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트윈



사람과사람의연결로
성장을만드는
우리는인트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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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인트윈은고객의지속가능한성장을함께하는서포터입니다.
각사업부가고객의성장을밀착하여지원합니다.

사업분야



퍼포먼스 마케팅, 
뉴미디어, 콘텐츠 마케팅등

바이럴및 키워드 광고,
커뮤니티 운영 등

스타트업멘토링 플랫폼,
강사인포 등

창업 보육, 교육, 컨설팅,
투자 연계, 크라우드펀딩등

바이럴영상, 예능 영상,
라이브커머스. 비대면 송출 등

소상공인판로 지원 등 온오프라인디자인

포럼, 세미나, 전시 등
온오프라인행사

조직도



CHALLENGER

P.A.C ! 하게
일하는사람들 PASSIONATIVE 

PARTNER

ACHIEVE
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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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성장지원을위한 IT 서비스운영

7
기타서비스



해외진출을지원하는수출바우처공급기업

8
기타서비스



온라인시대에발맞추어자체영상스튜디오보유

9
기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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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1. 창업지원사업

창업 지원 사업 분야

회계, 재무, 마케팅,

인사, 특허 등 창업가

대상 교육 및 멘토링

교육 및 컨설팅

창업가 역량 강화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 교육, 상세

페이지 제작, 촬영, 디자인, 

마케팅, 후속 지원 등

시장 진입

교육 및 밀착 멘토링, 경영

진단 및 개선, 투자 유치 및

연계, 데모 데이 등

액셀러레이팅

초기 창업팀 육성

국내외 판로 개척

고객 확보

국내외(네이버,아마존, 큐텐, 

쇼피 등) 입점, 마케팅 지원 등

* 수출바우처 등록

시제품 제작 컨설팅, 디자인, 

모델링, 소량 제작, 패키징 등

시제품 제작

MVP 제작/개선

본 계정 직접 투자 혹은 개인

투자조합을 통해 SEED 

투자 수행/타 AC,VC 연계

직/간접 투자

SEED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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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케팅사업

마케팅 사업 분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구글애즈 등을

활용한 퍼포먼스 및

그로스해킹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뉴미디어 마케팅

틱톡, 잼라이브, 캐시슬라이드,

인플루언서 콘텐츠 등

뉴미디어 마케팅

국내(네이버, 쿠팡 등), 

해외(타오바오, 큐텐, 위챗몰)

입점 및 셀링 지원

국내·외 셀링서포터즈/공모전

홍보 서포터즈, 체험단,

공모전 등기획 및 운영

카드뉴스, 홍보 콘텐츠,

이벤트 콘텐츠, 심리테스트

등 마케팅 콘텐츠 제작

마케팅 콘텐츠

전통매체 광고

라디오, 신문부터

옥외광고(역사, KTX, 버스) 

등 다양한 전통 매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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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콘텐츠사업

영상 사업 분야

당산역 도보 1분거리

40평 구모 스튜디오로

2개 방음룸,

2개의 일반룸 보유

크브 스튜디오 예능형 영상

유퀴즈온더블록 등

다양한 예능 패러디하여

예능형 콘텐츠 제작

네이버, 그립 등을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 기획 및

촬영

라이브 커머스비대면 송출

온라인 행사, 교육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송출 중계

SNS, 유트브 등

바이럴 및 광고를 위한

숏 영상 제작

바이럴/광고 영상

인플루언서 콘텐츠

1만~200만까지 다양한

유튜버와 콜라보레이션으로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라이브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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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사사업

행사 사업 분야

홈페이지 개발부터 비대면

온라인 행사(실시간 중계)까지

진행하는 융·복함 행사

온라인 행사 설명회/상담회

기관 및 기업 설명회,

투자 설명회, 대규모

1:1 상담회 등

취창업 캠프, 아이디어

해커톤, 경진대회 등

캠프/해커톤전시/박람회

소규모~대규모 전시 및

박람회, 기업 부스 등

소규모 ~ 대규모

포럼, 세미나, 패널토의,

강연회

포럼/세미나

축제/이벤트

지역 축제 및 시장 활성화

축제, 이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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