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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오는 다양한�템플릿으로 나만의�영상을 
편집�없이 편하게�제작할�수�있는 카메라�앱입니다.

About feedeoAbout feedeoAbout feedeo



*밈(meme) 이란? 인터넷과  SNS 사이에서 유행하는 인기 있는 콘텐츠(ex짤방)를 의미하며, 재미와 보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종의 놀이 문화

짧은�영상 신속한�반응 놀이로�승화 자발적�확산재생산

숏폼(Short-form)이�대세가�된�요즘 MZ 세대에는  
‘*밈(meme)’ 문화가�트렌드로�자리�잡았습니다.

‘밈’은 SNS라는�대중적�매개체를�통해 
누구나�손쉽게�즐기고�따라�할�수�있는�콘텐츠가�됐습니다. 

MZ세대에�트렌드로�자리잡는�밈(meme)
밈(meme) 소개밈(meme) 소개About feedeo



‘나만의�밈(meme)’을 
만들기에 최적화된�앱입니다.

feedeo로�누구나 
쉽게�영상을�만들�수�있고,
텍스트�수정이�가능해

feedeo를�활용한 ‘밈’ 콘텐츠feedeo를�활용한 ‘밈’ 콘텐츠About feedeo



텍스트�수정�화면템플릿�선택�화면 템플릿이�적용된�촬영�화면기본�촬영�화면

feedeo는�브랜드가�원하는 ‘밈(meme) 템플릿’을�제작하여�사용자가 쉽게�확산할�수�있는�최고의 툴(tool)입니다.
feedeo를�활용한 ‘밈’ 콘텐츠feedeo를�활용한 ‘밈’ 콘텐츠About feedeo



일회성�홍보로�끝나는�게�아닌�기업�요청�시�언제든지�카테고리에�재노출할 
수�있으며, 기업의�추가적인�이벤트가�있을�경우�템플릿�재사용�가능

단발성�사용X

재편집의�공수�없이�다양한�템플릿으로�인스타그램에�바로�업로드할�수 
있어�재확산의�속도가�빠르고�지속적인�광고�효과를�누릴�수�있음

재확산�쉬움

타사�앱에�비해�저렴한�광고비용�및�사용자들의 
자발적인�참여로�인한�마케팅�효과를�극대화할�수�있음

비용�절감

브랜드�니즈에�맞게�빠르게 ‘밈�템플릿' 제작�및 
모션�스티커�템플릿으로�생동감�있는�영상�연출�가능

템플릿�제작

feedeo의�강점feedeo의�강점About feedeo

feedeo의�다양한�템플릿을�이용할�수�있고, 영상에�음악을�추가�및 
사용자가�직접�텍스트를�수정해서�다양한�콘텐츠�제작�가능

높은�자유도
브랜드만의�카테고리를�생성할�수�있어

독자적인�이벤트�생성�및�홍보�가능

카테고리�생성



GIF 템플릿으로
생동감�있는�콘텐츠�제작

필터를�적용한�화면�위에�템플릿�적용가능
필터 + 템플릿

다양한�필터로�원하는 색감�완성

템플릿�텍스트�수정

필터
feedeo 기능feedeo 기능About feedeo



영상 자르기 기능으로 원하는 부분만 내보내기 가능
페이드인/아웃 효과로 음악의 시작과 끝을 자연스럽게 제작 가능

저작권 걱정없는 피디오 자체 음원(BGM)

feedeo 기능feedeo 기능About feedeo



SERVICE STATUSSERVICE STATUS



Service Status

2019년 10월

26만 돌파

런칭(글로벌)

261,141
출시일 : 2019년 10월 10일
주요�시장 : 한국, 동유럽, 동남아시아
22년�예상�가입자�수 : 80만
평균�다운로드�수 : 월�약 1,700회

누적�가입자�수누적�가입자�수

2020년 12월 2022년2020년 8월2020년 5월2019년 11월



대한민국
53,021

러시아
39,438

인도
36,953

인도네시아
29,548

베트남
29,079

필리핀
20,997

루마니아
10,256

29,0795. 베트남
29,5484. 인도네시아

36,9533. 인도
39,4382. 러시아

53,0211. 대한민국

주요�국가별�가입자�수 - 2020.12주요�국가별�가입자�수 - 2020.12Service Status



Influencer’s instagram feed
#feedeo

feedeo Instagramfeedeo InstagramService Status

성별

92.1%
여성

7.9%
남성

200명�이상의�인플루언서들이 feedeo를 사용해�콘텐츠�제작



feedeo Youtubefeedeo YoutubeService Status

#조이차니 JoyChan

#ROADTOWN 로드타운

#김연츄

#Ilinca Mihordea

#감송필름 Gamsongfilm

#Ilinca Mihordea
누적�조회수 19만



페이스북�페이지에�언급된 feedeo 리뷰
Facebook pagesFacebook pagesService Status



Naver BlogNaver BlogService Status



feedeo Adsfeedeo Ads



New 카테고리New 카테고리feedeo Ads

유저들의 콘텐츠
공유로 마케팅�효과�증가

생성된�카테고리를�통해
신제품 / 메뉴�및�시즌�행사 등�지속적인 이벤트�가능

브랜드�콘셉트에�맞는
카테고리�생성�및�아이콘�제작



GIF 기능이�포함된�템플릿�제작
브랜드에�맞는 템플릿�제작

템플릿�제작템플릿�제작feedeo Ads

현대�투싼�프로모션

카페베네�영상�챌린지

영화 ‘새해전야’ 홍보

제주항공�일출�이벤트



신년, 할로윈, 크리스마스�등 시즌별�템플릿�제작
시즌별�템플릿�제작시즌별�템플릿�제작feedeo Ads



김조한 - You Are My Girl

또치아나 - 뉴스속보

feedeo Ads

feedeo 자체�음원�사용�가능 자사�음악�추가�업로드�가능

음원음원



앱�푸시앱�푸시feedeo Ads

26만 
사용자에게
푸시�발송 가능

푸시�발송으로 
유입률�증가



‘밈’ 마케팅

기업의�홍보
비용�감소

충성�고객�유치

자발적�확산 지속적인
마케팅�가능

브랜드
호감도

밈�마케팅의�효과
기대효과기대효과feedeo Ads



이벤트 확산 방식

기대효과기대효과feedeo Ads

SNS 업로드
(확산�및�지속적인�광고�효과) 이벤트 & 챌린지�진행

템플릿�제작

사용자�템플릿 사용(meme)



기대효과기대효과feedeo Ads

- 지속적인 event & 홍보�가능
- 쉽게�제작할�수�있는 고객사만의  광고 Tool 소유
- 다수의�기업�참여시�가입자,  App 사용자�증가로 광고�효과�증가
- feedeo는 insta video maker뿐�아니라 Event 참여�플랫폼

유저를�통한 콘텐츠 재확산(바이럴�홍보)

밈�콘텐츠�확산 
(광고�확산)

고객사�콘텐츠 
쉽게�제작 >

밈�콘텐츠�제작

캠페인�개최 > 
이벤트�콘텐츠�제작

1. App User (30만) 이상
광고효과 (지속적인�증가)

2. feedeo insta User (3천) 이상
3. 고객사 insta User +a (20만) 이상

총 50만�이상

5천만 ~ 5억의�효과



ReferenceReference



진행절차

카페베네 Press
카페베네카페베네Reference

제작기간�감소03

타사에�비해간소한�절차02

협약�제안 01

소비자에게�빠른 콘텐츠�제공�가능04



김조한 - You Are My Girl
BGM

챌린지에�맞는 썸네일�제작

이벤트�참여�템플릿�외에도브랜드�콘셉트에�맞게�다양한 템플릿�제작

썸네일�이미지

카페베네 엔딩�자막�챌린지카페베네 엔딩�자막�챌린지
Reference

엔딩자막�템플릿



카페베네�엔딩자막�챌린지�후기카페베네�엔딩자막�챌린지�후기Reference

1등(1명)

2021 카페베네 
365 이용권 

2등(3명)

2021 카페베네 
1개월 이용권 

3등(90명)

카페베네 겨울
신메뉴 쿠폰

인스타�댓글로�끊임없이 재확산 & 재생산되는�광고
#카페베네�챌린지 #feedeo 



Moldiv 앱Moldiv 앱Reference

X
삼십구도씨, 젤리버스로부터 2억�원�투자�유치

<출처> 매일경제 : https://han.gl/Ve0W3 

몰디브(Moldiv) 앱은 전�세계 1억 8천만�명이�사용하며
사진�촬영과�편집을�제공하는 올인원�포토�에디터입니다.
몰디브�앱을�만든�젤리버스(JellyBus)는 
자사의�파트너사로�향후  템플릿을�콜라보 할�수�있습니다.

Reference

PICSPLAYRookie Cam

MOLDIV VideoLabMOLDIV

<1억 8천만�다운로드>



APPENDIXAPPENDIX



영화 매거진 TV

예상�효과_엔터테인먼트예상�효과_엔터테인먼트APPENDIX

영화�개봉�이벤트 & 영화�포스터�패러디 나도�잡지�모델 & 모델�포즈�따라하기 feedeo가�제공하는�템플릿으로 
밈�콘텐츠�쉽게�제작�가능

일반�사용자들의 패러디를�통해 바이럴 광고�효과  증가



예상�효과_의류예상�효과_의류APPENDIX

사용자가 패러디 할�수�있는 템플릿�제공 및�고객사가 인스타그램�콘텐츠를�쉽게�제작�가능
Eider (실제�해당�브랜드�콘텐츠)

feedeo



예상�효과_주류예상�효과_주류APPENDIX

GIF 기능이�추가된�템플릿으로 신제품�템플릿�제작 및 이벤트(챌린지) 가능
참이슬

제주맥주



고객사�콘텐츠(신메뉴 & MD 상품) 임베드�가능�및 시즌�트렌드를 빠르게�반영할�수�있음
파스쿠찌 엔젤리너스

카누 이디야

예상�효과_커피예상�효과_커피APPENDIX



예상�효과_반려동물예상�효과_반려동물APPENDIX

신제품�및�체험단�이벤트 홍보�가능 & 고객사 심볼(캐릭터) 이미지�및 GIF 추가 가능  

Fancy Feast 페스룸

펫프렌즈



APPENDIX예상�효과_앨범�커버예상�효과_앨범�커버
앨범�커버�및�뮤직�템플릿으로 신규�음반�홍보 및 챌린지�가능
앨범�커버 (실제�앨범�커버)

feedeo



APPENDIX예상�효과_푸딘코(foodinko)예상�효과_푸딘코(foodinko)

실물�이미지 
재확산이�쉬운 “맛집” 콘텐츠로 재배포�및�바이럴�광고�효과 증가

feedeo



APPENDIX예상�효과_아우어(OUR)예상�효과_아우어(OUR)

아우어�베이커리
방문/구매�인증샷�및�후기를�통해 재방문�유도�및�매출�증대



APPENDIX예상�효과_참조예상�효과_참조



Contact info

㈜삼십구도씨
대표 우 �승�원

10

1
9

선릉

87
6

23
5

4

더휴웨딩홀

서울선릉과정릉(세계문화유산)

한나라
한의원

선릉LG
에클라트

KT선릉타워

WEWORK위워크타워

신한
은행

신한
DB손해보험

국민  우리  기업

333선릉역
146, 341, 360, 740

1100, 1700, 2000(-1)

7007, 8001, 9303

6000

포스코�건너편
146, 333, 341, 360, 740

1100, 1700, 2000, 2000-1

7007, 8001, 9303,9414

6000, 6703
포스코사거리

070 - 5056 - 0390
contact@39degreesc.com   |   woopd@39degreesc.com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27 WeWork Tower 17F   |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 165 TIPSTOWN 2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