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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N

좋은 회사 플랫폼 오피스N (www.office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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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브랜딩 상품 홍보 인재 채용

굿잡 페이지 스토리텔링 콘텐츠 기획 채용 페이지, 콘텐츠 제작

홈페이지 카드뉴스, 칼럼, 보도자료 채용 마케팅 진행

뉴스레터 사진, 영상 경력자 타깃 채용

기업 이슈 콘텐츠 배포 상품 홍보 콘텐츠 배포 기관 채용 콘텐츠 제작

Product _Servic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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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홍보 <보도 자료> 제품 브랜딩 <영상> *별도문의

서비스 홍보 <카드 뉴스> ‘알쓸신JOB’ <인터뷰>

회사 소식

기업이슈* : 브랜딩(최근소식, 구성원, 문화), 상품홍보등

‘굿잡트립’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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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클릭 시, 링크로 연결됩니다.

자체채널약 2,800,000 PV/Month

기업 브랜딩_ 굿잡 페이지 제작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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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기관·단체 회원사의 정체성을 살린 홈페이지 제작을 진행합니다. 

＊이미지 클릭 시, 링크로 연결됩니다.

<굿O2O : o2ostartup.com><KB퓨처나인 : future9.kr>

<KB이노베이션 허브: kbinnovationhub.com>

- KB 국민카드

- KB 금융지주

- SK 기업가센터

- o2o 스타트업

- 한양대학교

- 한국IoT융합사업협동조합

- 금인라운드

- 트렌드서울

- 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 리코스포츠에이전시

- 반석기초이엔씨

- 안세회계법인

- 타이거컴퍼니

- 세이프텍

기업 브랜딩_ 홈페이지 제작

주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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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심플하고깔끔한디자인으로

*테마별뉴스레터 제작

 고객과협의된주기로제작(매주, 매월)

 비즈니스및상품판매와연결

*테마 : 기업브랜딩, 상품홍보, 채용등
자체콘텐츠제작

기업 브랜딩_ 뉴스레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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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빛내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제작합니다.

상품 홍보_ 굿잡 스토리텔링 콘텐츠

· 브랜드아큐멘초이스 #1 첫사랑편

(영상) https://goo.gl/EauzRF

· 원페이스제품소개-탱탱크림& 생생크림

(카드) https://goo.gl/TvfDM3

· 친친디서비스소개-건축비를절감하는방법

(칼럼) https://goo.gl/NeYTWG

· 에듀윌채용영상 #면접비25만원실화냐?

(영상) https://goo.gl/xv37DH

· 퍼블로그상품홍보 #아빠에게

아기사진을맡기면안되는이유

(영상) https://goo.gl/7wsA4h

 전담에디터및기업브랜딩전문팀이진행

 보도자료, 카드, 칼럼, 사진, 영상등의형태로기획~제작

 홍보인프라활용 : 자체채널(월280만뷰) + 포털, SNS, 커뮤니티등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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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특성, 타깃, 각 채널 특징 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상품 홍보_ 타깃 최적화 콘텐츠

예시_ 웅진북클럽 진행

·     인스타그램_ 영유아부모/ 영, 유아, 어린이0~6세

·     페이스북_ 아빠/ 생활놀이정보콘텐츠 ·     카카오스토리_ 엄마/ 브랜드이슈및교육연계콘텐츠

·     네이버포스트_ 상품후기및유아, 초등정보

＊이미지 클릭 시, 링크로 연결됩니다.

주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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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재상, 공고 채용 홍보 포스터

채용 바이럴 영상

채용 홍보 카드뉴스

잡코리아
사람인

인재 채용_ 굿잡 채용 페이지/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진행

＊이미지 클릭 시, 해당 링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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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채용_ 기관/단체 채용 콘텐츠 진행

오피스N만의 콘텐츠 차별성을 인정받아,

협회·기관·단체 소속 기업들의 콘텐츠 제작에 대한 사업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  쿡앱스https://goo.gl/F9tX35

·  NSHC https://goo.gl/Lku5pe

·  미미박스https://goo.gl/15UZq9

·  NTL의료재단 https://goo.gl/T6ezXC

경상도 일자리 사업

주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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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정적인 수주 증대를 위한 거래선을 탄탄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업 수주

지인네트워크

고객사입소문

자체영업

사업 수주

관, 대학, 기관

협회, 단체

B2B 공동운영

글램스톤

셀비스

CS Sharing

캐스팅엔

사이버연수원

한국기업복지

기업풀 홈페이지 연계

KB이노베이션허브

O2O StartUp

우수기업연구소

한국IoT융합사업협동조합

한양대학교

건축어벤저스

벤처캐피털

Investment High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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