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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라우즈는 누적 펀딩액 1억 이상의 와디즈 전문

스토리작성, 촬영, 마케팅, 브랜딩, 디자인 등 통합관리 에이전시입니다.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며 철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별 펀딩마다 차별화된

스토리, 사진, 상세페이지 디자인 및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캠페인이 끝난 뒤 해외진출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빠르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연계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우리의 도전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스토리로

여러분의 도전에 힘을 더해줄 파트너이며
펀딩메이트로 라우즈가 함께합니다.



해외 제품은 제품과 사진의 퀄리티는 높지만 한국 시장 들어오기 위해 한국

정서에 맞는 셀링 포인트를 찾는 데 큰 진입장벽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펀딩 제품들은 이미 그들만의 사진, 제품의

특징이 외국인에게 최적화되어 한국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누적 펀딩액 1억 이상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캠페인 시작부터

C/S까지 국내 메이커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셀링포인트를 극대화 함으로써

매력적인 와디즈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해외 메이커를 넘어 한국 메이커의 펀딩 메이트로



서비스 계약 초안 제공 스토리
디자인 협의

캠페인
중간 보고서 전달

투명한 프로세스
Process

저희 라우즈의 신념은 바로 정직성과 투명성입니다.
저희는 해외 기업들과 협력하며 정직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저희의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후속 계약도 체결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디즈 펀딩 오픈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정직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우즈는 프로젝트 기획 시기부터 펀딩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알려드리며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대관료 및 모델 섭외비, 그리고 마케팅 비용은 모두 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 드립니다.

캠페인종료
최종보고서 전달



스토리보드

제품이 겨냥한 차별점에 집중해
와디즈의 서포터의
구매 포인트를 제안합니다.

진정성 있는 스토리로 차별화된
구매포인트를 어필해 실 매출로
이어지게 합니다.

디자인

크라우드펀딩은 매력적인
요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의 없던 제품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기에

실질적으로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디테일한 펀딩 디자인으로
제안해 드립니다.

마케팅

크라우드펀딩은 펀딩 오픈일을
최대 마케팅 투자일로 집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마케팅을 강요하지
않고 실 매출로 이어질 마케팅만
제안합니다.

사진 ! 영상
크라우드펀딩 전문 작가와
스토리와 디자인 흐름에 맞춘
사진과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제품에 맞는 누끼이미지부터
모델 이미지, 스튜디오
이미지까지 촬영해 드립니다.

STORY DESIGN MARKETING PHOTO

OUR SERVICE



볼트액션 펜 스마트 에그 필룬 자켓 토리리아 발매트

제공 서비스 유형

스토리 & 디자인 & 마케팅

배송 & C/S

제공 서비스 유형

스토리 & 디자인 & 마케팅

배송 & C/S

제공 서비스 유형

스토리 & 디자인 & 마케팅

사진 & 배송 & C/S

제공 서비스 유형

스토리 & 디자인 & 마케팅

사진, 영상 & 배송 & C/S

OUR WORKS



디카던트 지갑 띵킹 에그 할톤 백팩 일본 PC 백팩

제공 서비스 유형

스토리 & 디자인

사진 & 영상

제공 서비스 유형

스토리 & 디자인 & 마케팅

제공 서비스 유형

스토리 & 디자인

배송 & C/S

제공 서비스 유형

스토리 & 디자인



프로젝트 01

볼트액션 펜

프로젝트 02

스마트 에그

프로젝트 03

디카던트 지갑

라우즈의 대표 프로젝트



프로젝트 01

볼트액션 펜
달성률 : 6940% 

펀딩액 : 34,701,400원

제공 서비스 :

스토리 & 디자인
마케팅 & 배송 & C/S



스토리

2차 세계대전을 기억하며 제작된펜으로

“생명을앗아간 1945에서생명을살리는 1945로”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스토리 제작

디자인

기능이 다양한 펜의 특성을잘 살릴 수 있는 디자인 제작.

긴페이지에 지루함을 줄이기 위해 움짤(GIF) 다수삽입.

마케팅

와디즈 주 고객층인 남성 고객 공략. 마케팅의 반응률 분석

후 타겟층을 24~39세로 한정. 초반 여러 마케팅 채널

이용하여 분석 후 효과 좋은 마케팅채널에 집중

제공 서비스



프로젝트 02

스마트 에그
달성률 : 3537% 

펀딩액 : 35,376,100원

제공 서비스 :

스토리 & 디자인
마케팅 & 배송 & C/S

스마트 + = ?



디자인

스마트 기기이므로 작동 영상을 GIF의 형태로

보여주어 매력도 증가 및 궁금증해소

스토리
“작은 ‘계란’ 하나로

모든 리모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마트 기능들에 중점을 맞춰 스토리 제작

마케팅

스마트 기기에 관심 많은 얼리어답터 공략

실시간 순위에 올라 큰 마케팅 효과 획득

제공 서비스



프로젝트 03

디카던트 지갑
달성률 : 105% 

펀딩액 : 5,262,000원

제공 서비스 :

스토리 & 디자인
사진 & 영상

스마트 + = ?



스토리

“지갑계의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디카던트 지갑의 가장 큰 특징인 미니멀리즘을강조

디자인

기존 지갑과 다른 새로운 지갑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비교와 특징 위주 디자인

사진 & 영상

가격이 높은 제품으로 가격에 대한 합리성을 주기 위해 높은

퀄리티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게 촬영

제공 서비스



스토리 디자인 마케팅사진 & 영상

PRICE

시행금액의 10%
사진 150만원

영상 200만원

50만원150만원

종합 컨설팅
(스토리+디자인+사진)

300만원
* 종합 컨설팅 = 스튜디오 대관료, 모델섭외비 등 실비 제외, 마케팅, 영상 제외

*모든 가격은 시작가이며 캠페인에 따라 견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VAT 미포함)



“

도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19년 12월까지만 진행되는 특별혜택!

= ?
1. 종합 컨설팅 신청시

300만원
220만원
(VAT 미포함)

*대학생 팀 지원시
200만원
(VAT 미포함)

2. 스토리+디자인 신청시
200만원
150만원
(VAT 미포함)



라우즈 컨텍업체 한정
수출연계 원스탑 서비스 지원
United States, Taiwan, China, Japan, Korea



Contact
라우즈

황정현 대표

david@rouseagain.com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rouse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문의 시 가장 빠른 답변 가능합니다)

+82 10-7410-8010

www.rouseagain.com

http://rouseaga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