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nTV 동영상 제안서

INTRO

독자적인 온라인 미디어 사이트(나우앤티비)를 기반으로 주요 인터넷 포털 및 가격 비교
사이트들과 연계하여 동영상. 배너, 공동구매, 온라인 신제품 발표회, 온라인 고객 반응조사,
바이럴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기업과 소비자간 장벽 없는 소통을 돕는 온라인
종합 홍보 미디어

동영상 제작에서 홍보까지 정답은 NOWnTV 입니다.

1-1. 회사소개_elimnet
새로운 인터넷 문화를 창조하는 열정이 있는 기업

VPN 보안관제 (R2SKY)

On-line total public relations Media

Network Security System

Online E-Business Service

1-2. 회사소개_NOWnTV
시장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전문 리뷰 및 홍보 동영상을 비롯, 시청자들에게 관심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 취재 및 인터뷰 동영상 등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간에 튼튼한 교량 역할을 하는 기업

사이트 개요

배포 컨텐츠

사이트 정보

컨텐츠 배포처

2-1. 마케팅 제안_왜 NOWnTV 인가?
왜 NOWnTV 인가?
동영상만 제작해도 광고가 된다?
국내 5대 가격비교사이트 내 상품 동영상, 기사 노출 ( 노출 가격비교 – 네이버, 다음, 다나와, 어바웃, 에누리 등 )
국내 4대 포털 내 검색 시 동영상, 기사 노출 ( 노출 포털 –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등 )
네이버 블로그 검색, 오픈 캐스트, 다음 TV팟 검색 시 동영상, 기사 노출

동영상 제작 한번에 80만 고객이 내 고객이 된다?
리뷰 동영상 및 기사 등 80만 회원 대상 메일진 발송
IT 동영상 NEWS 내 신제품 소개란 뉴스 상품 소개 – 노출 제휴사(에누리, 다나와 등) 메인 페이지 내 노출
80만 회원 대상 SNS이벤트, 댓글이벤트, 필드테스트, 고객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 시행
신제품 발표회, 세미나 등 관련 제품 발표회시 온라인 실시간 중계 지원(웨비나-피씨비 회원대상 광고지원 )

2-1. 마케팅 제안_왜 NOWnTV 인가?
왜 NOWnTV 인가?
동영상 제작 한번에 3D 제품 모델링 리뷰 영상이 내 홈페이지에 뜬다?
3D 모델링, 모션 이펙트 등 전문 영상기술을 통한 효과적 제품 리뷰 극대화 및 구매욕구 자극
제조사 홈페이지 , 총판 등 벤더 판매페이지 등 동영상 리뷰(스트리밍) 및 기사 제공
오픈마켓, 중간거래상 등 판매 페이지 내 제품 리뷰영상 퍼가기(스트리밍)를 통한 상품 소개 제공
전문 엔터테인먼트 사이트, 전문가 사이트 내 상품 동영상, 기사 노출 [ 곰TV, 판도라 TV 등)

NOWnT V 리뷰와 광고는 효과적인 광고 시스템을 지향한다?
브랜드, 제품 등에 관련된 피씨비 이벤트, 프로모션 지원 및 바이럴 마케팅 지원
피씨비 쇼핑몰(원어위크-나우엔바이)과 공동구매를 통한 상품 판매 프로모션 지원
바이럴 마케팅(페이스북)을 통한 이벤트 프로모션 지원
광고의뢰사의 다양한 리뷰활용 지원을 통한 효과적 광고 지원 제공

2-2. 마케팅 제안_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
Media

Contents
TEXT Review
취재 기획
리뷰
벤치 마크

동영상 Review
스토리 스타일
카다로그(3D)
기획리뷰
일반리뷰
제품메뉴얼
회사홍보영상

메일웹진
바이럴 마케팅
(페이스북)

쇼핑(공동구매)
배너

제휴사

Client

2-3. 마케팅 제안_Contents
TEXT Review
Information
취재기획

URL Link
Click

최신 정보를 업체 탐방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심도 깊게
다루는 콘텐츠
URL Link
Click

리뷰

제품을 상세하게 테스트해서 소개하는 콘텐츠

벤치마크

URL Link
Click

대상 제품간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는 콘텐츠

특징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
통찰력있는 분석과 치밀한 계획
창의적인 시도와 열린 사고
상업성을 배제한 균형 있는 정보

Site Sample

2-4. 마케팅 제안_Contents
동영상 Review_제작기간은 분량에 따라 1주일~2주일 정도 소요
Information
스토리 스타일

URL Link
Click

콘티와 스토리에 대한 협의를 거쳐 배우 섭외 후 진행하는 영상

3D 카다로그

제품 소개에서 성능 테스트를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영상

URL Link
Click

제품 매뉴얼

제품의 특징을 3D로 모델링 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강한 인상을
주는 영상

기획리뷰

URL Link
Click

일반리뷰

URL Link
Click

텍스트가 아닌 동영상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사용하기 위한 영상

URL Link
Click

회사홍보영상

특정한 트랜드 제품 또는 시기에 맞물려 제작하는 기획성 영상

URL Link
Click

회사 홍보 영상

특징
100% 자체 제작(스튜디오 보유]

포털, 가격비교 등 다양한 배포처

500여개의 동영상 리뷰 컨텐츠 보유

전문적, 객관화된 구매가이드 정보

3D 모델링을 통한 고품질 제품 리뷰

자체제작에 따른 저작권 문제 해결

HD 고품질 리뷰 영상 제작

FLV 포맷을 통한 다양한 동영상활용

2-4. 마케팅 제안_Contents
동영상 Review
Site Sample

2-4. 마케팅 제안_Contents
동영상 진행 절차
Pre-Production
동영상 문의
촬영

Production

Post-Production

Produce

Finish

3D

2D

제휴사 배포

사전 미팅

Story Board
자료수집

시안

계약

시나리오

순서편집

Modeling

Design

가편집

Animating

Compositing

Final Editing

Clint Confirm

Clint Confirm

2-5. 마케팅 제안_Contents
공동구매(나우앤바이)
Information
7일(1주일)에 한가지 상품 판매
상품 가격 안내
판매 정보 안내
제품 정보 안내
배송 정보 안내

특징
신규상품 유저 접근력 강화
다양한 상품 구매
단기 매출, 재고소진 등 마케팅 효과
80만 회원 매일 발송 시 상품 안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상품 공급

Site Sample
URL Link
Click

2-6. 마케팅 제안_Contents
메일 웹진
Information
주요 뉴스 컨텐츠 노출
동영상 컨텐츠 노출
공동구매 상품안내 등 다양한 컨텐츠 노출
광고주 배너 광고 및 컨텐츠 노출

특징
1개월 2회 78만회원 대상 정기 메일 지속적 발송
4% OPEN 효과 (3만 유저 OPEN) 메일진 오픈 회원
대상 동기부여(To-Be)
트랜드에 맞춘 다양한 컨텐츠 적용

Site Sample

2-7. 마케팅 제안_Contents
배너 위치 정보
Main Page Banner

Sub Page Banner

2-7. 컨텐츠 제휴 및 노출 정보
네이버
노출 정보
통합검색, 지식쇼핑 내 제품명 검색
제품 검색 시 블러그 기사 및 동영상 노출
제품 검색 시 배포처(곰TV, 판도라TV 등)동영상 노출
및 pcBee동영상 노출의 2배 효과

지식쇼핑 > 전문가 리뷰에 동영상 등록

제휴 정보
2007년 04월 동영상 컨텐츠 공급 계약
네이버 ‘지식쇼핑’컨텐츠 제공
지식쇼핑 가격정보 SCM 서비스’제휴
통합검색 시 pcBee 컨텐츠 제공
동영상 리뷰, 영상 카다로그, 매뉴얼, Text 리뷰, 기획
취재 기사 제공

Site Sample

2-7. 컨텐츠 제휴 및 노출 정보
다음
노출 정보
통합검색, 다음쇼핑하우 내 제품명 검색
제품 검색 시 블러그 기사 및 동영상 노출
제품 검색 시 배포처(곰TV, 판도라TV 등)동영상 노출
및 pcBee동영상 노출의 2배 효과

다음쇼핑하우 > 동영상 리뷰에 동영상 등록

제휴 정보
2007년 08월 동영상 컨텐츠 공급 계약
다음 ‘쇼핑 하우’컨텐츠 독점 제공
다음 통합 검색&동영상 키워드 검색 iWeBTV
컨텐츠 제공
다음 ‘TV팟’ pcBee 채널 등록

Site Sample

2-7. 컨텐츠 제휴 및 노출 정보
다나와
노출 정보
제품 헤드라인 옆에 플레이어 아이콘으로 표시
제품 상품정보 내 동영상 제공
다나와 동영상 > 파트너 채널 동영상 등록

제휴 정보
2011년 05월 동영상 컨텐츠 공급 계약
다나와 리뷰 동영상 의뢰 제작
영상 제작 완료 후 관련제휴사 DB 등록
다나와 유저의 동영상 컨텐츠 공유
컨텐츠 관련 다나와 유저 커뮤니티
다나와 유저의 기사 등 Text 기사 제공

Site Sample

2-7. 컨텐츠 제휴 및 노출 정보
에누리
노출 정보
제품 헤드라인 하부에 동영상 문자 등록

제품 상세정보 > 게시판에 동영상 등록

제휴 정보
2010년 10월 전략적 MOU 체결
에누리 가격비교 동영상 리뷰 컨텐츠 독점 제공
에누리 통합 검색&동영상 키워드 검색 pcBee 동영
상,기사 컨텐츠 제공

Site Sample

2-7. 컨텐츠 제휴 및 노출 정보
어바웃(옥션)
노출 정보
통합검색 내 제품명 검색

제품 상품정보 > 제품설명에 동영상 등록

제휴 정보
2010년 12월 전략적 MOU 체결
가격 비교 정보 SCM 서비스 제휴
통합검색 시 pcBee 컨텐츠 제공
동영상 리뷰, 영상 카다로그, 매뉴얼, Text 리뷰, 기획
취재 기사 제공

Site Sample

담당자 정보
감사합니다.

NOWnTV 에서
텍스트리뷰 + 배너 + 동영상 + 이벤트로
마케팅을 한번에 해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