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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 블로그 마케팅 (BLOG MARKETING),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블로그 마케팅은 브랜드 인지도 UP과 매출상승을 위한 필수요건!

 음식점 등 요식업,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사업 홍보를 위한 기본 Channel!

 운영 노하우가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BLOG 관리대행을 원하시는 사업자

 현재보다 전문성 있는 브랜드 BLOG로 확장하고 싶은 전문직, 서비스업 대표

 S.E.O.(검색엔진을 위한 키워드 최적화)를 통한 노출강화, 홍보효과 상승 필요

 관리운영 전문가를 통한 최적의 BLOG Marketing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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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 블로그 마케팅 Service

구분 Starter                                               Basic                                               Normal

수행유형 블로그 초기 제작 및 운영 브랜드 블로그 운영 및 마케팅 차별화 고객유치 및 신규회원 유입 차별화

수행내용

① 게시글 포스팅 진행
② S.E.O.마케팅 진행(검색엔진최적화)
③ 블로그 제작 및 디자인 세팅
④ 요약 Report 제공

① 게시글 포스팅 진행
② 키워드마케팅 진행
③ S.E.O.마케팅 진행(검색엔진최적화)
④ 블로그 제작 및 디자인 세팅
⑤ 전문가 Report 제공

① Basic 항목 포함(옵션 불포함)
② 1:1 전문가 상담 진행(2회)
③ 언론기사홍보 연 2회 포함
④ 지식인 Q&A 진행
⑤ 전문가 Report 제공

조사방법
수행내용의 공통(① + ②)은 기본 수행
사항이며 선택 사항(③ , ④) 中 택1

수행내용의 공통(① + ② + ③)은 기본
수행사항이며 선택 사항(④, ⑤) 中 택1

수행내용의 공통(① + ② + ③)은 기본
수행사항이며 선택 사항(④, ⑤) 中 택1

샘플 수
포스팅 선택사항③ 선택사항④

5건/월 기본형 제작 1건/월

옵션사항
타 블로그 게시글 홍보 키워드 광고 진행

5만원/1건 키워드 별 가격상이

전략수립 소비자 인식 및 반응 개선 방안 시장 마케팅 차별화 방안 도출 수익성 향상 방안 도출

수행기간

소요비용

3개월 6개월 1년

240만원/월(VAT 포함) 350만원/월(VAT 포함) 500만원/월(VAT 포함)

수행대상 블로그 초기세팅 회사, 요식업 등 블로그 전문관리가 필요한 회사/사업자 전문직/서비스업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등)

포스팅 선택사항④ 선택사항⑤

10건/월 기본형 제작 1건/월

리뷰그룹 후기 작성 체험단 운영

50만원/10명 별도 문의

이웃댓글 관리 디지털/온라인 광고

40건/월 배너, 파워블로그, 키워드

포스팅 선택사항④ 선택사항⑤

12건/월 30건/월 1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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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 블로그 마케팅 프리미엄 VIP Service

수행내용

① Normal 항목 포함
② 맞춤형 마케팅 최적 전략(로드맵) 수립
③ 이벤트 수립 제안 및 홍보 진행
④ 배너, 파워블로그, 키워드광고 진행
⑤ 이미지 마케팅 진행(캐릭터, 시리즈 제작)

조사방법
수행내용의 공통(① + ② + ③ + ④ + ⑤)은
기본 수행사항임

샘플 수
기본사항② 기본사항③

수정 2회 1회/월

추가포함
내용

이웃댓글관리 체험단&리뷰그룹

100건/월 30건/월

전략수립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 개선 방안

수행기간

소요비용

1년

문의

구분 Premium

수행유형 업체별 최적화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

수행대상 B2C, B2B 아이템의 회사, 기업 등

프로의 Blog 마케팅 & 대행 노하우 & Technology

블로그 사용자의 시간(Time)을 귀사에 드립니다!

고객사의 서비스, 상
품(제품)에 최적화된
‘핵심 키워드’ 도출
및 시간대별, 연령별
마케팅 전략 자문
( ※ Premium 상품 기준, 

Basic 상품은 옵션으로 선택가능 )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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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안(Service Promotion)

블로그 마케팅 서비스 제안

 3개월 이상 계약 시 회사 초기마케팅 진단 Lv.0 상품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블로그 디자인 세팅(기본형) 1회 무료 제공합니다.(3개월 이상 계약 시)

 블로그 제작(디자인) 의뢰 시, ‘고급형 600,000원(VAT미포함)’, 

‘프리미엄 900,000원(VAT미포함)’ 입니다.

 의뢰기업 요구로 내용이 추가/변경될 경우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재계약시 5% 할인 제공됩니다.(이전 계약이 3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

블로그 마케팅 관리대행

서비스 요금 안내

블로그 마케팅 Basic

포스팅 월 10건 / 키워드마케팅 / S.E.O.(검색엔진 최적화) 
/ 블로그 운영관리 / 전문가 Report 제공

350만원
(월 기준, VAT 포함)

블로그 마케팅 Normal

블로그 마케팅 Basic + 1:1 전문가 상담(월 2회) 제공 + 
언론기사 1회 + 지식인Q&A 진행 + 키워드광고(옵션)

500만원
(월 기준, 옵션 미포함 VAT 포함)

블로그 마케팅 Premium

블로그 마케팅 Normal + 이웃댓글관리 + 체험단&리뷰그
룹 + 매체사 배너광고 + 디지털광고, 파워블로그 광고 등

견적문의

블로그 마케팅 Starter
포스팅 월 5건 / S.E.O.(검색엔진 최적화) / 블로그 운영관
리 / 요약 Report 제공

240만원
(월 기준, 옵션 미포함, VAT 포함)

http://www.orin.kr/
http://www.orin.kr/


Intro.

Contact

This document is Confidential Proprietaries of ORIN©2019

목차

슬로건

필요성

Part 1

Part 2

제안

Contact Us..

Initiative is our habit! 상담신청바로가기!

Company 
☞ Business Hour: Monday ~ Friday 09:00~17:00
℡     0507.1327.1250
Fax 0504.722.0774
Email  orinkorea@orin.kr
Address
102-1503, Samnaktaekji-gil 132, Gimcheon-si, 
Gyeongsangbuk-do, South Korea

Project Q&A
Email marketing@orin.kr (Marketing Team)

http://www.orin.kr/
http://www.orin.kr/
https://twitter.com/orinkorea
https://twitter.com/orinkorea
http://www.facebook.com/orinfriend
http://www.facebook.com/orinfriend
https://blog.naver.com/orinkorea
https://blog.naver.com/orinkorea
https://docs.google.com/forms/d/1e52QWmbI2CJFYwKO7T9psqqeIgPWBHh69OPi22TVwXs/viewform?usp=send_form
https://docs.google.com/forms/d/1e52QWmbI2CJFYwKO7T9psqqeIgPWBHh69OPi22TVwXs/viewform?usp=send_form
https://docs.google.com/forms/d/1e52QWmbI2CJFYwKO7T9psqqeIgPWBHh69OPi22TVwXs/viewform?usp=send_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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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N은 평생파트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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