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에코 블로그아카데미 포럼대표 유영진



사업자의 꿈

제품이 없어도 된다면...
재고, 유통,창고 등

직원이 없어도 된다면...
월급,식사,사무실,장비 등

사무실이 없어도 된다면...
관리비,월세 등

기반시스템 투자비가 없어도 된다면

초기투자



블로그기반 비즈니스는

콘텐츠에 강한자에게 유리하다.
1인창조기업에 적합하다.
공간활성화에 유리하다.
플랫폼사업이 중요하다.



블로그기반 비즈니스 진행순서

1. 블로그 개설(메인은 tistory.com 추천)
1. 콘텐츠와 CEO블로그는 네이버

2. iframe, 플래시동영상 첨부, html 수정 등 고려

3. 도메인관리는 DNSEVER.COM
2. 기초 콘텐츠와 기본 구성 셋팅 : DB관리중요

3. SNS(Social Network Service) : 링크나우

4. CUG(Closed User Group) : 클럽,카페,포럼...
5. Blogosphere 전체를 상대하기





박종범님 빌로거와
농어촌컨설팅

블로거와 농촌 마을의

자매결연
블로그 입문서 ’블로고수’
후원

60개 마을 시범 운영 중

추후 추가 지정 빌로거

시행

http://blogos.kr



석승억님 스토리라운지

블로그 문화 전문공간

스토리라운지

오프라인 공간2.0

http://blog.storylg.net



강영미님 출판2.0 
한 달도 양에 안차서 하루만...@o@!에

첫 책은 한달 만에

출판기념회

네번째 책은 9시부터 6시
블로거의 손에서
집필부터 표지디자인

인쇄까지

http://blog.blogos.kr



정의장님 블로그아카데미

블로그 기초교육 아카데

미

http://blogacademy.kr



박동민님 블로그기반 에이전시

워드프레스 기반
설치형 블로그 구축사업

http://blogcodi.com



김철대표 뉴플랫폼

기업가들을 위한 플

랫폼

http://hopeman.kr



함현진님 Magic 2.0

블로그와

비즈니스 SNS와

크리스천 매직…



강진영님 옥토끼우주센터와

프랜차이즈들
어린이우주과학체험센터

옥토끼우주센터

국내 최대 남성미용 체인

블로클럽

http://ceo.metanews.kr



김거전님 연예인, 정치인, 전문
가를 위한 블로그브랜딩

개인
온라인 브랜드 관리

연예인

정치인

기타 전문인

http://e-nter.kr



최봉준님
구글앱스기반의 사업플랫폼

1인사업자를 위한

블로그를 중심으로

오픈솔루션을 묶은

무료 사업 환경서비스



향후 블로그비즈니스 포인트

내면을 찾아 떠나는 여행과 스토리텔링

블로그에도 eCSR코드가 중요하다

rss 리더와 정보수집, 책읽기

스피드와 블로그기반 플랫폼들

블로그운영으로 브랜드 구축하기

SNS와 CUG를 블로그와 함께

자신만의 전문콘텐츠로 앞서가기

선택과 집중... 모든 자원에 해당



추가 이야기들은...

2009년 블로그로 살아남다.
링크나우 블로거 클럽 중심

온라인,오프라인에 접속하다

링크나우 SNS 클럽 중심

비즈니스2.0과 블로그

블로그가 있는 1인기업가

불로고수 : 하루만에 쓴 블로그입문서

중견블로거 누구나 참여 가능



블로그와 비즈니스관련 모임

빌로거 프로젝트 : 농어촌 컨설팅

매월 세번째 목요일 19:00 스토리라운지

브이코아 토요교육에 오세요

매주 토요일 09:00-12:00 강남역 3번출구

목요일 비즈니스2.0 파티에 오세요.
매주 목요일 19:00 이대역 스토리라운지

크리스천 e비즈모임도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11:00-15:00 여의도순복음교회



블로그와 비즈니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이니시스 블로그샵에서...
자기개발과 브랜드관리도구, 퇴직을 위한 가장 큰 연금
프랜차이즈, 네트워크사업, 기존매체의 탈출구
세일즈와 네트관리를 위한 비즈니스 기초도구 필수 교육
고객관리를 위한 메타블로그와 RSS리더, 팀블로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블로그개설 부터
좋은 콘텐츠,생산품을 가지고 있다면 최적의 전략
프리랜서,1인사업가의 필수설비, 빨리 개설하는 것 필요
커리어개발의 기초,학생에겐 통장보다 블로그 개설 부터
홈페이지가 없으면 이 기회에 블로그기반사이트 구축
리뉴얼시에도 심각하게 고려해보실 것
마케팅,기획,코칭,교육,언론을 하면서 블로깅을 안한다면???
사회에 발을 내딛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본도구
트위터를 보조로 사용
SaaS 사업의 최하부구조이면서 그릇이 될 것
링크나우 프로필에 꼭 달아놓으세요.
기술교류의 기초가 됩니다.
자기도메인 갖추세요. 그룹도메인도 괜찮...
비즈니스를 하자면 블로그에 사진, 이름과 연락처를 갖출 것.



감사합니다. ^^

맘껏 질문하세요 ^^~

유영진

cityhntr@gmail.com

019-324-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