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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전문메이트

업드림코리아 포트폴리오

FS파트너스



FS파트너스 소개

Q 업드림코리아는 어떤 회사인가요 ?

업드림코리아는 상위 0.01%, 실력있는 크라우드 펀딩 전문  기업입니다.

리워드형, 투자형 프로젝트에서 모두 1억원 이상의 펀딩을 기록하였으며,

상위0.01% 누적펀딩액 17억 4,0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펀딩 기획부터 오픈, 마케팅까지 One-Stop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

업드림코리아 소개



크라우드펀딩

교육 및 멘토링

약 500 여개 팀

크라우드펀딩

컨설팅 (선정)

약 40 여개 팀

크라우드펀딩

누적펀딩액

약 16억원

FS파트너스 소개

0.01% 크라우드 펀딩 노하우를 담아내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크라우드펀딩 전문 컨설팅

한국창의과학재단
크라우드펀딩 전문 컨설팅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크라우드펀딩 공식 멘토

대구경북테크노파크

크라우드펀딩 공식메이트

업드림코리아 소개



업드림코리아 프로젝트

*8/8000(순위) 2020년 1월 집계국내 크라우드 펀딩 상위 0.001%, 

누적 17억4천만원 달성 !

업드림코리아 소개

업드림코리아 성공노하우로 오직 메이커만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업드림코리아 소개FS파트너스 소개업드림코리아 소개



why왜 업드림코리아인가?

리워드 기획부터 사진, 영상, 마케팅,까지 단순히 펀딩 오픈을 넘어서 

펀딩 후에도 메이커 스스로 펀딩을 오픈 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줍니다.

PM팀 사진팀 영상팀 디자인팀 마케팅팀

카피라이팅

컨설팅 영역



컨설팅 진행과정

따뜻한 상상력과 설득력으로 메이커의 꿈을 설계하다

기획

제품 및 시장분석

스토리 기획

디자인

Creative한 디자인 콘셉트

펀딩 페이지에 맞는

슬라이드 디자인

사진, 영상 서비스

리워드의 특징을 뽑아낸

사진 및 영상 제작

마케팅 서비스

유통에 필요한

노하우 교육

[

[



컨설팅 진행과정

1 킥오프 미팅

2 리워드 차별성 도출

1 제작 방향 및 범위에 대한 협의

2 리워드 차별성 발굴

3 펀딩 스토리 작성 (양식제공)

4 펀딩 승인 서류 제출

Step 1

1 스토리 기획

2 스토리 작성

3 1차 피드백

4 스토리 최종안

Step 2

Retail

소셜커머스, 편집샵,

백화점, 대형마트 등

향후 유통에 필요한

노하우 교육

Marketing

1 와디즈 내 이벤트 오픈 (지지서명)

2 블로그 마케팅 (파워블로그)

3 SNS 마케팅

   (인스타그램, Facebook 등 활용)

1 사진촬영(연출,누끼)

2 영상제작

3 스토리페이지 디자인

Step 3

1 콘셉트 협의

2 스토리 구성 및 콘텐츠 배열

3 콘셉트와 콘텐츠에 대한 메이커

  수정사항 반영

4 콘셉트와 콘텐츠에 대한 최종

   검토

1 디자인 콘셉트에 맞는 사진촬영

2 영디자인 콘셉트에 맞는 영상촬영

3 영디자인 구체화작업
1 콘텐츠에 대한 Key메시지를 강조한 마케팅

2 대중이 공감하는콘텐츠 포함 마케팅

3 성별,나이,관심사 설정 타겟마팅

크라우드펀딩 기획 스토리 제작 콘텐츠 제작 온라인 마케팅

유통 교육



Step1. 크라우드 펀딩 기획

아로니아와 한 포에 들어가는 아로니아 개수를 측정하여 아이바이오153으로 리브랜딩

업드림코리아는 메이커의 성공적인 펀딩을 위해 존재합니다[

[

사전미팅
1 펀딩시장 및 펀딩 컨설팅 사업소개

2 메이커의 사업 및 리워드 제품 설명

3 펀딩 기획 방향 도출

4 메이커와 작업스케줄 설정

리워드 차별성 도출

 
1 펀딩 스토리 작성(양식제공)

2 펀딩 승인 서류 전달 

3 리워드 강점 파악 및 분석

4 브랜딩 및 컨셉 도출



Step2. 스토리 제작

업드림코리아는 펀딩 스토리텔링 전문가 입니다[

[

스토리 기획
오직 메이커와 리워드의 특성 기반으로 도출한 컨셉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전체 기획합니다.

스토리 대필

 
메이커와 리워드의 가치를 담은 스토리가 서포터의 

설득과 동감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마늘냄새 안나는 특성 기반 컨셉 설정 <흑마늘즙, 더블랙>

*다양한 스토리구성요소 제공 <데이세럼, 셀렉티드>



      사진촬영(연출)_소품

연출에 필요한 연출소품을 전문가가 직접 기획 및 결정하여 연출컷 촬영
Step3. 콘텐츠 제작



사진촬영(연출)_뷰티Step3. 콘텐츠 제작



사진촬영(연출)_식품Step3. 콘텐츠 제작



      사진촬영(누끼)

오직 리워드를 돋보일 수 있게 기획 및 결정하여 누끼컷 촬영
Step3. 콘텐츠 제작



      사진촬영(연출)_패션

펀딩 이후에 사용 가능하도록 누끼컷, 연출컷 및 최종보정원본 USB 제공
Step3. 콘텐츠 제작



클린

버전

SNS

15초

SNS

30초
풀버전

피부를 랩으로 감는 상상해본 적 있나요? <셀렉티드>

Step3. 컨텐츠 제작
      영상촬영

리워드에 특화된 촬영 방법을 전문 감독이 직접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총괄

펀딩 이후에 사용 가능하도록 총 4개의 파일로 편집하여 최종보정파일 USB 제공



Step3. 컨텐츠 제작

서포터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사진 디자인  내 높은 가독성을 위한 포인트, 단락디자인

스토리페이지 디자인



어디에, 어떻게

보여지는 것 또한 성공의 요소입니다.[

[

와디즈 내 이벤트 오픈
서포터의 펀딩 참여율 향상 및 충성 서포터를 위한

이벤트 오픈으로 메이커의 프로젝트를 널리 알리고

펀딩 성공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블로그,SNS(Facebook,Instagram 등)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잠재적인

서포터 대상 타겟 마케팅을 통해 프로젝트 유입을 확대

하고 펀딩 성과를 극대화합니다.  

아름다운 한국을 디자인하다 <세종여권케이스> 2만원대 화제의 가성비감 <유닛백2>

Marketing



소셜커머스

쿠팡 로켓배송, 쿠팡, 티몬, 위메프, 지마켓, 11번가, 옥션 등

온라인몰

YES24, 무신사, 유니크모먼트, 스타일쉐어, 29CM, 마켓컬리 등

오프라인몰

핫트랙스, 면세점 게이즈샵, 서울역 중소기업 명품마루 등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등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VIC마켓, 이마트트레이더스 등

진입 유통채널 선정

유통채널 계약 관련 서비스 지원

수수료 인하, 입점 서류 등
유통채널 계약

유통채널 입점 관련 서비스 지원

판매 이벤트, 판매 글 편집, 입점 광고, 다른 유통채널과 연동 등
유통채널 입점

Retail
      유통채널 입점 노하우 공유

펀딩 후, 메이커의 유통채널(소셜커머스, 편집샵, 백화점, 대형마트 등) 채널선정

부터 입점까지 지난 5년간 FS파트너스가 성장 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을 공유하고

자 합니다.



농산물화고 표고 버섯

2천 4백만원 누적

Project Clinets

흑마늘 스틱 식품

1천 7백만원

메디랩 홈리빙

5천 3백만원 누적

비엔 알파카 패션잡화

1천 3백만원누적

니티드바이 패션잡화

5천 3백만원

천명차 홈리빙

3천 2백만원

FS파트너스는 다양한 제품군의 리워드를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많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전문회사의 노하우를 배우다[

[

펀딩 시작이 막막했습니다.

FS파트너스가 투자와 리워드 둘 다 성공적으로 펀딩한 기업이기에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았고,

펀딩을 함께 하는동안 업드림코리아의 팀의 능력과 열정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번 계기로 펀딩에 있어

뛰어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A ㅣ 기업 (뷰티)

매우 전문적입니다.

사전미팅부터 리워드 컨셉, 제품 사진촬영, 마케팅까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 매우 만족스러웠고 펀딩

결과 또한 좋았습니다. 다음 펀딩때도 FS파트너스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고객Bㅣ 이주한의 화고표고 (농산품)

FS파트너스 덕분에 크라우드 펀딩 오픈부터, 제품 브랜딩, 마케팅까지 많이 배웠습니다.

크라우드펀딩 전문회사답게 꿀팁을 많이 얻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고객C ㅣ 기업 (뷰티)

고객 인터뷰



업드림코리아 포트폴리오

UPDREAMKOREA Porfolio



Reward Funding리워드형 펀딩 세종여권케이스

세종여권케이스

디자인소품 분야 1위



21,932% 달성

8,684명 참여

5억 7천만원 펀딩

리워드형 펀딩 세종여권케이스



Reward Funding리워드형 펀딩 유닛백2

유닛백2

281,452,102 원 펀딩

패션잡화 백팩 분야 1위



리워드형 펀딩 유닛백

41,253% 달성

14,115명 참여

5억 3천만원 펀딩



Reward Funding리워드형 펀딩 착한생리대 산들산들

착한생리대 산들산들

90,813,400 원 펀딩

여성 생리대 분야 1위



9,081% 달성

1,894명 참여

9천8만원 펀딩

리워드형 펀딩 착한생리대 산들산들



Equity Funding투자형 펀딩 산들산들 생리대

136,980,000 원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완료



Mate Wadiz Portfolio메이트 와디즈 포트폴리오

경북 성주 화고표고

펀딩 7일차 리워드 매진



Mate Wadiz Portfolio메이트 와디즈 포트폴리오

6,497% 달성

천명차



CONTACT
UPDREAMKOREA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5층 505호

운    영  10:30 – 18:00 (주말 및 공휴일 OFF)

연락처  070-8880-7739

팩    스   02-6455-3641

이메일  cs@updreamkorea.com

Adress  505, 18, Maebongsan-ro,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Time     10:30 – 18:00 (Weekend & Holiday OFF)

Phone  (+82) 70-8880-7739

E-Mail    cs@updream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