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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구매자 100% 보장

최근 시장조사 결과 80%이상의 리뷰마케팅 업체가 마케터 모집 풀이 부족하여 회사 직원이 100+ 개의 아이디를 운영하여

동일 아이피에서 아이디를 돌려쓰면서 구매작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타사와 다르게 100% 실 구매자만을 구성하여 다른 ID, IP, 심지어 지역까지도 구별하여 실구매를 보장합니다.

“ ” 

당일 구매 예정자 사전 컨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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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세팅

당사는 최초에 광고주의 키워드 및 카테고리 세팅을 세밀히 검토하여 최적화 세팅을 제안 드리립니다.“ ” 
성공사례 예)  

1. 광고주 키워드 및 세팅이 효율적이지 않았음.

2. 키워드 (제목 세팅) 

3. 상세 내용 세팅 (해시태그)

4. 카테고리 세팅

5. 대외비 세팅

6. 최적화 세팅 완료 후 작업진행으로 효율성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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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로 구매 하는 것은 효과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꼭,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여 체류 한 뒤 액션을 취하고 구매를 진행 해야만 순위 상승이 극대화가 됩니다.“ ” 

최적화 구매

→ →

키워드 검색 후 유입 체류 및 액션 구매

※ 액션 포함 이 외의 최적화 루트는 대외비 이므로 공개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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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분께 매일 단위로 리뷰평 광고로 인해 상승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진행 수량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방향성을 수시로 검토해 가며 진행해 드립니다.“ ” 

데일리 순위 보고

→ →

데일리 명단 & 순위 보고

체류 및 액션 구매

보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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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광고 보고서 포맷은 있지만 모든 광고주의 성향이 다른 만큼 광고주에게 맞춰 보고서 폼을

세팅하여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 

후기 Follow-up

진행 개요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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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플랫폼 링크 일별 가용가능한 마케터*MAX

스토어팜 https://shopping.naver.com/ 800

쿠팡 https://www.coupang.com/ 700

올리브영 https://www.oliveyoung.co.kr/store/main/main.do?oy=0 200

카카오 선물하기 https://www.kakaocorp.com/service/KakaoTalkGift 200

11번가 https://www.11st.co.kr/ 200

SSG http://www.ssg.com/ 200

무신사 https://www.musinsa.com/ 200

위메프 https://front.wemakeprice.com/main 200

G마켓 https://www.gmarket.co.kr/ 200

옥션 http://auction.co.kr/ 200

네이버 플레이스 https://smartplace.naver.com/ 50

구글 플레이스 https://www.google.com/ 50

https://shopping.naver.com/
https://www.coupang.com/
https://www.oliveyoung.co.kr/store/main/main.do?oy=0
https://www.kakaocorp.com/service/KakaoTalkGift
https://www.11st.co.kr/
http://www.ssg.com/
https://www.musinsa.com/
https://front.wemakeprice.com/main
https://www.gmarket.co.kr/
http://auction.co.kr/
https://smartplace.naver.com/
https://www.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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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직접 페이백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1. 비용 크로스체크

2. 디에이측에서 마케터 계좌 개별 취합

3. 비용 및 개별 계좌 취합 및 전달

4. 제품가 직접 페이백

페이백 대행

1. 비용 크로스체크

2. 결제비 (제품가+배송비) + VAT포함 입금

3. 디에이 → 광고주 세금계산서 발행

4. 제품가 페이백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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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상품 단가표는 표준 단가표이므로
진행 인원수, 기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000/건

최적화 구매 & 키워드 유입진행

후기글 1회 작성

단순구매 작업 2,000원

1:1담당자배정

DELUXE

₩5,000/건

최적화 세팅 제안

최적화 구매 & 키워드 유입진행

후기글 1회 작성

단순구매 작업 4,000원

운영비 & 계약비 & 원고료 포함

STANDARD

최적화 세팅 제안

운영비 & 계약비 & 원고료 포함

오픈마켓 찜, 상품 찜 오픈마켓 찜, 상품 찜

1:1담당자배정

대량주문

대량 진행시 담당자 문의 부탁드립니다.

운영비 & 계약비 & 원고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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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제공 / 알림, 찜 서비스 포함

형태 링크 단가 (개당) 비고

기본 패키지 구매 + 구매리뷰 30건 ( 구매, 리뷰 자율 비율 ) 3,000원 -

10% 할인 패키지 구매 + 구매리뷰 300건 ( 구매, 리뷰 자율 비율 ) 2,700원 10% 할인

20% 할인 패키지 구매 + 구매리뷰 500건 ( 구매, 리뷰 자율 비율) 2,400원 20% 할인

30% 할인 패키지 구매 + 구매리뷰 1,000건 ( 구매, 리뷰 자율 비율 ) 2,100원 30% 할인

*원고료 제공 / 알림, 찜 서비스 포함

형태 링크 단가 (개당) 비고

10% 할인 패키지 구매 + 구매리뷰 500건 ( 구매, 리뷰 자율 비율 ) 4,500원 10% 할인

20% 할인 패키지 구매 + 구매리뷰 1,000건 ( 구매, 리뷰 자율 비율) 4,000원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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