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빙 사용 설명서
더 나은 세상을 함께 상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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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bout Globing 글로빙 앱 소개



SNS 관리와 홍보를 한번에!

개인 계정에 비즈니스 계정까지 관리하기 어려우셨죠?

이제 [글로빙]에서 한번에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를 홍보해 보세요!

About 글로빙



1-1 Campaign
· 신청 & 취소

· 리뷰 등록

· 캠페인 관리

캠페인



1-1 Campaign

홈화면에서 마음에 드는 캠페인을 고르고

신청하세요. 체험단, 기자단, 배송단 카테고리별로 나눠 보거나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가이드



1-1 Campaign

캠페인 가이드 - 신청 & 취소

마음에 드는 캠페인을 클릭하면

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미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 신청하셨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참여가 어려우신 경우 캠페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에 선정되시면

앱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Campaign

캠페인 가이드 - 리뷰 등록 01

기간 내에 캠페인 리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작성해주신 후 블로그는

제공된 스폰서 배너를 삽입해주시고,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 #AD를

표기해주세요.

스폰서 배너와 #AD를 삽입해

게시물 등록 후 게시물의 URL을

포스팅 입력란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1-1 Campaign

캠페인 가이드 - 리뷰 등록 02

다른 유저들이 올린 리뷰 콘텐츠도 확인해 보고,

여러 리뷰를 비교하면서 더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작성하는 법을 배워 보세요.



1-1 Campaign

캠페인 가이드 - 캠페인 관리

캠페인 관리에서 관심목록에 등록한 캠페인부터 신청, 진행중, 완료된 캠페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SNS

· 랭킹 시스템

· 블로그

· 인스타그램

· 유튜브

SNS 관리



1-2 SNS

SNS 관리 가이드 – 랭킹 시스템

글로빙만의 특별한 시스템으로 객관적인 수치를 분석해 유저들을 퍼센티지로 구분합니다.

내 랭킹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의 지수를 랭킹으로 간편하고 재미있게 확인해 보세요!



1-2 SNS

SNS 관리 가이드 – 블로그

내 블로그의 상위 노출된
콘텐츠 수, 일간.주간방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주소와 키워드를

등록해 실시간으로 등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조회하여 검색량과

연관 키워드, 포스팅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즐겨 쓰는 키워드를

즐겨 찾기에 등록해 간편하게

검색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SNS

SNS 관리 가이드 – 인스타그램 01
내 계정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인스타그램 아이디의
평균 댓글과 좋아요 수량,

인기게시물 등을 매일 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팔한 사람, 팔로워, 팔로잉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게시물이 몇 개나

인기 게시물로 등록되었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SNS

SNS 관리 가이드 – 인스타그램 02 
매번 해시태그 검색하고 붙여 넣기 힘드셨죠? 글로빙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연관 해시태그와

인기 해시태그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주 이용하는 해시태그를

주제별로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관 해시태그, 게시물 수, 

평균 좋아요.댓글, 이용량과

인기 게시물 평균 유지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SNS

SNS 관리 가이드 – 유튜브
내 영상을 홍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의 영상을 시청하고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 이용자들의 영상을
시청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내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등록해

다른 이용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내 영상을 몇 명이나 봤는지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1-3 Community 커뮤니티



1-3 Community

커뮤니티 안내
1회 계정인증 후 자유롭게 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홍보하고

계정 관리하는 팁, 서로 이웃, 맞팔, 정보교환 등 많은 인플루언서들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4 Store 스토어



1-2 SNS

상점몰 안내
체험단, 배송단, 기자단, 출석체크, 유튜브 영상시청, 추천인 등록 등을 통해 포인트를 획득하면

[상점몰]에서 원하는 상품 혹은 상품권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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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
글로빙이 함께 하겠습니다.

THANK YOU

홈페이지 http://www.globing.co.kr

상담 문의 070-4258-1379

이메일 app.globing@gmail.com

카카오톡 문의하기 https://pf.kakao.com/_fTh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