 만나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Live Commerce 

LIVE.COMMERCE 시대
모바일에 익숙한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 및 차별화된 쇼핑경험을 제공

네이버,쿠팡 등 국내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라이브 커머스”본격 도입 및 시도
비대면 소비 확산 및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동영상을 보며 현장감을 느끼고 구매할 수 있는 차세대 쇼핑 트렌드로 급부상중



Live Commerce 

LIVE.COMMERCE활용기대효과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세일즈,홍보 비용 절감 효과 및 새로운 타켓 맞춤형 마케팅 채널로써 활용 기대

타켓
확보

비용
절감 마케팅

신제품
테스트

1/     타켓: 차세대주소비층Z세대확보

Z세대

74.3%

글보다이미지와동영상콘텐츠가더편리함

4/     제품테스트: 신제품테스트/ 고객리서칭

신제품 출시 전,후
라이브 방송을 통한 리서칭

실시간고객반응리서칭을통한마케팅자료확보

2/     비용절감: 부담없는세일즈홍보

TV홈쇼핑대비

70%

TV 홈쇼핑대비낮은수수료로인한비용부담절감

3/     마케팅: 구매데이터활용마케팅극대화

관심제품,구매이력활용
타켓 맞춤형 마케팅가능

구매에따른 맞춤마케팅및고객서비스강화



WHY US?
DIGITAL CREATIVE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제공드립니다.



OUR HISTORY

LIVE.COMMERCE 전문에이전시
2020년,핫 비스킷은 수년 간의 콘텐츠 기획,제작 노하우를 접목시켜,

라이브 커머스 전문 에이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기획/촬영/송출]

V.커머스 전문 진행 인력 셋팅
[쇼호스트 /인플루언서/셀럽]

방송 사전 홍보
[디지털 광고 운영]



라이브 커머스 전문 인력들이
만들어 내는 짜임새 있는커머스 방송구성

기존의 고정화된 홈쇼핑 방송은 지양하며,
방송 시청자들의 흥미를 끄는 컨셉팅 및
짜임새 있는 방송 운영 지향

라이브커머스
전문방송기획

Why Us? 



콘텐츠 전문 제작,촬영진들이
다년간의 실내외 촬영경험을 통해
풍부한 방송을 연출해 나갑니다

실내외 콘텐츠 제작전문 촬영팀
야외,드론 촬영 가능

라이브전문제작팀

Why Us? 



라이브 방송 시 효과적인 서버 운영을
통해,끊김 없이 안정적인 멀티채널
송출 및 방송운영 가능합니다.

멀티채널 송출가능
안정적인 방송 운영

안정적인방송운영

Why Us? 



홈쇼핑 경력 및 모바일 커머스에
특화된 쇼 호스트 연계

커머스전문쇼호스트

Why Us? 



세일즈 카테고리별 방송컨셉별
다양한 인플루언서 및
셀럽 제안 가능

인플루언서 / 셀럽

Why Us? 



더욱 효과적인 세일즈를 위한
사전 광고 운영

라이브 방송 전 각 디지털 매체를
통한 사전 홍보활동

효과적인광고운영

Why Us? 

성별

연령

지역

요일/시간

관심사

모바일

밴드

ADID

모바일

정교한 타켓팅을 활용한 성과형 사전 광고 활동
>  네이버 /구글

SNS채널을 활용한 사전 광고 활동
>인스타/카카오



Our Team



Our Studio



SERVICES
각 매체별 최적화된

라이브 방송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드립니다.



별도의 미팅 없이 진행되는
DSLR캠 1대를 기준으로 한
가장 기본적이고 심플한
방송 패키지 구성

라이트
PACKAGE

Services



DSLR카메라 2대로 제작
자체스튜디오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라이트
하게 진행되는 패키지

베이직
PACKAGE

Services



DSLR카메라 2대 이상 제작
쇼호스트 2명 및
라이브 전문작가와 함께
이루어 지는 방송 패키지

프로
PACKAGE

Services



REFERENCE
핫 비스킷이 만든

라이브 커머스 방송 & 라이브방송



[BIC] 미리만나는 축제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2022페스티벌 데이 티켓판매Reference

*부산인디커넥트 페스티벌 공식 버츄얼 캐릭터와 실시간 합성을 통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제공!!

https://view.shoppinglive.naver.com/replays/607276?fm=shoppinglive&sn=home


[블링글로우] 블링글로우와 블링블링 썸머 특가 LIVEReference

https://view.shoppinglive.naver.com/replays/593405?fm=shoppinglive&sn=home


[일화] 일화와 함께 랜선 바캉스 GO! Reference

https://shoppinglive.naver.com/replays/601386?fm=shoppinglive&sn=home


[일화] 일화 탄산 썸머페스티벌 LIVEReference

https://shoppinglive.naver.com/replays/552075?fm=shoppinglive&sn=home


[일화] 벚꽃살랑!탄산톡톡! 음료특가LIVEReference

https://view.shoppinglive.naver.com/replays/484862?dtm_medium=share&dtm_source=liveviewer&fm=shoppinglive&from=share&sn=share


[일화] 월요병극복은 일화와함께! LIVEReference

https://view.shoppinglive.naver.com/replays/451954?dtm_medium=share&dtm_source=liveviewer&fm=shoppinglive&from=share&sn=share


[동원] 맛있는 콜라겐! 동원 콜라겐치즈 특가LIVEReference

https://shoppinglive.naver.com/replays/449523?fm=shoppinglive&sn=home


[LG전자] LG퓨리케어 에어로타워 오브제컬렉션 라이브방송Reference

https://shoppinglive.naver.com/replays/358711?fm=shoppinglive&sn=home


[LG전자] LG퓨리케어 상하좌우 정수기 오브제컬렉션 라이브방송Reference

https://player.sauceflex.com/broadcast/lklge.com-559d627f09644a82bc91a965870569d9?


[송추가마골] 송추가마골 네쇼라 첫방기념 특가방송Reference

https://shoppinglive.naver.com/replays/379840?fm=shoppinglive&sn=home


[세븐일레븐] 월간 행사 소개 콘텐츠 ‘7mm-1월호’Reference

https://youtu.be/NjT_vC98x2Y


[세븐일레븐] 월간 행사 소개 콘텐츠 ‘7mm-12월호’Reference

https://www.youtube.com/watch?v=HXzxMBvDFnc


[세븐일레븐] 월간 행사 소개 콘텐츠 ‘7mm-11월호’Reference

https://youtu.be/qMXPMo7TKaQ


[유세린] 아쿠아퍼 리런칭 기념 네쇼라 특가방송Reference

https://shoppinglive.naver.com/replays/257030


[오스테이] 다이슨슈퍼소닉 거치대 오스테이 드라이어 독 특가방송Reference

https://shoppinglive.naver.com/replays/287679?fm=shoppinglive&sn=home


[오스테이] 다이슨에어랩거치대 오스테이 에어독 특가방송Reference

https://shoppinglive.naver.com/replays/253121


[위메프] 경북세일페스트 루마카 마스크 특가방송Reference

https://www.youtube.com/watch?v=p7YAqAcWrEc


[후레쉬젤리스포팩] 10만개 완판기념 네이버 쇼핑라이브 특가방송Reference

https://shoppinglive.naver.com/replays/226587


[토요타] 2022년형 와일드 하이브리드 캠리 런칭쇼Reference

https://www.youtube.com/watch?v=3mz0gB4ghI0


[유세린X11번가] 유세린 피부고민 완벽 솔루션 제품 특가방송Reference

https://live11.11st.co.kr/output/20210603_18hlive_full/Default/MP4/20210603_18hlive_full.mp4


[유세린X11번가] 100시간 항산화 에센스 런칭기념 11번가x유세린 첫 라이브방송Reference

https://www.youtube.com/watch?v=iuRnEpdKXLQ


[스쿨룩스] 디즈니 신제품 카라티 출시기념 특가방송Reference

https://shoppinglive.naver.com/replays/122283


[위메프 가치DAY Live]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함께 진행된 소상공인 대표상품 LIVE COMMERCE
-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특별 출연

Reference

https://www.youtube.com/watch?v=b0PU3P9H_X0


[위메프x경북경제진흥원] 신선한 한상 with 겨울제철해산물-대게장x간고등어x과메기Reference

https://www.youtube.com/watch?v=Kwy8ntmstsQ


[위메프] 선착순 20% “방구석마켓SHOW”방송중Reference

https://www.youtube.com/watch?v=jM5j4HVMjJM


[위메프 X 가치 삽시다/가치 day] 끝까지 판다 - 춘천닭갈비 X 삼계탕
X 간장/양념새우장 X 오란다 득템 하러 오세요

Reference

https://www.youtube.com/watch?v=rkJdlFldtiE


[위메프 X 가치 삽시다/가치 day] 끝까지 판다 - 치즈돈까스 X 떡복이 X 롤케익 X 
쿠키 X 감귤세트 X 앙버터찹쌀떡 X 마스크 득템 하러 오세요~

Reference

https://www.youtube.com/watch?v=0CB7Aks4TtA


[위메프 X 가치 삽시다/가치 day] 끝까지 판다 - 초콜릿 X 꽃약과 X 디저트
X 양념쭈꾸미 X 백미 X 향신료 X 숙면테라피 득템 하러 오세요~

Reference

https://www.youtube.com/watch?v=pu8OsZXCk0k


[위메프 X대도서관 ] K-MAS 방청GET 오옷 이맛은 편!Reference

https://www.youtube.com/watch?v=zc-e_ZF-his&feature=youtu.be


[위메프 X핏블리 ] K-MAS 방청GET 살면서 처음먹는 앙버터다쿠아즈+치즈품은 오징어+앙버떡Reference

https://www.youtube.com/watch?v=mFLYPFBOBn0


[위메프 X 히밥 ] K-MAS 방청GET 오옷 이맛은 편!Reference

https://www.youtube.com/watch?v=T8791niGybk


[트립닷컴 Live] 라이브 특가로 FLEX 목요일 저녁 9시, 트립닷컴 직원이 알려주는 호캉스 특가 호텔-1차Reference

https://www.youtube.com/watch?v=EtAp-gTiOKs


[트립닷컴 Live] 라이브 특가로 FLEX 목요일 저녁 9시, 트립닷컴 직원이 알려주는 호캉스 특가 호텔-2차Reference

https://www.youtube.com/watch?v=WCIER2o5nBM


[트립닷컴 Live] 트립닷컴LIVE,프레스티지고릴라와함께하는 떠나는호텔&항공특가전!Reference

https://www.youtube.com/watch?v=33ckuvLmyvQ


[경매 Live] 나이키 한정판 제품을 활용한 특별 경매 이벤트 진행 _ 네이버 쇼핑라이브Reference

https://shoppinglive.naver.com/replays/23477


[뷰티사인,하오코스] 여름시즌 코스메틱 초특가 할인방송Reference

https://shoppinglive.naver.com/replays/7498


[뉴솔바이오] 사노핏&아큐민 70억 돌파 기념 특가방송Reference

https://shoppinglive.naver.com/lives/37338


[디오키드스킨] 다크써클,눈가주름지우개 방송Reference

https://grip.show/content/g94drmx9


[훈트운트 헤어핸] 강아지가 행복한 유기농 샴푸Reference

https://grip.show/content/k3g5ey69


[디오키드스킨] 겨울필수템 귀여운 핸드크림 3개세트 방송Reference

https://grip.show/content/5950ej8o


CONTACT US

M :  hot@viskit.co.kr

사무실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90길 44,3층(대치동,정인빌딩)

핫비스킷 Studio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1-6 금란빌딩 3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