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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윈 소개

人
(사람인)

Between
(사이)

현대 사회는 다양한 전문성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어주는 매개체는 바로 교육이고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가치가 더해지고 성장합니다.

人(사람 인)과 Between이 결합된 인트윈은 교육과 공간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전문기업입니다.

Abou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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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만나다.”

: <인트윈>은 크라우드펀딩 전체 프로세스를
도와주는 크라우드펀딩 통합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일반 마켓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마켓에서 쓰지 않는 새로운 언어와 (구매자 : 서포터, 판매자 : 메이커, 제품 : 리워드)

이야기 중심의 상품 설명
특별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등
크라우드펀딩만의 시장 특성을 모르고 진입하시다가
곤혹감을 느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우드펀딩을
이해하고 있는 업체와 협업해야만 합니다.

약 200여 개의 펀딩에 참여하고 8억 원의 펀딩을 달성한
<인트윈>은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토리페이지 제작을 위한 제품기획, 사진촬영, 영상촬영
디자인을 제공하고
펀딩 오픈 이후에 마케팅까지
크라우드펀딩의 A to Z를 함께합니다.

인트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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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교육/코칭 참여팀

약 200 여 팀

크라우드펀딩

오픈 팀 수

약 150 여 팀

크라우드펀딩

총 펀딩 금액

약 8억 원

크라우드펀딩 관련 업무 총괄

약 150팀 오픈, 누적 총 펀딩금액 약 8억 성과 달성

인트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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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윈 소개

크라우드펀딩의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각 카테고리 특성에 맞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테크 · 가전 홈리빙 패션잡화 푸드

여행 · 레저 반려동물 디자인소품 뷰티

스포츠 · 모빌리티

교육 · 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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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32006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2356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31816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30447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20903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29258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1155?preview=Y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9418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29195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25931


크라우드펀딩 매니저의 매니지먼트 시스템 병행

인트윈 전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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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윈>은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중심으로
스토리기획,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을 대행합니다.

• 크라우드펀딩 스토리 대필 • 제품사진 촬영
• 영상 콘텐츠 제작(촬영 및 편집)
• 스토리페이지 디자인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마케팅
•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
• 카드뉴스 콘텐츠 제작
• 광고용 배너 제작
• 언론보도

상품구성

스토리 솔루션 콘텐츠 솔루션 마케팅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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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윈

스토리솔루션



※ 스토리 대필 상품은 상세 페이지 텍스트와 전반적인 구성을 도와주는 상품으로 촬영/디자인 등은 별도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트윈>은 당신과 리워드를 연결해서
특별한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1. 스토리에는 메이커만의 이야기가 담겨있어야 합니다.

리워드 , 가격구성, FAQ, 펀딩 시기
펀딩 종료 후 마케팅을 고려한 컨셉 설정 등
내외적인 모든 요소를 기획합니다.

3. 스토리를 더욱 빛나게 해줄 구성요소 기획

당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서포터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맞춤 타겟, 시의성, 리워드의 특징을 모두 활용해서
스토리를 완성해 나갑니다.

2. 당신의 이야기가 서포터에게 닿기를

스토리 솔루션

인트윈의스토리구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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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대필프로세스

1단계 메이커 초기
기획안 수령

① 소통 시간 단축을 위한 사전작업

② 메이커 제품 및 사업의 이해

③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해도 확인

④ 크라우드펀딩용 기획안 양식 제공

2단계 오프라인 미팅

① 제품 및 사업의 방향성 제고

② 구체적인 대행 상품 설명

③ 현 상황 진단을 위한 인터뷰

④ 아이디어 초안 구성

10

스토리 솔루션 _ 스토리대필



3단계

시장분석
→  컨셉 및 타겟 설정

분석에 기반한
스토리 메인 컨셉 설정

3단계 크라우드펀딩
스토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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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대필프로세스

스토리 솔루션 _ 스토리대필



크라우드펀딩의 스토리는 일반 오픈마켓과 다르게 제품 요소 외
다양한 스토리 구성요소들을 통해 서포터를 설득해야 합니다.

<인트윈>은 크라우드펀딩 스토리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기획하고 작성합니다.

3단계3단계 크라우드펀딩
스토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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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대필프로세스

스토리 솔루션 _ 스토리대필



크라우드펀딩은 프로젝트 심사기준이 까다롭습니다.
3단계3단계 크라우드펀딩

스토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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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대필프로세스

메이커가 펀딩 전에 반드시 필요한 필요서류와 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스토리를 기획합니다.

스토리 솔루션 _ 스토리대필



크라우드펀딩의 감성과 타겟에 맞춘 단어와 문장으로 스토리 구성
*최대 수정 3회 / 원문작성4단계

※스토리디자인 시 가격이 추가됩니다. 

3단계4단계 크라우드펀딩
최종스토리 작성

14

스토리대필프로세스

스토리 솔루션 _ 스토리대필



스토리대필레퍼런스

※ 그림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연결됩니다.15

스토리 솔루션 _ 스토리대필

휴대용 캠핑가드 <캠지> 달려라 코딩버스기능성 깔창 <아치서포터>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5109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0497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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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윈

콘텐츠솔루션

사진촬영

영상콘텐츠

스토리 디자인



서포터의 펀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사진, 영상, 디자인 등의 콘텐츠적 요소입니다. 
<인트윈>은 타겟을 고려한 컨셉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포터의 구매결정 의사를 이끌어냅니다.

1. 서포터의 마음을 움직이는 콘텐츠

<인트윈>은 리워드와 메이커, 스토리 3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콘텐츠를 컨설팅하고
세부적인 컨셉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3. 리워드와 메이커에 맞는 콘텐츠 전략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위해서는 메이커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메이커의 생각이 온전히 전해질 때 좋은 콘텐츠가 제작됩니다. 
<인트윈>은 원활한 소통 체계를 통해
메이커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서포터에게 전달합니다.

2.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위한 밀착 소통

인트윈의콘텐츠제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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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솔루션



사진 컨셉 설정과
스튜디오 or 야외사진 촬영

기업홍보 / CF / 바이럴영상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

(협의 필요)

가독성 확보, 구매전환율 상승을
위한 스토리페이지 디자인

사진
촬영

영상 콘텐츠
제작

스토리페이지
디자인

콘텐츠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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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완료 후 일주일 이내 보정완료

1. 소품 준비 및 수령

2. 스튜디오 선정
- 사내 미니 스튜디오박스 보유
- 실내스튜디오 · 외부 촬영 장소

DB보유
*스튜디오 섭외비용 별도

1. 사전설문 조사 실시

2. 메이커가 원하는 레퍼런스 수집

3. 제품의 용도와 컨셉에 맞는 시나리오
* 누끼컷 및 컨셉컷 결정

3. 소품 선정 및 컨셉 확정

1. 전문인력 촬영

제품사진촬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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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솔루션 _ 제품사진 촬영

3단
계

1단계 컨셉 설정 2단계 촬영 준비 3단계 촬영



※ 추가적인 포토샵 작업은 협의 후 결정

1. A컷과 원본사진 선정
· 컨셉 당 A 컷 선별 후 보정작업
· 컨셉 당 원본 3~5장 추가 제공

2. 사진의 컨셉과 분위기에 맞게 색감 등 보정작업

1. 보정된 A컷 사진과 원본사진 전달

20

제품사진촬영 프로세스

스토리 솔루션 _ 제품사진 촬영

4단계 후반작업 5단계 전달



TREEVIA`S LIFE DESIGNER BAG

스텍업 블록 보틀

누끼 사진

친환경 애견 수제간식 밸리스 BALLYS

착한 수제 백팩 타나크라프트

컨셉 사진

21 ※ 그림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제품사진촬영 레퍼런스

스토리 솔루션 _ 제품사진 촬영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9693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6326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0047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31816


1. 사전 설문지 작성

2. 기업PR·바이럴·인터뷰·
브랜디드 콘텐츠·유튜브 광고 등

3. 업로드 채널에 맞춘 영상사이즈 최적화
ex)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1. 영상컨셉 설정

2. 시나리오 기획

3. 레퍼런스 수집

22

영상콘텐츠제작 프로세스

스토리 솔루션 _ 영상콘텐츠 제작

1단계 용도설정 2단계 기획



1. 영상감독 매칭
* 분야별 전문감독 DB보유

2. 장소(실내 · 야외) 대여 및 모델 섭외
* 추가비용 발생

3. 촬영

1. 스토리 보드에 따른 편집

2. 컨셉에 맞는 BGM 선정

3. 특정 영상효과, 타이틀, 특수효과(AE)
* 추가비용발생

23

영상콘텐츠제작 프로세스

스토리 솔루션 _ 영상콘텐츠 제작

4단계 편집3단계 촬영 준비 및 촬영



1. 메이커와 소통을 통한 수정

2. 영상 완성도 확보

3. 수정 최대 2회

1. 원본 (1080p 30프레임 기준) &
저용량 버전 (100MB 내외) 영상 전달

24

영상콘텐츠제작 프로세스

스토리 솔루션 _ 영상콘텐츠 제작

5단계 컨펌과 수정 6단계 완성



아치서포터 스티커깔창무중력 구두 팀스피어 <루팡>

미니어처 인테리어 <우리집 미니미> 짜먹는 아침식사 <모닝풀>

25 ※ 그림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영상콘텐츠레퍼런스

스토리 솔루션 _ 영상콘텐츠 제작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6045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3413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5471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6045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3413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5471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40947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40947


심플하고 명확한 디자인

가독성↑ 구매전환률↑

크라우드펀딩 전문
디자이너 작업

[소요시간] 
디자인 요청 후

약 1주(수정제외)
*수정 요청 : 최대 2~3회

크라우드펀딩 특성에 맞는 디자인 작업

문서 이미지화 작업

26

스토리 솔루션 _ 스토리페이지 디자인



<인트윈>은 와디즈에서 권장하는 이미지 + 텍스트 형식의 디자인작업 또한 도와드립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내
편집기로 작성한 텍스트디자인
→ 배치, 글자길이, 단락조절

편집툴을 이용한
디자인 이미지

27

스토리 솔루션 _ 스토리페이지 디자인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메이커가 원하는 레퍼런스, 컨셉, 컬러, 폰트 등을 확인

→ 디자인 만족도 향상

사전 설문조사

28

스토리 솔루션 _ 스토리페이지 디자인



디자인 지원 범위

기획안
편집

적합한
이미지
제공

픽토그램
커스텀
제공

기획안
편집

논리적 정리가 필요한 부분 정리 및 편집 디자인 지원

이미지화가 필요한 정보의 아이콘 / 픽토그램 디자인 지원

컬러사진 → 흑백사진으로의 변환 등
간단한 이미지 보정작업 (합성X)

리워드 촬영 사진 외, 적합한 사진 이미지 검색 / 삽입을 지원합니다.

디자이너 판단에 따라 넣게 되며, 적합한 이미지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인 사진을 넣어주세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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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브랙퍼스트 <에버티>삼근삼근 삼삼삼 제주가 키운 브로콜리 광안리의 밤 <주얼리>

스토리페이지디자인 레퍼런스

30 ※ 그림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스토리 솔루션 _ 스토리페이지 디자인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5788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29181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26635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3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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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윈

마케팅솔루션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마케팅 콘텐츠

블로그 마케팅

언론보도



메이커가 스토리와 콘텐츠를 매력적으로 만들어도
결국 프로젝트를 알리지 않으면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의 노출과 유입은 펀딩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입니다. 
<인트윈>은 마케팅을 통해 실질적인 펀딩 성과를 제고합니다.

1. 결국 크라우드펀딩도 홍보 수단은 마케팅입니다.

<인트윈>은 다양한 타겟 분석 솔루션을 통해
잠재적인 서포터와 일반적인 서포터 2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정밀 타겟을 설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무상으로 컨설팅해드립니다. 

3. 정밀한 타겟설정과 마케팅 컨설팅

<인트윈>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언론보도 등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100만 명 이상의 많은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동시다발적인 다채널 마케팅을
통해 최적의 성과를 제공합니다.

2. 다채널 마케팅을 통한 효율성과 효과성

인트윈의마케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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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솔루션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광고집행·채널 포스팅

마케팅
콘텐츠 제작

광고용 배너·카드뉴스

언론보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제품 카테고리에 맞는

언론사 DB 확보

마케팅 전략 수립

마케팅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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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마케팅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체험단 마케팅



[ 페이스북및 인스타그램플랫폼에광고집행 ]

공통의 성별, 지역, 관심사를 가진
다수의 타겟집단 광고를 테스트 집행 후

전환효율이 높은 광고로 진행하여 광고효율관리

페이스북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광고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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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솔루션 _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자사 제휴 대형 페이스북 채널에 포스팅

페이스북페이지정보(sample 18)

번호 페이지컨셉 페이지주요구독자 구독자수

1 연애 24세미만여성 54%, 남성 29% 58만

2 연애 24세미만여성 67%, 남성 25% 31만

3 연애 24세미만여성 56%, 남성 24% 51만

4 뷰티 24세미만여성 65%, 남성 16% 31만

5 뷰티 24세미만여성 57%, 남성 22% 51만

6 연애 24세미만여성 65%, 남성 25% 65만

7 공감글 24세미만여성 62%, 남성 28% 20만

8 공감글 24세미만여성 61%, 남성 29% 34만

9 공감글 24세미만여성 81%, 남성 11% 77만

10 다이어트 24세미만여성 41%, 남성 20% 45만

11 대학생 24세미만여성 57%, 남성 40% 16만

12 연예 24세미만여성 25%, 남성 65% 33만

13 다이어트 24세미만여성 27%, 남성 30% 33만

14 헬스 24세미만여성 39%, 남성 45% 28만

15 대학 24세미만여성 55%, 남성 45% 8만

16 대학 24세미만여성 58%, 남성 42% 13만

17 대학 24세미만여성 80%, 남성 20% 36만

18 대학 24세미만여성 56%, 남성 44% 30만

채널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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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솔루션 _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광고용 배너 이미지를 통해 타겟, 컨셉, 시기별 맞춤 광고 셋팅 가능

웹사이트의 이미지를
따오기 때문에

이미지 잘림 현상 발생

규격 배너크기에
최적화된 디자인

컨셉을 부각시키는
광고 이미지

광고용 배너

URL 링크 시 나오는 기본 이미지 인트윈 추가 제작 이미지

36

마케팅 솔루션 _ 마케팅 콘텐츠

*수정 요청 : 최대 2회



키워드 선정 &
포스팅 자료작성

블로거 계약
포털사이트

키워드 상위 노출
펀딩스토리 內

체험단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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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솔루션 _ 블로그 마케팅



주요 키워드 선정
*검색어

보도자료 작성
주요언론사에

펀딩관련
기사 업로드

포털사이트에
키워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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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솔루션 _ 언론보도



인트윈 대표 레퍼런스

39 ※ 그림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2356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20800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6309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32006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31798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31816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30447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28481


솔루션 견적 내용 비고

스토리 제작 패키지 1,500,000
스토리페이지 내 스토리 기획 및 문장 대필

수정 최대 3회
스토리페이지 디자인 제작 및 업로드

솔루션 견적 내용 비고

사진촬영 700,000
10개 컨셉 촬영 기준

- 컨셉 당 A컷 선정 및 보정
- 원본 추가 제공

[추가비용 발생 기준]
컨셉 추가 당 30,000

후반 포토샵 작업(효과, 합성 등)
소품 추가, 모델 섭외

스튜디오 대여

동영상 촬영 및 편집 1,500,000 1분 영상
[추가요금 발생 기준]
소품 추가, 모델 섭외

스튜디오 대여, 영상 효과 삽입

인트윈 상품가격

40
※ VAT 10% 별도

솔루션 견적 내용 비고

크라우드펀딩
올인원
패키지

3,800,000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종합 패키지 상품
- 스토리 제작 패키지

- 사진촬영
- 영상 촬영 및 편집

- 페이스북 퍼포먼스 마케팅

9.5% 할인



솔루션 견적 내용 비고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광고집행 500,000원 ~
페이스북 채널 게시
및 타겟팅 광고 집행

채널규모,
광고실비 예산에

따라 추가 요금 발생가능

채널 포스팅 200,000원 ~
자사 제휴 페이스북 페이지에

콘텐츠 업로드
채널별

포스팅 비용 상이

마케팅
콘텐츠제작

광고용 배너 100,000원
페이스북

광고용 원컷 이미지

[추가요금 발생 기준]
추가 장당 5 만원
*수정 최대 2회

블로그 마케팅 건 당 60,000 블로그 체험단 포스팅 -

언론보도 130,000 ~ 주요 포털사이트 노출
보도자료 작성 비용

20만원

인트윈 상품가격

41 ※ VAT 10% 별도

솔루션 견적 내용 비고

움짤 제작
(GIF)

100,000
스토리에 필요한 움짤 촬영 및 GIF파일 제작

* 3건 제작 기준

[추가요금 발생 기준]
추가제작 건 당 3만원

소품 비용 별도



인트윈

감사합니다.

Tel : 070-5088-4373

E-mail : info@intw.co.kr

(072-17)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SK V1 center E동 20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