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개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명

자우덴 신훠(造点新貨)

관할 국가 (펀딩가능 소비자 거주국)

중국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소개

ㅇ 자우덴 신훠는 알리바바 그룹의 유일한 크라우드 펀딩채널
ㅇ 자우덴 신훠는 알리바바-타오바오/T-mall의 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판매, 시스템 판매 도구를 활용한 홍보가 가능
ㅇ 옛 이름은 타오바오 크라우드 펀딩 이였으나 2019년 플랫폼 업그레이드를 위해 이름을 변경
향후 스마트화, IP화, 국제화를 발전 방향으로 하여 플랫폼의 유망 프로젝트에 자금과 국내 자원을 지원할 계획
(참고) 자우덴 신훠는 알리바바 영화산업그룹-알리피쉬* 사업부 소속임
* 阿里鱼 · Aliyu(알리피쉬) :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등 IP 보유업체와 제휴 문화콘텐츠 판매 플랫폼

대표자명

본사 소재지 (현지어 기재)

웹사이트

WANG GUOYI（王国毅）

항저우

https://izhongchou.taobao.com/

취급 프로젝트 분야
*
*
*
*

인기있는 프로젝트 분야

과학혁신 설계 : 창의 설계, 문화계승 혹은 최전방과학기술로 만들어진 미발매 제품
문화오락 : 영화, ACG오락주변상품 및 교육, 관광, 스포츠혁신 관련 신제품
신선식 식품 : 품질있고 희귀하며 고급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식재료
공익 및 기타 : 공익제품이나 상기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기타 제품

①
②
③
④

IP 파생상품
트렌디한 장난감
디자인 제품
신기능 보유 최신과학 기술 제품

플랫폼 회원수('20년 3월 기준)

주요 사용자층 (연령대, 성별 등)

2019년도 전체 펀딩금액 (현지화기준)

회원제가 아니며 알리바바 고객은 모두
플랫폼 회원이라 볼수 있음(약 11억)

20~60대/남녀불문

미공개

해당 크라우드펀딩 플랫폼만의 특장점/차별화 포인트
ㅇ 중국 최대 온라인 마켓, 타오바오 설립 유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2019년도 최대 펀딩액 TOP3 (품목)
제품명 (제품설명)

펀딩액(00%)

진시황릉박물관 모형 카메라 장착 귀이개

10,169,953위안(50,849%)

LUKLEAF 만개솔 칫솔

10,050,402위안(20,100%)

상신료고궁표 중국 특색 후드티셔츠

4,531,689위안(9,063%)
프로젝트 진행 방법 (입점 절차)

현지 법인/현지 계좌 필요 유무 (O/X)

프로젝트 URL

https://izhongchou.taobao.com/dreamdetail.htm?spm=a
215p.1596646.0.0.3a8047dba141yy&id=20091926
https://izhongchou.taobao.com/dreamdetail.htm?spm=a
215p.1596646.0.0.3a8047dba141yy&id=20088101
https://izhongchou.taobao.com/dreamdetail.htm?spm=a
215p.1596646.0.0.3a8047dba141yy&id=20089695

펀딩 목표액 (현지화 기준)

입점(프로젝트 개설) 난이도

설정 가능

중

펀딩 방식

플랫폼 수수료 (%)

프로젝트 진행 시 유의사항

- All or nothing 방식
(목표 펀딩액 달성 시 펀딩액 확보가능)

플랫폼 수수료 : 1%
대리상비용 별도

ㅇ
(유통상(현지대리상)을 통해서만 진행가능)

24시간 고객응답의 서비스 제공은 필수이며 고객이
요청한 환불이나 제기된 문제들은 빠른시간에 처리
해주어야 프로젝트 진행에 영향이 가지 않음

프로젝트 종료 후 절차 및 주의사항
펀딩 금액 정산(입금) 방식
선불과 잔금 두단계로 나누어 정산
* 펀딩종료후 금액을 선불지급하여 제품제작에 쓰
도록하고 프로젝트 물건 배송 종료 확인후 나머지
잔금 정산함

펀딩 종료 후 배송기한
판매자는 프로젝트가 설정한 배송시간 내
배송해야 함, 아니면 판매자의 책임으로
판정
한국기업 펀딩 성공 케이스

제품명 (제품설명)

펀딩액 (달성율 : 00%)

croise.a 캡슐온도계

332,373위안(332%)

Live Better 침대 매트리스

52,785위안(105%)

옴이온 팡팡 손난로

318,380.90위안(630%)

프로젝트 URL

https://izhongchou.taobao.com/dreamdetail.htm?spm=a
215p.128754.653087.51.757736053nV49Z&id=10065627
https://izhongchou.taobao.com/dreamdetail.htm?spm=a
215p.128754.653087.52.757736053nV49Z&id=20083637
https://izhongchou.taobao.com/dreamdetail.htm?spm=a
215p.128754.653087.53.757736053nV49Z&id=20081658

크라우드펀딩 파트너사(대리상) 개요
普舍哩网络科技（深圳）有限公司
Hello ! Pushere

파트너사명
대표자명
LI XIAOCHEN(李啸尘)
한국어 가능 여부 (O/X)
X
영어가능

본사 소재지 (현지어 기재)
웹사이트
www.pushere.com
深圳市展滔科技大厦B座2005
주요 취급 품목 (카테고리)
IP*, 과학기술, 가정생활
* ip(지적재산권 파생상품) : 애니메이션, 영화, 엔터테이먼트 파생 콘텐츠,
캐릭터 자체 혹은 캐릭터 상품 등

지원 서비스 범위 (아래 리스트 중 해당하는 범위만 남기고 삭제 부탁드립니다.)
1. 펀딩 기획 (현지 셀링포인트 발굴, 펀딩 목표 설정, 문서 작업 포함 등)
2. 디자인 (현지언어/현지화된 사진/영상 홍보물 제작, 펀딩 페이지 제작 등)
3. 사전 마케팅 대행(마케팅 타겟설정, 마케팅 채널 선정, 광고 집행)
4. 프로젝트 등록 및 운영 (크라우드펀딩 대행 운영) , 고객대응(CS) 정책 수립, 고객센터 운영
ㅇ 인증 가능 : 하지만 인증은 별도 비용 청구예정

프로젝트 대표 성공 사례
제품명 (제품설명)
펀딩액(달성율 : 00%)
프로젝트 URL
https://z.jd.com/project/details/1835554689.html
LATIT 벚꽃색 스마트 근막총
116,484 위안(1,165%)
https://z.jd.com/project/details/1834646608.html
초경량 야외 운동 방수 런닝화
50,173 위안(167%)
https://z.jd.com/project/details/1831599802.html
8대 블랙테크놀로지의 컬렉션 티셔츠
203,485 위안(2,035%)
현지 주요 거래처 (유통망 네트워크, 펀딩 성공 이후 연결 가능한 오프라인 판매처)
타오바오, T-mall，징동, 틱톡, 콰이서우，요우짠，베이뎬，징시
대행 방식
제품 전부 사입 후 판매 / 프로젝트 총 펀딩액의 X% (상담에서 결정) 수수료로 차감 후 기업에 입금
대행 비용 (통화 단위) (세부 비용 공개 가능한 경우 기재, 공개 어려운 경우 범위로 제시)
서비스 범위
대행 비용 (통화 단위)
펀딩 기획 (현지 셀링포인트 발굴, 펀딩 목표 설정, 문서 작업 포함)
디자인 (현지언어/현지화된 사진/제품영상 제작, 랜딩 페이지 제작)
20,000~35,000
사전 마케팅 대행(마케팅 타겟설정, 마케팅 채널 선정, 광고 집행)
프로젝트 등록 및 운영 (대행 운영) , CS 정책수립, 고객센터 운영
프로젝트 진행 중 마케팅 (검색엔진 홍보, SNS 홍보, 매체 홍보 등)
/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 발굴 및 소개, 오프라인 마켓 입점지원
ㅇ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 발굴 및 소개, 오프라인 마켓 입점지원
/
물류 창고 운영 및 현지 물류 대행 서비스
/
해외인증 취득 대행 서비스
가능, 별도 수수료 필요

크라우드펀딩 파트너사(대리상) 개요
파트너사명

杭州拓合科技有限公司
Hangzhou Tobal technology co., ltd

대표자명
본사 소재지 (현지어 기재)
웹사이트
www.tobal.com.cn
XIA WEIWEI(夏巍巍)
浙江省杭州市西湖区西港发展中心西4幢302室
주요 취급 품목 (카테고리)
한국어 가능 여부 (O/X)
X
과학기술，설계，가정생활
영어가능
지원 서비스 범위 (아래 리스트 중 해당하는 범위만 남기고 삭제 부탁드립니다.)
1.
2.
3.
4.
5.
6.
7.
8.

펀딩 기획 (현지 셀링포인트 발굴, 펀딩 목표 설정, 문서 작업 포함 등)
디자인 (현지언어/현지화된 사진/영상 홍보물 제작, 펀딩 페이지 제작 등)
사전 마케팅 대행(마케팅 타겟설정, 마케팅 채널 선정, 광고 집행)
프로젝트 등록 및 운영 (크라우드펀딩 대행 운영) , 고객대응(CS) 정책 수립, 고객센터 운영
프로젝트 진행 중 마케팅 (검색엔진 홍보, SNS 홍보, 매체 홍보 등)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 발굴 및 소개, 오프라인 마켓 입점지원
물류 창고 운영 및 현지 물류 대행 서비스
해외 인증 취득 대행 서비스
제품명 (제품설명)

프로젝트 대표 성공 사례
펀딩액(달성율 : 00%)

디자인 액세서리

1012%

이동식 녹음, 마이크

2613%

스마트 카메라 보안알림기

646%

프로젝트 URL
https://izhongchou.taobao.com/dreamdetail.htm?spm=a
215p.128754.653087.22.25243605liprvx&id=20087666
https://izhongchou.taobao.com/dreamdetail.htm?spm=a
215p.128754.653087.22.f9173605AO5ssg&id=20066843
https://izhongchou.taobao.com/dreamdetail.htm?spm=a
215p.128754.653087.22.3e543605VaJd11&id=20064311

현지 주요 거래처 (유통망 네트워크, 펀딩 성공 이후 연결 가능한 오프라인 판매처)
公主购、淘宝心选、遥望网络
대행 방식
아래 서비스 요금만 받음 / 프로젝트 총 펀딩액을 기업에 입금
대행 비용 (통화 단위) (세부 비용 공개 가능한 경우 기재, 공개 어려운 경우 범위로 제시)
서비스 범위
대행 비용 (통화 단위)
펀딩 기획 (현지 셀링포인트 발굴, 펀딩 목표 설정, 문서 작업 포함)
디자인 (현지언어/현지화된 사진/제품영상 제작, 랜딩 페이지 제작)
사전 마케팅 대행(마케팅 타겟설정, 마케팅 채널 선정, 광고 집행)
프로젝트 등록 및 운영 (대행 운영) , CS 정책수립, 고객센터 운영
통합 가격 45,000위안,
프로젝트 진행 중 마케팅 (검색엔진 홍보, SNS 홍보, 매체 홍보 등)
동영상 제작시 50,000위안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 발굴 및 소개, 오프라인 마켓 입점지원
물류 창고 운영 및 현지 물류 대행 서비스
해외인증 취득 대행 서비스

크라우드펀딩 파트너사(대리상) 개요
파트너사명
대표자명
YUE MEIHUI(岳梅辉)
한국어 가능 여부 (O/X)
X
영어가능

梵高乐贸易（深圳）有限公司
Fangaole
본사 소재지 (현지어 기재)
웹사이트
www.drrelief.cn
深圳市宝安区西乡华源科技D座128
주요 취급 품목 (카테고리)
과학기술，설계，가정생활
지원 서비스 범위

1.
2.
3.
4.
5.
6.
7.
8.

크라우드펀딩 기획(상품 판매점 이해, 자금 목표 설정, 크라우드펀딩 주기 등 프로젝트의 등록전 준비)
디자인 (현지언어/현지화된 사진/영상 홍보물 제작, 펀딩 페이지 제작 등)
사전 마케팅 대행(마케팅 타겟설정, 마케팅 채널 선정, 광고 집행)
프로젝트 등록 및 운영 (크라우드펀딩 대행 운영) , 고객대응(CS) 정책 수립, 고객센터 운영
프로젝트 진행 중 마케팅 (검색엔진 홍보, SNS 홍보, 매체 홍보 등)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 발굴 및 소개, 오프라인 마켓 입점지원
물류 창고 운영 및 현지 물류 대행 서비스
프로젝트 현지의 파트너, 대리상으로 되다
제품명 (제품설명)

Cling 나노기술 부착제
deskspace 책상용 천제 장식품
Vylyv 스마트 속옷
SKT전자 담배

프로젝트 대표 성공 사례
펀딩액(달성율 : 00%)
2,733,072 위안(2,733%)
1,928,330 위안(349%)
5,073,892 위안(5,073%)
3,080,432 위안(3,080%）

프로젝트 URL
https://izhongchou.taobao.com/dreamdetail.htm?id=200
72868&ac=agg&
https://izhongchou.taobao.com/dreamdetail.htm?id=200
76046&ac=agg&
https://izhongchou.taobao.com/dreamdetail.htm?id=200
76969&ac=agg&
https://izhongchou.taobao.com/dreamdetail.htm?id=200
77163&ac=agg&

현지 주요 거래처 (유통망 네트워크, 펀딩 성공 이후 연결 가능한 오프라인 판매처)
SKT, Deskspace, JFT, vylyv, braintox，C&P，kableCARD，Dr.hoffmann，ernte，tastemade，AIRDEO，부니 베어
대행 방식
모든 제품을 판매후, 매출액 혹은 펀딩액의 5%를 수수료로 차감 후 스타트업에 입금
대행 비용 (통화 단위) (세부 비용 공개 가능한 경우 기재, 공개 어려운 경우 범위로 제시)
서비스 범위
대행 비용 (통화 단위)
펀딩 기획 (현지 셀링포인트 발굴, 펀딩 목표 설정, 문서 작업 포함)
디자인 (현지언어/현지화된 사진/제품영상 제작, 랜딩 페이지 제작)
사전 마케팅 대행(마케팅 타겟설정, 마케팅 채널 선정, 광고 집행)
프로젝트 등록 및 운영 (대행 운영) , CS 정책수립, 고객센터 운영
* 일괄 대리비용 2만위안
프로젝트 진행 중 마케팅 (검색엔진 홍보, SNS 홍보, 매체 홍보 등)
* 인증 불가(개별 취득해야 함)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 발굴 및 소개, 오프라인 마켓 입점지원
물류 창고 운영 및 현지 물류 대행 서비스
프로젝트 현지의 파트너, 대리상으로 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