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더 마케팅서비스
사용설명서

미더 마케팅 서비스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본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신 후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해 주십시오.

본 사용설명서에는 고객사의 성장을 위해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 보신 다음, 미더만의 차별화된 마케팅서비스를 경험해 보십시오. 

읽으신 후에는 항상 찾기 쉬운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마케팅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2미더사용설명서

■  사용 전 반드시 이 사용설명서를 읽고 서비스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  사용 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미더 대표 번호로 연락주세요. (02-2088-6055)

■  해당 서비스는 지역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  본 사용설명서의 내용은 마케팅 효과 개선을 위해 추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버전의 사용설명서는 미더 홈페이지(www.meader.co.kr)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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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광고대행

진단 홍보채널

운영대행

콘텐츠 제작 브랜딩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단가표

인사말

미더소개

서비스 소개

과업 프로세스

현재상황 진단하기

목표 설정하기

포트폴리오

서비스 소개

과업 프로세스

포트폴리오

과업 프로세스

포트폴리오

서비스 소개

과업 프로세스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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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1장

[2장] 진단

[3장] 콘텐츠 제작

[4장] 크라우드펀딩

[5장] 광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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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말1장

하루에도 수 만 개씩 쏟아지는 무수한 정보들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대한 

지루함과 피곤함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더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순한 정보전달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 뚜렷하게 새겨질 수 있는 이야기를 기획하고,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하며 미더만의 마케팅 효과를 검증해 왔습니다.

미더는 앞으로도 대행사가 아닌 파트너로서

지갑은 가볍지만 생각은 묵직한 소기업, 창업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스타트업,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적기업과 같이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모든 기업과 파트너가 되어

미더만의 감각과 역량으로, 마케팅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식회사 미더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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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미더소개 / SERVICE1장

■  일회성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 콘텐츠 제작부터, 홍보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사업 초창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브랜딩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브랜딩 서비스까지, 

고객사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화된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ONTENTS 

카드뉴스, 영상 등 클라이언트의 홍보 목적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CROWDFUNDING 

와디즈, 텀블벅, 오마이컴퍼니 등 펀딩 상세페이지 기획 및 마케팅 대행

BRANDING 

시장, 자사, 경쟁사, 소비자를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 수립 및 Brand Identity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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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미더소개 / PEOPLE1장

CEO
김종훈

DESIGNER
주흰올

TEAM LEADER
장태수

VIDEO DIRECTOR
이효빈

TEAM LEADER
김하니

DESIGNER
송이슬

PROJECT DIRECTOR
서주희

WEB DIRECTOR
조인호

BRAND MANAGER
백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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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미더소개 / WORK PROCESS1장

■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상황 분석과 향후 목표에 기반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검증된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TEP 1 진단

사업현황 파악 및 기회요인 진단

STEP 2 기획

브랜딩, 전략 수립 및 콘텐츠 기획

STEP 3 실행

광고대행 및 홍보채널 운영대행

STEP 4 통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략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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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미더소개 / CLIENT1장

비영리단체/복지관

사회적기업

스타트업/기관

승일희망재단, 한국해비타트, 한국가이드스타, bbb코리아, 성내종합사회복지관, 비랩코리아

한마음F&C, 밸리스, 자람패밀리, 기술자숲, AUD사회적협동조합, 해피에이징, 빅이슈코리아, 언더독스, 뉴히어로즈, 쏘잉앤맘, 더스티치, 아트임팩트, 오마이컴퍼니, 

한빛예술단, 라베라빗, 더쇼퍼, 282북스, 큐브렐라, 아프리카타운, 아혼, 오엠인터렉티브, 데일림픽

오픈트레이드, 한국생산성본부, 오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와디즈, 한양대학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문화재단,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 

엠와이소셜컴퍼니, 서울창업허브, 함께일하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양천사회적경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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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미더소개 / HISTORY1장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2018년

소셜홍보회사 미더 설립 (개인사업자)

SBA 서울시 챌린지1000 프로젝트 최종 선발기업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코리아랩 아이디어융합팩토리 6기

서강대학교 학부생 대상 사회적기업 현장실습 인턴십 제휴 기업

피키캐스트 공식 콘텐츠 제휴업체 MOU 체결

오픈트레이드 – 한양대 모의 크라우드펀딩 참가기업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한국생산성본부 4차산업 인재양성 프로그램 교육과정 콘텐츠 제작 

양천구 – 언더독스 창업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대행

서울산업진흥원 창업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대행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카드뉴스 기획 및 제작

오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브랜딩 및 홍보채널 운영대행

사회연대은행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수료

서울시·고용노동부 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광고/홍보/마케팅 연구)

와디즈 펀딩메이트 선정 (메이커들을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및 마케팅 대행 서비스)

한국해비타트 연간 온라인 채널 관리 및 마케팅 대행사 선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연간 카드뉴스 제작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간 페이스북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대행

주식회사 미더 설립

위메프 마케팅 제휴업체 MOU 체결

대학생 마케팅 연합동아리 공모전 <제1회 MVP Value-UP 경진대회> 주관

서울창업허브 PRE-BI 지원사업 참여 

한전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홈페이지 및 콘텐츠  기획 제작

빅이슈코리아 주관 2018 대한민국 홈리스월드컵 크라우드펀딩 기획 및 마케팅

오마이컴퍼니 2018 경남 창업기업 크라우드펀딩 카드뉴스 제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간 콘텐츠 제작 및 홍보채널 운영대행

서울문화재단 카드뉴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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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미더소개 / INFO1장

■  미더는 [더 좋은 이야기가 더 멀리 전해지도록] 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적으로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기업,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를 발굴 및 홍보하고, 

전문적인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셜홍보회사입니다.

COMPANY E-MAIL주식회사 미더 info@meader.co.kr

SINCE WEBSITE2015.05 (2018.10 법인전환) www.meader.co.kr

CEO BLOG김종훈 blog.naver.com/meaderpage 

ADDRESS SNS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5길 25 4층 facebook.com/meadercompany

TEL 02– 2088 - 6055 facebook.com/meaderpage

SERVICE Contents / Branding / Marketing / Website instagram.com/meader_official



진단2장

[1장] 시작하기에 앞서

[3장] 콘텐츠 제작

[4장] 크라우드펀딩

[5장] 광고대행

[6장] 홍보채널 운영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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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현재 상황 진단하기2장

01 특정 행사, 프로그램, 제품 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이 필요하다.

>> 콘텐츠 제작

04 6개월 이상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생산하고 홍보채널 관리가 필요하다.

>> 홍보채널 운영대행

02 사업운영 자금 또는 제품제작 자금과 

브랜드 홍보가 동시에 필요하다.

>> 크라우드펀딩

05 로고 및 스토리, 

그리고 홍보채널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 브랜딩

03 포털사이트 또는 SNS 노출을 통해 매출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필요하다.

>> 광고대행

06 홈페이지가 없거나 

리뉴얼이 필요하다.

>> 홈페이지 제작

16p 48p

28p 51p

42p 58p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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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목표 설정하기2장

01 콘텐츠

제작 목적에 적합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목표 달성 

04 홍보채널 운영대행

6개월 이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

02 크라우드펀딩

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동시에 브랜드 홍보를 통해서 인지도 확대

05 브랜딩

로고, 슬로건, 스토리를 제작하고 최소 1개 이상의 

홍보채널을 구축하여 브랜드 정체성 강화

03 광고대행

포털사이트 검색 노출, 배너 노출, SNS 노출 등을 

통해 매출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

06 홈페이지 제작

브랜드 정체성을 녹인 디자인과 스토리를 담은 

PC-모바일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콘텐츠 제작3장

[2장] 진단

[4장] 크라우드펀딩

[5장] 광고대행

[1장] 시작하기에 앞서

[6장] 홍보채널 운영대행

[7장] 브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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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서비스 소개3장

■  카드뉴스, 영상, 포스터, 인쇄물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합니다.

■  제작한 콘텐츠는 미더 홍보 채널 중 하나인 페이스북 미더페이지(팔로우 2.1만 명) 

또는 콘텐츠 플랫폼인 피키캐스트와의 제휴 채널, 기타 커뮤니티 매체 등을 통해 홍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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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콘텐츠 제작3장

■  콘텐츠 제작 후 홍보를 통해 타겟 소비자들의 클릭, 댓글, 공유 등의 반응을 이끌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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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프로세스콘텐츠 제작3장

STEP 1 기획

콘텐츠 목표 명확화 및 콘텐츠 기획

STEP 2 제작

목표 달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

STEP 3 홍보

타켓과 콘텐츠 특성에 맞는 온라인 채널에 배포



19미더사용설명서

콘텐츠 제작 포트폴리오 / 카드뉴스3장

-해비타트-낭그늘-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하나파워온임팩트

■  전문 디자이너들이 상주하고 있어 다양한 주제와 형태로 기획 및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20미더사용설명서

콘텐츠 제작 포트폴리오 / 카드뉴스3장

■  하나의 시리즈물로 주기적인 제작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서울디자인재단



21미더사용설명서

콘텐츠 제작 포트폴리오 / 영상3장

■  기록 또는 홍보가 필요한 행사를 촬영하고 편집하는 스케치 영상을 제작합니다.



22미더사용설명서

콘텐츠 제작 포트폴리오 / 영상3장

■  크라우드펀딩을 홍보하거나 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을 제작합니다.



23미더사용설명서

콘텐츠 제작 포트폴리오 / 영상3장

■  기업 또는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영상을 제작합니다.



24미더사용설명서

콘텐츠 제작 포트폴리오 / 인쇄물3장

■  행사 또는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인쇄물을 제작합니다.



25미더사용설명서

콘텐츠 제작 포트폴리오 / 인쇄물3장

■  행사 또는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인쇄물을 제작합니다.



26미더사용설명서

콘텐츠 제작 포트폴리오 / 인쇄물3장

■  행사 또는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인쇄물을 제작합니다.



크라우드펀딩4장

[3장] 콘텐츠 제작

[5장] 광고대행

[6장] 홍보채널 운영대행

[2장] 진단

[7장] 브랜딩

[8장] 홈페이지 제작



28미더사용설명서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소개4장

■  크라우드펀딩이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 조직을 위해 불특정 다수(Crowd)가 자금을 모으는 활동(Funding)을 말합니다. 

크게 기부형, 증권형, 대출형, 리워드형(후원형)으로 나뉘는데, 기부형은 주로 공익이사 사회이슈와 관련된 펀딩으로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증권형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자금의 대가로, 대출형은 이자를, 리워드형(후원형)은 상품이나 콘텐츠 등을 자금의 대가로 주는 크라우드펀딩을 의미합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프로젝트

개설자

다수

참여자

프로젝트 게시

펀딩

리워드

프로젝트 홍보



29미더사용설명서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소개4장

■  미더의 크라우드펀딩 대행 서비스는 주로 리워드형(후원형)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자 하는 고객사를 위해 스토리 기획, 상세페이지 제작부터  사진 촬영, 영상 콘텐츠 제작, 

마케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미더사용설명서

STEP 3 콘텐츠

영상 및 카드뉴스 등 홍보물 제작

크라우드펀딩 과업 프로세스4장

STEP 1 기획

콘텐츠 목표 명확화 및 콘텐츠 기획

STEP 2 제작

사진 촬영 및 상세페이지 디자인

STEP 4 홍보

크라우드펀딩 홍보 대행



31미더사용설명서

크라우드펀딩 포트폴리오 / 노바디체어4장

■  미더는 2019년부터 38건의 프로젝트와 함께 총 누적달성액 3억원+을 달성하며 

다양한 성공 사례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2미더사용설명서

크라우드펀딩 포트폴리오 / 리바인더4장

■  리바인더는 미더의 자체 기획 브랜드로, 크라우드펀딩을 위해 제품 기획부터 상세페이지 제작  및 마케팅을 진행하였고,

3차례 모두 서포터 평점 4.6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33미더사용설명서

크라우드펀딩 포트폴리오 / 큐브렐라4장

■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누적된 경험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브랜드만의 강점과 매력적인 스토리를 기획하여 성공적인 펀딩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  ‘큐브렐라’의 펀딩 상세페이지 제작,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34미더사용설명서

크라우드펀딩 포트폴리오 / 미투위4장

■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누적된 경험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브랜드만의 강점과 매력적인 스토리를 기획하여 성공적인 펀딩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  ‘미투위'의 펀딩 상세페이지 제작, 카드뉴스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35미더사용설명서

크라우드펀딩 포트폴리오 / 오토덴4장

■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누적된 경험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브랜드만의 강점과 매력적인 스토리를 기획하여 성공적인 펀딩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  ‘오토덴'의 펀딩 상세페이지 제작, 사진, 영상,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36미더사용설명서

크라우드펀딩 포트폴리오 / 순간4장

■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누적된 경험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브랜드만의 강점과 매력적인 스토리를 기획하여 성공적인 펀딩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  ‘순간'의 펀딩 상세페이지 제작, 사진, 영상,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37미더사용설명서

크라우드펀딩 포트폴리오 / 다우스4장

■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누적된 경험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브랜드만의 강점과 매력적인 스토리를 기획하여 성공적인 펀딩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  ‘다우스' 의 펀딩 상세페이지 제작, 사진, 영상,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38미더사용설명서

크라우드펀딩4장

■  10여개의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들에게 통합적인 크라우드펀딩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  랜딩페이지 제작 및 일부 기업들의 펀딩 상세페이지 제작 및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 2018 한전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



39미더사용설명서

크라우드펀딩4장

■  10여개의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들에게 통합적인 크라우드펀딩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  랜딩페이지 제작 및 일부 기업들의 펀딩 상세페이지 제작 및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 2019 한전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



40미더사용설명서

크라우드펀딩4장

■  지원사업 마케팅 및 펀딩 참여업체들을 위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한 사례입니다.

포트폴리오 / 2019 과학기술인 모의크라우드펀딩



광고대행5장

[4장] 크라우드펀딩

[6장] 홍보채널 운영대행

[7장] 브랜딩

[3장] 콘텐츠 제작

[8장] 홈페이지 제작

[※] 서비스 단가표



42미더사용설명서

광고대행5장

■  미더의 광고대행 서비스는 브랜드 분석에 기반한 광고 서비스입니다.

■  상품과 서비스의 강점, 타겟 소비자 등을 분석한 후, 광고 효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광고 방식과 채널을 추천하고, 

그에 따라 SNS광고, 검색광고, 배너광고를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소개 



43미더사용설명서

광고대행5장 과업 프로세스

검색광고

STEP 1 분석 STEP 2 기획 STEP 3 실행 STEP 4 리뷰

배너광고

SNS광고

설문지 작성 및 

상품 분석

키워드 추출 및 

소재 기획

효율 테스트 및

광고 집행

결과 리뷰 및

수정

상품 분석

상품 분석

소재 기획

소재 기획

배너 디자인 및 

광고 집행

결과 리뷰 및

수정

콘텐츠 제작 및 

광고 집행

결과 리뷰 및

수정



44미더사용설명서

광고대행5장 SNS광고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을 활용하여 연령, 지역, 관심사 등 상세타겟팅을 통한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합니다. 



45미더사용설명서

광고대행5장 검색광고

■  브랜드 분석을 통해 키워드 추출, 입찰가 세팅, 광고 소재 기획 등 효율적인 검색광고를 집행합니다.



46미더사용설명서

광고대행5장 배너광고

■  타겟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클릭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배너 디자인 및 광고 문구를 기획합니다. 



홍보채널 운영대행6장

[5장] 광고대행

[7장] 브랜딩

[8장] 홈페이지 제작

[4장] 크라우드펀딩

[※] 서비스 단가표



48미더사용설명서

홍보채널 운영대행6장 포트폴리오 / 해비타트

■  국제개발협력단체 ‘한국해비타트’의 연간 마케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을 운영 대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물을 기획, 광고 대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 기본 채널 세팅 및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제작

※ 구글애즈 광고대행

페이스북

※ 캠페인별 기획 콘텐츠 제작

(카드뉴스, 이미지, 영상 등)

※ 채널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콘텐츠 제작/관리

(후원자 인터뷰 등)

※ 비즈니스 광고 세팅 및 대행

인스타그램

※ 인스타그램 채널 전략 수립 및 브랜드 콘텐츠 제작

※ 스토리, IGTV 등 피드 관리



49미더사용설명서

홍보채널 운영대행6장 포트폴리오 / 낭그늘 

■  JDC 제주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지원사업인 ‘낭그늘’의 연간 마케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  참가팀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광고 대행, 홈페이지 제작, SNS 채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이벤트성 팝업 및 월별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업데이트 

※ 홈페이지 서버 및 데이터 관리

페이스북

※ 지원사업 관련 언론보도 공유

※ 시즌별 홍보 과업에 따른 기획 콘텐츠

(카드뉴스, 이미지, 영상 등)

※ 채널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콘텐츠 관리

인스타그램

※ 지원사업 시기별 과업 관련 소식 공유

※ 페이스북 콘텐츠 미러링

(인스타그램 형태 최적화)

※ 전체 피드 및 스토리, 하이라이트 등 프로필 관리



브랜딩7장

[6장] 홍보채널 운영대행

[8장] 홈페이지 제작

[※] 서비스 단가표

[5장] 광고대행



51미더사용설명서

브랜딩7장 서비스 소개 / 과업 프로세스

STEP 1

Brand Analysis

시장 동향 및 이슈,

자사, 경쟁사, 소비자

STEP 2

Marketing Strategy

경쟁 우위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STEP 3

Brand Identity

브랜드 키워드 도출,

컨셉, 슬로건, 스토리 기획

STEP 4

Online Marketing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마케팅 채널 구축

마케팅 전략 수립에 앞서, 소비자에 대한 총체적 경험을 디자인하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타겟팅하는 

인더스트리와 비즈니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장 구조 및 트렌드, 자사 브랜드, 경쟁사, 소비자 등을 

분석합니다.

앞서 분석한 시장 트렌드, 브랜드, 소비자, 경쟁사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타겟 소비자층에게 경쟁사 대비 

자사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마케팅 전략과 고객사의 니즈에 기초한 브랜드 개발 목표를 기반으로 브랜드 키워드를 도출하고, 전체적인 

브랜드 경험 디자인이 통일된 톤 앤 매너를 가질 수 있도록 컨셉 및 슬로건, 스토리를 기획합니다.

경쟁사들의 온라인 마케팅 채널 운영 사례와 콘텐츠 전략을 분석하고 차별화된 채널 운영 전략과 콘텐츠 

제작 방향을 설정한 후 브랜드 컨셉과 스토리를 바탕으로 온라인 마케팅 채널을 새롭게 구축합니다.



52미더사용설명서

브랜딩7장 포트폴리오 / 웨딩쇼퍼

Brand Slogan

운전의 품위가 웨딩카를 만든다, 웨딩쇼퍼

설레는 마음으로 차를 장식하고, 오랜 경험으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웨딩길이 더 빛날 수 있도록.

Brand Story

우리는 쇼핑객도, 소파도 아닙니다.

귀족을 모시던 영국 마부에서 유래된 고급 운전 기사, 쇼퍼(Chauffer)입니다.

웨딩쇼퍼는 기존 웨딩카 서비스와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대접하듯, ‘웨딩카 운전’을 서비스합니다.

■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로고, 슬로건, 스토리를 기획합니다.



53미더사용설명서

브랜딩7장 포트폴리오 / 웨딩쇼퍼

■  로고, 슬로건, 스토리를 200% 활용하여 홍보채널을 구축해 드립니다. 



54미더사용설명서

브랜딩7장 포트폴리오 / 오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로고, 슬로건, 스토리를 기획합니다.



55미더사용설명서

브랜딩7장 포트폴리오 / 오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Brand Slogan

우리를 잇는 따뜻한 네트워크, 

오산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람과 사람을 이어 우리를 만들고 

우리와 가치를 이어 미래를 그리며

가치와 사회를 이어 행복한 삶을 가꾸어 갑니다.

Brand Story

오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혼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이어주고 가치를 더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입니다.

오산시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사회적경제 구성원들과 함께 호혜와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경제를, 보다 건강하게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연결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로고, 슬로건, 스토리를 기획합니다.

2013년부터 여러 모습을 거쳐 2016년 11월 18일, 

현재의 오산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로 함께하는 동안 

계속해서 ‘함께하는 우리’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 가꾸어 가는 오산시 사회적경제, 

그 곁에서 언제나 우리를 이어주는 따뜻한 네트워크로 

자리 하겠습니다.



56미더사용설명서

브랜딩7장 포트폴리오 / 오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로고, 슬로건, 스토리를 200% 활용하여 홍보채널을 구축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제작8장

[7장] 브랜딩

[※] 서비스 단가표

[6장] 홍보채널 운영대행



58미더사용설명서

홈페이지 제작8장 서비스 소개

■  반응형 웹으로 제작되어 PC, 모바일 등 모든 디바이스에서 호환됩니다.



59미더사용설명서

홈페이지 제작8장 서비스 소개

■  웹사이트에 삽입될 콘텐츠와 스토리 라인도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60미더사용설명서

홈페이지 제작8장 서비스 소개

■  간편한 웹솔루션을 통해 제작되어 클라이언트가 직접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61미더사용설명서

홈페이지 제작8장 과업 프로세스

■  상품 또는 서비스 분석을 통한 고객사 맞춤형 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

STEP 1

분석을 통한 

홈페이지 제작 기획

STEP 2

카테고리 분류 및 

레이아웃 구성

STEP 3

홈페이지 제작 및 오픈

자사의 컨셉, 용도, 목표, 타겟층을 충분히 고려하여 디자인될 수 있도록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홈페이지 기획을 진행합니다.

기획된 내용을 토대로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사이트맵을 제작하고,

분류된 카테고리별로 콘텐츠 내용 및 페이지 레이아웃을 구성합니다.

구성된 레이아웃에 자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는 디자인을 입혀 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



62미더사용설명서

홈페이지 제작8장 포트폴리오

http://www.soongan.co.kr/ http://thestitch.co.kr/

https://dearearth.co.kr/ https://happy-aging.co.kr/ https://ionlab.co.kr/

각 포트폴리오의 링크를 통해 미더에서 제작한 웹사이트의 디자인과 실제 운영 사례를 확인해 주십시오.

https://blabkorea.or.kr/

■  각 포트폴리오의 링크를 통해 미더에서 제작한 웹사이트의 디자인과 실제 운영 사례를 확인해 주십시오. 

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ttp://www.soongan.co.kr/ http://thestitch.co.kr/

https://dearearth.co.kr/ https://happy-aging.co.kr/ https://ionlab.co.kr/

각 포트폴리오의 링크를 통해 미더에서 제작한 웹사이트의 디자인과 실제 운영 사례를 확인해 주십시오.

https://blabkorea.or.kr/http://www.soongan.co.kr/ http://thestitch.co.kr/

https://dearearth.co.kr/ https://happy-aging.co.kr/ https://ionlab.co.kr/

각 포트폴리오의 링크를 통해 미더에서 제작한 웹사이트의 디자인과 실제 운영 사례를 확인해 주십시오.

https://blabkorea.or.kr/

http://www.soongan.co.kr/ http://thestitch.co.kr/

https://dearearth.co.kr/ https://happy-aging.co.kr/ https://ionlab.co.kr/

각 포트폴리오의 링크를 통해 미더에서 제작한 웹사이트의 디자인과 실제 운영 사례를 확인해 주십시오.

https://blabkorea.or.kr/http://www.soongan.co.kr/ http://thestitch.co.kr/

https://dearearth.co.kr/ https://happy-aging.co.kr/ https://ionlab.co.kr/

각 포트폴리오의 링크를 통해 미더에서 제작한 웹사이트의 디자인과 실제 운영 사례를 확인해 주십시오.

https://blabkorea.or.kr/http://www.soongan.co.kr/ http://thestitch.co.kr/

https://dearearth.co.kr/ https://happy-aging.co.kr/ https://ionlab.co.kr/

각 포트폴리오의 링크를 통해 미더에서 제작한 웹사이트의 디자인과 실제 운영 사례를 확인해 주십시오.

https://blabkorea.or.kr/



서비스 단가표※

[8장] 홈페이지 제작

[7장] 브랜딩



64미더사용설명서

서비스 단가표※

서비스 구분 내용 단가(만원) 비고

콘텐츠

▼

제품/서비스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야할 경우

카드뉴스

1. 정보전달형 6장 내외 40 콘텐츠 배포 필요한 경우 

별도로 문의2. 스토리텔링형 15장 내외 70

3. 스토리디자인형 15장 내외 120 스토리 기반 장당 디자인

영상

1. 편집 영상 (1분 내외)
촬영 제외, FULL HD (1080p), 배경음악 삽입, 색 보정, 

로고 삽입, 기본 하단 자막
120~

*수정1회

(추가 수정 시 수정 요청 내

용에 따라 회당 최소 1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 발생)

*작업기간 5일

(기획 1일 + 편집 4일)

2. 촬영 영상 (2분 내외)

촬영 포함, FULL HD (1080p), 배경음악 삽입, 색 보정, 

로고 삽입, 기본 하단 자막

*모델 섭외 별도 협의

250~

*수정1회

(추가 수정 시 수정 요청 내

용에 따라 회당 최소 1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 발생)

*작업기간 7일

(기획/촬영 3일 + 편집 4일)

이벤트 온라인 이벤트 기획, 당첨자 선정 및 관리 80 광고비, 경품비 별도

웹포스터 행사, 교육과정 등 홍보용 웹포스터 50

배너 온/오프라인 광고용 배너 (인쇄 비용 별도) 50 시안 2종



65미더사용설명서

서비스 단가표※

서비스 구분 내용 단가(만원) 비고

홈페이지

제작

▼

홈페이지가

아직도 없다면?

원페이지 PC-모바일 반응형 원페이지 홈페이지 150

1개 상세페이지 당

15만원 추가
상세 페이지형

PC-모바일 반응형 상세페이지형 홈페이지

(상세페이지 10개 기준)
200~

브랜딩

▼

브랜드 정체성

강화 및 홍보채널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면?

브랜딩

시장 및 3C분석, 브랜드 컨셉 기획, 

브랜드 스토리, 슬로건 제작,

1개 홍보 채널 전략 수립 (1개 추가 시 +50만원)

400
디자인 보다는 

전략과 스토리 강조

홍보채널

운영대행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운영을

맡기고 싶다면?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6개월 운영대행 

(채널수, 콘텐츠 구성, 광고비에 따라 예산 책정)
500~ 협의필요

12개월 운영대행 

(채널수, 콘텐츠 구성, 광고비에 따라 예산 책정)
1,000~ 협의필요

검색광고 대행

▼

포털  검색 노출

및 매출 증대가

시급하다면?

네이버

검색광고

네이버 검색광고 캠페인/그룹 세팅,

키워드 추출 및 A/B테스트
100

세팅 이후

유료 광고 대행 비용은

광고비의 15% 별도 발생



66미더사용설명서

서비스 구분 내용 단가(만원) 비고

크라우드펀딩

▼

펀딩 스토리 기획

및 마케팅 대행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기본형

[기본 제공]

1. 상세페이지 스토리 기획 및 디자인

2. 최종 펀딩 개시까지 스토리/디자인 수정 작업 

3. 지지서명 이벤트 기획 및 관리 (당첨자 선정)

4. 새소식 업로드 1회 (지지서명 또는 감사인사 등)

5. 광고용 배너 2종 제작

6. 광고비 50만원 집행 및 광고 대행

200 + (a)

(a) 펀딩 달성금의 

10%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부가세 포함

사진촬영

패키지

1. 인센티비 기본형 제공 내역

2. 사진 촬영 (보정본 15장 기준, GIF 콘텐츠 2개)
300 + (a)

모델 섭외 필요 시, 

추가 비용 발생

카드뉴스

패키지

1. 인센티비 A형 서비스

2. 스토리텔링형 카드뉴스 1개 제작 (10장 내외)
260 + (a)

사진촬영

카드뉴스

패키지

1. 인센티비 A형 서비스

2. 사진 촬영 (보정본 20장 기준, GIF 콘텐츠 3개)

3. 스토리텔링형 카드뉴스 1개 제작 (10장 내외)

350 + (a)
*정상가 대비

10만원 할인된 가격

사진촬영

영상

패키지

1. 인센티비 A형 서비스

2. 사진 촬영 (보정본 20장 기준, GIF 콘텐츠 3개)

3. 동영상 콘텐츠 제작 (2분 내외)

500 + (a)

영상 기획에 따라, 

장소 및 모델 섭외로 인해

따라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정상가 대비

50만원 할인된 가격

사진촬영

카드뉴스

영상

패키지

1. 인센티비 A형 서비스

2. 사진 촬영 (보정본 20장 기준, GIF 콘텐츠 3개)

3. 스토리텔링형 카드뉴스 1개 제작 (10장 내외)

4. 동영상 콘텐츠 제작 (2분 내외)

550 + (a)
*정상가 대비

60만원 할인된 가격

*고정형 기본형과 내용은 동일 (*단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음) 300~

서비스 단가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