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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기업지원센터 인플루언서 마케팅 추진계획

1.『2018년 하반기 서울기업지원센터 홍보 추진계획』(기업지원센터운영팀-362, 2018.07.27.)과
관련입니다.
2. 서울기업지원센터는 신규 상담기업 확보 방안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센터 홍보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사항
¡ 건명: 2018년 서울기업지원센터 인플루언서 마케팅 용역
¡ 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진흥원 계약규칙 제20조 제5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용역으로 타 견적 비교
결과 최저가격를 제시한 업체 선정
나. 과업내용
홍보매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내용
- 인플루언서는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크리에이터형과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하는 모델형 모두 활용 가능(팔로워 수 2만명 이상)
- 콘텐츠는 응원메시지형(1회 이상), 웹툰게시형(2~3회 시리즈) 제작하되,
인플루언서는 택일하여 홍보 진행
- 인플루언서는 크리에이터형 활용 영상 제작(팔로워 수 5천명 이상)
- 콘텐츠는 전후 대비 변화를 보여주는 영상으로 30초 이내 제작

블로그

- 인플루언서는 제작된 포스터 활용(일평균 방문자 수 2천명 이상)
- 콘텐츠는 인플루언서가 자유롭게 제작하되, 서울기업지원센터 검색 시
블로그 상위 5위 이내 노출

유튜브

- 인플루언서는 크리에이터형 활용 영상 제작(구독자 수 1만명 이상)
- 콘텐츠는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3분 이내 제작

※ 각 콘텐츠는 인플루언서 개인 계정으로 게시하되, 홍보 방향성을 고려하여 해시태그, 한 줄 소개
및 상담 안내 게시 등은 일관성 있게 작성

다. 계약상대자
¡ 업 체 명: ㈜텐원더스(대표: 이정훈)
¡ 주

소: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12(서울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 대표사례: Forever21(의류, 유튜브 25명), 심리카페멘토(카페, 인스타그램 10명/유튜브 7명),
DUCRAY(화장품, 인스타그램 15명), 탱글엔젤(브러쉬, 인스타그램 30명) 등 다수 제작
라. 소요예산
¡ 예산금액: 금9,625,000원정(금구백육십이만오천원정)
¡ 예산과목: <고유>2018.서울기업지원센터(2018~)
예산계정

산출내역

광고선전비(2017~)

예산액

- 인터넷광고비: 9,625,000원 × 1식 = 9,625,000원

9,625,000원

붙임 1. 과업지시서(센터 인플루언서 마케팅) 1부.
2. 계약상대자(텐원더스) 관련정보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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