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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INTRO

아이포유네트웍스가 소셜마케팅을 잘하는 이유!

03, NETWORK - 소셜미디어 20-30대 타겟층을 공략할 수 있는 콘텐츠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 프로페셔널 사진작가, 영상 프로듀서, 페이스북 광고 전문 협력사 네트워크

04, PLATFORM - 소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 지원 (페이스북 앱, 마이크로 사이트 등) 

- 소셜마케팅의 확장성을 지원하는 자체 반응형 웹 플랫폼 보유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 운영 및 소셜마케팅 지원 

01, EXPERIENCE - 커뮤니티, 식음료, 유통, 금융, 게임, 보안, B2B 산업 등 폭넓은 프로젝트 경험 보유 

- 사진, 영상 등 콘텐츠 퀄리티 향상에 필요한 전문가 스탠바이

02, GLOBAL - 글로벌 유저 대상 소셜마케팅 진행 경험 

- 국문, 영문, 일문, 중문 등 글로벌 타겟 대상 커뮤니케이션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SMP 패키지 라인업

[SIMPLE PACKAGE]

한국지멘스 

매일유업 

CJ엔투스 

오리온 

CJ그룹 

CJ푸드빌 뚜레쥬르

✔ 채널구축, 콘텐츠 기획/제작 등 커뮤니케이션 집중형 패키지 

✔ 최소 채널, 다양한 메시지를 위한 콘텐츠 전략 구성 

✔ 고객 인터랙션 상승을 위한 트렌드 반영, 온타임 퍼블리싱 

✔ 캐주얼 프로모션 기획 및 진행 

✔ VOC 모니터링, 기간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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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OJ.
운영 범위 페이스북

콘텐츠  
기획/제작

월간 콘텐츠 기획안 
- 채널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전략 기획, SEO 트렌드 반영  

콘텐츠 제작  
- 브랜드 특성 및 트렌드 이슈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 고객 인터랙션을 최대화하는 콘텐츠 제작 
- 장문 콘텐츠용 마이크로 페이지 개발 활용 
- 글로벌 이슈 로컬라이징, 콘텐츠 번역 제공 

기본 제작 수량 
- 페이스북 8~10건

크리에이티브  
기획/제작

디자인 제작  
- 채널 컨셉트를 반영한 레이아웃, 콘텐츠 요소 디자인 총괄진행 
- 채널에 최적화된 제작 가이드라인 제공, Simple/Slide 이미지 제작

프로모션 기획 온라인 프로모션 기획운영  
- 브랜드와 운영채널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모션 기획 
- 프로모션 경품운영, 당첨자 RSVP, 취합, 발송 업무 대행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한국지멘스 프로젝트

전략 기획 기업/브랜드 소셜마케팅 운영 기획 
- 채널구축, KPI 목표설정, 운영방향, 운영계획, 톤앤매너  
- 주요타깃 : 25~34세 남녀 /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광고 운영 채널별 광고 운영 
- 전문 광고운영 대행사 협력 네트워크 활용 
- 광고비 효율 극대화 

VOC 모니터링 채널별 VOC 모니터링 
- 운영 채널 내 고객 참여, 문의 등 VOC 모니터링 
- 이슈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대응 전략 수립

바로가기

http://i4u.kr/projectsiemensfacebook


프로젝트 디렉터 (PD)  
- 프로젝트 총괄기획 운영, 계약, 견적협의 
-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경험 보유 

프로젝트 매니저 (PM) 
- 프로젝트 기획 운영, 콘텐츠 기획 및 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D) 
- 크리에이티브 총괄, 디자인 가이드라인  

크리에이티브 매니저 (CM) 
- 크리에이티브 제작 진행 

제작 지원 매니저 
- 크리에이티브 자료 촬영 진행, 현장 취재 지원

$$$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한국지멘스 프로젝트

문의하기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http://i4unetworks.co.kr/#contact/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OJ.
운영 범위 페이스북

콘텐츠  
기획/제작

월간 콘텐츠 기획안 
- 채널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전략 기획, SEO 트렌드 반영  

콘텐츠 제작  
- 타겟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메시지 페르소나 설정 
- 브랜드 특성 및 트렌드 이슈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 고객 인터랙션을 최대화하는 콘텐츠 제작 

기본 제작 수량 
- 페이스북 12~14건

크리에이티브  
기획/제작

디자인 제작  
- 제품을 의인화한 화자 개발, 캐릭터 일러스트 적용 
- 채널 컨셉트를 반영한 레이아웃, 콘텐츠 요소 디자인 총괄진행 
- 채널에 최적화된 제작 가이드라인 제공, Simple/Slide 이미지 제작

프로모션 기획 온라인 프로모션 기획운영  
- 브랜드와 운영채널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모션 기획 
- 프로모션 경품운영, 당첨자 RSVP, 취합, 발송 업무 대행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매일유업 소화가잘되는우유 프로젝트

전략 기획 기업/브랜드 소셜마케팅 운영 기획 
- 채널구축, KPI 목표설정, 운영방향, 운영계획, 톤앤매너  
- 주요타겟 : 18-40 여성 / 주부, 학생 등 우유소비 대상

광고 운영 채널별 광고 운영 
- 전문 광고운영 대행사 협력 네트워크 활용 
- 광고비 효율 극대화 

VOC 모니터링 채널별 VOC 모니터링 
- 운영 채널 내 고객 참여, 문의 등 VOC 모니터링 
- 이슈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대응 전략 수립

바로가기

http://i4u.kr/projectmaeilsozalfacebook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프로젝트 디렉터 (PD)  
- 프로젝트 총괄기획 운영, 계약, 견적협의 
-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경험 보유 

프로젝트 매니저 (PM) 
- 프로젝트 기획 운영, 콘텐츠 기획 및 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D) 
- 크리에이티브 총괄, 디자인 가이드라인  

크리에이티브 매니저 (CM) 
- 크리에이티브 제작 진행 

제작 지원 매니저 
- 크리에이티브 자료 촬영 진행, 현장 취재 지원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매일유업 소화가잘되는우유 프로젝트

$$$ 문의하기

http://i4unetworks.co.kr/#contact/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OJ.
운영 범위 페이스북 

트위터

콘텐츠  
기획/제작

월간 콘텐츠 기획안 
- 채널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전략 기획, SEO 트렌드 반영  

콘텐츠 제작  
- 게임과 브랜드의 성격, 팬층의 성향을 분석한 트렌티 콘텐츠 제작 
- 경기 현장 취재 및 실시간 게임결과 반영, 국문/영문 동시 타겟팅 발행 
- 브랜드 특성 및 트렌드 이슈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 고객 인터랙션을 최대화하는 콘텐츠 제작 

기본 제작 수량 
- 페이스북 16~18건 (트위터 미러링)

크리에이티브  
기획/제작

디자인 제작  
- 채널 컨셉트를 반영한 레이아웃, 콘텐츠 요소 디자인 총괄진행 
- 채널에 최적화된 제작 가이드라인 제공, Simple/Slide 이미지 제작

프로모션 기획 온라인 프로모션 기획운영  
- 브랜드와 운영채널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모션 기획 
- 프로모션 경품운영, 당첨자 RSVP, 취합, 발송 업무 대행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CJ엔투스 프로젝트

전략 기획 기업/브랜드 소셜마케팅 운영 기획 
- 채널구축, KPI 목표설정, 운영방향, 운영계획, 톤앤매너  
- 주요타겟 : 18~25세 글로벌 남녀 / 리그오브레전드, 스타크래프트2 팬 및 팀서포터

광고 운영 채널별 광고 운영 
- 전문 광고운영 대행사 협력 네트워크 활용 
- 광고비 효율 극대화 

VOC 모니터링 채널별 VOC 모니터링 
- 운영 채널 내 고객 참여, 문의 등 VOC 모니터링 
- 이슈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대응 전략 수립

바로가기

바로가기

http://i4u.kr/projectcjentusfacebook
http://i4u.kr/projectcjentustwitter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프로젝트 디렉터 (PD)  
- 프로젝트 총괄기획 운영, 계약, 견적협의 
-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경험 보유 

프로젝트 매니저 (PM) 
- 프로젝트 기획 운영, 콘텐츠 기획 및 협의 

크리에이티브 매니저 (CM) 
- 크리에이티브 제작 진행 

제작 지원 매니저 
- 크리에이티브 자료 촬영 진행, 현장 취재 지원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CJ엔투스 프로젝트

$$$ 문의하기

http://i4unetworks.co.kr/#contact/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OJ.
운영 범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플랫폼)

콘텐츠  
기획/제작

월간 콘텐츠 기획안 
- 채널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전략 기획, SEO 트렌드 반영  

콘텐츠 제작  
- 브랜드 내 다양한 제품 특성과 트렌드 이슈를 반영한 콘텐츠 
- 식품 외 스포츠(고양 오리온스 농구단), 엔터테인먼트(쇼박스) 소식 제공  
- 고객 인터랙션을 최대화하는 콘텐츠 제작 

기본 제작 수량 
- 블로그 12~14건

크리에이티브  
기획/제작

디자인 제작  
- 채널 컨셉트를 반영한 레이아웃, 콘텐츠 요소 디자인 총괄진행 
- 채널에 최적화된 제작 가이드라인 제공

프로모션 기획 온라인 프로모션 기획운영  
- 브랜드와 운영채널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모션 기획 
- 프로모션 경품운영, 당첨자 RSVP, 취합, 발송 업무 대행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오리온그룹 프로젝트

전략 기획 기업/브랜드 소셜마케팅 운영 기획 
- 채널구축, KPI 목표설정, 운영방향, 운영계획, 톤앤매너  

- 주요타겟 : 18~40세 글로벌 / 과자, 주전부리, 간식 등의 키워드 중심

VOC 모니터링 채널별 VOC 모니터링 
- 운영 채널 내 고객 참여, 문의 등 VOC 모니터링 
- 이슈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대응 전략 수립

바로가기

http://i4u.kr/projectorionblog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프로젝트 디렉터 (PD)  
- 프로젝트 총괄기획 운영, 계약, 견적협의 
-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경험 보유 

프로젝트 매니저 (PM) 
- 프로젝트 기획 운영, 콘텐츠 기획 및 협의 

크리에이티브 매니저 (CM) 
- 크리에이티브 제작 진행 

제작 지원 매니저 
- 크리에이티브 자료 촬영 진행, 현장 취재 지원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오리온그룹 프로젝트

$$$ 문의하기

http://i4unetworks.co.kr/home/contact/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OJ.
운영 범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플랫폼)

콘텐츠  
기획/제작

월간 콘텐츠 기획안 
- 채널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전략 기획, SEO 트렌드 반영  

콘텐츠 제작  
- 지주사 내 다양한 계열사 소식, 취재/인터뷰 콘텐츠 제작 
- 고객 인터랙션을 최대화하는 콘텐츠 제작 

기본 제작 수량 
- 블로그 12~14건

크리에이티브  
기획/제작

디자인 제작  
- 채널 컨셉트를 반영한 레이아웃, 콘텐츠 요소 디자인 총괄진행 
- 채널에 최적화된 제작 가이드라인 제공

프로모션 기획 온라인 프로모션 기획운영  
- 브랜드와 운영채널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모션 기획 
- 프로모션 경품운영, 당첨자 RSVP, 취합, 발송 업무 대행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CJ그룹 프로젝트

전략 기획 기업/브랜드 소셜마케팅 운영 기획 
- 채널구축, KPI 목표설정, 운영방향, 운영계획, 톤앤매너  
- 최신 기술을 활용한 티스토리 반응형 플랫폼 개발 구축

VOC 모니터링 채널별 VOC 모니터링 
- 운영 채널 내 고객 참여, 문의 등 VOC 모니터링 
- 이슈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대응 전략 수립

바로가기

http://i4u.kr/projectcjblog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프로젝트 디렉터 (PD)  
- 프로젝트 총괄기획 운영, 계약, 견적협의 
-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경험 보유 

프로젝트 매니저 (PM) 
- 프로젝트 기획 운영, 콘텐츠 기획 및 협의 

콘텐츠 에디터 (CE)  
- 콘텐츠 기획, 취재 등 제작 전반 참여 
- 데스크급 매니저를 통한 콘텐츠 퀄리티 검수 

크리에이티브 매니저 (CM) 
- 크리에이티브 제작 진행 

제작 지원 매니저 
- 크리에이티브 자료 촬영 진행, 현장 취재 지원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CJ그룹 프로젝트

$$$ 문의하기

http://i4unetworks.co.kr/#contact/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OJ.
운영 범위 페이스북

콘텐츠  
기획/제작

월간 콘텐츠 기획안 
- 채널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전략 기획, SEO 트렌드 반영  

콘텐츠 제작  
- 브랜드 특성 및 트렌드 이슈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 고객 인터랙션을 최대화하는 콘텐츠 제작 

기본 제작 수량 
- 페이스북 12건

크리에이티브  
기획/제작

디자인 제작  
- 전문 포토그래퍼 촬영을 통한 퀄리티 스튜디오 컷 제공 
- 푸드 스타일리스트 현장 촬영 레이아웃 가이드 
- 채널 컨셉트를 반영한 레이아웃, 콘텐츠 요소 디자인 총괄진행 
- 채널에 최적화된 제작 가이드라인 제공, Simple/Slide 이미지 제작

프로모션 기획 온라인 프로모션 기획운영  
- 브랜드와 운영채널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모션 기획 
- 프로모션 경품운영, 당첨자 RSVP, 취합, 발송 업무 대행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CJ푸드빌 뚜레쥬르 프로젝트

전략 기획 기업/브랜드 소셜마케팅 운영 기획 
- 채널구축, KPI 목표설정, 운영방향, 운영계획, 톤앤매너 

광고 운영 채널별 광고 운영 
- 전문 광고운영 대행사 협력 네트워크 활용 
- 광고비 효율 극대화 

VOC 모니터링 채널별 VOC 모니터링 
- 운영 채널 내 고객 참여, 문의 등 VOC 모니터링 
- 이슈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대응 전략 수립

바로가기

http://i4u.kr/projecttljfacebook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프로젝트 디렉터 (PD)  
- 프로젝트 총괄기획 운영, 계약, 견적협의 
-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경험 보유 

프로젝트 매니저 (PM) 
- 프로젝트 기획 운영, 콘텐츠 기획 및 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D) 
- 크리에이티브 총괄, 디자인 가이드라인  

크리에이티브 매니저 (CM) 
- 크리에이티브 제작 진행 

제작 지원 매니저 
- 크리에이티브 자료 촬영 진행, 현장 취재 지원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CJ푸드빌 뚜레쥬르 프로젝트

$$$ 문의하기

http://i4unetworks.co.kr/#contact/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SMP 패키지 라인업

[MIXED PACKAGE]

유한킴벌리 

삼화페인트 

롯데호텔 

ADT캡스

B

B

F I

B F K

B F I

F

✔ 메인채널과 서브채널을 구분 활용한 기업 소셜미디어 최적화 패키지 

✔ 채널별 타깃고객 성향 분석을 바탕으로 메시지 차별화 전략 

✔ 콘텐츠 전문 에디터 및 포토 현장 취재지원으로 콘텐츠 퀄리티 상승 

✔ 고객 인터랙션 극대화를 위한 트렌드 반영, 온타임 퍼블리싱 전략 

✔ 시즈널 캠페인, 캐주얼 프로모션 기획 및 진행 

✔ VOC 모니터링, 기간 보고서, 트렌드 보고서 제공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OJ.
운영 범위 블로그 (워드프레스 블로그 플랫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략 기획 기업/브랜드 소셜마케팅 운영 기획 
- 채널구축, KPI 목표설정, 운영방향, 운영계획, 톤앤매너  

트렌드 리포트  
- 온라인마케팅 트렌드 분석공유 및 타사/경쟁사 분석

콘텐츠  
기획/제작

월간/주간 콘텐츠 기획안 
- 채널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전략 기획, SEO 트렌드 반영  

콘텐츠 제작  
- 브랜드 특성 및 트렌드 이슈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 고객 인터랙션을 최대화하는 콘텐츠 제작 

기본 제작 수량 
- 블로그 8~10건 
- 페이스북 14~16건 
- 인스타그램 6~8건

크리에이티브  
기획/제작

디자인 제작  
- 일러스트 캐릭터 제작 (캐릭터 상품화/On-Offline 활용) + 실사 양모인형 제작 
- 채널 컨셉트를 반영한 레이아웃, 콘텐츠 요소 디자인 총괄진행 
- 채널에 최적화된 제작 가이드라인 제공, Simple/Slide 이미지 제작

프로모션 기획 온라인 프로모션 기획운영  
- 브랜드와 운영채널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모션 기획 
- 프로모션 경품운영, 당첨자 RSVP, 취합, 발송 업무 대행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유한킴벌리 프로젝트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http://i4u.kr/projectwppblog
http://i4u.kr/projectwppfacebook
http://i4u.kr/projectwppinstagram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OJ. 광고 운영 채널별 광고 운영 
- 전문 광고운영 대행사 협력 네트워크 활용 
- 광고비 효율 극대화 

VOC 모니터링 채널별 VOC 모니터링 
- 운영 채널 내 고객 참여, 문의 등 VOC 모니터링 
- 이슈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대응 전략 수립

프로젝트 디렉터 (PD)  
- 프로젝트 총괄기획 운영, 계약, 견적협의 
-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경험 보유 

프로젝트 매니저 (PM) 
- 프로젝트 기획 운영, 콘텐츠 기획 및 협의 
- 유사 관련 분야 프로젝트 경험 보유 

콘텐츠 에디터 (CE)  
- 콘텐츠 기획, 취재 등 제작 전반 참여 
- 데스크급 매니저를 통한 콘텐츠 퀄리티 검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D) 
- 크리에이티브 총괄, 디자인 가이드라인  

크리에이티브 매니저 (CM) 
- 크리에이티브 제작 진행 

제작 지원 매니저 
- 크리에이티브 자료 촬영 진행, 현장 취재 지원

$$$ 문의하기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유한킴벌리 프로젝트

http://i4unetworks.co.kr/#contact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OJ.
운영 범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플랫폼)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전략 기획 기업/브랜드 소셜마케팅 운영 기획 
- 채널구축, KPI 목표설정, 운영방향, 운영계획, 톤앤매너  

트렌드 리포트  
- 온라인마케팅 트렌드 분석공유 및 타사/경쟁사 분석

콘텐츠  
기획/제작

월간/주간 콘텐츠 기획안 
- 채널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전략 기획, SEO 트렌드 반영  

콘텐츠 제작  
- 브랜드 특성 및 트렌드 이슈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 고객 인터랙션을 최대화하는 콘텐츠 제작 

기본 제작 수량 
- 블로그 28~30건 
- 페이스북 13~15건 
- 카카오스토리 16~18건

크리에이티브  
기획/제작

디자인 제작  
- 페이스북용 DIY 콘텐츠 자체 제작 
- 네이버 블로그 플랫폼에 홈페이지형 버튼 레이아웃 디자인 개발 
- 채널 컨셉트를 반영한 레이아웃, 콘텐츠 요소 디자인 총괄진행 
- 채널에 최적화된 제작 가이드라인 제공, Simple/Slide 이미지 제작

프로모션 기획 온라인 프로모션 기획운영  
- 브랜드와 운영채널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모션 기획 
- 프로모션 경품운영, 당첨자 RSVP, 취합, 발송 업무 대행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삼화페인트 프로젝트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http://i4u.kr/projectsamhwablog
http://i4u.kr/projectsamhwafacebook
http://i4u.kr/projectsamhwakakaostory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OJ. 광고 운영 채널별 광고 운영 
- 전문 광고운영 대행사 협력 네트워크 활용 
- 광고비 효율 극대화 

VOC 모니터링 채널별 VOC 모니터링 
- 운영 채널 내 고객 참여, 문의 등 VOC 모니터링 
- 이슈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대응 전략 수립

프로젝트 디렉터 (PD)  
- 프로젝트 총괄기획 운영, 계약, 견적협의 
-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경험 보유 

프로젝트 매니저 (PM) 
- 프로젝트 기획 운영, 콘텐츠 기획 및 협의 
- 유사 관련 분야 프로젝트 경험 보유 

콘텐츠 에디터 (CE)  
- 콘텐츠 기획, 취재 등 제작 전반 참여 
- 데스크급 매니저를 통한 콘텐츠 퀄리티 검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D) 
- 크리에이티브 총괄, 디자인 가이드라인  

크리에이티브 매니저 (CM) 
- 크리에이티브 제작 진행 

제작 지원 매니저 
- 크리에이티브 자료 촬영 진행, 현장 취재 지원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삼화페인트 프로젝트

$$$ 문의하기

http://i4unetworks.co.kr/#contact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OJ.
운영 범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플랫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략 기획 기업/브랜드 소셜마케팅 운영 기획 
- 채널구축, KPI 목표설정, 운영방향, 운영계획, 톤앤매너  

트렌드 리포트  
- 온라인마케팅 트렌드 분석공유 및 타사/경쟁사 분석

콘텐츠  
기획/제작

월간/주간 콘텐츠 기획안 
- 채널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전략 기획, SEO 트렌드 반영  

콘텐츠 제작  
- 브랜드 특성 및 트렌드 이슈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 고객 인터랙션을 최대화하는 콘텐츠 제작 
- 롯데호텔 지점별 유니크 콘텐츠 취재 제작 

기본 제작 수량 
- 블로그 10~12건 
- 페이스북 13~15건 
- 인스타그램 8~10건

크리에이티브  
기획/제작

디자인 제작  
- 채널 컨셉트를 반영한 레이아웃, 콘텐츠 요소 디자인 총괄진행 
- 채널에 최적화된 제작 가이드라인 제공, Simple/Slide 이미지 제작 
- 홍보모델, 지점행사 관련 영상 콘텐츠 제작 
- 네이버 블로그 플랫폼에 홈페이지형 버튼 레이아웃 디자인 개발

프로모션 기획 온라인 프로모션 기획운영  
- 브랜드와 운영채널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모션 기획 
- 프로모션 경품운영, 당첨자 RSVP, 취합, 발송 업무 대행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롯데호텔 프로젝트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http://i4u.kr/projectlottehotelsblog
http://i4u.kr/projectlottehotelsfacebook
http://i4u.kr/projectlottehotelsinstagram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OJ. 광고 운영 채널별 광고 운영 
- 전문 광고운영 대행사 협력 네트워크 활용 
- 광고비 효율 극대화 

VOC 모니터링 채널별 VOC 모니터링 
- 운영 채널 내 고객 참여, 문의 등 VOC 모니터링 
- 이슈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대응 전략 수립

프로젝트 디렉터 (PD)  
- 프로젝트 총괄기획 운영, 계약, 견적협의 
-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경험 보유 

프로젝트 매니저 (PM) 
- 프로젝트 기획 운영, 콘텐츠 기획 및 협의 
- 유사 관련 분야 프로젝트 경험 보유 

콘텐츠 에디터 (CE)  
- 콘텐츠 기획, 취재 등 제작 전반 참여 
- 데스크급 매니저를 통한 콘텐츠 퀄리티 검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D) 
- 크리에이티브 총괄, 디자인 가이드라인  

크리에이티브 매니저 (CM) 
- 크리에이티브 제작 진행 

제작 지원 매니저 
- 크리에이티브 자료 촬영 진행, 현장 취재 지원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롯데호텔 프로젝트

$$$ 문의하기

http://i4unetworks.co.kr/#contact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OJ.
운영 범위 블로그 (텍스트큐브-네이버 블로그 플랫폼) 

페이스북

전략 기획 기업/브랜드 소셜마케팅 운영 기획 
- 채널구축, KPI 목표설정, 운영방향, 운영계획, 톤앤매너  

트렌드 리포트  
- 온라인마케팅 트렌드 분석공유 및 타사/경쟁사 분석

콘텐츠  
기획/제작

월간/주간 콘텐츠 기획안 
- 채널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전략 기획, SEO 트렌드 반영  

콘텐츠 제작  
- 보안, 안전, 범죄 등의 키워드를 활용한 전문화 콘텐츠 제작  
- 브랜드 특성 및 트렌드 이슈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 고객 인터랙션을 최대화하는 콘텐츠 제작  

기본 제작 수량 
- 블로그 8~10건 
- 페이스북 8~10건

크리에이티브  
기획/제작

디자인 제작  
- 채널 컨셉트를 반영한 레이아웃, 콘텐츠 요소 디자인 총괄진행 
- 채널에 최적화된 제작 가이드라인 제공, Simple/Slide 이미지 제작 
- 네이버 블로그 플랫폼에 홈페이지형 버튼 레이아웃 디자인 개발 
- 페이스북용 영상 콘텐츠 제작

프로모션 기획 온라인 프로모션 기획운영  
- IMC 캠페인 진행 운영 
- 브랜드와 운영채널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모션 기획 
- 프로모션 경품운영, 당첨자 RSVP, 취합, 발송 업무 대행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ADT캡스 프로젝트

바로가기

바로가기

http://i4u.kr/projectadtcapsblog
http://i4u.kr/projectadtcapsfacebook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OJ. 광고 운영 채널별 광고 운영 
- 전문 광고운영 대행사 협력 네트워크 활용 
- 광고비 효율 극대화 

VOC 모니터링 채널별 VOC 모니터링 
- 운영 채널 내 고객 참여, 문의 등 VOC 모니터링 
- 이슈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대응 전략 수립

프로젝트 디렉터 (PD)  
- 프로젝트 총괄기획 운영, 계약, 견적협의 
-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경험 보유 

프로젝트 매니저 (PM) 
- 프로젝트 기획 운영, 콘텐츠 기획 및 협의 
- 유사 관련 분야 프로젝트 경험 보유 

콘텐츠 에디터 (CE)  
- 콘텐츠 기획, 취재 등 제작 전반 참여 
- 데스크급 매니저를 통한 콘텐츠 퀄리티 검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D) 
- 크리에이티브 총괄, 디자인 가이드라인  

크리에이티브 매니저 (CM) 
- 크리에이티브 제작 진행 

제작 지원 매니저 
- 크리에이티브 자료 촬영 진행, 현장 취재 지원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ADT캡스 프로젝트

$$$ 문의하기

http://i4unetworks.co.kr/#contact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EMIUM PACKAGE]

CJ ONE 

CJ제일제당 

이랜드리테일 

롯데면세점

B

F

B F K

F Y

I Y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SMP 패키지 라인업

✔ 채널 IMC 전략을 통해 독립 채널 간 시너지를 위한 패키지 

✔ 브랜드 내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폭넓은 콘텐츠 제작 지원 

✔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한 타겟팅 언어 지원 

✔ 콘텐츠 전문 에디터 및 포토 현장 취재지원으로 콘텐츠 퀄리티 상승 

✔ 고객 인터랙션 극대화를 위한 트렌드 반영, 온타임 퍼블리싱 전략 

✔ 시즈널 캠페인, 캐주얼 프로모션 기획 및 진행, 웹사이트 서포트 

✔ VOC 모니터링, 기간 보고서, 트렌드 보고서 제공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OJ.
운영 범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플랫폼)

전략 기획 기업/브랜드 소셜마케팅 운영 기획 
- 채널구축, KPI 목표설정, 운영방향, 운영계획, 톤앤매너  

트렌드 리포트  
- 온라인마케팅 트렌드 분석공유 및 타사/경쟁사 분석

콘텐츠  
기획/제작

월간/주간 콘텐츠 기획안 
- 채널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전략 기획, SEO 트렌드 반영  

콘텐츠 제작  
- CJ ONE 카드를 활용한 다양한 계열사 이슈 취재/인터뷰 콘텐츠 제작 
- 브랜드 특성 및 트렌드 이슈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 고객 인터랙션을 최대화하는 콘텐츠 제작 

기본 제작 수량 
- 블로그 15~18건

크리에이티브  
기획/제작

디자인 제작  
- CJ ONE 브랜드 페이지 연계 프로모션 디자인 제작 지원 
- 네이버 블로그 플랫폼에 홈페이지형 버튼 레이아웃 디자인 개발 
- 채널 컨셉트를 반영한 레이아웃, 콘텐츠 요소 디자인 총괄진행 
- 채널에 최적화된 제작 가이드라인 제공

프로모션 기획 온라인 프로모션 기획운영  
- 브랜드와 운영채널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모션 기획 
- 프로모션 경품운영, 당첨자 RSVP, 취합, 발송 업무 대행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CJ ONE 프로젝트

바로가기

http://i4u.kr/projectcjoneblog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OJ. 광고 운영 채널별 광고 운영 
- 전문 광고운영 대행사 협력 네트워크 활용 
- 광고비 효율 극대화 

VOC 모니터링 채널별 VOC 모니터링 
- 운영 채널 내 고객 참여, 문의 등 VOC 모니터링 
- 이슈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대응 전략 수립

프로젝트 디렉터 (PD)  
- 프로젝트 총괄기획 운영, 계약, 견적협의 
-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경험 보유 

프로젝트 매니저 (PM) 
- 프로젝트 기획 운영, 콘텐츠 기획 및 협의 
- 유사 관련 분야 프로젝트 경험 보유 

콘텐츠 에디터 (CE)  
- 콘텐츠 기획, 취재 등 제작 전반 참여 
- 데스크급 매니저를 통한 콘텐츠 퀄리티 검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D) 
- 크리에이티브 총괄, 디자인 가이드라인  

크리에이티브 매니저 (CM) 
- 크리에이티브 제작 진행 

제작 지원 매니저 
- 크리에이티브 자료 촬영 진행, 현장 취재 지원

$$$ 문의하기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CJ ONE 프로젝트

http://i4unetworks.co.kr/#contact/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OJ.
운영 범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전략 기획 기업/브랜드 소셜마케팅 운영 기획 
- 채널구축, KPI 목표설정, 운영방향, 운영계획, 톤앤매너  

트렌드 리포트  
- 온라인마케팅 트렌드 분석공유 및 타사/경쟁사 분석

콘텐츠  
기획/제작

월간/주간 콘텐츠 기획안 
- 채널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전략 기획, SEO 트렌드 반영  

콘텐츠 제작  
- CJ제일제당 브랜드 내 다양한 제품을 활용한 콘텐츠 
- 제품 활용 레시피 콘텐츠로 도달율, 반응률 상승 유도 
- 브랜드 특성 및 트렌드 이슈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 
- 고객 인터랙션을 최대화하는 콘텐츠 제작 

기본 제작 수량 
- 페이스북 28~30건 
- 인스타그램 8~10건

크리에이티브  
기획/제작

디자인 제작  
- 사진 및 영상을 활용한 레시피 콘텐츠 제작 
- 유튜브 채널 전략운영 관리로 콘텐츠 주목도 및 활용도 향상 
- 채널 컨셉트를 반영한 레이아웃, 콘텐츠 요소 디자인 총괄진행 
- 채널에 최적화된 제작 가이드라인 제공, Simple/Slide 이미지 제작

프로모션 기획 온라인 프로모션 기획운영  
- 브랜드와 운영채널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모션 기획 
- 프로모션 경품운영, 당첨자 RSVP, 취합, 발송 업무 대행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CJ제일제당 프로젝트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http://i4u.kr/projectcjcheiljedangfacebook
http://i4u.kr/projectcjcheiljedanginstagram
http://i4u.kr/projectcjcheiljedangyoutube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OJ. 광고 운영 채널별 광고 운영 
- 전문 광고운영 대행사 협력 네트워크 활용 
- 광고비 효율 극대화 

VOC 모니터링 채널별 VOC 모니터링 
- 운영 채널 내 고객 참여, 문의 등 VOC 모니터링 
- 이슈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대응 전략 수립

프로젝트 디렉터 (PD)  
- 프로젝트 총괄기획 운영, 계약, 견적협의 
-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경험 보유 

프로젝트 매니저 (PM) 
- 프로젝트 기획 운영, 콘텐츠 기획 및 협의 
- 유사 관련 분야 프로젝트 경험 보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D) 
- 크리에이티브 총괄, 디자인 가이드라인  

크리에이티브 매니저 (CM) 
- 크리에이티브 제작 진행 

제작 지원 매니저 
- 크리에이티브 자료 촬영 진행, 현장 취재 지원 
- 영상 촬영 및 편집 제작 지원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CJ제일제당 프로젝트

$$$ 문의하기

http://i4unetworks.co.kr/#contact/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OJ.
운영 범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플랫폼)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전략 기획 기업/브랜드 소셜마케팅 운영 기획 
- 채널구축, KPI 목표설정, 운영방향, 운영계획, 톤앤매너  

트렌드 리포트  
- 온라인마케팅 트렌드 분석공유 및 타사/경쟁사 분석

콘텐츠  
기획/제작

월간/주간 콘텐츠 기획안 
- 채널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전략 기획, SEO 트렌드 반영  

콘텐츠 제작  
- 채널별 대상 타겟 차별화로 별도의 콘텐츠 제작/발행 전략 
- 채널 간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콘텐츠 연계 활용 
- 계열사 제품 및 브랜드별 이슈 반영 콘텐츠 제작 
- 고객 인터랙션을 최대화하는 콘텐츠 제작 

기본 제작 수량 
- 블로그 10~12건 
- 페이스북 23~25건 
- 카카오스토리 15~18건

크리에이티브  
기획/제작

디자인 제작  
- 네이버 블로그 플랫폼에 홈페이지형 버튼 레이아웃 디자인 개발 
- 채널 컨셉트를 반영한 레이아웃, 콘텐츠 요소 디자인 총괄진행 
- 채널에 최적화된 제작 가이드라인 제공, Simple/Slide 이미지 제작

프로모션 기획 온라인 프로모션 기획운영  
- 브랜드와 운영채널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모션 기획 
- 프로모션 경품운영, 당첨자 RSVP, 취합, 발송 업무 대행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이랜드리테일 프로젝트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http://i4u.kr/projectelandretailblog
http://i4u.kr/projectelandretailfacebook
http://i4u.kr/projectelandretailkakaostory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OJ. 광고 운영 채널별 광고 운영 
- 전문 광고운영 대행사 협력 네트워크 활용 
- 광고비 효율 극대화 

VOC 모니터링 채널별 VOC 모니터링 
- 운영 채널 내 고객 참여, 문의 등 VOC 모니터링 
- 이슈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대응 전략 수립

프로젝트 디렉터 (PD)  
- 프로젝트 총괄기획 운영, 계약, 견적협의 
-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경험 보유 

프로젝트 매니저 (PM) 
- 프로젝트 기획 운영, 콘텐츠 기획 및 협의 
- 유사 관련 분야 프로젝트 경험 보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D) 
- 크리에이티브 총괄, 디자인 가이드라인  

크리에이티브 매니저 (CM) 
- 크리에이티브 제작 진행 

제작 지원 매니저 
- 크리에이티브 자료 촬영 진행, 현장 취재 지원 
- 영상 촬영 및 편집 제작 지원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이랜드리테일 프로젝트

$$$ 문의하기

http://i4unetworks.co.kr/#contact/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OJ.
운영 범위 페이스북 (글로벌 운영) 

유튜브

전략 기획 기업/브랜드 소셜마케팅 운영 기획 
- 채널구축, KPI 목표설정, 운영방향, 운영계획, 톤앤매너  

트렌드 리포트  
- 온라인마케팅 트렌드 분석공유 및 타사/경쟁사 분석

콘텐츠  
기획/제작

월간/주간 콘텐츠 기획안 
- 채널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전략 기획, SEO 트렌드 반영  

콘텐츠 제작  
- 글로벌 팬을 대상으로 한 국문/영문/일문 콘텐츠 발신 
- 국외 팬의 로컬 환경, 문화를 고려한 콘텐츠 제작 
- 고객 인터랙션을 최대화하는 콘텐츠 제작 

기본 제작 수량 
- 페이스북 100~120건

크리에이티브  
기획/제작

디자인 제작  
- 유튜브 커스텀 채널 개발 적용 
- 채널 컨셉트를 반영한 레이아웃, 콘텐츠 요소 디자인 총괄진행 
- 채널에 최적화된 제작 가이드라인 제공, Simple/Slide 이미지 제작

프로모션 기획 온라인 프로모션 기획운영  
- 브랜드와 운영채널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프로모션 기획 
- 프로모션 경품운영, 당첨자 RSVP, 취합, 발송 업무 대행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롯데면세점 프로젝트

바로가기

바로가기

http://i4u.kr/projectlottedfsfacebook
http://i4u.kr/projectlottedfsyoutube


아이포유네트웍스 소셜마케팅 패키지

PROJ. 광고 운영 채널별 광고 운영 
- 전문 광고운영 대행사 협력 네트워크 활용 
- 광고비 효율 극대화 

VOC 모니터링 채널별 VOC 모니터링 
- 운영 채널 내 고객 참여, 문의 등 VOC 모니터링 
- 이슈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대응 전략 수립

프로젝트 디렉터 (PD)  
- 프로젝트 총괄기획 운영, 계약, 견적협의 
-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경험 보유 

프로젝트 매니저 (PM) 
- 프로젝트 기획 운영, 콘텐츠 기획 및 협의 
- 유사 관련 분야 프로젝트 경험 보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CD) 
- 크리에이티브 총괄, 디자인 가이드라인  

크리에이티브 매니저 (CM) 
- 크리에이티브 제작 진행 

제작 지원 매니저 
- 크리에이티브 자료 촬영 진행, 현장 취재 지원 
- 영상 촬영 및 편집 제작 지원

I4U SOCIAL MARKETING PACKAGE : 롯데면세점 프로젝트

$$$ 문의하기

http://i4unetworks.co.kr/#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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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