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인플루언서 마케팅안내

우리 상품(서비스)이
파워블로거로 입소문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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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리뷰 마케팅, 왜 필요하죠?

A. 새로운 상품이 나온 것 같지도 않고
서비스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도 아닌데
소문난 상품이 되어 매출이 부쩍 늘어난
경쟁 업체의 비결은 바로

“파워 블로거 리뷰의 홍보 효과”입니다.

Q.

어느 날 갑자기 경쟁 업체에
부쩍 상품 문의가 늘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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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중 1명은 블로그 리뷰를 보고 찾아갑니다.
상품 구매 정보는 어디서 얻는가

블로그 리뷰

52%
블로그 리뷰

지인 소개

할인 쿠폰

전단지

(20~30대 남녀 3,000명 조사) *한국갤럽 2012

2022 블로거 리뷰 마케팅 안내

블로그 리뷰 마케팅은 어렵다?

Q. 아, 그렇구나! 그런데 왜… 우리 리뷰만 없는거죠?
검색하면 내 쇼핑몰의 상품은 나오질 않아요.
경쟁 상품들은 블로거들이 추천을 해주는데,
아직 입소문이 덜 나서 그런가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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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리뷰 마케팅을 해서 그렇습니다.

경쟁업체가 블로그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본 것입니다.
모르겠지요?하지만 당황하실 필요도
속상하실 필요도 없어요. 퍼스트리뷰가
도와드리면 이제 여러분 상품(서비스)도
인터넷에서 남부럽지 않은 리뷰글이
올라와 금세 입소문이 퍼질 테니까요.

내 가게 내 제품
포털 검색 노출

찾아 가고 싶은
호감 가는 생생한 체험기

네이버에서 내 가게 이름과 상품명을
입력하면 추천 체험리뷰가 올라와서
소비자에게 노출됩니다.

인터넷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전문 평가 그룹인 ‘파워블로거’가
여러분의 홍보 리뷰를 작성합니다. 글을
접한 소비자는 신뢰감과 호감을 갖게
되어 내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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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홍보를 책임질
5만명 파워블로거의 리얼 체험리뷰 마케팅

“퍼스트리뷰”
퍼스트리뷰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5만명 이상의 파워블로그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신개념 블로그 체험리뷰서비스로 리얼 리뷰마케팅을 지향합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우수 블로거들이
체험단 활동을 위해 직접 체험하여
내 가게, 내 상품을 생생히 홍보합니다.

2020 블로거 리뷰 마케팅 안내

1. 리뷰서비스 신청서 접수

퍼스트리뷰

진행절차

2. 캠페인 등록(모집진행)
3. 파워블로거에게 상품(서비스) 제공

4. 고퀄리티 리뷰 포스팅
5. 네이버 검색 및 방문자에 노출
6. 결과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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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바지 ‘핫쉐이퍼즈’ 체험단 (성공사례)
다이어트바지 피트니스 반바지 핫쉐이퍼스
입었을 때의 느낌!! 일단 탄력 없는 근육을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효과 땀이 언제 날까 싶어서 더 열심히 운
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고 벗었을 때... 마치 사우나 안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의 시원함!!
요게 중요하더라구요.
확실히 피부온도가 상승했구나 라는 느낌이 드니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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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O

아래의 키워드로 포털 네이버 검색 노출 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이어트바지 / 다이어트운동복 / 요가바지 / 요가운동복
피트니스바지 / 피트니스운동복
다이어트바지효과 / 다이어트운동복효과 / 요가바지효과
요가운동복효과 / 피트니스바지효과 / 피트니스운동복효과
살빠지는다이어트바지 / 살빠지는다이어트운동복 / 살빠지는요가바지
살빠지는요가운동복 / 살빠지는피트니스바지 / 살빠지는피트니스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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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스피커 ‘소리알 4.0’ 체험단 (성공사례)
스마트폰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 소리알
작고 귀여운 디자인과 휴대성, 블루투스 4.0 과 음성 통화 수신여부 명령 등의
최신 기술이 탑재된 제품 자체의 성능이 함께 구현되어있는 미니 스피커에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음질 또한 크기에 비해 꽤나 선명하고 만족스러운 편이었습니다.
생활방수의 지원으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활용도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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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키워드로 포털 네이버 검색 노출 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스마트폰 스티커 / 휴대폰 스피커 / 블루투스 스피커 / 스마트폰 무선스티커
휴대폰 무선스티커 / 블루투스 무선스피커
미니스마트폰 스티커 / 미니휴대폰 스피커 / 미니블루투스 스피커
미니 스마트폰 무선스티커 / 미니 휴대폰 무선스티커 / 미니 블루투스 무선스피커
이휘재 스마트폰 스티커 / 이휘재 휴대폰 스피커 / 이휘재 블루투스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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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충전 ‘Freedy’ 무선충전기 체험단 (성공사례)
스마트폰 충전기 프리디 무선 충전기라 편하다
갤럭시 S5 무선충전기는 충전 패드, 케이블, 설명서와 파워패치가 들어있다. 프리디 무선충전기 패드는 흰색과
검은색이 있다. 신기한 것 참으로 잘 반응한다. 스마트폰을 올리면 바로 램프가 꺼지는~~ 가죽케이스를 끼워놓
은 상태라 잘 맞춰야 충전이 되지만 케이스가 없을 때 빠르게 감지하고 바로 충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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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봄

아래의 키워드로 포털 네이버 검색 노출 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기 /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 스마트폰 충전기 후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후기
가정용 스마트폰 충전기 / 가정용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가정용 스마트폰 충전기 후기 / 가정용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후기
스마트폰 충전기 소개 /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소개 / 가정용 스마트폰 충전기 소개
가정용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소개
스마트폰 충전기 개봉기 /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개봉기
가정용 스마트폰충전기 개봉기 / 가정용 스마트폰무선충전기 개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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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샴푸 ‘아이두젠’ 체험단 (성공사례)
탈모방지샴푸 DHT-X 샴푸 :: 신랑을 위한 탈모샴푸
DKT-X샴푸 탈모라는 게 정말 모발이 빠지기만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기름,악취, 비듬같은
원인모를 흰알갤이 등…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현상 외에도 두피문제등 원인 또한 탈모라고 하네요.
완전 시원한 민트,박하향이 두피에도 시원한 쿨링 효과를 꽤 준다고 하더라구요.아무래도 두피의 온도를 조금
내려주면서 탈모방지에 도움이 되는 거 같다는^^아직 꾸준히 더 사용을 해 봐야겠지만~
탈모방지 샴푸 DHT-X 샴푸 열심히 쓰면서 손군의 모발도 두피도 튼튼해지길 바래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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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박

아래의 키워드로 포털 네이버 검색 노출 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탈모샴푸 / 비듬샴푸 / 탈모방지샴푸 / 비듬방지샴푸 / 탈모샴푸효과 / 비듬샴푸효과
탈모방지샴푸효과 / 비듬방지샴푸효과 / 탈모샴푸 양모효과 / 비듬샴푸 양모효과
탈모방지샴푸 양모효과 / 비듬방지샴푸 양모효과 / 탈모샴푸추천 / 비듬샴푸추천
탈모방지샴푸추천 / 비듬방지샴푸추천 / 좋은탈모샴푸 / 좋은비듬샴푸
좋은탈모방지샴푸 /좋은비듬방지샴푸 / 상쾌한탈모샴푸
상쾌한비듬샴푸 / 상쾌한탈모방지샴푸 / 상쾌한비듬방지샴푸
탈모샴푸리뷰 / 비듬샴푸리뷰 / 탈모방지샴푸리뷰 / 비듬방지샴푸리뷰 / 탈모샴푸사
용후기 / 비듬샴푸사용후기 / 탈모방지샴푸사용후기 / 비듬방지샴푸사용후기
두피케어 탈모샴푸 / 두피케어 비듬샴푸 / 두피케어 탈모방지샴푸
두피케어 비듬방지샴푸 / 두피케어 탈모샴푸 후기 / 두피케어 비듬샴푸 후기
두피케어 탈모방지샴푸 후기 / 두피케어 비듬방지샴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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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와일드뷰’ 체험단 (성공사례)
지페어코리아 우수상품 HD블랙박스 후기
일단은 시동을 키면은 저렇게 파란불이 깜빡하면서 나와용. 전원이 켜지구용 ㅎㅎㅎㅎㅎㅎ 생각보다 작아서 엄
청 깜놀했음 ㅎㅎ 기엽다 ㅎㅎ좌측에는 SD카드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음성 녹음은 빼고 촬영 가능한 버튼 !! 그
리고 블랙박스 자체에서 포맷이 가능한 자체포맷 버튼이 보여용. ㅎㅎㅎ 요건 제품 사진 !! 설치 전에 제품박스
를 개봉해서 안에 구성품들 촬영한 사진이에요.
엄청 심플하죠?? ㅎㅎㅎㅎㅎ 실은 개봉해서 블랙박스 보고는 살짝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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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키워드로 포털 네이버 검색 노출 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HD블랙박스 / 블랙박스 / HD블랙박스 후기 / 블랙박스 후기
HD블랙박스 추천 / 블랙박스 추천
듀얼 HD블랙박스 / 듀얼 블랙박스 / 듀얼 HD블랙박스 후기 / 듀얼 블랙박스 후기
듀얼 HD블랙박스 추천 / 듀얼 블랙박스 추천
차량용HD블랙박스 후기 / 차량용블랙박스 후기 / 차량용HD블랙박스 추천
차량용블랙박스 추천
듀얼 차량용HD블랙박스 후기 / 듀얼 차량용블랙박스 후기
듀얼 차량용HD블랙박스 추천 / 듀얼 차량용블랙박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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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A 리퀴드 ‘코스알엑스’ 체험단 (성공사례)
블랙헤드 각질제거 코스알엑스
기름도 번들번들...ㅠㅠ 참기름 집도 아니고 참...그러면서 모공 속에 피지가 마구 끼어잇었는데 한번
닦은 걸로 유분 조절과 피부 표면에 피지가 생기려고 시작하는 검은색들이 닦인 후합니다.
그리고 턱 부분에 요즘 자꾸 좁쌀 여드름이 생기던데 사용하고 다음날 되니 빨리 진전이 되면서 사라지더라고요
^^ 사용 느낌 정말 맘에 드네요 냄새는 거의 무향이에요
블랙헤드 각질제거 코스알엑스 BHA 리퀴드를였습니다…

blogger

파블

아래의 키워드로 포털 네이버 검색 노출 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각질제거 / 블랙헤드제거 / 각질제거 제품 / 블랙헤드제거 제품

각질제거 제품 추천 / 블랙헤드제거 제품 추천 / 각질제거 제품 구매후기
블랙헤드제거 제품 구매후기
효과 좋은 각질제거 / 효과 좋은 블랙헤드제거 / 여드름 각질제거
여드름 블랙헤드제거 / 기능성 각질제거 / 기능성 블랙헤드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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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토스피아’ 방문 체험단 (성공사례)
[대학로카페] 카페토스피아 – 프레스샌드위치와 생과일…
프레스 샌드위치라서 먹기가 너무 편했어요 샌드위치 먹다가 손에 묻고 그럴수 있는데
프레스로 눌려서 나오니까 깔끔하더라구요! 아이들 단체주문으로도 적합할 것 같아요!
단호박과 피넛이 씹히고…!! 하와이언피자도 너무 맛있었어요!
개인적으로 하와이언이 저는 더 맛있더라구요!

blogger

뚜지니

아래의 키워드로 포털 네이버 검색 노출 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대학로카페 / 대학로 카페추천 / 대학로 샌드위치 / 생과일 주스
대학로 프레스 샌드위치 / 대학로 착한카페
대학로 외 춘천, 신평, 서면 서산, 행신 등 다수의 전국 지점에 대한 홍보가 추가로 진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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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메디앙스 ‘베아바’ 소개기자단 (성공사례)
쉽게 이유식만들기 :: 보령메디앙스 베아바 이유식제조..
베아바는 제품비교해놓은 표도 있더라구요
다른 제품들보다 베아바 이유식 제조기 신제품 (두 번째 제품)이 열전도 방지기능도 있고 물때 세척
자동알림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조리완료 알람기능도 있네요.
인터넷에 있는 많은 이유식 제조 레시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베아바 이유식 제조기!
둘째조카도 곧 이유식 먹는데 이거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ㅎㅎ

blogger

퀸비

아래의 키워드로 포털 네이버 검색 노출 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유식제조기 / 이유식만들기 / 이유식제조기추천
베아바베이비쿡 / 베아바 / 보령메디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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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뷰가 몇 번 읽혔는지 보여주는 포스트 노출 통계 데이터 제공

오직 “퍼스트리뷰”만이
강력한 리뷰 마케팅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2) 광고효과가 한 눈에 들어오는 검색어 노출현황 제공

퍼스트리뷰는 체계적인 효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 리뷰의 효과를 한 눈에
들어오도록 파악 가능한 리포팅 시스템을 갖추고
보다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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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리뷰 마케팅 상품안내 (인원 상품)
서비스

특성

상품 체험

안내
별도 방문 없이 광고주가 제공한 상품 및 서비스를 체험
신뢰성이 느껴지는 깊이 있는 사용 리뷰 컨텐츠 생성
- 인스타리뷰 추가 업로드 진행 제공
- 캠페인 종료 후 결과 보고서 제공

체험단

방문 체험

실제로 방문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체험.
현장감•신뢰성 있는 방문 후기 컨텐츠 생성
- 인스타리뷰 추가 업로드 진행 제공
- 캠페인 종료 후 결과 보고서 제공

상품가격

진행인원

진행기간

10명

1개월

300,000원

20명

1개월

500,000원

30명

1개월

700,000원

50명

1개월

1,000,000원

5명

1개월

200,000원

10명

1개월

300,000원

20명

1개월

500,000원

30명

1개월

700,000원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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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리뷰 마케팅 상품안내 (회차 상품)
서비스

상품가격

특성

안내

진행

진행기간

1회

1개월

300,000원

3회

3개월

600,000원

상품 체험

별도 방문 없이 광고주가 제공한 상품 및 서비스를 체험
신뢰성이 느껴지는 깊이 있는 사용 리뷰 컨텐츠 생성
- 매월(회당) 10명 진행제공
- 매월 꾸준한 체험단 진행 희망 시 적합한 상품
- 인스타리뷰 추가 업로드 진행 제공
- 캠페인 종료 후 결과 보고서 제공

6회

6개월

900,000원

12회

12개월

1,200,000원

1회

1개월

200,000원

3회

3개월

400,000원

6회

6개월

600,000원

12회

12개월

900,000원

체험단

방문 체험

실제로 방문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체험.
현장감•신뢰성 있는 방문 후기 컨텐츠 생성
- 매월(회당) 5명 진행제공
- 매월 꾸준한 체험단 진행 희망 시 적합한 상품
- 인스타리뷰 추가 업로드 진행 제공
- 캠페인 종료 후 결과 보고서 제공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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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리뷰 마케팅 상품안내
서비스

기자단
(스탠다
드)

특성

정보성,
소개성 리뷰

상품가격

안내

진행인원

진행기간

• 실제 체험•방문이 어려운 서비스의 상세 내용,
특•장점 등의 컨텐츠 제작에 용의

10명

2주

500,000원

25명

4주

1,000,000원

(VAT 별도)

• 일 방문자 500~10,000명 상당의
우수 블로거들로 구성
• 캠페인 종료 후 결과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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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리뷰 마케팅 상품안내
서비스

특성

안내
• 실제 체험•방문이 어려운 서비스의 상세 내용,
특•장점 등의 컨텐츠 제작에 용의

기자단
정보성,
(프리미엄) 소개성 리뷰

상품가격

진행인원

진행기간

10명

2주

1,000,000원

25명

4주

2,000,000원

(VAT 별도)

• 일 방문자 2,000~20,000명 상당의
최적화 프리미엄 블로거들로 구성
•검색 노출 경쟁이 심한 업종 또는 단기간 높은 파급력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
• 캠페인 종료 후 결과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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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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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서비스
“퍼스트리뷰”를 하루 빨리 시작하는 것.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입니다.

070-5055-2918
인플루언서 마케팅 서비스 퍼스트리뷰마케팅컨설턴트와 입소문 마케팅을 상담해보세요!
㈜소셜베이
리뷰서비스 운영지원팀
Web. http://firstreview.co.kr
E-mail. firstreview@naver.com
카카오톡 빠른상담. @퍼스트리뷰
TEL.1 070-5055-2918
TEL.2 070-505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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