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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봄 소개



써봄은 기저귀 샘플을 통해
육아맘들에게는 체험의 기회를,
제조사에게는 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하는 샘플 서비스입니다.

기저귀 샘플 서비스, 써봄



새로운 기저귀를 고민하는 육아맘을

정확히 타겟팅 할 수 있는 매체는

써봄이 유일합니다.



\

지금까지 써봄을 통해 사용한 기저귀

총367,179 매



\

써봄을 통해 새 기저귀를 선택한 육아맘

총28,614 명

* 2018년 출생아 30만 명, 

2018년 써봄 이용자 약 2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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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점



써봄이 도와 줄 수 있는 질문들



Q1. 우리 기저귀에서 발진이 난 아이가

가장 많이 선택한 기저귀는 무엇일까 ?

Q2. 우리 업체 기저귀에서 다른 기저귀로 갈아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

Q3. 요즘 가장 핫 한 밴드 기저귀는 어디 꺼지 ?

Q4. 열이 많아 발진에 유독 약한 아이인데

여기 5종 중에 어느 기저귀가 가장 잘 맞을까?

Q5. 어떤 기저귀가 요즘 가장 잘 안 새 ?

Q6. 신규 업체의 기저귀는 누구를, 어떻게 타겟 해야 할까?



\

써봄은 자체 구매 데이터, 리뷰, 기저귀 평가표 등을 통해

기저귀 시장과 기저귀 구매자를 늘 공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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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입점상품소개

상품명 내용 단가 비고

제품 입점 써봄을 통한 샘플 마케팅 0 원
써봄 측에 해당 상품 제공
(사이즈 당 10박스 이내)
기타 입점비, 수수료 x

SNS 후기 마케팅
인스타그램, 맘카페 등 sns에

써봄 사용자의 상품 후기 공유

300 만원 / 
300건 보장
(VAT 별도)

준비 중

배너 및 상단 노출
메인 배너 및 상세페이지 사이드 배너 노출

해당 입점 상품 최상위 노출

250 만원 / 월
(VAT 별도)

특정 페이지 추가 배너
요청 시 추가 비용 없이 진행

기저귀 비교 리뷰
입점 된 제품의 기저귀 비교 리뷰 수집.

해당 제품이 최종 기저귀로 선정된 리뷰에 한해서
메인, 상세페이지 노출

미정 / 월
(VAT 별도) 준비 중

분기별 기저귀
브랜드 리포트

각 분기 별로 유저들의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리포트
경쟁 브랜드 및 경쟁 상품간 비교 분석
기저귀 브랜드간 랭킹 및 만족도 분석

미정 / 월
(VAT 별도) 준비 중

•



1) 제품입점

기존기저귀 업계의 주요광고매체 대비가장 높은광고효율
(맘카페배너 , 체험단 , 블로그후기 광고)

가장높은 구매전환율 (약20% ) 
*써봄이용객의70%는일반적으로5종의샘플선택하며
그중에서상품을결정
해당상품을밴드/팬티전환기혹은졸업까지계속사용하는경향을보임.

가장낮은 광고예산
*타겟당 약500원 (기저귀3매의제조원가)

*기저귀 1단계 10박스의 광고효과
EX) 1박스(180매) * 10 

1800매 / 3매 (  1 샘플팩 )  

600명의 실사용자, 
약120명의 잠재구매자.
SNS 상의자발적 후기 (다음 페이지참고)



1) 제품입점
※ 홍보성후기가 아닌하나의 컨텐츠로서의 후기.

네이버나 인스타그램에
기저귀 비교 , 기저귀리뷰, 써봄등으로 직접검색권장

예시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4y8s6j?Redirect=Log
&logNo=221206613824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p/Bv603CtBYh7
/?utm_source=ig_web_copy_link

맘카페(맘스홀릭) :

https://cafe.naver.com/imsanbu/43343203

https://blog.naver.com/4y8s6j?Redirect=Log&logNo=221206613824
https://www.instagram.com/p/Bv603CtBYh7/?utm_source=ig_web_copy_link
https://cafe.naver.com/imsanbu/43343203


2) SNS 후기마케팅

업체가 제공한상품과 관련해
써봄이용자가 SNS 상에 후기를 제공하는 마케팅.



2) SNS 후기마케팅
써봄샘플 기저귀사용자가 일반 육아맘들 사이에서 갖는높은 신뢰도및주목도.

출처 써봄 후기 조회수(좋아요)/댓글

맘스홀릭 밤보네이처 vs 리베로 써봄 사이트 후기 797/6

맘스홀릭 써봄에서 구매한 기저귀 3종류 후기 610/1

맘스홀릭 써봄 기저귀 샘플 사용 후기 260/19

맘스홀릭 써봄에서 내 돈 주고 이용해본 후기입니다 3355/14

인스타그램 하린아 널 위해 준비했어 137좋아요/14

인스타그램 똥 기저귀 사냥 141좋아요/62

인스타그램 밤기저귀 유목민 유현이 331좋아요/77

https://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10094499&page=1&inCafeSearch=true&searchBy=1&query=%BD%E1%BA%BD&includeAll=&exclude=&include=&exact=&searchdate=all&media=0&sortBy=date&articleid=44294032&referrerAllArticles=true
https://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10094499&page=1&inCafeSearch=true&searchBy=1&query=%BD%E1%BA%BD&includeAll=&exclude=&include=&exact=&searchdate=all&media=0&sortBy=date&articleid=43908270&referrerAllArticles=true
https://cafe.naver.com/imsanbu/43709181
https://cafe.naver.com/imsanbu/43343203
https://www.instagram.com/p/BoVhhmZgcWt/
https://www.instagram.com/p/BhqRsFNFNoQ/?utm_source=ig_web_copy_link
https://www.instagram.com/p/BogMau-A4P0/


2) SNS 후기마케팅
여러기저귀 샘플사용자가 갖는 높은신뢰도 및주목도.

써봄 후기 광고모델 기존 체험단 후기 광고 모델

맘카페 조회수 200~3000 20~50

컨텐츠 양상 제품 별 비교를 통한 정보성 글 해당 제품에 대한 일방적 칭찬

댓글 양상 기저귀 질문, 추천 -

제품 소요량 1인당 기저귀 3매 1인당 1팩~4팩



3) 배너광고및상단노출

메인 배너
랭킹 순 최상단



3) 배너광고및상단노출

MAU : 2 만
유저수 : 3만 5천
유저당 평균구매횟수 : 약1.8회 (신생아,  밴드/팬티 전환기)
샘플기저귀 페이지 : 랭킹순 정렬,  신규유저의 랭킹의존도는 매우높음.



4) 기저귀비교리뷰서비스

메인 배너

현재기저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기저귀비교 데이터수집 중
광고상품 준비 중



㈜ 써봄
사업자번호 847-01-00798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238-1
연락처 : 010-2706-1463
MAIL : contact@ssubom.kr

Homepage : http://ssub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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