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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리뷰 커머스

하우스앱
입점제안서

Short Form Review Commerce (주)하우스미디어



대한민국 1등 숏폼 리뷰 커머스, 
하우스앱

누적회원수 230만명
월 방문자수 75만명
SNS 구독자 수 135만명
누적업체수 1200여곳
누적상품수 13만여개

22년 3월 기준



2021년 6월 숏폼(1~10분 이내의 짧은 영상) 
서비스 출시 이후 월 평균 20%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2년 3월 기준)

출처 : 혁신의숲

2021년 대비 
360%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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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비 
920% 성장



하우스앱 입점제안서 04

하우스앱 핵심 키워드

포인트

커뮤니티

공동구매

모여사는 재미
모아사는 재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

소셜
커머스소셜미디어 이커머스

Social Commerce e-CommerceSocial Media

for 브랜드/판매자

for 사용자

하우스앱 비전

브랜딩/홍보와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곳. 리테일미디어

사용자들이 추천해주는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 보는 재미, 사는 재미

일상의 모든 순간을 콘텐츠로 리뷰하고 구매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가격경쟁 안 하고
브랜딩 할 수 있는 곳

판매자

솔직한 영상리뷰보고
공동구매

소비자



하우스앱 서비스 화면

메인화면
(리뷰상품 구매연결)

타임딜
(한정기간 할인)스토어홈 하친딜(공동구매)



리뷰 영상에 태그된 상품이 판매되면
해당 영상을 업로드한 유저에게 판매수수료의 
일부를 쉐어(포인트 적립)하여 고품질의 
솔직한 리뷰를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유저가 자발적으로 판매자의 상품을 홍보하고 
포인트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숏폼 리뷰 영상



2명 이상의 유저가 모이면
상품을 추가로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 시스템 입니다.

유저가 주체가 되어 직접 필요한 상품의 딜을 
오픈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구성원을 모아 
딜을 성공시킵니다.

*  하친딜로 할인된 금액은 
 전액 하우스앱에서 지원합니다.

하친딜
(공동구매)



하우스앱 MD와 협의된 상품을 
한정된 기간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타임딜
(한정기간 할인)



외부 매체 광고 비용 0원

콘텐츠광고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등
SNS 에 숏폼 리뷰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작하여 노출해드립니다.

리타게팅 광고
유저가 하우스앱에서 구경한 상품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 다시 노출시켜주는 
리타게팅 광고가 모든 판매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판매자가 직접 커뮤니티에서 숏폼 리뷰 영상 기반의 
PR, 마케팅 활동으로 구매전환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쇼핑의 고수’ 브랜드 입점 후 월 판매액

판매 제품 조립, 사용법 뿐만 아니라 
신규출시 제품을 영상콘텐츠로 지속 노출하여 

입점 후 6개월 동안 누적 3.2억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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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의 고수>
브랜드 입점 후 
직접 올린 리뷰 영상



하우스앱 입점 절차

입점 신청서
작성

입점심사
(7일 이내)

계약서 작성 판매자등록 상품등록 판매시작



하우스앱과 함께 할
파트너 브랜드를
환영합니다.

입점문의

이메일: sales@houseapp.co.kr
카카오톡 채널: @하우스앱 고객센터
하우스앱 고객센터: 02-512-5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