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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 서비스 탄생 배경

지금 마케팅 담당자의

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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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 서비스 탄생 배경

지금 이런 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하시다면,

정말 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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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 서비스 탄생 배경

방금 상상하신 모든것이

현실로 제공되는

애드픽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고양이는 빼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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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소개 – What is ADPICK?

AD + PICK!
애드픽은 다양한 온라인 소셜 매체에서

소셜 인플루언서들의 바이럴 활동을 통해 광고주의 제품(서비스)을 자연스럽게 소개하여

진짜 소비자를 만나는 성과형 광고 플랫폼입니다.

CPI

CPC

CPV

CPPR

etc..

어플리케이션

브랜드

영화

제품

이벤트

페이스북 운영자

카페/커뮤니티 활동

파워블로거

유투버

다수 팔로워 보유층

SNS 

블로그

카페/커뮤니티

유투브

지식인

온라인매체

Native + 

광고주 애드픽 인플루언서 콘텐츠 유저

다양한 광고주의
캠페인 집행

캠페인 목적에
맞는 상품 셋팅

자발적인
캠페인 선택

온라인 전 영역에서
소개 활동

진성 유저의
유입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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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소개 – Why ADPick?

소셜 미디어 마케팅의 핵심요소

Viral, WOM, Branded, Community를

한번에 해결하는 유일한 마케팅 툴

ADPICK!

+ 다각도 트레킹/리포팅!

+ 3단계 어뷰징 관리시스템!

Viral Marketing

- 브랜드/상품의

화제성 콘텐츠를 SNS를 통해 전파.

- Low cost로 매력적인

정보형 콘텐츠(Native AD) 창작.

WOM(Word of Mouth) Marketing

- 입소문(소개/리뷰)효과를

극대화하는 마케팅수단.

- 유저의 자발적인

정보 콘텐츠 생성을 촉진.

Branded Community

- 브랜드 주도의 유저 커뮤니티를 통해

유저와의 유대관계 구축.

- 최근, SNS상 관계망을 구축한

유저에 대한 판촉활동.

Community Marketing

- 공통 취미/관심을 가진 커뮤니티에

소개/리뷰/커뮤니케이션등의 공유문화를 통해, 

상품의 긍정적 공감대 형성.

화제지향성

관계지향성

브랜드 지향성 소비자 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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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소개 – Why ADPick?

숫자로 보는

ADPICK

홍보 인플루언서

500,000+

진행된 캠페인

4,500+

소개 콘텐츠

2,000,000+

인플루언서 지급 수익

20,000,000,000+

남자 65% 여자 35%

CPI CPV eCPC CPA ..etc

CAFE BLOG 지식IN 커뮤니티 S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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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애드픽의

모든 광고 상품

CPI cost per install

앱 다운로드 후 실행 시 과금 상품

진성 유저 확보를 위한 비보상형 광고상품

정확한 설치 추적을 위해 주요 3rd party tracker 연동완료

= (MAT , AppsFlyer, Adjust, , Adbrix, PartyTrack, Kochava, Toast, F.O.X, etc..)

유입유저의 리텐션/ROAS 관리 및 클릭/전환/리뷰컨텐츠등의 다각도 리포트 제공

* 활용예시) 모바일 게임, 커머스, 유틸/생활 등의 다양한 앱서비스 설치 유도 상품

CPV cost per Video View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 시청 시 과금 상품

영상 소재를 페이스북 각 채널에 업로드+확산을 통한 영상 대량시청 가능 (조회수 게런티)

좋아요, 댓글, 공유등의 Engagement(참여도)  및 시청수, 실집행 리뷰내용에 대한 실시간 상세 리포트 제공

* 활용예시) 영화 예고편, 브랜드, 드라마, 엔터방송, 뮤직비디오, 제품등의 바이럴 영상의 단기간 대량 확산

eCPC Enhanced cost per Click

기술적으로 검증된 유효 클릭에만 과금되는 광고상품

단기간 빠른 온라인 입소문을 통해 지정된 랜딩페이지로 진성유저 유입 (모든 매체 가능)

출처 내용확인으로 확산 과정 파악

* 활용예시) 기사, 단발성 이벤트, 체험단, 문화콘텐츠등

각종 프로모션의 정보성 리뷰콘텐츠 생산을 통해 랜딩페이지로 대량 유입

CPPR cost per PRE-reservation

사전예약 유저 확보

온라인 리뷰 콘텐츠 생성을 통한 서비스/제품 런칭전 사전예약 유저 확보 (두가지 타입)

Type A) 게임 사전예약형 : 게임 런칭 전(통상 2~6주전) 사전유저 대량 확보

Type B) 각종 콘텐츠 사전예약형 : 게임외 제품/서비스/문화콘텐츠 등의 예약유저 대량 확보

*활용예시) 게임런칭전 사전예약자 모집, 단발성 이벤트/체험단/공연/콘서트/제품출시전

사전예약 및 참여자 대량확보 + 바이럴을 통한 인지도 UP!

애드픽소개 – Why ADPick?



애드픽소개 – Why ADPick?

진정한 Native AD의 실현
제품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애드픽 파트너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산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품을 소개하는 홍보활동이 진행됩니다.

블로그

온라인 카페

지식iN

커뮤니티SNS

파트너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 테마와 연결되는 상세한 내용의 리뷰 포스팅

해당 카페의 성격 및 회원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타겟별 홍보활동

질문 내용에 따른 맞춤형 소개 답변을 통해

홍보활동 진행

게임, 여성, 유머 등 해당 커뮤니티의 성격 및

방문자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홍보활동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에서 공유를 통한

입소문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

페이스북 페이지

Like수가 많은 파트너 페이지에 공유되어

이미지, 동영상 위주의 직관적인 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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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소개 – Why ADPick?

엄격하게 관리되는

파트너들의 홍보활동
파트너에게 올바른 활동 교육과 인적 모니터링 관리 및

다년간의 전환패턴 분석을 통한 기술적 모니터링이 24시간 진행됩니다.

1. 파트너 교육 및 관리

사전 교육을 통한 홍보가이드 안내

제품 소개 방법 및 활동 시 금지 사항 안내

홍보 규칙에 대한 동의 및 안내 팝업

등급별 파트너 제도 운영

3. 인적 모니터링

운영팀의 철저한 모니터링

웹을 통해 홍보한 소개활동 100% 모니터링

파트너들의 SNS매체 사전 등록

회원들간의 자발적인 신고

2. 시스템적 모니터링

어뷰징 차단 / 전환패턴 분석 시스템 운영

비정상적인 전환율 및 중복 전환 차단

불법 홍보 방지 게이트웨이 페이지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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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소개 – Why ADPick?

정확한 성과추적 시스템과

효과분석이 가능한 광고리포트
클릭수, 앱설치 수, 회원가입 수, 영상조회 수, (※)리텐션율, (※)결재율 등

광고상품별로 효과측정을 위한 상세한 수치를 확인하고

입소문이 발생된 출처와 내용확인을 위한 상세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연동Tracking Tools : MAT, AppsFlyer, Adjust, Adbrix, PartyTrack, Kochava, Toast, F.O.X, etc..)

일별 데이터

클릭 수

전환 수

전환 율

리텐션율

결재율

애드픽의 광고 리포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Conversion

다운로드 IP

Transection ID

디바이스 정보

디바이스 버전

Referer

콘텐츠 작성일

콘텐츠 게재 매체

게재글 확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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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소개 – Why ADPick?

유저 LTV 분석을 통해

철저한 퀄리티 관리
날짜별 전환수, 리텐션율, 계정등록율, 과금수/율, 

특정 이벤트태그 클리어율 등 데이터 기반으로

다각도 추적 관리를 수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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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소개 – Why ADPick?

정밀한 리포팅 시스템을 실시간 제공,

수백건의 동영상 캠페인 집행이력으로

페이스북을 통한 바이럴 효과를 증명

날짜/시간대별 포스팅수와 반응수(좋아요,댓글,공유수), 인사이트(성별,연령대별), 

포스팅콘텐츠 확인, 클라우드맵(댓글 참여콘텐츠)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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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소개 – Why ADPick?

< 영상을 재생한 사람들의 성별 / 연령 데이터 > < 실시간 반응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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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소개 – Why ADPick?

so,

Why ADPICK?

1. 합리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성과분 과금 체계

3.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인플루언서들의 활동, 

캠페인별 다양한 정보성 콘텐츠 확산

2. 정밀한 트래킹, 다각도 광고 리포팅. 

집행 과정과 결과의 실시간 확인 / 운용

4. 강력한 모니터링으로 양질의 콘텐츠 제작,

충성도 높은 진성 유저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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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애드픽 상품구성

1. 캠페인 셋팅! 2. 50만명의 인플루언서가 온라인 채널에

소개 / 리뷰 활동

애드픽 홍보파트너

500,000+

애드픽 광고의 프로세스

3. 일반 유저들이 온라인 상의 다양한 컨텐츠를 보고,

상품 별 특정 액션 후 전환 발생.

ex) 설치 후 실행 / 3초 이상 비디오 재생 / 사전예약 등…

4. 실시간 리포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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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운로드후 실행시에만 과금하는 Cost Per Install

2. 진성유저 확보를 위한 Non-Incentive CPI

3. 정확한 설치 추적을 위해 3rd party tracker 탑재 필수

4. 국내외 주요 3rd party tracker(※) 와 연동 완료

=  유입유저의 리텐션율, 과금(ARPU)등 주요지표 레포트 가능.

애드픽 상품구성

CPI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비보상 CPI

사례1

테일즈크래프트

기간 1개월 기준

전환 수 100,948건

콘텐츠 생성 1,123건

일평균 전환 3,500건

사례2

리니지M

기간 1개월 기준

전환 수 60,716건

콘텐츠 생성 378건

일평균 전환 2,500건
(※) 연동된 Tools : MAT, AppsFlyer, Adjust, Adbrix, PartyTrack, Kochava, Toast, F.O.X,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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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소재를 페이스북 각 채널에 업로드+확산을 통한 영상 대량시청

2. 조회수 게런티 상품으로, 오버뷰에 대해서는 과금제외

3. 페이스북 정책상 3초 이상 영상 재생 시, ‘1’ View로 체크

4. “sponsored”가 아닌 타임라인에 영상을 직접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네이티브 광고로 인식

5. 캠페인 종료후에도 게시물은 계속 남아있어 지속적인 바이럴 효과

6. Engagement(참여/반응)에 대한 다각도의 리포트 제공

애드픽 상품구성

CPV
영상을 널리 확산 시키기 위한 CPV-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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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하늘보리

포스트 90건

목표 60만 뷰

달성 113만(189%)

기간 1일(목표달성)

참여 15,650건 (좋아요+댓글+공유)

사례2

롯데월드

포스트 102건

목표 110만 뷰

달성 379만(344%)

기간 1일(목표달성)

참여 185,949건 (좋아요+댓글+공유)



사례2

매그넘 이벤트 클릭형

일정 2017. 4. 18 ~ 5. 9

목표 150,000 클릭

1일 최대 59,040 클릭

일 평균 6,017 클릭

생성 컨텐츠 1,354 건

1. 블로그, 카페 및 SNS등을 통해 단기간에 빠른 입소문 전파에 최적화된 상품

2. 링크 클릭 후 지정된 랜딩페이지로 유입시 과금되는 CPC 상품

3. 상품 상세/랜딩 페이지가 있는 경우,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도 진행 가능

4. 클릭이 발생된 정확한 출처를 리포팅하여, 리뷰내용 및 입소문 확산 과정 확인 가능

eCPC의 특장점

- 기술적으로 검증된 유효클릭 시에만 과금되는 Enhanced CPC가능

- IP 및 device 중복 클릭, iFrame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접속을 통한 클릭 무효/무과금

- 클릭>랜딩페이지 유입 후 3초 미만 내에 이탈 시 무효/무과금

- 이탈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시 링크 자동 블록

애드픽 상품구성

eCPC 빠른 입소문 확산을 위한 소셜 eCPC

사례1

뉴발란스

일정 2017.6.20~06.23

목표 107,500 클릭

1일 최대 30,024 클릭

일 평균 25,000 클릭

생성 컨텐츠 8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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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펜타스톰

기간 1개월 기준

전환 수 60,743건

1일 최대 6,941건

일 평균 2,169건

콘텐츠 1,296건

애드픽 상품구성

CPPR 게임 런칭 전 사전 예약 유저 확보

TYPE 1

사례1

다크어벤저3

기간 1개월 기준

전환 수 21,832 건

1일 최대 1,995건

일 평균 546건

콘텐츠 생성 6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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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pick(SNS, 커뮤니티) + 모바일DA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오픈형 통합 사전예약 플랫폼

2. 기존 폐쇄형(사전예약앱)과 차별화된

과금러 유입을 위한 오픈형(Online+DA) 캠페인 진행

3. 사전예약 랜딩페이지에 스크립트 삽입 필요

4. 온라인상 바이럴을 통한 폭발적인 기대감+인지도+이슈화를 한방에 해결. 

5. IMP, Click 수량과 관계없이 사전예약당 과금하는 합리적인 퍼포먼스형 과금정책

6. 사전예약 전화번호의 실시간 유효성체크를 통해 부정DB 차단기능(*1)

(*1)전화번호 유효성체크를 위해 아래 내용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추가동의가 필요합니다. 

<문구추가 예시>

[개인정보 위탁 안내]

(주)XXX(※귀사명)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집되는 개인정보 : 휴대폰번호

위탁 업체: (주)ODDM

위탁 목적 : 이벤트 및 게임 관련 소식 알림톡/LMS 발송



사례2

VSL#3 베이비

기간 10일간

전환 수 1,392건

1일 최대 100건

일 평균 35건

콘텐츠 286건

1. 출시전 제품의 사전 마케팅이 목적

- 미출시 제품의 사전 홍보

- 오픈 예정인 전시회/공연의 사전 홍보

- 오픈 예정인 이벤트/프로모션의 사전 홍보 (ex.항공권 특가 이벤트)

2. 애드픽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미출시 제품의

리뷰 및 홍보 콘텐츠가 확산되며, 해당 제품에 관심 있는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사전예약 신청을 하게 됨

3. 출시예약 신청자 대상으로 오픈일에 맞춰서 SMS문자 발송을 통해

제품 출시 당일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문자 발송 시, 광고주가 원하는 landing page URL을 함께 발송

ex) 제품 구매 페이지 / 전시회, 공연 예약구매 페이지

4. 리포트를 통해 출시예약 신청자의 성별, 연령 분포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출시 이후 마케팅 전략 및 방향을 위한 참고 데이터로 활용 가능

애드픽 상품구성

CPPR제품 런칭 전 이벤트를 통한 사전 예약 유저 확보

TYPE 2

사례1

제주항공

기간 1주일간

전환 수 4,001건

1일 최대 1,920건

일 평균 667건

콘텐츠 2,0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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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가격표(※Net Price기준)

※광고가격은 광고 집행예산및 기간,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애드픽 상품구성

광고형태 내용 월간MAX볼륨
(※최근 월평균실적기준)

최소집행예산 및 평균단가
(※협의가능)

대상

CPI
(Cost per Install)

게임App 유저유입형 50,000 건+ 1,000만원 / 3,500원 스마트폰 게임

비게임App 유저유입형 50,000 건+ 1,000만원 / 2,500원
유틸/생활/쇼핑 어플
딥링크 지원가능

CPV
(Cost per video View)

CPV-F 페이스북 영상시청형 10,000,000 Views+ 1,000만원 / 20원
제품/서비스, 문화콘텐츠 등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영상조회)

eCPC
(enhanced Cost per Click)

유효클릭형 100,000 건+ 500만원 / 200원 단기간 확산용 이벤트 프로모션

CPPR
(Cost per Pre-Reservation)

사전예약형 100,000 건+ 1,000만원 / 1,000원 게임 및 제품/서비스 출시전 사전예약

CPA
(Cost per Acquisition)

간편회원가입형 5,000 건+ 협의 후 제안 PC용 온라인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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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드픽 서비스 탄생배경

2. 애드픽 서비스 개요

3. 서비스 상품구성

- CPI, eCPC, CPV, 사전출시예약

- 상품별 성과사례

- 상품별 가격표

4. 집행사례

- 온라인 채널별 홍보사례

5. 광고진행 / 소재 제작 가이드

6. ODDM(오드엠) 회사소개



애드픽 성과사례 : Game App (Non-Incentive CPI+실행형)

진행기간 : 7개월

디바이스 : iOS, Android

총 전환 : 50,000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230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4,300건 이상

진행기간 : 1개월

디바이스 : iOS, Android

총 전환 : 3,700건

일평균 전환 : 약 80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600건 이상

진행기간 : 2개월+

디바이스 : iOS, Android

총 전환 : 10 만 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2,300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1,100건 이상

진행기간 : 4개월+

디바이스 : iOS, Android

총 전환 : 9만 8천 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1,200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470건 이상

진행기간 : 2017.03 ~ 진행중

디바이스 : iOS, Android

총 전환 : 7만 3천 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350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2,100건 이상

진행기간 : 2개월+

디바이스 : iOS, Android

총 전환 : 1만 7천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1,100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220건 이상

진행기간 : 1개월

디바이스 : iOS, Android

총 전환 : 5만 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2,100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500건 이상

진행기간 : 2일간

디바이스 : iOS, Android

총 전환 : 1만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4,200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57건 이상

Supercell – Clash of Clans

King.com – Candy Crush Soda

비알게임즈 - 테일즈크래프트

셀바스 - 타운스테일

펀셀123 – 전장의 날개

넥슨 – 다크어벤저3

엔씨소프트 – 리니지m

넥슨 – 테일즈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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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 성과사례 : Game App (사전예약)

진행기간 : 1개월

디바이스 : iOS, Android

총 전환 : 3만 9천 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1,800 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2,900 건 이상

진행기간 : 3일간

디바이스 : iOS, Android

총 전환 : 10,000 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2,700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90건 이상

진행기간 : 5일간

디바이스 : iOS, Android

총 전환 : 1만 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2,700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100건 이상

진행기간 : 약 1개월

디바이스 : iOS, Android

총 전환 : 6만 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2,100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1,200건 이상

진행기간 : 약 2개월

디바이스 : iOS, Android

총 전환 : 9만 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1,300 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4,500건 이상

진행기간 : 약 1개월

디바이스 : iOS, Android

총 전환 : 2만 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560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620건 이상

진행기간 : 15일간

디바이스 : iOS, Android

총 전환 : 5만 2천 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2,100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1,100건 이상

진행기간 : 약 1개월

디바이스 : iOS, Android

총 전환 : 7만 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1,500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2,800건 이상

로스트테일

다이브

아이테르:천공의 성

넷마블 - 펜타스톰

리니지M

다크어벤저3

클래시오브 클랜 업데이트

루디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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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 성과사례 : Util App(비게임) (Non-Incentive CPI+실행형)

진행기간 : 3개월간

디바이스 : Android

총 전환 : 8만 5천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1,500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100건 이상

진행기간 : 28개월+

디바이스 : Android /iOS

총 전환 : 15만 1천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150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22,000건 이상

진행기간 : 18개월간

디바이스 : Android /iOS

총 전환 : 25만 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500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7,600건 이상

진행기간 : 7개월간

디바이스 : Android /iOS

총 전환 : 16만 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1,600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670건 이상

진행기간 : 20개월+

디바이스 : Android /iOS

총 전환 : 52만 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300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2만 건 이상

진행기간 : 3개월+

디바이스 : Android

총 전환 : 1만 2천 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580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70건 이상

진행기간 : 6개월간

디바이스 : Android /iOS

총 전환 : 31만 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400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7,600건 이상

진행기간 : 20개월간

디바이스 : Android /iOS

총 전환 : 23만 건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450건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2,300건 이상

코미카

Adways - 예약톱텐

쿠차 - 쿠차

티몬 - 티몬

우먼스톡

위즈덤 하우스- 저스툰

에듀윌 – 에듀윌 합격

버즈빌 - 허니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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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 성과사례 : Brand/상품 홍보형 (eCPC)

진행기간 : 3개월간

총 전환 : 10만 클릭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8,000 클릭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1만 건 이상

진행기간 : 2일간

총 전환 : 1만 5천 클릭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1만 5천 클릭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280건 이상

진행기간 : 20일간

총 전환 : 16만 클릭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5,100클릭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1,300건 이상

진행기간 : 24일간

총 전환 : 약 4만 3천 클릭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2,500 클릭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2,100건 이상

진행기간 : 24일간

총 전환 : 약 4만 3천 클릭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2,500 클릭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2,100건 이상

진행기간 : 2개월간

총 전환 : 7만 클릭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6,000 클릭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6,200건 이상

진행기간 : 3일간

총 전환 : 3만 2천 클릭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710 클릭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1,100건 이상

진행기간 : 3일간

총 전환 : 5만 8천 클릭 이상

일평균 전환 : 약 570 클릭 이상

생성 콘텐츠 : 약 1,000건 이상

바이오일레븐 - VSL#3

스니커즈

매그넘 아이스크림

모메이

뉴발란스

네이버폴라

비트

씽크네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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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 성과사례 : Branding 영화/영상 (CPV )

진행기간 : 2015.11.18

목표 View : 150만 뷰

실제 재생 View : 약5,635,185 뷰

달성률 : 375.7%

최종 단가 : 1 View 당 4원

생성 콘텐츠 : 약 47건 이상

진행기간 : 2017.04.28 

목표 View : 116만 뷰

실제 재생 View : 약 3,670,139 뷰

달성률 : 316.4%

최종 단가 : 1 View 당 4원

생성 콘텐츠 : 약 38건 이상

진행기간 : 2017.06.30 ~ 2017.07.02

목표 View : 150만 뷰

실제 재생 View : 약16,38,637 뷰

달성률 : 109.2%

최종 단가 : 1 View 당 18원

생성 콘텐츠 : 약 229건 이상

진행기간 : 2016.12.23

목표 View : 137만 5천 뷰

실제 재생 View : 약 2,054,343 뷰

달성률 : 149.4%

최종 단가 : 1 View 당 13원

생성 콘텐츠 : 약 117건 이상

진행기간 : 2017.01.11 

목표 View : 166만 뷰

실제 재생 View : 약 4,187,899 뷰

달성률 : 251.3%

최종 단가 : 1 View 당 4원

생성 콘텐츠 : 약 117건 이상

진행기간 : 2016.11.01 ~ 2016.11.17

목표 View : 166만 뷰

실제 재생 View : 약 2,910,023 뷰

달성률 : 175.3%

최종 단가 : 1 View 당 5원

생성 콘텐츠 : 약 107건 이상

진행기간 : 2016.10.04 ~ 2016.10.05

목표 View : 110만 뷰

실제 재생 View : 약 1,245,015 뷰

달성률 : 113.2 %

최종 단가 : 1 View 당 16원

생성 콘텐츠 : 약 169건 이상

진행기간 : 2016.08.29 ~ 2016.09.01

목표 View : 118만 뷰

실제 재생 View : 약 1,286,204 뷰

달성률 : 109.0%

최종 단가 : 1 View 당 18원

생성 콘텐츠 : 약 258건 이상

KB금융 -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 이름

영화 <겟 아웃>

대명리조트 - 오션월드

롯데월드 플라이벤처

영화 <재심>

영화 <판도라>

KB캐피탈 안정환X씨잼

콜라보 뮤비 동영상

Sk2 – 나의 꿈, 놓치지 않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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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 & 사전예약 대표 집행 사례

게임ㅣ어플의 CPI 집행 게임 사전예약 이벤트

제품/문화콘텐츠 사전예약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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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V 영화/브랜드 대표적인 집행 사례

CPV 영화/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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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PC 식음료 / 패션 / 뷰티 / 생활 / 금융 & IT / 게임 etc 대표적 집행 사례

eCPC 대표 집행 사례



애드픽 홍보사례 > 네이티브 리뷰&바이럴

SNS 이미지/동영상 위주의 직관적인 메시지, 공유를 통한 빠른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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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 홍보사례 > 네이티브 리뷰&바이럴

블로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세한 리뷰, 정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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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 홍보사례 > 네이티브 리뷰&바이럴

커뮤니티ㅣ온라인카페사이트 성격 및 방문자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주제에 맞는 타겟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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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 홍보사례 > 네이티브 리뷰&바이럴

지식IN질문에 맞는 맞춤형 답변을 통한 타겟팅 홍보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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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드픽 서비스 탄생배경

2. 애드픽 서비스 개요

3. 서비스 상품구성

- CPI, eCPC, CPV, 사전출시예약

- 상품별 성과사례

- 상품별 가격표

4. 집행사례

- 온라인 채널별 홍보사례

5. 광고진행 / 소재 제작 가이드

6. ODDM(오드엠) 회사소개



END

애드픽 광고진행 프로세스

1. Sales 담당자 미팅

진행 규모 협의

2. 계약서&게재신청서

작성/날인

3. 광고 소재 검수/테스트

서비스 연동작업(필요시)

4. 광고 라이브!

실시간 리포트 제공

5. 최종 결과 내용확인/논의

광고 완료

광고 캠페인 전략 협의, 

마케팅 방향 설정 및 적정 예산 협의

상품 및 타겟팅, 예산, 

일정, 진행 스케쥴 구체화

최소한의 광고 소재로 진행 협의 후

당일 바로 진행 가능

※CPV 및 서비스 연동 상품의 경우

1~5일 정도 소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각도의 실시간

리포팅/모니터링 페이지 별도 제공

Sales 담당자를 통해

최종 결과 및 이후 마케팅 진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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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소재 제작 가이드

Location Size 형식 용량 특이사항

이미지 배너

필수. 1024 x 500px

1. 640 x 960px

2. 960 x 640px

3. 640 x 640px

4. 640 x 100px

PNG / JPG 100KB 이하
각 사이즈 별로 1종씩 전달(롤링불가) 소재 제작 어려울시

1024 x 500px 만 전달 가능

홍보문구 텍스트 100자 텍스트 -

추가 자료
- 동영상 (유튜브 URL)

- 홍보기사 (파일 및 URL)
-

파트너들이 홍보할 때 참고 하거나

사용가능한 소스

URL 트래킹링크 - 숏링크 불가

CPI(Cost per Install) – 논리워드 CPI

※ 바이럴 마케팅 특성상, 애드픽의 인플루언서들은 브랜드에서 제공한 캠페인 소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캠페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소재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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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소재 제작 가이드

Location Size 형식 용량 특이사항

이미지 배너

필수. 1024 x 500px

1. 640 x 100px

2. 640 x 640px

3. 640 x 960px

4. 640 x 960px

PNG / JPG 100KB 이하

홍보문구 텍스트 100자 텍스트 -

아이콘 512 X 512 PNG / JPG / GIF 100KB 이하 1종

URL - - - 클릭시 넘길 페이지 주소 값 전달 (숏링크 안됨)

eCPC(enhanced Cost per Click) – 유효클릭형

※ 바이럴 마케팅 특성상, 애드픽의 인플루언서들은 브랜드에서 제공한 캠페인 소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캠페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소재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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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소재 제작 가이드

Location Size 형식 용량 특이사항

영상 소재
가로형 / 세로형 / 1:1 비율 등

제한 없음
MP4 / MOV / WMV 사운드필수 제한 없음 - 일반 TV CF 영상이 아닌 바이럴용으로 제작한 영상 권장

아이콘 200 * 200 px PNG / JPG / GIF 제한 없음
- 애드픽 캠페인 리스트에 활용될 이미지
- 원형 이미지 권장

영상 설명 가이드 문구 - 텍스트 -
- 애드픽 인플루언서들이 영상을 홍보할 때 참고할 문구
- 바이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시태그, 랜딩페이지 삽입은 지양

CPV- F(Cost per View for Facebook) – 영상시청 페이스북형

※ 바이럴 마케팅 특성상, 애드픽의 인플루언서들은 브랜드에서 제공한 캠페인 소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캠페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소재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상품별 소재 제작 가이드

Location Size 형식 용량 특이사항

이미지 배너

필수. 1024 x 500px

1. 640 x 960px

2. 960 x 640px

3. 640 x 640px

4. 640 x 100px

PNG / JPG 100KB 이하
각 사이즈 별로 1종씩 전달(롤링불가) 소재 제작 어려울시

1024 x 500px 만 전달 가능

홍보문구 텍스트 100자 텍스트 -

아이콘 512 X 512 PNG / JPG / GIF 100KB 이하 캠페인 리스트에 노출

동영상 - 유투브 URL -

URL - 사전예약 페이지 원본 주소 - 숏링크 불가

스크립트삽입 - - 캠페인 진행시 전달 예정

CPPR(Cost per Pre-Reservation) – 모바일 게임용 사전예약

※ 바이럴 마케팅 특성상, 애드픽의 인플루언서들은 브랜드에서 제공한 캠페인 소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캠페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소재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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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소재 제작 가이드

CPPR(Cost per Pre-Reservation) – 제품/서비스(비게임) 런칭전 사전예약

Location 기준 참고사항 내용

(필수)커버 이미지 1040x600 제품이 강조될 수 있는 이미지 파일로 전달해주세요.

대표 영상 URL 필수아님 유튜브, 비메오 등에 등록된 영상 URL을 입력해주세요.

(필수)제품명 15자 이내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필수)제품 간단 설명 50자 이내 상세 내용과 별개로 제품을 표현할 수 있는 문구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필수)혜택 설명 사전예약의 경우 신청하는 모든 회원에게 혜택 제공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필수)제품 상세 설명 제한없음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필수)제품 소개 이미지 가로 1080 세로 사이즈는 제한 없으나, 용량은 크지 않게 파일로 전달해주세요.

제품 구매 가능 URL URL을 입력해주세요.

(필수)제품 판매가 가격대비 혜택을 보여주기 위한 정보 가격을 입력해주세요.

(필수)브랜드 로고 500x500 원형, 상세 페이지 상단에 삽입 파일로 전달해주세요.

브랜드 소개 제한없음 제품 또는 브랜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필수)진행 기간 최소 일주일 사전예약 및 출시알림이 진행되는 기간 기간을 입력해주세요.

(필수)제품 출시일 진행 기간 이후로 설정 날짜를 입력해주세요.

(필수)쿠폰 수량 협의 후 진행 수량을 입력해주세요.

(필수)쿠폰 발행일 제품 출시일 또는 그 이후로 설정 날짜를 입력해주세요.

(필수)쿠폰 유효 기간 기간을 입력해주세요.

(필수)쿠폰 코드 CSV 쿠폰 코드를 CSV 형태로 저장 파일로 전달해주세요.

유의사항 제한없음 제품 또는 사전예약과 관련된 유의사항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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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상품구성

- CPI, eCPC, CPV, 사전출시예약

- 상품별 성과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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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사례

- 온라인 채널별 홍보사례

5. 광고진행 / 소재 제작 가이드

6. ODDM(오드엠) 회사소개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유용한 모바일 앱 정보를 전달하는 앱 서비스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연결해

소비자를 향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출시 전 마음에 드는 상품을 예약하고, 혜택받는

신상품 정보 및 혜택 (마케팅) 플랫폼

2010 2013 2017

오드엠, 모바일 광고마케팅의 퍼스트&라스트 무버

ODDM(오드엠)?

ODDM (오드엠) : 오드(ODD)한 모바일(Mobile) 서비스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ODDM(오드엠)?

2010        오드엠 창업

2010        오늘만 무료 어플 팟게이트 서비스

2012        팟게이트 시리즈 1,000만 다운로드. 30억 매출

2013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애드픽 www.adpick.co.kr

2015        애드픽 성장. 43억 매출

2016        투자 유치. 50억

2016        애드픽 안착. 98억 매출

2017        사전 마케팅 포털 플랫폼, 프리마켓 런칭

www.premarket.io

회사명

설립일

대표이사

주소

대표번호

(주) 오드엠

2011년 1월

박무순

서울특별시 강남 역삼로17길 10 부강BD 3,4층

02-3487-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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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02 - 3487 - 8766

서울특별시 강남 역삼로17길 10 부강BD 3,4층

sales@oddm.co.kr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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