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Only 1. 탈모케어 앱

Standing point Proposal
탈모의 모든 것! 우수수 빠질 땐
‘우수수’ 모바일 어플 입점 제안서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소중한 것!?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인 회사 삼손 Com.Funny 입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바로 힘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도 머리카락이 경쟁력이고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을 주진 않지만 생존과 직결된 탈모!! 저희는 IT기술을 통해 이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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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탈모케어 모바일 서비스 ‘우수수‘

2018년 1월

스타트업캠퍼스 창업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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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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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창조혁신센터 ‘G-START B’ 프로그램 선정

명

저희는 탈모로 고통 받는 국내 탈모인과 탈모전문가(의)를 중개하는
국내 유일의 탈모케어 상담/견적 비교 어플 ‘우수수ususu’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탈모케어 의료 전문가
탈모 소견

- 탈모치료, 모발이식, 두피문신 -

치료&관리법
비 용

탈모케어 미용 전문가
탈모 관리법
추천 제품/서비스
비 용

※ 예시화면

- 가발, 두피관리, 증모술 -

우수수는 탈모에 특화된 국내 유일의 탈모케어 버티컬 서비스로
발전하는 탈모 시장을 선점/선도 하는 NO.1 모바일 어플로 성장할 것입니다

병원찾기, 성형어플에
탈모상담/이벤트 제공
“ 탈모인접근성↓”

*모바일

탈모 전문 커뮤니티로
공급자와의 상생구조 아님
“ 공급자 접근성↓”

탈모인과 탈모제품/서비스를
중개하는 탈모전문플랫폼
“ 탈모인, 공급자 접근성↑”

온리(Only) 시대를 선도하는 국내 유일한 탈모케어 모바일 플랫폼

*모바일 온니 시대? PC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는 모바일 퍼스트(Mobile First) 시대를 넘어 모바일에서만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시대를 말함

우수수는 탈모 상담/견적비교 뿐만 아닌 ‘탈모 전문 정보, 후기&톡, 이벤트’ 와
‘탈모유형진단, 탈모 전문 Mall’을 통해 탈모인에게 Merit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18년 5월 출시 예정

‘18년 12월 고도화 예정

우수수 모바일 APP(어플)

머신러닝 자가진단

탈모케어 추천시스템

탈모 전문 Mall

오프라인 방문 없이

속설,낭설 없는 올바른

동일한 탈모유형의

탈모케어 전용 이벤트

탈모 ‘상담/견적’ 비교

탈모 전문 백과

이용자 후기&자유톡

(탈모케어 제품 및 서비스)

(탈모치료,모발이식,가발 등)

(오프라인 탈모교육 포함)

(나이,성별, 탈모부위 등)

우수수는 오픈 이후(`18년 5월) 브랜딩 + 퍼포먼스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여
탈모케어 전문 어플로써의 시장 선점 및 영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수수 사용자(=MAU) 및 상담/견적 신청 수
5만

5만+

사용자 MAU
상담/견적수

4만

3만+

3만

2만+

1.3만+

2만

1만+
1만

5천+

1천+

0만
4월

5월: 출시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018년 12월 이내에 5만명 이상 이용자 유치 + 상담 신청 3만건 (DB 월 1.5천건) 예상

12월

PLEASE CONTACT US
우수수와 함께 탈모케어 시장을 선점할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 입점사 혜택 및 CPA Proposal -

우수수입점사 혜택 1

탈모상담 기능무료 제공: 우수수를찾는탈모인들의탈모케어상담에대한전문성있는답변을
무료로제공할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매장브랜드홍보를하실수있습니다

협의된 기간 내 해당 과정 무료 (수수료 ZERO)
1

탈모상담 신청

2

탈모정보 확인 후 답변 (PC/모바일 페이지 제공)

3

답변 발송

상세내용 확인

자사 입점

우수수입점사 혜택 2

탈모전문점 등록: 우수수를찾는탈모인에게분야별(탈모치료, 모발이식, 가발등)탈모전문점정보를
제공할수있습니다. 오프라인정보/후기는무료등록이가능하며, 이벤트의경우유료모델이적용됩니다

협의된 기간 내 탈모 전문점 정보 등록 일부 무료(이벤트 유료: 후불제)
1

분야별 탈모전문점 노출

2

오프라인 정보

3

후기 정보

4

이벤트 정보

우수수입점사 혜택 3

어플 內홍보영역 제공: 우수수어플 중주목도가높은위치에입점사의이벤트및기타정보를
노출하실수있습니다. 탈모전용서비스로타서비스에비해, 효과높은DA 채널로의활용이가능합니다

홈(메인) 전면 팝업

홈(메인), 이벤트 영역

탈모전문점 영역

상담 답변 전 영역

카테고리(탈모치료, 모발이식, 가발 등)별 배너 노출을 통한 높은 클릭/전환률 제공

우수수CPA 방식

고객DB 제공: 우수수는입점사의신규고객확보를위한,CPA 방식의고객DB를제공하고있습니다
아래과같이탈모상담답변& 탈모전문점정보확인& 이벤트정보확인이후 추가신청시DB가전달됩니다

1:1 상담 신청 : 탈모 상담 답변 & 탈모전문점 정보 확인 이후

이벤트 신청 : 이벤트 내용 확인 후

이벤트상세

DB 전달

DB 전달

우수수DB 경쟁력

우수수는국내유일의탈모전문어플로써, 타서비스와는차별화된탈모특화이용자DB를 제공하므로,
탈모인을Target으로하는병원/매장에서는최적의마케팅플랫폼으로활용할수있습니다.

우수수

타사

이름, 전화번호
나이, 성별, 관심부위

이름, 전화번호
나이, 성별, 관심분야, 위치
탈모사진, 탈모부위, 유전여부
급성/만성탈모여부, 복용제품

오프라인 탈모전문점에서 초기 확인하는 탈모 문진 내용을 그대로 DB화 하여 전달함으로써,
탈모인을 Target으로 하는 병원/매장에는 최고의 가치있는 DB를 제공합니다

입점 필요 정보/이미지

탈모상담/답변 및이벤트제공을위해선아래와같은배너이미지와TEXT 정보가필요합니다
※ 자체이미지제작이불가능할경우, 당사에서대행(배너, 상세이미지 1set당10만원)가능합니다

병원/매장 정보 (필수)

병원/매장 썸네일 Image
320 x 320 / 1EA
전문가(의) 썸네일 Image
320 x 320 / 1EA
※탈모 상담 답변시 노출되는 썸네일

병원/매장 카드형 Image
800 x 600 / 최대 5EA
오프라인 병원/매장 정보 Text
병원/매장명, 주소, 연락처, 소개 글

이벤트 정보 (선택)

이벤트 배너 Image
800 x 355 / 제한없음
메인 팝업 Image
800 x 1000 / 제한없음
이벤트 상세 Image
800 x Free px(무제한) / 제한없음
※ 용량 최대 10MB

※우수수 PC버전 Site 제공  상담 답변 및 계정 등록 가능

이벤트의 경우 광고/의료법 자체 심의 후 노출 (약 1~2일 소요)

입점 Process (1/2)

1

: 병원/매장

: 삼손컴퍼니

: 우수수 사용자

우수수 병원/매장 정보 등록
‘우수수’ 계약

 입점사 계약서 작성
 입점사 계정 생성
- 희망 ID (이메일주소)
- PW (비밀번호)

병원/매장 정보 전달



문서 13Page 참조

등록 정보 확인 및 수정

 병원/매장 이미지
 병원/매장 매장 TEXT정보
 등록 상태 확인/보완

등록 완료

 우수수 어플 內 등록 완료
 우수수 ADMIN 계정생성 완료

* 최소 6자리 (문자/숫자 조합)

2

우수수 상담/견적 이용

‘우수수’ 상담/견적 신청

 우수수 오픈 : 5월 14일
 사용자 탈모 상담/견적신청

상담/견적 답변 작성
 우수수 공급자 Admin 접속
(접속 URL: 추후 공지)
 상담/견적 메뉴 접속
 답변 등록

이용자 답변 내용 확인

 이용자 상담 답변 알림 발송
 답변 내용 확인

1:1 상담 예약 DB 확인
 [이용자] 원하는 병원/매장과
1:1 상담예약 신청
 [병원/매장]
- Admin 접속
- 1:1상담 예약 DB 확인

입점 Process (2/2)

3

: 병원/매장

: 우수수 사용자

우수수 이벤트 등록
‘우수수’이벤트등록

 이벤트 이미지 및 내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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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삼손컴퍼니

자체심의/ 등록완료

 이벤트 내용 자체 심의
 약 1~2일 소요
 이벤트 등록 완료

이벤트확인및참여

 어플 내 이벤트 노출
 이용자 이벤트 확인
 이벤트 신청 완료

이벤트신청DB 확인

 우수수 Admin 접속
 이벤트 신청 메뉴 접속
 이벤트 신청 DB 내용 확인

고객 DB 정산
전월 DB 확인

 우수수 Admin 접속
 전월 이용자 DB 확인
(익월 1~5일)
 무효 DB 확인/제외 신청

인정 DB 확정





당사 무료 DB 재확인
인정 DB 확정
병원/매장 재전달
최종 확정

세금 계산서 발송

 최종 인정 DB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송

입금

 계좌이체 or 카드 결제를
통한 입금 진행

최현호 영업이사

안현진 대표이사

M. 010-8874-5809

M. 010-3665-6367

E. Kumdo518@Naver.com

E. bsense42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