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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진행을제안드립니다.

반려동물용품성분분석앱 1 위

반려동물과 함께하다 - 반함



01. [국내최대, 1위] 반함서비스소개
: 국내최대, 국내 1위의반려동물용품전성분분석, 리뷰플랫폼

35,000설치

1위
2,000 개

2,500 개



화장품시장이급격히성장하면서

성분분석과 리뷰가중요한 구매요소로자리잡게되었고

900만명이사용하는화장품 성분분석&리뷰 앱 ‘화해’가

탄생하게되었습니다.

반려동물용품 시장도급격한 성장이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제품이출시되고있고많은마케팅이진행되고있습니다.

이제반려동물용품에도성분분석과리뷰가

중요한구매요소로자리잡고 있습니다.

구글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순위

01. [국내최대, 1위] 반함서비스소개
: 국내 최대, 국내 1위의 반려동물용품 전 성분 분석, 리뷰 플랫폼



사료/간식구매시가장먼저체크하는항목 -> 사용자리뷰

최적의사료/간식구매자리뷰검색 -> 반함

-출처: Facebook “How Instagram Boosts Brands and Drives Sales”

-출처: 트랜드모니터 ‘17.9-12

83%

반려인들의제품구매에결정적영향을하는긍정적리뷰

성분분석과실사용리뷰를찾아보기위해 ‘반함’에접속한반려인들에게긍정적리뷰를보여주세요.

제품구매시소비자리뷰
필수확인비율

(UGC)

인스타그램유저
상품/서비스발견여부

(13개국 21,000여명)

01. [국내최대, 1위] 반함서비스소개
: 국내최대, 국내 1위의반려동물용품전성분분석, 리뷰플랫폼

78.6%



성분분석 반함쇼핑이벤트반함체험단

01. [국내최대, 1위] 반함서비스소개
: 국내최대, 국내 1위의반려동물용품전성분분석, 리뷰플랫폼



일반타사체험단들과달리 SNS후기와함께반함앱에도후기가누적되어해당상품의성분분석과리뷰를찾아온반려인들에게

좋은인식을심어줄수있어더많은매출로이어집니다.

02. [차별화된] 반함체험단

타사일반체험단

본인이 운영하는 SNS 또는 블로그에 리뷰

반함체험단

본인이 운영하는 SNS 또는 블로그에 리뷰 전성분 분석 1위반함 앱에 리뷰



반함앱리뷰SNS에서적극적으로활동하는반려인 SNS  리뷰

성분분석리뷰앱인반함은활동유저대부분이성분분석에관심이많고다수의커뮤니티활동에적극적인인플루언서들이많습니다.

02. [차별화된] 반함체험단



실제반려인들에게양질의제품사용기회를제공하고, 가감없는방대한리뷰및 DB 확보가가능합니다.

02. [차별화된] 반함체험단



03. [폭발적인반응의] 반함체험단

촉촉큐브(강아지간식)

지원자 : 450명 ｜최종선정 : 100명

노즈워크매트(강아지용품)

촉촉츄르(고양이간식) 뽕뽕매트(고양이용품)

지원자 : 228명 ｜최종선정 : 30명

지원자 : 198명 ｜최종선정 : 50명 지원자 : 204명 ｜최종선정 : 30명

반함앱의많은유저가체험단을지원하므로, 광고주의니즈에맞는체험단을선정하여진행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

팔로워가많은사람으로진행, 블로그위주로진행등의광고주가원하는방향으로진행이가능합니다.



03. [폭발적인반응의] 반함체험단

반함앱메인배너노출 반함앱내체험단페이지노출 반함제휴SNS 노출

체험단모집컨텐츠및체험단리뷰의영향을포함하여최소 50,000명 이상의반려인들에게제품이노출되는효과가있습니다.



반함의주요기능인 ‘유저리뷰’를통해제품의브랜딩과매출증대에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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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매출로이어지는] 반함체험단



전문마케터의밀착커뮤니케이션으로체험단의 A to Z를책임집니다.

05. [전문마케터가함께하는] 반함체험단

체험단 진행
신청서 작성

신청서 검토
일정 협의

광고비 입금
체험단 모집
컨텐츠 제작

체험단 모집 진행

체험단 모집 마감

체험단 선정

체험단 제품 발송

체험단 리뷰 작성포스팅 모니터링

보고서 전달 체험단 컨텐츠 전달

체험단 주소 전달

체험단 신청

보고서 확인
체험단 컨텐츠 확인

광고주 반함 유저



1) 최소진행단가

2) 정기진행단가-사업자기준전제품가능

영상제작 1회진행단가 (VAT 별도)

1분 이내 1개 100만원

3. 체험단후기SNS 바이럴영상제작

체험단진행후

확보한후기컨텐츠를모아서

자연스러운바이럴홍보영상을

제작해드립니다.

예시: https://bit.ly/3cEv82R

전문마케터가전담하고있기에동영상제작후광고대행도가능합니다.

06. [파격행사중인] 반함체험단

체험단 인원 진행 단가
(VAT별도)

비고

50명 100만원
최소 10명 이상

진행횟수조율가능
100명 180만원

체험단 인원 5회 진행 단가 10회 진행 단가 비고

50명 350만원 600만원 *펫품종/성별
/연령등선택가능

*기간별도협의100명 630만원 1,080만원

※ 체험제품은광고주제공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https://bit.ly/3cEv82R


 성분분석앱1위반함체험단을지금꼭해야하는이유

+  수만명의반려인들이활동하는반함앱리뷰

+  반함앱내반려동물용품상위권랭킹선점확보

+  양질의체험단컨텐츠확보

+  즉각적인매출확보



반함광고제휴& 반함쇼핑입점제휴

폭발적으로성장하는반려동물용품시장에서폭발적인성장을함께할광고주의연락을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명

설립일

대표이사

주소

대표번호

(주) 오즈마케팅컴퍼니

2019년 6월

박무순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75길 5-2 HR빌딩 3층

02-2088-5405

문의

02-2088-5405

oz@ozmk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