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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전문 업계 1위 마케팅 플랫폼 ‘디너의여왕’을

운영하며 깨달았습니다.

전문플랫폼이정말로우수한

전문블로거, 인플루언서들을끌어들인다는것!

뷰티에대한전문 마케팅을 위해 디너의여왕에서 얻은

노하우를 집대성 하여 탄생한 플랫폼 뷰티의여왕!

입소문을 타고 뷰티인플루언서들의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뷰티 단독 플랫폼 중

가입자수 1위! & 체험단딜수량 1위!



업계 정상급 노하우로 운영되는

국내유일의뷰티전문체험단마케팅플랫폼을 소개합니다.

뷰티의여왕소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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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뷰티’만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플랫폼, 뷰티의여왕은

탄탄한기술력의자체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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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페이스북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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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키워드로 제품 노출 검색 시 다량의 리뷰 노출
타사 제품과 차별화

및 대세감 형성, 이슈화 제품/브랜드 검색유도 제품의 상세정보 제공

매출
극대화

Step.2 Step.3Step.1

핵심은, 

‘뷰티상품’에 최적화된 체계적인마케팅플랜!

브랜디드 컨텐츠 누적

자연스러운 브랜딩효과

뷰티
인플루언서

마케팅

키워드
상위노출

체험단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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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뷰티체험단_인스타그램/블로그 (1)

뷰티상품은 마케팅과 입소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피부톤도, 피부타입도, 원하는 제형도 모~두 다른 소비자들은

다양한 리뷰를 확인하고 꼭 맞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뷰티상품의체험단마케팅은더이상선택이아닌필수!

뷰티상품마케팅의기본은리뷰부터!

미용실, 네일샵, 왁싱샵, 피트니스와 같은 로컬 뷰티 리뷰는

작성이 힘든 만큼 경쟁이 낮은 편입니다.

확실한매출효과를기대하신다면바로지원하세요!

로컬뷰티마케팅의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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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월방문자수

베이직 3,000명 이하

프리미엄 3,000명 이상 10,000명 이하

럭셔리 10,000명 이상

VIP 추가 금액 상세협의

블로그 방문자 3천명 이상 일지라도!

인스타 팔로워 10만명 이상 일지라도!

상위 인플루언서가 체험단 신청을 한다면,

별도의비용결제나프리미엄없이

바로진행이가능 합니다!

높은방문자수의인플루언서가모집되어도!

저렴한 상품을 이용하면 당첨 시켜주지 않거나,

더 비싼 프리미엄 상품 이용을 권장 받아 마음이 상하셨다구요?

뷰티의여왕타 체험단 사이트

1. 뷰티체험단_인스타그램/블로그 (2)



체험단리뷰리포트페이지 키워드 점유율 노출위치

타업체와 비교불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리뷰 리포트를 실시간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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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확인이가능한체험단리뷰에대한리포트제공

1. 뷰티체험단_인스타그램/블로그 (3)



* 인스타그램, 블로그 체험단

1. 뷰티체험단_인스타그램/블로그 (4)

로컬

진행인원 견적

15명 45만원

30명 70만원

60명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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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별도

상품

진행회차 견적

30건 60만원

100건 150만원

100건 이상 별도협의

VAT별도

최소 10명씩 원하는 횟수와 상품으로 나눠 진행 가능합니다.
* 100건당 3개 상품까지 진행가능 (예시. 리뷰 400건 진행 시 상품 12개 가능)



2. 뷰티인플루언서마케팅_파워 인스타그래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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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16만명 팔로워 22만명 팔로워 14만명

수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파워 인스타그래머를 통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품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마케팅의핵심, 파워인스타그래머!



2. 뷰티인플루언서마케팅_파워 인스타그래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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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beauty_aa

bqueens_1004lovebeauty_aa

bqueens_1004오늘 데이트룩의 완성, ♥♥

좋아요 3,215개 좋아요 2,005개

운동 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보충제!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제가 먹고 있는건 요거에요. 

너무 달지않고, 담백해서 더 좋아요!

얼마 남지 않은 여름, 

다같이 열심히 운동해서 예쁜복근 만들어요 ♥♥

얼굴을 확 살려주는 주얼리들이 있는데, 요건 제 얼굴에 찰떡같이 잘

어울려서 너무 기분 좋아용ㅎㅎ

친구들이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서 주소 알려줬는데

다들 너무너무 예쁘다고 하네용

예븐건 우리 같이 해요~

인플루언서수준 인원수 견적

팔로워 1만 이상 10명 100만원

팔로워 5만 이상 10명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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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뷰티키워드상위노출_SEO (1)

* 실제 키워드 점유현황4개 키워드 VIEW탭 노출영역 100% 점유 / 16개 키워드 VIEW탭 노출영역의 60%이상 점유

뷰티디바이스 포블*  - 유효 20개 키워드 노출현황

no. 키워드 VIEW탭 위치 VIEW탭 노출 현황 비고

1 괄사갈바* 2 1,2,3,4,5,6/7

2 포블링누* 2 all/7 VIEW탭 100% 점유

3 포블링괄* 2 2,3,4,5,6/7

4 얼굴마사지기* 3 1,2,4,6/6

5 누트25.* 2 all/7 VIEW탭 100% 점유

6 포블링괄사갈** 2 all/5 VIEW탭 100% 점유

7 얼굴리프* 3 2,5,/7

8 리프팅마사* 2 1,3/6

9 리프* 3 4/7

10 리프팅기* 2 1,2,4/7

11 갈바닉마사* 1 2,3/6

12 괄사도* 3 1,3/5

13 괄* 5 2,4,7/7

14 얼굴마사* 2 1,2,4/7

15 포블* 2 1,2,3,4,5/7

16 포블링갈바* 1 all/6 VIEW탭 100% 점유

17 갈바* 2 7/7

18 얼굴살 빼는* 2 3/5

19 겟잇뷰티 갈바* 1 1,2,4/7

20 뷰티디바이* 2 3,5,6/7



* 키워드 상위노출

3. 뷰티키워드상위노출_SEO (2)

키워드등급 견적

S급 키워드
300만원 부터

수분크림, 립스틱, 파운데이션 등 대형 카테고리 기준

A급 키워드
100만원 부터

수분크림 추천, 립스틱 추천, 파운데이션 추천 등
대형 카테고리 관련 키워드 기준

B급 키워드
50만원 부터

뷰티 디바이스, 색조 화장품, 묻어나지 않는 립스틱 등
직접관여도가 떨어지는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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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VIEW탭 노출기준 견적입니다.

* 키워드는 한달간 노출보장 되며, 위 견적은 1개 키워드의 월 견적입니다.

* 3개월 이상 계약시견적의 10% 할인 제공됩니다.

쿠션추천뷰티디바이스

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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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의여왕마케팅견적_Overview

* 모든 견적은 VAT 별도

1-2. 블로그 / 인스타체험단 (상품)1-1. 블로그 / 인스타체험단 (로컬)

구분 견적

S급 키워드 300만원 부터

A급 키워드 100만원 부터

B급 키워드 50만원 부터

2. 파워인플루언서 3. 뷰티키워드상위노출

로컬

진행인원 견적

15명 45만원

30명 70만원

60명 100만원

* 해당 견적은 컨디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수준 인원수 견적

팔로워 1만 이상 10명 100만원

팔로워 5만 이상 10명 200만원

상품

진행회차 견적

30건 60만원

100건 150만원

100건 이상 별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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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진행사례_포블링 누트 25.5 (상품)

모집 44명

신청 2,055명

리뷰조회수 234,817회

뷰티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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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진행사례_코코라인 젤네일 스티커 (상품)

모집 154명

신청 2,682명

리뷰조회수 84,219회

뷰티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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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진행사례_멈칫 섬유향수/핸드크림/바디미스트 (상품)

모집 142명

신청 3,308명

리뷰조회수 109,432회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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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진행사례_이철헤어커커 명동점 (로컬)

모집 60명

신청 834명

리뷰조회수 83,236회

헤어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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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진행사례_아이스왁싱 강남점 (로컬)

모집 30명

신청 180명

리뷰조회수 78,387회

왁싱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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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의여왕의 뿌리, 주식회사 퀸즈코퍼레이션을 소개합니다.

㈜퀸즈코퍼레이션소개
02



회사명 / 주식회사 퀸즈코퍼레이션

설립일 / 2016. 1. 20

대표이사 / 정하용

본사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18 조이타워 12~13층

인원 / 6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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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07월 스마트벤처캠퍼스 4기 선정(창업진흥원)

02월 디너의여왕 플랫폼 런칭

01월 ㈜디너의여왕 법인 설립

2018 11월 법인명 변경 : ㈜퀸즈코퍼레이션

11월 프런티어 벤처기업 선정

10월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08월 광고기술 및 사용자 분석기술 특허 2건 등록

05월 시리즈A 투자유치(30억원)

02월 뷰티의여왕 플랫폼 런칭

2017 07월 스마트벤처캠퍼스 4기 최우수기업 선정(창업진흥원)

05월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선정(중소기업벤처기업부)

04월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선정(산업통상자원부)

02월 벤처기업 인증

2019 10월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09월 디너의여왕 - 디너패스 런칭

02월 F&B 사업 – 직영 1호점



실질적인마케팅효과를 통해 이어지는 고객과의신뢰

다양한 브랜드들이 뷰티의여왕과 함께 진짜마케팅의효과를누리고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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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케팅의 정답!

뷰티의여왕 과 함께
매출상승의기회를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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