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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워드 검색엔진최적화
SEARCH ENGINE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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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EO

구매결정

소비자의 49%는 제품 구매 결정 시

검색엔진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49%

검색결과

검색자의 91%는 검색결과의 첫페이지만

확인합니다.

91%

B2B

B2B 구매담당자의 80%는

검색엔진에서 구매 정보를 탐색합니다.

80%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구매 결정 과정에서 검색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와 제품의 웹사이트가 검색엔진 결과 페이지에서

차지하는 가시성 수준에 따라 비즈니스의 성공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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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SEO
검색엔진최적화란 검색엔진의 알고리즘을 이해하여 웹사이트의 테크니컬한 요소를 구축하고 사용자를 이해하여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구성하는

디지털 마케팅 기법입니다.

SEO

BEN EF ITS

고객 이해도 향상

키워드분석으로웹사이트방문하는고객에대한

이해도향상

브랜드 인지도 상승

검색결과상위노출을통해업계리더라는

인식수립및강화

높은 투자 대비 수익률

검색광고등기타디지털마케팅기법대비높은

수익률

타깃 국가 트래픽 확보

구글사용률이높은미국등주요해외국가에서의

트래픽상승

웹트래픽 상승

타깃고객이실제로사용하는키워드를통해자연스런

트래픽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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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KEY FACTORS

콘텐츠

검색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메타 데이터로

콘텐츠의 주제를 검색엔진에게 잘 전달

하여야 함

키워드

주제에 걸맞는 핵심 키워드, LSI 및

롱테일 키워드 등 연관 키워드를

풍부하게 사용해야 함

테크니컬 요소

검색엔진의 크롤링, 인덱싱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기술적인 요소를

점검해야 함

링크

내 웹사이트를 링크하고 있는 신뢰성

높은 외부 웹사이트가 많고 질이

좋을수록 유리함

트윈워드 검색엔진최적화 마케팅은 SEO의 4가지 주요 요소를 모두 포함하며, 고객의 비즈니스 목표와 채널 전략에 맞춰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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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WORD SEO PROCESS (1/2)

비즈니스 분석

클라이언트의 제품 및 서비스를

이해하고, 타겟 국가, 시장, 고객을

위한 시장조사 및 전략을 수립합니다.

테크니컬 SEO

검색엔진의 알고리즘을 반영하여

웹사이트의 기술적인 요소를 점검,

개선, 구축합니다.

키워드 리서치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 제품과

서비스를 표현하면서 타겟 고객들이

사용하는 키워드를 찾아냅니다.

콘텐츠 SEO (1/2)

클라이언트 웹사이트 콘텐츠를

점검하고, 콘텐츠 리라이팅 작업을

실시합니다.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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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WORD SEO PROCESS (2/2)

콘텐츠 SEO (2/2)

키워드 리서치를 통해 찾아낸 타겟

키워드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오프페이지 SEO

클라이언트와 연관성이 있으며

도메인 가치가 높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링크빌딩을 합니다.

모니터링

웹사이트 크롤링 및 색인 현황을

점검하고, 트래픽 키워드 분석을

실시합니다.

트레이닝

SEO 세미나 및 웹로그 분석 툴

사용에 관한 심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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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FAQ

트윈워드 SEO 마케팅 혹은 SEO에

관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드립니다.

프로젝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트윈워드의 SEO 프로젝트는 최소 12주가 소요됩니다. 

그 이유는 SEO 마케팅의 작업범위가 넓으며, SEO 

효과를 측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작업만 선택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콘텐츠 SEO에 대한 컨설팅만 필요할 경우,

콘텐츠 SEO와 관련된 작업만 선택하여 컨설팅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검색엔진이 대상인가요?

’구글’을 위한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구글은

전세계 검색엔진 시장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러시아,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구글 사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검색광고 대비 좋은 점이 있나요?

검색광고는 빠른 시일 내 효과가

나타나지만,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SEO는 컨설팅을 통해 토대를 세우면 추후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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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WINWORD
키워드리서치기반해외마케팅전문회사
•트윈워드는언어처리기술을바탕으로시맨틱키워드리서치툴과같은다양한지능형서비스와해외마케팅에효과적인검색엔진최적화 (SEO) 
마케팅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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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WORD REPUTATION

(Source: Roland Frasier Slidesh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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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WORD IDEAS

.

트윈워드아이디어즈주요기능
1) Suggest Tab:키워드리서치가필요한단어를입력하여키워드확장

2) Trending Tab:타깃키워드관련최신트렌드키워드발굴

3) LSI Graph Tab: 일반단어를입력하여연관키워드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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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ANKING SEO COMPANY

첫 페이지 키워드 3,000 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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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WORD ORGANIC PERFORMANCE

•연간광고효과 = 270,000클릭수 x 구글애즈평균CPC 단가 ($2.32달러) = 6억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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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LASS CONSULTING
지속적인해외컨퍼런스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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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PUBLISHING
검색엔진최적화도서출판



15

COMPETITIVE LANDSCAPE
웹사이트랭킹비교우위A사 B사 C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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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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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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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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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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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트윈워드 웹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https://www.twinword.co.kr

help@twinword.com 3003, North 1st Street Suite 221, San Jose, CA 95134
info@twinword.co.kr Suite 302, Building 3, Pangyo-ro 289, Seongnam-si, 

Bundang-gu, Gyeonggi-do, South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