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프로그램 공공조달(B2G) 진입 및 제안 전략 컨설팅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이용 혜택

이용 금액(VA포함)

프로그램 단가(100%) 기업 부담금(20%) SBA지원금(80%)

5,000,000원 1,000,000원 4,000,000원

서비스 문의

주식회사 티앤씨랩 / 이가영 팀장 / 02-2225-8422 / gylee@tnclab.co.kr

2021 G밸리 기업맞춤형 B2B BS 지원사업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온라인 바이어 매칭 서비스

프로그램 소개

서비스 특징

진행 방법

사후 관리

사전 미팅을 통한, 기업의 니즈를 심도있게 파악하고 기업에 맞는 바이어 발굴!

형식적인 진행을 탈피, 실질적 매출 발생을 위한 진성 바이어 발굴! 

사전 참가 기업방문 or 대면 미팅을 통한 회사 니즈 및 아이템 심층분석 

사전 바이어 컨택을 통한 제품 구매의향 분석 

구매의향 기초, 바이어 정보제공

바이어와 상담 일정 조정 및 화상 상담진행  

심층 상담을 위한 전문 통역사 제공     

  

참가기업 대면 미팅을 통한 진행 상황 확인  

참가기업 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 모색

정부/ 민간 연계 사업 정보제공 및 참여를 통한 마케팅 확대 

  

▪기업방문 및 대면미팅 ▪유무선 정보전달 ▪이메일 공유 ▪업무협업 프로그램이용(선택)

 

 

  

     - 수행기업 온라인 자산을 활용한 지속적 홍보 지원

 【업무 진행방법】

  ￭ 이메일 공유  

  ￭ 유무선 정보전달 

  ￭ 대면 정보전달  

  ￭ 업무 협업 프로그램이용 정보전달(선택)     

프로그램 이용 혜택

바이어 4개사 이상 발굴 및 매칭
상담 일정 조정을 통한 화상상담 서비스 제공
통역 지원 3일 (온라인 화상 미팅)  
최신기술 동향 및 전시회를 통한 시장 정보제공  
수행기업 온라인 전시관을 활용한 홍보 지원

이용 금액(VAT별도)

프로그램 단가(100%) 기업 부담금(20%) SBA지원금(80%)

4,000,000원 800,000원 3,200,000원
서비스 문의

㈜콘텐츄어  / 고장환 팀장 / 02-868-1522 / contentour@naver.com

2021 G밸리 기업 맞춤형 B2B BS 지원사업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다국어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프로그램 소개

 비대면 시대. 바이어의 눈길을 사로잡는 비즈니스 마케팅!

 COVID-19 팬더믹으로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은 인터넷 환경을 이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바이어 발굴, 판로 개척, 수

출시장 진출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환경에 맞춰 기업의 소개, 제품의 정보,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채널로 기업, 제품, 브랜드의 홈페이지 제작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1개

의 사이트를 국문과 외국어로 구성하여 바이어의 호감을 이끌고, 검색엔진에 노

출되어 자유로운 홍보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객 비즈니스 목표와 내부역량 분석을 통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 플랫

폼을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제작 후 사업 종료가 아닌 운영

까지 교육합니다. 또한 기업에서 놓치기 쉬운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적재산권 관리 및 피해를 예방합니다

 비대면, 언텍트 시대에 맞춰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강화하고, 온라인 인콰이어리 

접수 인프라를 구축하여 매출확보 및 수출까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 PC형 홈페이지 기준이 아닌 모바일 기기와 태블릿에도 최적화된 

HTML5 기반의 퍼블리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

록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이용 혜택

 1. 제품 및 서비스의 소개를 위한 PC/모바일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2. 검색엔진 최적화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채널 구축

 3. 제품 확장 및 기업 자체 수정이 가능한 Contents Management System 제공

 4. 디자인 저작권 컨설팅 (이미지, 폰트, e-Book, PDF, 동영상 등)

이용 금액(VAT별도)

프로그램 단가(100%) 기업 부담금(20%) SBA지원금(80%)

5,000,000원 1,000,000원 4,000,000원

서비스 문의

미르나인 / 이병창이자 / 070-8290-2248 / chester1@mir9.co.kr

2021 G밸리 기업맞춤형 B2B BS 지원사업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판매채널(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구축 패키지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구성]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 페이지 제작 및 최적화 (1개 페이지 기준)

 - 제품 컨셉에 따라 구성 기획 및 제품 소개 내용 작성

 - 판매 페이지 내 전략 키워드 설정 및 적용

 - 판매 페이지 디자인 구성 및 적용

◦판매 페이지 용 제품 사진 촬영 및 영상 제작 (1개 제품 기준)

 - 사진 촬영 : 보정 컷 10장 이상(제품 상세컷(배경삭제) + 연출컷 + 디테일컷)

               원본 컷 50장 이상(보정을 거치지 않은 원본 사진) 

 - 영상 제작 : 판매 페이지 삽입 목적의 15~30초 이내 영상으로 제작

               기본 컷 편집, 자막, BGM 적용 / 모델 1인 기준

[사업추진 순서]

 ➀ 스마트스토어 개설 (수진 기업 측 계정 생성 필요)

 ➁ 판매 페이지 기획 및 레이아웃 설정 (수진 기업 측 가이드 라인 전달 필요)

 ➂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략 키워드 설정 및 삽입 내용 구성

 ➃ 촬영 용 제품 수령 (수진 기업 측 제공 필요) 

 ➄ 제품 사진 촬영 및 영상 제작 진행

 ➅ 판매 페이지 디자인 구성 및 적용

 ⑦ 노출 현황 및 운영 결과 분석 리포트 제공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방안 마련

 -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사업 전담 메인 담당자 선정과 함께 이커머스

    및 디자인 담당자 별도지정

◦사전에 분석툴을 이용해서 뽑은 상품최적화 키워드 3~5개를 활용하여 상품명과 

  상세 페이지 내 키워드들의 검색결과를 최적화 하고 이를 반영

◦자체 시스템을 통한 키워드 순위 변화 모니터링 진행

프로그램 이용 혜택

타 기업대비 저비용으로 브랜드 및 상품 분석, 키워드 추출,

페이지 기획, 소재 제작, 사후 관리

전반에 걸친 판매채널 구축

이용 금액(VAT별도)

프로그램 단가(100%) 기업 부담금(20%) SBA지원금(80%)

4,000,000원 800,000원 3,200,000원

서비스 문의

㈜디뉴먼트 / 김경식 팁장 / 010-4557-1684, 070-4262-2516 / kks@beaverunion.com

2021 G밸리 기업맞춤형 B2B BS 지원사업 프로그램



2021 G밸리 기업맞춤형 B2B BS 지원사업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 중국 or 국내 팔리는 서비스 (1개 서비스 선택)

프로그램 소개

중국 역직구 마케팅

홍보 채널 홍보관 개설 SNS 채널2곳 컨텐츠 홍보관 개설

디자인/번역 채널 제품 상세페이지 중문번역 , 판매채널 배너, 이벤트 디자인 

홍보 활동

브랜드 피드관

(샤홍슈,웨이보)
피드관 컨텐츠 제작 및 배포 (중문번역, 디자인 등) 주 1회

체험단 운영 재중/재한 중국인 체험단 90명

판매 채널
판매채널 구축 중국 판매 플랫폼 입점심사(피드관1, 브랜드관1), 제품등록

운영 콰징물류 등록, 기본CS

국내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섭외 업체 상품 및 목적에 적합한 쇼호스트 2인 섭외

커뮤니케이션 업체 목적 맞춤진행을 위한 쇼호스트와 커뮤니케이션 

사전기획
기획 라이브 방송 콘티 및 진행사항 점검 (화상) 회의 2회 진행

자료 제작 큐시트, 판넬, 이벤트 안 제작

사전홍보
채널 카페, 커뮤니티 사전 바이럴 홍보(30~40섭외)

인플루언서 상품 및 목적에 맞춘 인플루언서 섭외 및 홍보

현장진행
현장진행인력 라이브 방송 촬영 PD 1인 지원 + 현장핸들링 인원 2

방송장비 마이크, 조명, 스탠드, 짐벌 등 방송 촬영 장비 대여

 
프로그램 이용 혜택

※ 중국 역직구 마케팅

- 샤홍수 브랜드관 개설 시 보증금 필수, 차후 브랜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 제공

※ 국내 라이브 커머스

- 사전 상품페이지 강화를 위한 디지털 컨텐츠 제작, 필요 시 자체 보유 스튜디오 제공

이용 금액(VAT별도)

프로그램 단가(100%) 기업 부담금(20%) SBA지원금(80%)

5,000,000원 1,000,000원 4,000,000원

서비스 문의

재미와 의미 / 전승원 이사 / 02-2038-4565/ swjeon@funnmean.co.kr



제공 프로그램 G밸리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 맞춤형 타게팅 광고 솔루션‘모비온’

프로그램 소개

 타케팅 광고 솔루션타케팅 광고 솔루션타케팅 광고 솔루션

모비온은 고도화된 매칭 기술을 통해 광고주에 맞는 최적화된 광고를 제공합니다.

이탈유저부터 신규 가망고객에게까지 상품을 노출할 수 있는 타게팅 기법이 특징입니다.

특히, 국내 최대 메체(광고지면)을 보유하여 광고주 입장에서 높은 광고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내 최대 매체 보유

    - 3,400여 매체와 제휴하여 국내 최대의 광고 노출 지면을 보유

  2. 리포트(보고서) 제공으로 각종 현황 파악 용이
    -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실시간 제공, 광고 집행 데이터 최적화 가능
    - 특히, 전환 보고서는 실제 광고에서 구매전환 비중을 측정하여 광고 효과 파악 용이
  
  3. 노출 광고 상품 예시 / 모바일 배너 광고
    - 클릭당 120~180원 소모, 다양한 프레임 형태의 광고 노출 (광고주 설명 문구 삽입)

프로그램 이용 혜택

 수진기업 입장에서는 기업부담금인 1,000,000원만 부담한다면 본 사업을 통해 SBA의 지원금 

4,000,000원을 더하여 총 5,000,000원의 광고비용을 충전하여 광고비로 활용 가능합니다.

인라이플의 모비온과 함께라면 ROAS(광고효율)의 극대화는 물론 각종 리포트 제공을 통해 광고 

효과의 현황 파악까지 한 눈에 가능합니다.

이용 금액(VAT별도)

프로그램 단가(100%) 기업 부담금(20%) SBA지원금(80%)

5,000,000원 1,000,000원 4,000,000원

서비스 문의

㈜인라이플 / 최환규 대리 / 070-4163-8161 / hkchoi@enliple.com

2021 G밸리 기업맞춤형 B2B BS 지원사업 프로그램


	티앤씨랩.pdf
	콘텐츄어.pdf
	미르나인.pdf
	디뉴먼트.pdf
	재미와의미.pdf
	인라이플.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