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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의 정석 리뷰통.

Rev iew Tong
블로그 체험단 &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기업

OUR VISION
리뷰통은 디에이기획의 플랫폼으로써 체험단,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체험단은 최근, 온라인마케팅의 필수 코스로 빠져서는 안되는 마케팅 기법이 되었습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네이버, 인스타그램, 각 플랫폼 별 리뷰 로직을 매월 분석 및 팔로우업
하며 현트렌드에 보다 한 발자국 빠르게 귀사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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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의 정석 리뷰통.

블로그체험단
시장분석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가장 애착을 가지고 신경 쓰고 있는 매체 중 하나입니다.
잠재적 구매자의 관심 키워드 검색시 가장 효과적이게 구매전환을 일으키는
매체는 블로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블로그 마케팅은 기업, 음식점
등 광고주에 필수적인 가성비 마케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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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의 정석 리뷰통.

리뷰통만의 강점이 뭔가요?
저희 리뷰통은 블로그 체험단, 인플루언서 마케팅만을 포커싱하여 자사만의 강점 연구 및 발전 시켜 왔습니다.
타사에서 느껴 볼 수 없었던 리뷰통 만의 강점들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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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

Communication

네이버 로직에 맞춘 가이드라인

2:1 비서시스템

리뷰의 정석 리뷰통.

Blogger Recuriting

Report

120,000 블로거 DB 보유로 최적화

객관적인 리포트를 전달

블로거 (C-ranker) 모집

재계약시 최대 20% 할인가 적용

Review Tong

리뷰통 블로그체험단
이렇게 진행되요!
01.

02.

03.

블로거 모집

컨펌과정

키워드 선별

메일링 모집 C-Rank 블로거

양사간의 꼼꼼한 블로거 선별 후

1:1 담당자 배정 후

자체 사이트 모집 DIA 블로거

컨펌된 인원으로 캠페인 진행

효과적인 키워드 선별 및 권장

04.

05.

06.

가이드라인

후기취합

보고서

네이버 로직을 전문적이게 파악 →

후기 취합시 광고주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보고서 전달

블로그 후기 작성자에게 전달

실시간 링크 전달을 통한 진행 상황보고

2차 마케팅을 위한 세일가 적용
보고서 형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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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의 정석 리뷰통.

리뷰통만의 독보적인 모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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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의 정석 리뷰통.

공개모집
일 5,000~15,000명

비공개모집
120,000 블로거 DB

하루에 최대 15,000명이 방문하는 사이트를 보유하고

다년간 축적된 C-RANK 블로거 DB를 활용하여

있어 제품에 대한 노출과 모집율 극대화를 합니다.

캠페인 진행시 카테고리에 맞게 체험단 선정합니다.

매 캠페인 종료 시

객관적인 보고서를!
그레이드 제도
매 캠페인 A-F까지 객관적인 그레이드를 감정하여 10~30%의
할인가를 적용하여 재계약 제안서를 드립니다.

독보적인 PV 시스템
자사만의 독보적인 PV 시스템을 통해 해당 캠페인을 통해 글의
도달율 과 PV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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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의 정석 리뷰통.

매 캠페인종료 시

할인가 및 제안서 제공!

제안서 시스템
저희 리뷰통은 매 캠페인 종료시 체험단, 그 외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제안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계약 할인가 적용
저희 리뷰통은 광고주의 부담감을 덜어 드리고자
그레이드별 차등 할인가를 적용하여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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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의 정석 리뷰통.

할인가 테이블
구 분

내 용

명당 / 개월

금액 (VAT 별도)

10 / 3

300,000 ₩

20 / 3

400,000 ₩

할인 폭
세일가 없음

약 34% 할인가 적용
30 / 3

600,000 ₩

40 /3

800,000 ₩ 720,000 ₩

50 /3

1,000,000 ₩ 900,000 ₩

60 / 3

1,200,000 ₩ 960,000 ₩

70 / 3

1,400,000 ₩ 1,120,000 ₩

80 / 3

1,600,000 ₩ 1,280,000 ₩

90 / 3

1,800,000 ₩ 1,440,000 ₩

100 / 6

2,000,000 ₩ 1,600,000 ₩

200 / 12

4,000,000 ₩ 2,800,000 ₩

할인가 40% 적용

블로그 체험단

•

지정월수 간 제공 리뷰수 자율 소진 가능

•

명단 컨펌 무한 제공

•

C-rank (노출용이 블로거) 무상 지원

•

이메일링 프로그램(비공개모집) 무상 지원

•

가이드, 보고서 등 제공

할인가 50% 적용

할인가 60% 적용
3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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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의 정석 리뷰통.

6,000,000 ₩ 4,200,000 ₩

리뷰통의 광고주 서비스

블로그 기자단

•
•
•
•
•

지정월수 간 제공 리뷰수 자율 소진 가능
명단 컨펌 무한 제공
C-rank (노출용이 블로거) 무상 지원
이메일링 프로그램(비공개모집) 무상 지원
가이드, 보고서 등 제공

•

최소 일 방문자 수 2,000 이상 보장 상품

리뷰통의 단가표는 최상의 블로그 퀄리티 서비스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타사와는 상반되는 검증된 블로거를 최저가로 진행을 해드리며
블로그의 퀄리티를 크로스 체크 할 수 있게 매 캠페인에
“블로그 컨펌과정＂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업계 최저가로 이용해 보세요!

명당 / 개월

금액 (VAT 별도)

20 / 2

400,000 ₩

40 / 3

720,000 ₩

200 / 12

2,800,000 ₩

1명당

50,000 ₩

인원소진제
상품

할인가테이블 참조
체험단

(1명당 / 3만원)

ㆍ 가이드라인 제공
ㆍ 보고서 제공
ㆍ C-rank 무상지원
ㆍ 명단 무한 컨펌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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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의 정석 리뷰통.

비고
•
•
•

세트가 아닌 단품 상품 이용시 하기의 도표
참고 후 담당자에게 전달 必
최소 진행 단위는 5명이며 5명 이하 진행시
회차안에 소진되지 않은 회차에 대해서는
자동소멸 됩니다.
회차와 리뷰수는 최소단위이기 때문에
한번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

02.

블로그 체험단

내 용

01.

구 분

55,000 ₩
파워블로그 (1명당)
ㆍ 상품별 일 방문자 1,000~
5,000 이상의 블로거 세팅
ㆍ 노출에 용이한 C-rank 모집
ㆍ 리스트업 5회 컨펌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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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블로그 체험단 &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