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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역량 및 조직도

메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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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메이트

해외 사업 소개

커머스루와
포트폴리오

-  스토리텔링 기획
-  모델/제품 촬영
-  상세페이지 디자인
-  펀딩 승인

-  메인 서비스 가격 정보

사업 분야 및 가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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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디즈 펀딩 종료 후
   2차 판로개척 서비스

-  와디즈 펀딩 성공을
   위한 마케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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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달달프렌즈는 2019년부터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돕는
크라우드 펀딩 전문 대행 서비스
'커머스루와'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커머스루와는 와디즈, 텀블벅, 크라우디 등
국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부터
킥스타터, 인디고고 등 해외 크라우드 플랫폼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성공의 지름길, 커머스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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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머스루와는 각 제품이 가진 특징과 개발 배경 등을 기반으로
스토리를 구성하고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기획합니다.

팀 내 인력이 콘셉트 설정부터 촬영, 편집, 승인까지 크라우드 펀딩 과정 전반에 참여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고객의 피드백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펀딩 승인 이후에도 고객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와의 연계를 돕고 있습니다. 

역량 및 조직도

콘텐츠 기획
제작팀

콘텐츠
촬영팀 디자인팀 국내 크라우드

펀딩 운용팀
해외 크라우드

펀딩 운용팀



01 스토리텔링 기획

특징 나열이 아닌 제품의 타겟을 설정하고 중요 포인트를 파악합니다. 검색어 노출에 유리하도록 데이터 비교를 통해 단어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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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 미백

미백 제품이 제일 잘 나가는 시기 보습 제품이 제일 잘 나가는 시기

상품의 과대, 과장 광고의 염려가 있을 수 있으며 타사 비방의 용어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불필요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서포터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도입부부터 서포터들에게 공감과 재미를 유도하여 주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합니다. 읽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확실한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쉽고 빠른 이해를 돕는 디자인을 구상합니다. 

메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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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델/제품 촬영



03 상세페이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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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펀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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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ㆍ잡화 ㅣ 액티서리

근육 떨림과 피부 쓸림을 줄인
운동 필수품! 
남자를 위한 올인원레깅스팬츠

펀딩성공

2916 % 달성

29,165,100 원 펀딩

782 명의 서포터

펀딩성공

[앵콜] 나를 위한 스포츠 마스크!
필터 교체형 올인원마스크

패션ㆍ잡화 ㅣ 액티서리

10888 % 달성

108,889,000 원 펀딩

2,522 명의 서포터

펀딩성공

3782 % 달성

원 펀딩37,821,000
129 명의 서포터

[감성충만] 미니멀 캠핑을 위한
월넛 롤테이블과 버너테이블.

여행ㆍ레저 ㅣ 컬 테크ㆍ가전 ㅣ 제일피엘엠(주) 

가방을 여는 순간,
나만의 영화관이 펼쳐진다!
3in1 조립식 스크린!!

펀딩성공

1263 % 달성

37,914,000 원 펀딩

593 명의 서포터

_와디즈

포트폴리오



� �

원 펀딩

답답한 다림질,
아침마다 정신없다면
노빅 스팀다리미가 정답!

테크ㆍ가전 ㅣ 노빅

1427 % 달성

14,274,500

[3782%앵콜]
감성충만 미니멀 캠핑을 위한
월넛 롤테이블과 버너테이블.
여행ㆍ레저 ㅣ컬(curl)

1596 % 달성

15,966,500 원 펀딩

원 펀딩

자연 그대로 만든
'오일만주스'로 2020년 봄을
가볍게 시작하자!

푸드 ㅣ 주식회사 컴플리먼투

1411 % 달성

14,115,400

남자의 아래는 33.3도를
유지해야한다. 어떻게?
자동분리 팬티 라시노!
패션ㆍ잡화 ㅣ라시노 코리아

1861 % 달성

18,618,900 원 펀딩

[승무원 미스트] 
10년차 승무원이 작정하고 만든
수분윤광 미스트

뷰티 ㅣ (주)샤르드

4730 % 달성

23,651,754 원 펀딩

가성비 중의 갑, 침낭의 가성비
< 네이키드구스
페더라이트 슬리핑백 >

여행ㆍ레저 ㅣ 주식회사 위스트

1455 % 달성

29,105,100 원 펀딩 원 펀딩

가방을 여는 순간,
나만의 영화관이 펼쳐진다!
3in1 조립식 스크린!!

테크ㆍ가전 ㅣ 제일피엘엠(주) 

629 % 달성

18,897,000

[1172%달성]
건식 사우나 방식으로 맛과
영양을 살려주는 “웰빙쿠커”

홈리빙 ㅣ 창신금속

1189 % 달성

11,896,000원 펀딩

홈리빙 ㅣ 창신금속

건식 사우나 원리를 이용해
영양분을 살리고
맛까지 풍성해지는 웰빙 쿠커

1172 % 달성

11,720,000원 펀딩

1613 % 달성

8,066,400 원 펀딩

[부활초 추출물 82%]
미스트만 뿌렸는데
자꾸 관리받았냐고 물어봐요~

뷰티 ㅣ 베뉴두두



가을 아침 18도의 시원함으로
후끈거리는 얼굴 열을
내려주세요.
뷰티 ㅣ 에스앤케이시스템

[앞뒤들뜸최소화]
한국인 체형에 맞춘 오버핏 티셔츠
#노스텔지어
패션ㆍ잡화 ㅣ 던컴퍼니

억세게 살아가는 당신,
억새베개로 꿀잠 주무세요

패션ㆍ잡화 ㅣ (주)억새누리

[5만원대] 이번 생에
다이아몬드 반지 끼워보자!
천연 다이아몬드 반지

패션ㆍ잡화 ㅣ 앤드커뮤니케이션즈

[UL] 그 어떤 움직임도 편안하게!!
스타일과 기능을 담은
남성용 레깅스
패션ㆍ잡화  ㅣ (주)달달프렌즈

언제 어디서든 쓸고닦고 한번에!
쓸닦쓸닦 청소 끝!

홈리빙 ㅣ청정생활과학

패션ㆍ잡화 ㅣ 어반비스트

반려동물 산책과 훈련을 위한
코만도백,
모든 소지품을 한가방에 담자!

나를 위한 또다른 안전벨트,
플렉시 폰스트랩!
편리함과 패션까지 담았다!
패션ㆍ잡화 ㅣ 유슬기로운

연예인 셀럽들이 인정한 청담하루,
매직오일폼으로
3중세안 한번에 하다!
뷰티  ㅣ (주)청담하루

[압박스타킹] 관건은
종아리 압박과 펌핑력!!
가벼워진 다리를 느껴보세요!

패션ㆍ잡화 ㅣ 선미네트웍스

패션·잡화 ㅣ (주)청마섬유

[신규 런칭/와디즈 단독 이벤트]
가성비 유니섹스 청바지 #XYXX

[10대를 위한 화장품]
우리도 우리만의 화장품을
갖고 싶어요.
뷰티  ㅣ 감성유니

[8만 원대]
이태리 명품 양가죽으로 만든
가죽 버킷햇

패션ㆍ잡화 ㅣ 라온엘티디

[ 전성분 EWG 1등급 ]
피부 위에서 스르륵
물로 변하는 순딩겔
뷰티 ㅣ 프레센티아

[순수한 입] 앞으로 치약은
성분 보고 결정하게 되실 거예요

홈리빙 ㅣ 주식회사 온엔온

패션ㆍ잡화 ㅣ 프리마퀸즈

[ 쫀쫀한 엉덩이 ]
보정속옷 노하우로
탄생한 Bella 레깅스

[홈트]실내운동시
층간소음 방지와 체중 분산효과가
탁월한 홈트매트!!
스포츠ㆍ모빌리티  ㅣ(주) 쓰리이원

[바디케어의 혁명]
에센스를 머금은 시트로
피부에 수분충전하세요.

뷰티 ㅣ CN KOREA

[가구혁명] 좁은 공간을
넓게 쓰는 접이식 가구, 노마드

홈리빙 ㅣ 노마드

마르티노ㅣ페이크와는 차원이
다른 리얼 밍크&폭스 머플러
궁금하지 않나요?
패션ㆍ잡화 ㅣ마르티노

창틀 먼지,
더스트랩 설치로 탈출 하자!
[DUSTRAP]
홈리빙 ㅣ 에브시

탈모?! 7가지 천연 컬러 푸드
발효 성분을 담은
모채수로 완벽케어!!

뷰티  ㅣ (주)소미티나

[하루 140원 대]
구리원단으로 제작한 빨아쓰는
구리항균마스크 “더루미”
패션ㆍ잡화 ㅣ(주)앰비코스믹

미니 백+토트 백 = [KO-DUAL]
가방 하나로 2가지 모드를!

패션ㆍ잡화 ㅣ 코에레

소문난 맛집 가담 숙성갈비!
이젠 집에서도 편하고 맛있게
갈비하세요!!
푸드 ㅣ 가담푸드

468개의  LED로
빈틈없이 완벽한 피부 관리
솔링디 LED 마스크

뷰티 ㅣ 웨이투비

[애국심 프로젝트-태극기 방향제]
태극기, 향기와 기부를 품다

패션ㆍ잡화 ㅣ 에브리라이트

홈리빙 ㅣ (주)바를참스킨

[평점4.9 앵콜/수건 한 번]
피부 전문가가 제안하는
건강한 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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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크라우디

[5 in 1 감성캠핑템]
분리형 랜턴+스피커로
편하게 캠핑하자!
(주)제이엠엘이디 (주)파란

KF80 마스크,
이제 집에서 편하게 정기 배송받자!



� �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디지털 원적외선 좌훈기
유니썸테크놀로지(주)

붙이는 향균 패치
토비라

수면도감 다리베개
보노테크

연평도 선주 직판 급냉 꽃게
연평도 선주 직판의 자부심 청년꽃게

_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

자사몰 _완도 섬바다 식품

유기농 유자로 만든
유자차, 유자즙, 유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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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몰 _샐리의 농장

가정용 식물재배기 수경재배
실내농장 양액재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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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서비스

가격 정보
(VAT별도)

패키지
설명

기획
컨설팅
일정 관리
제품/모델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스토어팜 판매 페이지 셋팅
스토어팜 마케팅 제안

STANDARD
+ 1분 비디오커머스

콘텐츠 1편 제작

DELUXE
5,200,000원

DELUXE
+ 홍보 기사 3건 송출

PREMIUM
5,500,000원

네이버 스토어 스토어
2,500,000원

기획
컨설팅
일정 관리
제품/모델 촬영
상세페이지 제작
펀딩 오픈 승인 과정
와디즈 마케팅 제안

STANDARD
3,000,000원

와디즈 토탈 과정 330만원 - 10% off 스토어팜 토탈 과정 280만원 - 10% off

스토리 기획
펀딩 상품 기획
가격 구성
마케팅 전략 기획

크라우드 펀딩 컨설팅
1,000,000원

크라우드 펀딩에 필요한
전반적인 컨설팅 제공

스토리작성

1,000,000원~

단일 건의 경우 1,200,000원~

스튜디오 촬영

800,000원~

단일 건의 경우 1,000,000원~

펀딩 승인 과정
승인 책임 서비스

500,000원~

상세페이지 디자인

1,000,000원~

단일 건의 경우 1,200,000원~

사업분야 및 가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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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별도)
와디즈 펀딩 성공을 위한 마케팅 서비스

유튜브를 통해 제품 체험 후기 영상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의 사용법이나 특장점을 손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9명은 네이버에서 제품정보를 검색합니다.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전혀 없는 제품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생생한 후기는 소비자들이 간접적으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이란?

유튜브 체험단이란?

네이버 카페는 이미 공통된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정확한 타깃을 설정한 상품 홍보가 가능합니다.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마케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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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사를 작성하고 송출합니다.
상품의 카테고리에 맞는 매체를 선정하고 상품의 특장점이 잘 나타나는 기사를 보도합니다

언론 보도란?
������

��������

이미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제품을 소개하는 공격적인 마케팅 방법입니다.
해당 인플루언서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
���������

2~3장의 카드 형식의 이미지를 통해 제품의 특장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형식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상품을 노출해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란?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끄는 1분 내외의 영상 콘텐츠로 상품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커머스루와의 전문 미디어팀이 고퀄리티의 브랜드, 상품 홍보 영상을 제작합니다.

유튜브 광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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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 진행

‘매출 치트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쇼핑 트래픽은 국내 최대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올리면 다른 어떤 곳보다도 유입률이 높습니다.
네이버쇼핑에서 잘 팔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프로입니다.
프로의 세계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손안에 담긴 홈쇼핑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판매합니다.
채팅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품의 특장점에 맞는 방송을 기획하고 쇼퍼를 선정하는 등 라이브 커머스를 위한 모든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립(Grip), 네이버 쇼핑 라이브 채널에서 지속적인 매출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000,000원

라이브 커머스

(VAT별도)

한 번의 펀딩으로 끝내기 아쉬우시다면 앵콜 펀딩이 정답입니다.
앵콜펀딩이란 와디즈에서 펀딩에 성공한 후 동일한 상품(혹은 일부 기능이 개선된 상품)을 다시 펀딩받는 것을 말합니다. 
커머스루와를 통해 앵콜펀딩을 진행하신다면 심사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단, 이전 프로젝트의 리워드가 배송 완료되어야 하고, 만족도 평가가 2.0 이상이어야합니다.

크라우디는 2015년 설립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서 와디즈에 이은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디즈 펀딩 이후 크라우디에서도 후속 펀딩 프로젝트 진행과 추가적인 매출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200,000원

크라우디 펀딩 진행

와디즈 펀딩 앵콜

+1,000,000원

커머스루와 펀딩 서비스 종료 후 2차 판로개척 서비스

(그립, 네이버 쇼핑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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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별도)
E-Commerce 마케팅 서비스

쇼핑몰 제작

5,000,000원

PR 랜딩 페이지 제작

2,000,000원

도메인 비용 별도

홍보용 웹툰 제작

80,000원 ~

비디오 커머스

2,200,000원~

SNS 카드뉴스 제작

80,000원 (컷당)

광고송출비용 제외컷당 비용기능별 견적 상이



그림, 잇다 강앤리한복
쇼핑몰



홍보용 웹툰

상세페이지 내부 컨텐츠,
sns 카드뉴스 광고 등 활용



비디오 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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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 카드뉴스



커머스루와는 와디즈 펀딩 오픈 시 도움이 필요한 서비스
(스토리, 사진, 영상, 디자인, 마케팅 등)를 수행하는 와디즈 협력사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진행경험이 많은 커머스루와는
https://www.fundingmate.wadiz.kr/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커머스루와
상세페이지를 전문으로 디자인하는 그룹으로
제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기획 제작합니다.

#스토리  #디자인  #사진  #영상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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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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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머스루와는 국내 크라우드 펀딩을 넘어
미국, 일본, 중국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머스루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크라우드 펀딩 토탈 솔루션입니다.

미국 인디고고, 킥스타터

중국 JD크라우드펀딩

일본 키비당고

동남아시아 쇼피

해외 사업 소개



서울특별시�금천구�서부샛길로 606 B동 1109호 (08504)
B-1109, 606, Seobusaet-gil, Geumcheon-gu, Seoul, Korea

빠르게 성장하는 e커머스 시장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e커머스 마케팅의 모든 고민,
커머스루와를 통해 해결하세요.

커머스루와 소개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