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S 파트너 제안서 
구매자가 홍보하는 입점형 영상 콘텐츠 쇼핑몰 



21S는 쇼핑 리뷰의 ‘리’를 숫자 21으로 표현. 
S는 ‘초’를 뜻하는 Second의 약자. 
 
21S는 21초 동안 상품을 보여주는 영상 리뷰를 통해  
나만의 개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쇼핑에 대한 보는 즐거움을 주고자 합니다. 

21S 란? 



21S는 영상 콘텐츠 기반의 입점형 쇼핑몰 

1. 모든 인터넷 검색 결과 중 14%가 동영상으로 노출됩니다. 

 일반 인터넷 유저들이 매체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할 때, 14%가 동영상이 차지합니다. 여러분의 상품에 동영상이 없다면  

일단 14%를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2. 제품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은 안 본 사람보다 제품을 구매 할 확률이 73% 더 높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영상은 더 많은 구매를 일으킵니다. Animoto.com에 따르면 제품 동영상 마케팅을 통해  

유입된 고객들로부터 구매율은 물론 전환율과 재구매율도 함께 올라간다고 합니다.  

3. 58%의 쇼핑족들은 제품 동영상이 있는 쇼핑몰들에 신뢰가 간다고 합니다. 

 제품 동영상 마케팅은 별난 각도와 포토샵 라이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 그대로를 보여줌으로서 

구매하기 전에 신뢰와 이해도 그리고 비주얼 있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비자 구매 리뷰를 통한 자발적 상품 홍보 

5. 상품 리뷰 
홍보 

3. 상품 배송 
7. 포인트 제공 

1. 상품 구매 
소비자 1차 소비자 

(Re-viewer) 

4. 상품 리뷰  
등록 

2. 구매정보 전달 

Seller (판매자) 

6. 2차 소비자 

상품 구매 

○ 상품 영상을 보고 원하는 제품 구매 

○ 상품 구매 리뷰를 영상으로 등록하여 SNS나 각종 커뮤니티 전달 

○ 리뷰어(1차 소비자)의 영상 후기를 통해 2차 소비자를 21S 유입 

○ 구매 상품에 대한 리워드 포인트를 판매자가 리뷰어에게 제공 

 

※ 리뷰어 포인트는 현금/기프티콘 전환 가능 

※ 상품에 대한 구매 리뷰는 선택 사항임 

※ 일반적인 구매평에 대한 콘텐츠가 이미지에서 영상으로 제공됨 



영상 콘텐츠 활용한 쇼핑 입점형 쇼핑몰 

판매자 
(Seller) 영상 촬영 관심과 인기 상승 수익 발생 

SNS 공유 

브랜드 포지셔닝 
○ 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쇼핑 브릿지(Bridge) 페이지 역할 

○ 상품 구매 리뷰를 영상으로 등록하여 SNS나 각종 커뮤니티 공유 가능 



노출 형식_Web 

이미지 소재를 탈피하여 리뷰 영상을 통한 입체적인 상품 간접 경험 가능 
1페이지 10개의 이미지 기본으로 3페이지 총 30개 셀러와 리뷰어 영상을 볼 수 있음 



21S 파트너사 혜택 

1. 입점/판매 수수료 0% 

 초기 파트너사 50개 업체에 대하여 6개월간 카드 수수료 외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판매 수수료 10%) 

1-2. 총알 대금 지급.  50~60% 단축 

 타쇼핑몰의 경우 평균 40일 소요되는 대금지급 기한을 7~14일로 줄여 파트너사의 자금 회전율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2. 우수 리뷰어 우선 매칭 기회 제공  

 21S는 별도의 홍보비용 없이 리뷰어(1차소비자)의 자발적 홍보로 매출을 극대화 시키는 쇼핑몰입니다. 리뷰어의 역할이 큰 만큼  

초기 파트너사에 한해 우수 리뷰어와 MCN제휴 리뷰어를 우선 매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마케팅 ROI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3. 동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21S의 자체 영상제작팀을 파견하여 초기 파트너사의 상품 10개(매월)에 대해 무료로 콘텐츠를 촬영, 편집하여 사용하도록 공유하겠습니다. 

% 



Thank you 

메일 : funlab79@daum.net 
대표전화 : 070.8886.0707 
담당자 : 010.4524.9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