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예정 서비스
프로젝트 성공의 첫걸음

‘오픈예정 서비스’는 본 펀딩의 예고편 형식으로

리워드의 장점과 얼리버드 혜택을 어필하여 알림신청자를 모으고

본 펀딩 참여를 유도하는 서비스입니다.

서포터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어 초반 부스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와디즈의 성공 프로젝트들은 

왜 오픈예정 서비스를 진행했을까요?“                        ”

[성공프로젝트들의 일자별 평균 펀딩 차트] 기간 : 2018년1월~2019년6월

1. 초반 부스팅?
왜 중요한가요?

초기 3일 펀딩

알림신청자의 초기 펀딩율은 높다.

알림신청자의 초기 펀딩은

전체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초기 펀딩은 매우 중요하다.

 초기 3일 펀딩액은 전체 펀딩액의 47%

그 중 오픈예정 서비스 알림신청자의 비율은 62%

알림신청자의 초기 3일 펀딩액은 전체 펀딩액의 29%

우리는 초반 부스팅이 전체 펀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공 프로젝트들의

[일자별 평균 펀딩 차트]를 분석했습니다.

1.

2.

3.

알림신청자 일반 서포터

※ 리워드 메인페이지의 순위는 24시간 내 펀딩 참여자 수가 많은 ‘추천순’입니다.



오픈예정 서비스
2. 어떤 장점이 있나요?

3. 누구나
진행할 수 있나요?

1. 기간  
오픈예정 서비스의 진행 기간은 최소 7일 ~ 최대 15일 입니다. 

메이커님이 계획하고 있는 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 검토요청 이후 오픈까지는 평균 2주가 걸립니다.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주세요.

2. 수수료
오픈예정 서비스는 추가 수수료 3%(VAT별도)가 부과됩니다.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해주세요.

3. 얼리버드 혜택
초기 펀딩 참여자를 위한 가격, 한정수량, 추가선물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얼리버드 혜택’이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리워드 설계 TIP 보러가기

오픈 알림 SMS
발송 2회

오픈 2시간 전 / 직후 총 2회

알림신청한 서포터에게 발송됩니다.

- 본 펀딩 페이지 링크 발송

- 얼리버드 혜택을 통한 펀딩 유도

오픈 전,
 다양한 노출 기회

오픈예정 둘러보기 / 얼리버드 탭

메인 배너 / 오픈임박 펀딩 등

- 개별 페이지 링크를 활용한 사전 홍보

- 키워드 검색 시 우선 노출

알림신청 현황
관리페이지 제공

일자별 현황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도출하세요.

- 본 펀딩 전략 지표로 활용

- 제품 시장성 사전 검증

[기대하게 만드는 오픈예정 작성법]

[알림신청 이벤트 설계법]

오픈예정 둘러보기
절찬리 진행중인

https://www.wadiz.kr/web/wcast/detail/6670
https://www.wadiz.kr/web/wcast/detail/6673
https://www.wadiz.kr/web/wcast/detail/6674
https://www.wadiz.kr/web/wreward/comings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