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릿지세븐�
글로벌디지털마케팅�플랜�

라이트�

초기�시장�진입을�위한�

브랜드�구축�플랜�
-월평균비용�:70만원~�
-진행기간:�3,�6,�12개월

프로�

성장�도약을�위한�

매출�상승�플랜�
-월평균비용�:500만원~�
-진행기간:�3,�6,�12개월

어드밴스드�

통합�마케팅�

시스템�구축�
- 제작비용�:�별도문의�
- 진행기간:�3,�6,�12개월

700,000 ~ 5,000,000�~ 협의

마케팅�기초

판매채널�점검
쇼핑몰,�브랜드�사이트�검색�엔

진�최적화�검토

쇼핑몰,�브랜드�사이트�검색�엔

진�최적화�검토

쇼핑몰,�브랜드�사이트�검색�엔

진�최적화�검토

블로그�채널 기본�블로그�채널�개설
국가별�맞춤�블로그�채널�검토�

후�개설

국가별�맞춤�블로그�채널�검토�

후�개설

소셜�채널

기본�소셜�채널�개설�

(�인스타그램,�페이스북�페이지,�링

크드인�페이지,�트위터�중�선택�가

능)

유튜브�브랜드�채널,�틱톡�등�

동영상�채널.�

국가별�맞춤�소셜�채널�검토�후�

개설.

유튜브�브랜드�채널,�틱톡�등�

동영상�채널.�

국가별�맞춤�소셜�채널�검토�후�

개설.

채널�검색�엔진�

최적화�(SEO)
구글�웹마스터도구�등록 구글�웹마스터도구�등록 구글�웹마스터도구�등록

추적코드�삽입
구글�웹애널리틱스�추적�코드�

삽입,�페이스북�픽셀�코드�삽입

구글�웹애널리틱스�추적�코드�

삽입,�페이스북�픽셀�코드�삽입

구글�웹애널리틱스�추적�코드�

삽입,�페이스북�픽셀�코드�삽입

서비스�연동
페이스북,�인스타그램�샵�연동,�

구글�쇼핑�연동�등

페이스북,�인스타그램�샵�연동,�

구글�쇼핑�연동�등

페이스북,�인스타그램�샵�연동,�

구글�쇼핑�연동�등

마케팅�가이드 마케팅�가이드북�제공 마케팅�가이드북�제공 마케팅�가이드북�제공

직원�교육 1회�2시간�교육 2회(회당�2시간교육) 협의

블로그�게시물�

제작

자료�수급�후�블로그�게시물�작

성�(영어)�

제작�건수에�따라�비용�상이�

(�예,�월�블로그�3건)

자료�수급�후�블로그�게시물�작

성�(타겟�언어)�

제작�건수에�따라�비용�상이�

(�예,�월�블로그�3건)

자료�수급�후�블로그�게시물�작

성�(타겟�언어)�

제작�건수에�따라�비용�상이�

(�예,�월�블로그�3건)

블로그�게시물�

번역
한글�게시물�번역 한글�게시물�번역 한글�게시물�번역



콘텐츠�제작

소셜�게시물�제작

페이스북,�인스타그램�용�이미

지�및�콘텐츠�제작.�제작�건수

에�따라�비용�상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용�이미

지�및�콘텐츠�제작.�제작�건수

에�따라�비용�상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용�이미

지�및�콘텐츠�제작.�제작�건수

에�따라�비용�상이

사진�촬영 협의

필요시�사진�촬영�지원�

(스튜디오�대관,�소품�준비�필요시�

추가�비용)

필요시�사진�촬영�지원�

(스튜디오�대관,�소품�준비�필요시�

추가�비용)

동영상�촬영 x 필요시�동영상�촬영�지원 필요시�동영상�촬영�지원

콘텐츠�업로드

계약된�채널에�게시물�업로드

(블록,�소셜�채널),�콘텐츠�리라

이팅,�검색엔진최적화�SEO

계약된�채널에�게시물�업로드

(블록,�소셜�채널),�콘텐츠�리라

이팅,�검색엔진최적화�SEO

계약된�채널에�게시물�업로드

(블록,�소셜�채널),�콘텐츠�리라

이팅,�검색엔진최적화�SEO

채널�관리 계약된�채널�관리 계약된�채널�관리 계약된�채널�관리

유료�광고�

집행

구글�애드워즈�

키워드�광고

키워드�설정�및�캠페인�진행�

집행비는�별도�결제�

집행�수수료�10~15%

키워드�설정�및�캠페인�진행�

집행비는�별도�결제�

집행�수수료�10~15%

키워드�설정�및�캠페인�진행�

집행비는�별도�결제�

집행�수수료�10~15%

페이스북�

타겟�광고
타겟�설정�및�캠페인�진행.� 타겟�설정�및�캠페인�진행.� 타겟�설정�및�캠페인�진행.�

인스타그램�

타겟�광고
타겟�설정�및�캠페인�진행. 타겟�설정�및�캠페인�진행. 타겟�설정�및�캠페인�진행.

링크드인�

타겟�광고
x 타겟�설정�및�캠페인�진행. 타겟�설정�및�캠페인�진행.

유튜브�

범프�광고
x 광고�캠페인�진행 광고�캠페인�진행

구글�쇼핑�광고 x 광고�설정 광고�설정

마케팅�전략

조사 x
시장,�트렌드,�고객,�경쟁사�조

사

시장,�트렌드,�고객,�경쟁사�조

사

전략�수립 x 목표�및�전략�수립 목표�및�전략�수립

제안서�제공 x x
제안서�제공,�페르소나�및�스토

리보드�제공(협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CRM)�

구축

x x
CRM�솔루션�컨설팅�및�제안�/�

구축,�세일즈포스,�허브스폿등



통합�마케팅�

시스템

소셜�통합�관리 x x
소셜�통합�관리�솔루션�제안�및�

구축,�HUBSPOT,�Bufter�

이메일�마케팅�

자동화�
가이드

이메일�마케팅�자동화�솔루션�

제안�및�구축

이메일�마케팅�자동화�솔루션�

제안�및�구축

조직�및�업무�

프로세스
x x 업무�지원(협의)

교육 x x 직원�트레이닝

마케팅�기법�

소개�및�활용

업셀,�크로스셀 x x 활용�제안�및�가이드

이벤트 x x 활용�제안�및�가이드

쿠폰,�할인� x x 활용�제안�및�가이드

이벤트 x x 활용�제안�및�가이드

어필레이츠 x x 활용�제안�및�가이드

추가�가능�서비스

마케팅�

기능�추가

마케팅

기본�마케팅�기능�설정�

구글�웹마스터�도구�등록�

(요청시)�

구글�애널리틱스�추척�코드�삽입�(요청시)�

페이스북�픽셀�추적�코드�사입�(요청시)�

구글쇼핑�연동�(요청시)�

할인�기능
쿠폰�코드�설정�및�자동�할인�설정�

고객�그룹별�가격�차등�앱�설치�및�설정�(요청시)

고객�리뷰
고객�리뷰�기능�설정�

고급�리뷰�기능앱�설치�및�설정

채팅�기능
외부�서비스�코드�삽입�

유료앱�설치�및�설정

기타�기능�추가 기타�기능�추가�검토�및�설치�

외부�마케팅�서비

스�연동
외부�마케팅�서비스�연동



마케팅�

기본�작업

검색엔진최적화�

가이드

메타�태그�설정�

소셜�이미지�설정�

AMP,�리치�스니펫,�SEO�최적화�앱�설치�및�설정

마케팅준비

웹마스터도구�등록�

구글�애널리틱스�추적�코드�삽입�

마케팅�가이드�제공

검색엔진�

최적화�

(SEO)

시스템�SEO
외부�서비스�코드�삽입�

유료앱�설치�및�설정

시스템�SEO 시스템�SEO

콘텐츠�SEO 콘텐츠�SEO

콘텐츠�리라이팅 콘텐츠�리라이팅

키워드�조사 키워드�조사

연관�검색어�조사 연관�검색어�조사

분석�및�통계 분석�및�통계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시장�및�

고객�조사
시장�및�고객�조사

블로그�마케팅�

(콘텐츠�마케팅)
블로그�마케팅�(콘텐츠�마케팅)

소셜�마케팅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링크드인

키워드 광고

및 타겟 광고

구글�애드워즈�키워드�광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타겟�광고

검색엔진최적화�

(SEO)�설정
검색엔진최적화�(SEO)�설정

통계�및�분석 통계�및�분석

운영지원��

서비스

교육 추가�직원�트레이닝

메뉴얼�제공 관리�매뉴얼�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