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테스트베드

I

제안사 현황 및 주요 실적 2.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제안사는 금융 산업에서 나아가 핀테크 분야에 관해 이해도가 높습니다.
서울창업허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과업으로 혁신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 홍보 경험도 있습니다.
발주처

프로젝트명

계약기간

합계

0

계약금액(단위: 천 원)

1,65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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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안 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규제 샌드박스'를 검색했을 때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내용이 많지 않아
홈페이지 및 정보와 콘텐츠로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네이버 검색결과 (상단)

규제 샌드박스 네이버 검색결과 (VIEW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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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네이버 검색결과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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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안 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 개념과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습니다.

구글 검색어 자동완성 상위 키워드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식iN 검색 결과

여전히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이 많으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념과 정책 인지도 확산이 최우선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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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안 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개념 및 설명 콘텐츠는 사례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해
콘텐츠 관람자의 초기 이탈을 방지합니다.
기존 콘텐츠 구성

낮음

제안 콘텐츠 구성

흥미 유발

높음

높음

흥미 유발

① 표지 - 타이틀에 '개념'을 사용한 제목

① 표지 - 타이틀에 '사례'를 사용한 제목

② 전반부 - 개념 설명

② 전반부 - 사례 소개

③ 중반부 - 개념과 사례 연결

③ 중반부 - 사례와 개념 연결

④ 후반부 - 사례 소개

④ 후반부 - 개념 설명

개념, 정의와 같이 딱딱한 내용은 콘텐츠의 뒤에 제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례 내용을 앞으로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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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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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안 개요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타기관/기업이나 일반인이 자주 활용하는 스톡 이미지와 템플릿을 사용할 경우
독자는 동일한 콘텐츠로 보거나, 콘텐츠 흥미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하나로 의료재단, LG전자 동일 스톡 일러스트 사용 사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균관대학교 동일 템플릿 사용 사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오리지널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이 인지도 확산에 유리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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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안 개요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언론은 20대부터 50대까지 60% 이상 이용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제안사는 잡지/매거진/뉴미디어 등 다양한 언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언론홍보에도 강합니다.
연령대별 신문기사 이용률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신문기자 이용자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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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안 개요 3. 금융규제 샌드박스 맞춤형 홍보전략
동명의 기업이 존재하는 '샌드박스'와 부정적 키워드인 '규제' 보다
'테스트베드'라는 키워드로 커뮤니케이션합니다.
구분

ICT 규제 샌드박스

160,620

규제자유특구

18,560

금융규제 샌드박스

9,910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3,720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 같은 이름의 기업 '샌드박스'

▲ 부정적 콘텐츠가 많은 '규제' 키워드

6

연간 검색량
(2020년 2월~2021년 1월)

검색량이 적어
집계 불가

▲ 타 규제 샌드박스와 키워드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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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안 개요 3. 금융규제 샌드박스 맞춤형 홍보전략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유일하게 개별 SNS를 운영 중이지만 검색량 순위는 5개 기관 중 4번째입니다.
따라서 개별 SNS 운영은 홍보 전략에서 필수가 아닙니다.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유튜브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블로그

■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홍보 채널 운영 현황
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명칭

ICT 규제 샌드박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운영

O

O

O

O

O

개별 SNS 채널 운영

X

블로그와 유튜브, 포스트 등
3개 채널 운영

X

X

X

홈페이지 내
홍보 콘텐츠 게재

X

SNS홍보 게시판

홍보영상 게시판

X

홍보영상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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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안 개요 3. 금융규제 샌드박스 맞춤형 홍보전략
'규제 샌드박스' 콘텐츠가 정리된 곳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블로그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유튜브만 있어
규제 샌드박스 관련 콘텐츠 경쟁은 높지 않습니다.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유튜브

▲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 규제 샌드박스 홍보 콘텐츠 목록(메뉴) 유무
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명칭

ICT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금융규제 샌드박스

블로그

X

O

X

X

유튜브

X

X

X

O
8

블로그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메뉴를 신설해
관련 콘텐츠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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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안 개요 3. 금융규제 샌드박스 맞춤형 홍보전략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승인 과제는 즉각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따라서, 과제 승인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콘텐츠 제작에 활용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현황
120

출처: 규제 샌드박스 성과(20.11.26.)

84

79
규제자유특구

65

구분

①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
②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실증

①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승인 과제

③ 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력거래 실증

16

금융혁신

②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③ 모바일 소액 글로벌 주식 투자 플랫폼
1) 월세 납부자

1) 즉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없음
수혜 대상

2) 은행 앱 이용자

2) 공장장 등
3) 주식 투자자
금융혁신

산업융합

ICT융합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수혜자가 없거나,
있어도 그 대상이 많지 않음
9

▲ 금융 관련 서비스로 수혜 대상자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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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안 개요 3. 금융규제 샌드박스 맞춤형 홍보전략
금융규제 샌드박스 홍보는 금융소비자와 참여 예정 기업을 타깃으로 합니다.
참여 기업은 홍보 콘텐츠 사례로 활용해 인지도 확산을 추진합니다.

금융소비자

구분

참여 예정 기업
▲ 기존 참여 기업은 사례 제시로 홍보 지원

① 제도 자체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음
② 직접 사용하거나, 혜택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등에 관심이 있음

제도 선정을 통해 실제 서비스된 사례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콘텐츠로 홍보

특징

홍보
방법

① 제도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관심이 있음
② 제도 참여 방법에 대한 관심이 있음

실제 참여 기업이 받은 지원 내용,
제도 참여로 투자를 유치한 사례 등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심
내용을 홍보
10

구분

내용

참여 기업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으로 얻는
혜택 외로 제도 홍보를 통해 기업 인지도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참여 예정 기업

우수 기업 사례로 참여 의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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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안 개요 3. 금융규제 샌드박스 맞춤형 홍보전략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 콘텐츠의 유입 연령 통계와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로 홍보 타깃을 설정합니다.
금융이해력 및 콘텐츠 유입이 많은 30~40대를 메인 타깃으로 하고, 20대를 서브 타깃으로 합니다.
2018 금융이해력 조사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행위
69

68.2
64.8

68.2
62.2

58.4

금융지식

66.5

61.6

60.6
56

52.3
50.2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게시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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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 게시물 유입 연령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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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제도 홍보 이벤트 및 행사 기획·운영
혁신금융서비스 137건을 소개해 사용 후기 이벤트를 월 1회 진행합니다.
이벤트로 참여한 후기는 이미지 콘텐츠로 가공해 2차 확산합니다.
구분

내용

명칭

혁신금융서비스 사용 후기 이벤트

내용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사용 후기를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서비스 사용 후기' 게시판에 남기기

기획

1)

이벤트 공개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137건을
정리한 콘텐츠를 배포
(사례 중심 혁신금융서비스 홍보)

2)

참여와 링크를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방문 유도

3)

사용 후기를 리뷰 이미지로 제작해 2차 확산
▲ 이벤트로 사용 후기 작성
12

▲ 앱 리뷰 스타일로 후기 콘텐츠 제작

금융테스트베드

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제도 홍보 이벤트 및 행사 기획·운영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은 1일 교육과 4주 교육 등 기간에 따라 진행합니다.
1일 교육은 기본 개념 위주로 운영하고, 4주 교육은 서비스 가입 등 체험 위주 교육을 운영합니다.
구분

1일 교육

4주 교육

명칭

시니어 원데이 클래스

4주 완성 맞춤 클래스

일정

2021년 5월 1일(토)

장소

마포 프론트원 11, 12층 핀테크 큐브
구분

세부
내용

1회: 2021년 5월 1일(토)
2회: 2021년 5월 8일(토)
3회: 2021년 5월 15일(토)
4회: 2021년 5월 22일(토)

내용

구분

내용

1교시

금융 관련 용어 소개
: 공인인증서, 모바일뱅킹, Touch ID, 스미싱 등

1주차

전자금융, 디지털금융 개념 알기
: 공인인증서와 모바일뱅킹 개념 설명, Touch ID(지문인식) 서비스 알아보기

2교시

모바일 뱅킹으로 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 서비스 알아보기
: 송금, 예적금 가입, 신용등급 확인 등

2주차

전자금융사기 피해예방
: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 수법 안내, 전자금융사기 대응 기관 안내

3주차

오픈뱅킹
: 오픈뱅킹 개념 및 장점 소개

4주차

공인인증서 활용한 모바일뱅킹 서비스 가입하기
: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가입해보기, 실제 금융서비스 이용해보기
(송금하기, 26주 적금, 저금통 가입하기 등)

휴식

3교시

실제 교육
: 카카오뱅킹/카카오페이 앱 설치 및 가입, 모바일 송금하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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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제도 홍보 이벤트 및 행사 기획·운영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대면 학습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강의를 분기별 제작합니다.
제작된 강의는 '늘배움', '50+ 포털' 등 평생 학습 지원 및 노년 강의가 제공되는 곳에 업로드를 요청합니다.
■ 디지털 격차 해소 온라인 강의(안)

구분

내용

목적

4월

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변화

①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교육

5월

시니어를 위한 금융 서비스

② 시니어를 위한 금융 서비스 안내

6월

금융 피해 방지 교육

③ 금융 서비스 활용 시 유의사항

7월

금융앱을 활용해보기 (1)

8월

금융앱을 활용해보기 (2)

9월

혁신금융서비스 체험 (1)

10월

혁신금융서비스 체험 (2)

11월

혁신금융서비스 체험 (3)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의 ON배움터

은행 앱 등 대표적 금융서비스의
기본 활용법(이체, 인증, 조회 등)

예시)
① 스마트폰으로 NFC 방식 결제
②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③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 서비스
14

▲ 서울시50+ 포털의 교육영상 페이지

금융테스트베드

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제도 홍보 이벤트 및 행사 기획·운영(홍보물 디자인 제작)
제안사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비롯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산업진흥원 등
각종 초기 창업 기업 관련 행사 디자인 경험이 풍부해 핀테크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 제안사 제작 예시(1안)

▲ 제안사 제작 예시(2안)
15

▲ 제안사 제작 사례

금융테스트베드

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홍보물 및 콘텐츠 기획·제작(매체별 특성에 맞춘 광고물)
SNS 광고물은 각 채널의 특성에 맞게 제작합니다.
페이스북은 이미지보다 텍스트가 먼저 노출되기 때문에 게시물 내용 작성도 중요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텍스트 영역

구분

이미지 영역

내용

텍스트 + 이미지 구성

페이스북

게시물 텍스트가 우선으로 노출
이미지 디자인만큼

이미지 영역

게시물 내용 작성도 중요

이미지 중심 구성

텍스트 영역

16

시
선
의
방
향

인스타

그램

이미지 우선으로 노출,

텍스트 분량 낮음
이미지 디자인의 중요성이 특히 높음

금융테스트베드

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홍보물 및 콘텐츠 기획·제작(매체별 특성에 맞춘 광고물)
페이스북은 상단 3~4줄의 텍스트가 가장 먼저 노출됩니다.
첫 번째 줄에는 사용자의 호기심을 유도하는 제목을 작성합니다.

흥미를 유도하는 문구로 광고 피드 카피라이팅

▲ 광고 이미지 예시(1안)
17

▲ 광고 이미지 예시(2안)

금융테스트베드

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홍보물 및 콘텐츠 기획·제작(매체별 특성에 맞춘 광고물)
페이스북은 정보 제공 콘텐츠에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정책·제도를 전면에 배치합니다.
반면, 인스타그램은 일상과 감성 중심 콘텐츠로 광고의 느낌이 없도록 제작합니다.
페이스북(정보, 이슈 제공 콘텐츠)

인스타그램(일상, 감성 중심 콘텐츠)

vs
채널
특성
구분

▲ 정보, 이슈 제공 콘텐츠가 인기인 페이스북

18

▲ 일상과 감성 중심 이미지가 인기인 인스타그램

금융테스트베드

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홍보물 및 콘텐츠 기획·제작(금융규제 샌드박스 2주년 기념 영상)
2주년 기념 영상은 1개의 홍보 영상을 30초 광고 영상, 업로드용 영상,
SNS 게재용 편집 영상 등 3종으로 편집 해서 제작합니다.

① 업로드용 영상

② 광고용 영상

③ SNS 활용 영상

•

•

•

분량: 5~10분

분량: 30초~1분

분량: 15~30초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키 메시지를 담고,
2년 성과에 대한 인포그래픽 디자인 및
사례 인터뷰 등 내용으로 원본 영상 제작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2년 성과 등 호기심을 유도하는
내용을 편집해서 광고용 영상 제작

핵심 성과만 요약·편집해서 페이스북 동영상 배너로
사용하거나, 인스타그램 스토리 등 숏폼(Short Form)
콘텐츠로 활용하는 영상 제작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채널에 업로드

유튜브 광고에 활용

SNS 홍보에 활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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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홍보물 및 콘텐츠 기획·제작(금융규제 샌드박스 2주년 기념 영상)
영상의 전반부에는 핵심 내용과 수치 성과를 먼저 소개하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타깃별 사례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화면

내용

#1

화면

내용

#4

내 삶의 [ 혁신 ]

시청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나'를 강조한
문구와 긍정적 키워드 나열

#2

하나.
맞춤형대출검색 온라인 플랫폼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를
면제 받아 다수 금융회사로 대상 확대

성과 사례 1.
(참여 예정 기업 대상)
규제 특례 등 참여 기업이
받은 혜택을 담은 사례

#5

금융 생활 혁신과 변화의 [ 2년 ]

둘.
여행자보험 ON/OFF

2년의 시간이라는 기간을
강조하여 제시

#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제도 추진경과는
그래픽 이미지로
가독성이 높게 구현

해외 여행 시 클릭 한 번으로
여행자 보험을 간편하게 재가입

#6 셋.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정보보관앱(my-ID)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

160억 원 투자 유치
20

성과 사례 2.
(일반인 대상)
일반 금융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례
성과 사례 3.
(참여 예정 기업 대상)
제도 참여를 통해
투자 성과로 이어진 사례

금융테스트베드

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홍보물 및 콘텐츠 기획·제작(지정기업 인터뷰 영상 기획 및 제작)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인터뷰 콘텐츠는 형식 변화로 차이를 주기 어렵습니다.
기업 인터뷰를 제작할 때는 핵심 내용, 혹은 흥미를 끄는 답변을 섬네일 카피라이팅으로 내세웁니다.
내용 파악이 어려운 섬네일

내용 요약, 흥미로운 키워드로 만든 섬네일

▲ 기존 섬네일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간편한 포스(POS)를
만들고 있습니다.
▲ 변경 섬네일 예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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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홍보물 및 콘텐츠 기획·제작(지정기업 인터뷰 영상 기획 및 제작)
지정기업 인터뷰는 월 1건 이상 제작합니다.
사전 준비부터 단계별 진행으로 영상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제작 소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 인터뷰 진행 과정
인터뷰 사전 준비
① 인터뷰 질의서 작성

② 인터뷰 세부 일정 수립

• 인터뷰 계획서 작성:
인터뷰 수행 개요 및 전체
계획 수립
• 인터뷰 대상 조사:
지정기업 우수사례 대상
주요 업무 및 제도 지원
성과 등 조사
• 질의 내용 공유 및 수정:
질의 내용과 예상 답변 등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받아 수정

• 인터뷰 세부 일정:
지정기업 인터뷰이와
인터뷰 일자/일시/장소 등
조율을 통해 선정
* 방문 인터뷰가 제한될
경우 제3의 장소를
대관하여 진행

인터뷰 실행

인터뷰 결과 정리

③ 인터뷰 실행

④ 인터뷰 결과 정리

• 인터뷰 수행팀 구성:
촬영팀(2인 1조),
수행팀(2인 1조) 등
역할에 따른 인원 구성

• 현장 인터뷰 정리:
현장에서 노트북 등
활용해 1차 요약, 정리
• 최종 인터뷰 정리:
인터뷰 내용 교정, 교열,
윤문 진행 및 키워드 중심
인터뷰 구성 정리

• 인터뷰 수행:
2대 이상 카메라를 활용해
다양한 구도의 영상 확보,
필요 시 녹음기, 조명 등
부가 장비 활용

• 인터뷰 결과 공유:
인터뷰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 센터 및 기업에
공유

• 현장 점검:
촬영 원본 및 녹음 결과 등
현장에서 최종 확인 진행

22

결과 콘텐츠 제작
⑤ 인터뷰 영상 편집 및 제작

⑥ 인터뷰 영상 게시

• 내용 중심 편집:
핵심 내용 구성으로 1차
컷 편집 초안 제작 및 공유,
내용 수정, 삭제, 추가 등
진행

• 인터뷰 영상 게시:
자체 영상 게시가 좋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직접 업로드하고 이외
채널은 유튜브 영상을
링크하는 형태로 게시

• 최종 편집:
음악, 자막, 효과음 등
부가 요소를 추가한
최종본 공유 및 수정

• 광고 집행:
초기 홍보가 필요한
경우 유튜브, 페이스북 등
채널에서 소액으로 광고
집행

금융테스트베드

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홍보물 및 콘텐츠 기획·제작(지정기업 인터뷰 영상 기획 및 제작)
기존의 인터뷰에서 서비스 소개와 제도의 효용성 등 질문은 유지하되,
위트 있거나, 사적인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아이스브레이킹 질문을 추가해 친근한 제도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구분

인터뷰
질문
('핀다'
사례)

공적 내용
(서비스 소개,
운영 성과,
제도의 효용성 등)

기존

변경

Q. 두 분은 어떻게 해서 공동 대표를 하시게 되셨나요?

Q. 두 분은 어떻게 해서 공동 대표를 하시게 되셨나요?

Q. 지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Q. 지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Q. 초기에 핀다는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Q. 초기에 핀다는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Q. 지정되기까지 느끼신 소회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Q. 지정되기까지 느끼신 소회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

Q. 지정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어떠한 소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Q. 지정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어떠한 소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Q. 지정 후 어떤 성과가 있으셨나요?

Q. 지정 후 어떤 성과가 있으셨나요?

Q. 투자성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Q. 투자성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핀다의 방향과 비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핀다의 방향과 비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Q. 사업을 시작할 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긴 경험이 있을까요?

아이스브레이킹
내용

Q.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의 '나'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기존 인터뷰에는 존재하지 않음

Q. 흔히 기업 가치 1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자사는 어떤 동물과 비유할 수 있을까요?
23

금융테스트베드

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홍보물 및 콘텐츠 기획·제작(지정기업 인터뷰 영상 기획 및 제작)
국문 자막은 제안사가 직접 교정, 교열, 윤문을 통해 제작합니다.
영어 자막은 유튜브의 자막 넣기(CC) 기능을 활용해 추가합니다.

유튜브 자체 자막(CC) 특징
① 켜고 끄는 기능
• 자막이 필요한 사람만 켜고, 끄는 등 작동이 가능합니다.
단, 자막 유무를 '(CC)' 등으로 제목이나 내용에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사후 수정 가능
• 영상 편집으로 자막을 넣을 경우 각종 효과를 넣을 수 있지만, 렌더링 된
영상이기 때문에 수정이 어렵습니다. 유튜브 자체 자막은 언제든 수정 및
재편집이 가능합니다.

기능
유튜브 자체 자막 추가
외부 자막 추가 설정

③ 구글 검색엔진에 노출
• 유튜브 자체 자막으로 삽입된 자막은 구글에서 검색됩니다.
따라서, 제목과 내용뿐 아니라 자막 내용까지 검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용
채널 관리자가 직접 자막을 추가
채널 외부인이 직접 필요한 자막을 작성해 추가
* 커뮤니티 검수를 통해 게시
24

금융테스트베드

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홍보물 및 콘텐츠 기획·제작(지정기업 인터뷰 영상 기획 및 제작)
제안사는 이미 한 차례 테스트베드 정책 관련 번역을 경험한 현지인 에디터가 있는 까닭에
보다 쉽고 정확하게 영문 작업이 가능합니다.
However,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made it
smooth like sand. This is the story of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the beginning of financial
innovation.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made it a smooth sand
The start of Financial Innovation, Let's start a story of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now.

They play a role to create a sandbox set up bars to play
safely in it, give protective gear to put on and make sur
that adults can't get into the sandbox until children
grow up, I think.

They play a role to create a sandbox and; set up bars,
and give protective gears for safety. Moreover, they
make sure that adults can't join the sandbox until their
children are all grown up, I think.
There are three main stages from application to
designation. - First, companies or firms must complete
and submit the application form. Then, the form is
reviewed by the Innovative Finance Review Committee.
Finally, it is voted on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rom the application to the designation, there are three
main stages. First, you complete the application form and
submit it. Second, it is reviewed by the Innovative Finance
Review Committee. Lastly, it is voted on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제안사 혁신금융서비스 인터뷰 영문 번역 사례

 어휘 선택, 스펠링, 문법, 문체 및 문장구조 개선

 영문으로 이해하기 힘들거나 의미가 모호한 문장에 대한 개선안 제시

 용어 및 언어 통일성 교정

 문장 구조 및 흐름을 교열하여 문서의 논리 및 문자의 명확성 향상
25

Edited these fragments
to make them complete
sentences.

This portion is difficult
to understand. I have
edited this sentence to
improve clarity. Please
verify if the revision
conveys your intended
meaning accurately.

Reorganized order of
words to improve
sentence structure.

금융테스트베드

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홍보물 및 콘텐츠 기획·제작(금융규제 샌드박스 소개 책자 기획 및 발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소개 책자는 3·4분기 8%의 예산을 사용하여 600부 이상 발간합니다.
제목은 '이상'과 '비상' 등 긍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로 카피라이팅합니다.
구분

1안

타이틀(안)

금융 혁신 그 이상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비상

상승의 뜻을 가진 이상과 비상 단어 활용
각운을 통해 대구 형태로 구성
금융에 핀, 테크

2안

꽃이 '피다'와 같은 긍정적 의미로
핀테크 단어를 활용한 카피라이팅
목차 예시(안)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 및 추진배경
2. 머리말(금융위원회)
3. 인사말(한국핀테크지원센터)
4. 혁신금융서비스 소개
1) 기업 개요, 연혁
2) 지정 내용, 관련 규제
3) 제휴기관
4) 투자현황, 기타 성과 등
5.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소개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회차별 재분류
▲ 제안사 포스터 제작 예시(1안)

▲ 제안사 포스터 제작 예시(2안)
26

금융테스트베드

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홍보물 및 콘텐츠 기획·제작(금융규제 샌드박스 소개 책자 기획 및 발간)
배경 및 추진 내용 등은 텍스트로만 설명하기 보다
이미지와 픽토그램 등을 삽입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합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배경 설명 예시(1안)

▲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 배경 설명

27

▲ 금융규제 샌드박스 배경 설명 예시(2안)

금융테스트베드

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홍보물 및 콘텐츠 기획·제작(금융규제 샌드박스 소개 책자 기획 및 발간)
기업에 대한 사례와 소개 등 스토리가 있는 내용은 단순 텍스트가 아닌,
흐름도를 담은 스토리텔링 형태로 독자의 이해도를 제고합니다.

이혜민, 박홍민 대표의 공동대표를 맡게 된 스토리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된 곳은 실리콘밸리였고요.
그때 저는 다른 스타트업의 CM으로 엄청 고생하고 있었고,
혜민 님은 좋은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어드바이저로 참여하고
계셨어요.
핀다
이혜민, 박홍민 대표

그래서 일을 같이 했다기보다는 그냥 주말에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도 마시고 미술관 같은 데도 가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원래 있던 회사를 나오게 됐는데.
혜민 님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게 됐었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우리가 같이 풀고 싶은 문제가 뭐지 하나씩
적어봤었거든요. 적어보다가 둘 다 굉장히 큰 불편(pain point)
을 느끼고 있었던 게 대출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굉장히 보람된 일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기업 소개 스토리텔링 텍스트
28

"둘 다 굉장히 큰 불편(pain point)을
느끼고 있었던 게 대출이었어요"

금융테스트베드

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홍보물 및 콘텐츠 기획·제작(금융규제 샌드박스 소개 책자 기획 및 발간)
텍스트보다는 표, 표보다는 그래프 등으로 내용을 구성합니다.
%(퍼센티지)를 표현할 때는 절댓값으로 환산해서 병기합니다.

29

금융테스트베드

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홍보물 및 콘텐츠 기획·제작(금융규제 샌드박스 소개 책자 기획 및 발간)
제안사는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홍보 경험을 통해 책자 원고에 대한 윤문, 교정, 교열을 진행합니다.
어려운 용어 풀이 및 자세한 설명 추가

① 어려운 전문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
② 숫자 자료 등 궁금해할 만한 정보 제공
③ 단순 정보 나열 시 가나다순 정렬
④ 단순 숫자 정보 나열 시 큰 숫자부터 정렬

콰라소프트가 킹슬리자산운용, 미래에셋, 엔엑스씨, 네이버, 신성장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콰라소프트의 총 투자유치금액은
팁스를 포함해 누적 53억 원을 달성했다.

핀테크 스타트업 콰라소프트(QARAsoft)가 네이버, 미래에셋, 신성장투자조합,
엔엑스씨(NXC), 킹슬리자산운용 등으로부터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콰라소프트의 총 투자유치금액은 팁스(TIPS, 중소기업청 민간투자주도형 기술
창업 프로그램)를 포함해 누적 53억 원을 달성했다.

문장 길이 조절

작성
방법

한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문장은 가능한 짧게 끊어서 작성합니다.

예문

금융위원회는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별개로 운영되는 가상실험 프로그램
형식으로 '디지털 샌드박스' 제도를 만들어 핀테크의 사업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제도도 안정성이 검증된 서비스에 대해
부가조건을 적극 완화한다.

수정

30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샌드박스' 제도로 핀테크의 사업진출을 지원한다.√
디지털 샌드박스는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별개로 운영되는 가상실험
프로그램이다. √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제도도 개선한다. √ 안정성이
검증된 서비스는 부가조건을 적극 완화한다.

금융테스트베드

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홍보물 및 콘텐츠 기획·제작(금융규제 샌드박스 소개 책자 기획 및 발간)
인쇄물은 오타 발생 시 수정이 어렵습니다.
제안사는 2020년 공공언어 바로 쓰기 규정을 준수해 정확한 표현으로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가. 단어 바로 쓰기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1) 정확한 용어 선택
· 정확한 개념을 표현한 용어

· 이해하기 쉬운 용어

· 혼동되거나 오해할 가능성이 적은 용어

· 어문 규범에 맞는 용어

2) 순화어 사용
·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말, 지나치게 어렵거나 생소한 말을 '쉽고 바르고 고운말'로 다듬는 것
· 국어순화의 목적: 국어의 소통 기능 향상, 국어 문화와 민족 문화 발전
· 다듬은 말의 효용: 쉽고 원활한 의사소통 도모, 경제적 손실 방지
▲ 안양시 소식지 오타 발생 사례

3) 어문 규범 준수
· 표준어 사용: 온 국민에게 통용될 수 있는 언어 사용
· 표기 규범 준수: 올바른 국어 표기를 위한 어문 규범 준수
- 한글 맞춤법 / 외래어 표기법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나. 문장 바로 쓰기
1)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 사용
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나) 지나치게 긴 문장 삼가기

다) 여러 뜻으로 해석되는 표현 삼가기

라) 명료한 수식어구 사용

마) 조사·어미 등 생략 시 어법 고려

바) 대등한 것끼리 접속

2) 외국어 번역 투 삼가기
▲ 중소벤처기업부 홍보 브로셔 오타 발생 사례

가) 영어 번역 투 삼가기
31

나) 일본어 번역 투 삼가기

금융테스트베드

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온·오프라인 광고 집행
목적에 따라 효과적인 유튜브 광고를 선정하여 연 4회 이상 집행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지도 제고는 디스커버리 광고, 2주년 기념 영상 홍보는 인스트림 광고를 활용합니다.

▲ 유튜브 디스커버리 광고 영역

▲ 유튜브 인스트림 광고 영역

유튜브 디스커버리 광고

구분

유튜브 인스트림 광고

동영상 유입 유도

목적

브랜드 인지도 제고

콘텐츠 노출 → 클릭 → 동영상 재생
* 타깃층에 노출되도 클릭을 해야만 동영상 내용 송출

· 유튜브 검색 결과와 관련 동영상에 노출
· 클릭 시 '동영상'으로 이동

연결 방식
특징
32

광고 내용 즉시 노출
* 타깃층 대상으로 동영상 내용 최소 5초 송출

· 동영상 시청 전과 중간에 노출
· 클릭 시 '홈페이지'와 '채널' 등으로 이동

금융테스트베드

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온·오프라인 광고 집행
GDN은 페이지 콘텐츠와 인터넷 사용자 등 2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광고 타깃은 각 분류 중 1가지 씩을 조합해 설정합니다.
페이지 콘텐츠 타깃(키워드, 주제)

A. 키워드

B. 주제

구분

내용

A+C

'금융서비스' 키워드에 해당하는
웹페이지를 방문한 투자자

A+D

'금융서비스' 키워드에 해당하는
웹페이지를 방문한 30대 미혼 남성

B+C

'금융' 주제에 해당하는
웹페이지를 방문한 기업 대출 이용자

B+D

'금융' 주제에 해당하는
웹페이지를 방문한 40대 기혼 남성

인터넷 사용자 타깃(잠재고객, 인구통계)

C. 잠재고객

D. 인구통계

* 3개 이상의 타깃을 설정할 경우
도달 인원이 너무 적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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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테스트베드

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1. 세부 수행 계획: 온·오프라인 광고 집행
교육기관과 미디어, 비즈니스센터 등은 마포구와 강남구 분포가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모두 경유하는 740번 버스에 외부 래핑 광고를 진행합니다.

▲ 버스 외부 래핑 광고 이미지

▲ 교육기관, 미디어, 비즈니스 센터 분포 현황
(출처: 대한민국 스타트업 지리지)

▲ 서울 740번 버스 노선도(덕은동 ↔ 무역센터, 삼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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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위치

버스 외부
(차도면, 인도면, 서울사랑면, 후면, 하차문 등)

광고 유형

서울 버스 외부 광고

대당 단가

월 1,760,000원(부가세포함)

운행 시간

04:00 ~ 22:40 (18시간 40분)

금융테스트베드

III 운영계획 및 가격제안사항 3. 가격제안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2주년인 4월 1일을 고려해 1분기와 2분기에 예산의 57%를 집중 배정합니다.
1분기
(22%)

2분기
(35%)

3분기
(24%)

4분기
(19%)

혁신금융서비스 사용자 후기 이벤트 진행(월 1회)

1%

1%

1%

1%

행사용 홍보물 제작

1%

1%

1%

1%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기획 및 운영
(오프라인 진행 시 5월만 운영, 온라인 진행 시 분기별 제작)

2%

3%

3%

2%

온·오프라인 광고물 기획 및 제작

1%

2%

1%

1%

지정기업 인터뷰 영상 기획 및 제작(연 10회 이상)

4%

4%

4%

2%

-

-

5%

3%

온라인 미디어 광고(연 4회 이상)

4%

8%

3%

3%

네이버 브랜드 광고, GDN 광고 등(연 4회 이상)

4%

8%

3%

3%

언론사 지면 광고, 기획기사 등 매체비
(진행 불가시 기자 간담회 진행 예정)

2%

3%

1%

1%

지하철 스크린도어 및 버스 래핑 광고

2%

3%

1%

1%

기타 옥외광고

1%

2%

1%

1%

구분

제도 홍보 이벤트 및
행사 기획·운영
(18%)

홍보물 및 콘텐츠
기획·제작
(27%)

항목

소개 책자 기획 및 발간(600부 이상)

온라인 광고
(36%)

오프라인 광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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