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점제안서
고객은 이제 SNS에서 당신을 발견합니다.

SNS에서 당신의 잠재 고객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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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out Inshop

인샵은?

오라클메디컬그룹

인샵은 판매자, 홍보자와 인플루언서들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입니다.

1만~15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1000여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여개 지점을 보유한 오라클피부과 계열사 입니다.

오라클코스메틱(주)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수출

더마몰(주)
피부과.성형외과 포털
전문쇼핑몰

텐텍(주)
피부 레이저 장비 제조

KORACLE LIMITED
오라클 병원사업

텐소프트(주)
병.의원 전자차트

인샵
인플루언서 플랫폼



다양한 카테고리

홍보, 판매 플랫폼

인샵 입점으로

누리는 광고 혜택

효과적, 전략적

홍보효과

이미 200여 업체가 인샵을 통해 활발하게 홍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샵은 인플루언서들의 활발한 포스팅으로 다수의 매체에 홍보가 가능합니다.

. 인샵은 별도의 입점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점만으로 인샵에 가입된 1000여명 인플루언서들에게 무료 홍보가 가능합니다.

.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들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ABOUT  02

SNS
홍보비용 없이

홍보 가능
(채널 광고비, 원고료비)

컨셉에 맞는
인플루언서에게

홍보

인플루언서들은
적극적인 판매,

홍보 활동
(판매, 홍보 수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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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샵은 폐쇄몰입니다. 일반 이용자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웹상에서 가격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인플루언서, 일반 고객이 자신의 SNS에 자연스럽게 공유하여 소비자의 거부감은

줄이면서 관심도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 소셜, 편집샵 처럼 똑같이 상품 등록 하시고 주문, 홍보 관리가 가능합니다.

고객들 솔직한 후기로 SNS 홍보 및 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콘텐츠로 다양한 홍보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로 자신만의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샵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더욱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2. Bene�ts

홍보, 판매자 혜택

인플루언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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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의 인플루언서 소개 수수료 결정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및 홍보진행

협력업체
수익금 분배

3. Selling, Marketing Procedure

상품등록이 완료 된 상품들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컨셉에 맞는 상품을 선정합니다.

인샵은 판매자에게 상품을 선정한인플루언서를 소개합니다.

01.

판매업체와 인플루언서 수수료를 인샵이 조율합니다.02.

협의완료 후 공동구매 또는 홍보, 마케팅 일정을 잡고 인샵이 고유 링크를

생성 후 공동구매, 홍보 진행을 합니다.

03.

최종적으로 수익을 분배합니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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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홍보 방식

팔로워 1만~15만의 인플루언서 일정을 잡아 공동구매, 마케팅 진행

샘플 제공과 상품 체험으로 자유롭게 홍보, 판매 진행

SNS를 사용하는 일반인들의 사진, 상품정보로 상품 판매 및 홍보

인플루언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일반 SNS 이용자

인플루언서
팔로워 10,000 이상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팔로워 1,000 이상

일반 SNS 이용자

인플루언서를 통해 10,000명 이상 팔로워에게 홍보,판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자유롭게 홍보,판매

SNS 활동을 하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홍보,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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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uccessful Case

마케팅 성공사례
(인스타그램 포스팅 성공사례)

1개 상품 등록 후 500건 이상의 해시태그와 200개 이상의 경험 리뷰 노출

실질적으로 소비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들을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홍보하여 매출증진

포스팅 185건 파생포스팅 612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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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성공사례 ▼ 레드진생 & 그린마떼 버닝 부스터 (다이어트 보조제)

*본 성공 사례는 팔로워가 높지 않은 인플루언서들의 사례입니다.

▼ 시크릿 브이 & 시크릿 슬림 (다이어트 보조제)

① 19년 4월 입점 / 2번의 공동구매 진행

② 1차 3일간 예상물량 완판

③ 2차 3일간 예상물량 완판

④ 포스팅 31건, 파생포스팅 258건 발생

. 투입비용 : 샘플 1회 제공, 배송비 2500원

. 공동구매 진행 인플루언서에게 상품 제공

① 19년 5월 입점 / 2번의 공동구매 진행

② 1차 2일간 예상물량 완판

③ 2차 3일간 예상물량 완판

④ 포스팅 23건, 파생포스팅 217건 발생

. 투입비용 : 샘플 1회 제공, 배송비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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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성공사례 ▼ 스타일71 리얼매트 립 플루이드 (색조화장품)

*본 성공 사례는 팔로워가 높지 않은 인플루언서들의 사례입니다.

▼ 캐럿티카 토르말린 릴리프 트랜스퓨젼 / DNA 킷 & 디오나메조롤러 (화장품)

① 19년 5월 입점 / 1번의 공동구매 진행

② 1차 3일간 예상물량 완판

③ 2차 연관상품 진행 예정

④ 포스팅 19건, 파생포스팅 89건 발생

. 투입비용 : 샘플 1회 제공, 배송비 2500원

. 공동구매 진행 인플루언서에게 상품 제공

① 19년 3월 입점 / 2번의 공동구매 진행

② 1차 3일간 예상물량 완판

③ 2차 세트상품 구성 공동구매 완판

④ 포스팅 29건, 파생포스팅 389건 발생

. 투입비용 : 샘플 5회 제공

. 공동구매 진행 인플루언서에게 상품 제공



인샵사업부 

담당자: 이시원 / 010-7253-2137

inshop@oraclemedicalgroup.com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