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자료 준비할 때마다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곰팡이 냄새날 것 같... 오래된 자료 뒤적거리던 당신

넌, 내 여친보다 비싼 설문조사고 난, 가난한 학생이야 이번달 생활비 로그아웃해버린 당신도

마케팅보고서 내일까지! 센스있게 퇴근길에 지시하는 팀장 두고보... 멘탈증발된 당신도

친구가 뭐지? 먹는건가... 지인 설문조사라는 것이 불가능해서 서럽게 흐느끼는 당신도

이제는
틸리언 프로를
만날 때가
되었군요.

뭐가 왜이렇게 복잡한거야 완전 나만 바보된 느낌 거기 구석에 칙칙하게 찌그러져있는 당신도

토닥토닥 토닥토닥 정말 잘견뎠어요, 그동안



쉽고 빠른
틸리언 프로,
요모조모 살펴보기!

간편하다, 결제까지 한번에!
문항수와 샘플수에 따라 변경되는 결제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발행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제공됩니다.

2

쉽다, 클릭 몇 번으로 설문이 완성!
설문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선택합니다.1

틸리언 프로의 설문 솔루션으로 간편하게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2

완성된 설문지는 검수 과정을 거쳐 곧바로 
패널들에게 공개됩니다.

빠르다, 실시간으로 결과 확인까지!
설문 진행 중에도 실시간으로 중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설문 종료와 동시에 보다 상세한 응답 데이터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2

3



놀랍도록
경제적인 비용,
틸리언 프로가 정답입니다.

문항수

가격

5 10 15 20 25 30

부담없이 착한 가격! 

믿고 쓰는
틸리언 프로,
걱정하지 마세요!

철저한 패널 관리
국내 1위 패널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불량 응답자를 엄격하게 
걸러내어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국내 최대 패널 보유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활동 중인 국내 최대의 활성화
패널들로부터 단 몇 분 만에도
응답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밀한 타겟팅
주기적인 프로필 관리를 통해
특정 대상을 타겟으로 하는 
심층조사 등 다양하고 신뢰높은 
설문조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존 온라인 설문조사 대비 최대 80%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설문조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하는 설문 수와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할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의 학생 회원은
별도의 추가 할인 가격이 제공됩니다.

틸리언 프로와 관련한 각종 문의는
help@tillionpanel.com 로 보내주세요. :)

틸리언 프로

틸리언 프로
(최대 할인율 적용)

기존대비최대
80%

기존 설문조사



빠르고 간편한 NO.1 설문조사 플랫폼 www.tillionpanel.com

이 모든 것이 가능한
틸리언 프로,
지금 경험해보세요!

EASY,
쉽고 간편한 틸리언의 설문 솔루션으로,
초보자도 손쉽게 설문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전문가 못지 않게 뚝딱!

COST EFFECTIVE!
국내 1위 패널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틸리언 프로,
기존 대비 최대 8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설문조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경제적인 가격!

FAST,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활동 중인 국내 최대의 활성화 패널로부터,
단 몇 분 만에도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머, 벌써 설문이 다 끝났나요?

AMAZINGLY
방대한 표본조사부터 특정 대상을 타깃으로 하는 심층조사까지!
틸리언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신뢰도 높은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패널 보유, 믿을 수 있는 틸리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