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1등& 글로벌 SNS 소비자경험 마케팅 플랫폼

공팔리터 제안서

당신의 브랜드는 SNS에서 얼마나, 어떻게 이야기 되고 있나요?



_ 0101 시장분석

리뷰개수에따른 소비자선호도

평점이 높다

후기 500개

평점이 낮다

후기 5000개

소비자는

평점이낮더라도리뷰의개수가많은 상품을 더 선호,

소비자 선호에 있어서 리뷰의 수가 중요!

출처:�미국스탠퍼드대학연구진국제학술지 ‘심리과학’(Psychological�Science)�저널

63%
리뷰가있는경우

직접구매율 상승

68%

“오프라인에서제품구매시에도

소비자리뷰확인한다”

57.9%

리뷰를통한구매전환과브랜드신뢰도

구매전환, 브랜드 신뢰도형성, 상품개선에중요!

소비자리뷰는 ‘소비 생활의필수’

긍정적/부정적리뷰가함께

노출될경우리뷰 신뢰도

“제품구매시 항상

소비자리뷰를확인한다”

78.6%

출처: 트렌드모니터 ‘17.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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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플랫폼

한국, 미국, 중국, 동남아

글로벌 진행 가능!

전문 컨설팅

담당 매니저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

솔직한 후기

고객들의 솔직한 후기로

SNS 홍보 및 확산

컨텐츠 활용

생성된 컨텐츠로

다양한 홍보 활동 가능

02  공팔리터 소개

공팔리터가
소비자의 경험을 통해
구매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 018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온라인 마케팅(SNS마케팅)부분 대상

2 017
스마트 앱 어워드
월간 DI (DIGITAL INSIGHT) 특별 대상

2 018
한국 마케팅 대상
디지털 마켓 부분 대상

고객이 신뢰하는 입증된 공팔리터

5,000 여 개 글로벌 브랜드가 이용하고,  
마케터 만족도를 85% 이상 이끌어냅니다

_ 0302 공팔리터 소개

2 019
코틀러어워드
‘디지털마케팅부문’ 대상



솔직한 소비자의 경험을 통해 당신의 상품을 알려주세요.

이용자 성별
(2017.12월 기준) (2017.12월 기준)

공팔리터 현황

월간 방문자 수

326K
전체 유저 수

670K
누적 리뷰 수

650K

이용자 연령 분포 이용자 지역 분포

여성

77.4%
남성

22.6%

4% 44세 이상

7% 35세~44세

36% 25세~34세 53%36%

7%

4%

18세
~

24세

23.0%

19.6%

10.1% 8.3% 9.1% 6.0%

경기 서울 경상 부산 전라 인천

5.6% 18.4%

충청 기타

_ 0402 공팔리터 소개



_ 0503 공팔리터 프로세스

캠페인 경험 진행 프로세스

1 2 3 4 5공팔리터캠페인확인 관심캠페인신청하기 경험가직접결제하고신청완료! 신청한상품을직접경험한후 리뷰작성 본인SNS 리뷰연동

공팔리터 유저들은 SNS계정을 보유한 소비자로 본인이 관심있는 상품(서비스)을 직접 신청해서 경험 하고 SNS에 경험 리뷰를 남겨 주시고 있습니다



파트너 캠페인 등록 및 운영 프로세스

01
컨설팅 및 캠페인 등록

매니저의 컨설팅을 통해

홍보 전략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합
니다.

-사전 진행 프로세스

1) 파트너 센터 가입 및 등록
www.new-partner.08liter.com

04
경험 및 리뷰 작성(9일)
관심소비자는 상품 경험 후 공팔리터

플랫폼과 자신의 SNS채널에 리뷰를

작성 합니다.

리뷰는 파트너가 지정한 해시태그 10  

개와 함께 노출됩니다.

05
결과리포트 제공

및 리뷰 인사이
트 분석

캠페인 모집 데이터 (조회수,  지

원자수)와 리뷰의 인사이트 (성별,  

연령별, 평가 점수별)를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리뷰는 위젯으로 활용 가능합
니다.

06
경험 리뷰 자동 노출
상품 리뷰를 다른 소비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동으로 노

출 됩니다.

상품을 홍보하고 소비자의 목소

리를 공유 해보세요.

02
캠페인 오픈(3일)

72시간 동안 캠페인 노출,  

관심소비자를 선착순으로 모집 합

니다.

상세이미지 7장으로

당신의 상품을 표현해주세요.

03
고객 선정 및 배송
모집된 관심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

합니다.

파트너센터에서 전 과정을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_ 0603 공팔리터 프로세스

http://www.new-partner.08liter.com/


03 공팔리터 프로세스

총 노출수, 캠페인 좋아요수, 제품 관심 신청자 성별/연령 비교, 리뷰작성률, 구매의사율, 리뷰작성SNS채널, 리뷰콘텐츠

결과리포트 제공 및 리뷰 인사이트 분석
진행한 캠페인 결과데이터를 공팔리터 파트너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리뷰는 위젯으로 활용 가능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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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디즈 펀딩 프로젝트 스토리에 활용

공팔리터 리뷰 활용 사례
소비자의 목소리를 다양한 마케팅 툴로 이용해 보세요. 브랜드의 신뢰도가 향상됩니다!

_ 0804 공팔리터 활용사례

* 리뷰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 상품 판매 페이지에 리뷰 업로드



* 박람회에 리뷰 활용 * SNS광고 페이지 활용

공팔리터 리뷰 활용 사례
소비자의 목소리를 다양한 마케팅 툴로 이용해 보세요. 브랜드의 신뢰도가 향상됩니다!

_0904 공팔리터 활용사례

* 리뷰 QR 코드 활용

게시물 27,151건

상단 인기 게시물
08L 경험 리뷰 80%이상 차지

# 디톡스워터

* 노출 위한 해시태그 활용



공팔리터 상품안내 (한국)

“ 리뷰생성 + 소비자인사이트 +  SNS 바이럴홍보 ”

l 추가지원서비스 :��사진촬영서비스, 리뷰클립동영상(프리미엄플러스진행시)

제품1개 x�3회=총3회

-팔로워10,000 명이상, 모집(1회50명)

-팔로워1,000명이상모집(1회50명~100명)

-팔로워 제한없이모집(1회 50명이상~)

• 와디즈진행상품의경우,무료모집캠페인만진행가능

350만원 900만원
(3개월)

올인원이미지패키지 올인원동영상패키지 프리미엄플러스

< VAT별도>

05 공팔리터 상품안내

제품1개 x�3회=총3회

-팔로워10,000 명이상, 모집(1회50명) *동영상

-팔로워1,000명이상모집(1회50명~100명)

-팔로워 제한없이모집(1회 50명이상~)

• 와디즈진행상품의경우,무료모집캠페인만진행가능

500만원

제품3개 x�제품당3회.=총9회

- 팔로워10,000 명이상, 모집(9회/회당30명)  

- 제품당1회동영상리뷰캠페인제공

- 3개월멤버쉽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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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보다 더 좋은 마케팅은 없습니다.
소비자의 진솔한 경험이 당신의 고객을 이끕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405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상담문의 : biz.08liter.com
Korea USA China

Indonesia Japan Singapore Vietnam Malay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