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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 진짜 소비자를 만나는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Performance based Marketing Platform for real consumers

애드픽 서비스 소개서 ver.201909

애드픽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개인이 갖는 영향력을
기업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이 각자 고유의 콘텐츠를 만들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들에서 입소문을 냄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소셜 유저(소비자)와 연결합니다.
광고주
게임
쇼핑
뷰티
영화
금융
.
.
.
.

애드픽

CPI
CPR
eCPC
Native +
CPV
CPIR
CPCM

인플루언서

페이스북 운영자
카페 우수 회원/운영자
파워블로거
유튜버
기타 다수 팔로워들을
보유한 매체 운영자

콘텐츠

소셜미디어
블로그
카페/커뮤니티
유튜브
지식인
기타 온라인 매체

소셜 유저 (소비자)
앱 설치 실행
사전 예약
광고주 페이지 방문
동영상 시청

애드픽의 스케일은 남다릅니다.
애드픽이 비용 대비 최고의 마케팅 효율을 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클릭/설치 성과

1억 2천+

애드픽 콘텐츠를 통해 발생한
클릭, 앱 설치 누적 수

영상 조회 성과

14억+

애드픽에서 진행한
영상 캠페인 누적 조회 수

회원 수

58만+

애드픽에 가입한
누적 인플루언서 회원 수

애드픽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입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여자

남자

20% 39% 30% 8% 3%

25% 75%

인플루언서 연령 분포

인플루언서 성별 분포

소셜미디어 카페

블로그 커뮤니티 유튜브 지식인

61% 20% 6% 6% 3% 3%
온라인 매체 별 홍보 비중

애드픽은
메가 인플루언서를 제외한
모든 인플루언서 계층을 커버합니다.
Mega Influencer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특정 분야의 셀럽

Macro Influencer

대형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채널 운영
파워 블로거, 카페, 커뮤니티 운영

Micro Influencer

5,000명 미만 팔로워 보유

Nano Influencer
100명 미만 팔로워 보유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이 링크를 클릭하고 2018 성과형 인플루언서 보고서를 다운로드 하세요.

#1.

애드픽은 다릅니다.

한 개의 광고 캠페인 소재가
다양한 소셜 매체의 콘텐츠로 재구성되어 확산
인플루언서들은 광고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소셜 미디어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고 바이럴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온라인 채널로 확산되며 폭발적인 바이럴 효과로 이어집니다.

Case 1

브랜드 레토르트 식품 신제품 출시
마케팅 목표

자사 사이트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1+1의 구매 혜택을 얻는다는 내용의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매출 증대

#2.

애드픽은 다릅니다.

성과 기반의 광고 비용 정산

좋은 콘텐츠는 높은 성과와 수익으로 직결됩니다.
인플루언서는 성과를 내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노력함으로써 광고의 퀄리티를 높입니다.

성과를 위한 모든 홍보 활동은 무료

1. SNS 글 등록 2. 블로그 포스트 3. 카페, 커뮤니티 홍보 4. 동영상 업로드 등
광고주와 협의된 소비자의 활동이
일어났을 경우에만 과금됩니다
앱 설치 실행 / 사전예약 /
광고주 페이지 방문 / 동영상 시청

#3.

애드픽은 다릅니다.

상세한 트래킹 리포트

광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각종 수치와 성과가 발생한 출처, 내용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4.

애드픽은 다릅니다.

인플루언서들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킹
광고주의 KPI 달성을 위해 레벨 기반의 체계적인 인플루언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 레벨 제도

뉴비에서 다이아몬드까지
6단계 레벨 제도에 기반해
인플루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프리미엄 그룹

6단계 레벨 제도와 별개로
프리미엄 회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프리미엄 회원 자격은 홍보활동 내역 심사,
테스트 합격 등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승인됩니다.
프리미엄 회원이 되면 전용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마스터 제도

정량적 기준인 수익과
정성적 기준인 홍보 콘텐츠의 질을 평가하여
캠페인 상품별 마스터를 지정,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마스터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운영합니다.

애드픽의 광고 상품

CPI

Cost Per Install

CPR

Cost Per Reservation

eCPC

CPV

CPIR

CPCM

앱 다운로드 후 실행 시 과금

Cost Per View

동영상 콘텐츠 시청 시 과금

게임 사전 예약 후 유효 데이터 확보 시 과금

Cost Per Image Reaching

광고주 홍보 이미지들이 유저들에게 도달 시 과금

Enhanced Cost Per Click
검증된 유효 클릭 발생 시 과금

Cost Per Content Making

블로그 등에 리뷰 콘텐츠 포스팅 시 과금

CPI

Case 1

블랙엔젤

기간 2019.06.18 ~ 07.01
전환 수 10,695건
콘텐츠 생성 2,484건
일평균 전환 764건

Cost Per Install
앱 다운로드 후 실행 시 과금

추천 대상) 모바일 게임, 증권, 커머스, 유틸/생활 증권 등의 모바일 앱 서비스

- 충성도 높은 모바일 앱 유저를 확보 가능
- 정확한 앱 설치 추척을 위해 광고주 앱에 3rd Party tracker 연동 필수
- 유입 유저의 리텐션, 과금 현황을 알 수 있는 상세 리포트 확인 가능
Case 2

큐피트

기간 2019.04.12 ~ 05.13
전환 수 15,700건
콘텐츠 생성 3,885건
일평균 전환 500건

CPR

Case 1

미르의전설2

기간 2019.07.30 ~ 08.27
전환 수 44,691건
콘텐츠 생성 3,990건
일평균 전환 1,596건

Cost Per PRE-Reservation
게임 사전 예약 후 유효 데이터 확보 시 과금
추천 대상) 출시 예정인 모바일, PC 게임

- 충성도 높은 모바일 앱 유저를 확보 가능
- 출시 예정인 게임을 사전 예약하고 유효 데이터 확보 시 과금되는 상품

Case 2

디즈니팝

기간 2019.03.06 ~ 03.28
전환 수 55,556건
콘텐츠 생성 842건
일평균 전환 2,222건

eCPC

Case 1

꼬달리 세럼샘플링 이벤트
기간 2019.06.10 ~ 06.12
목표 10,000 클릭
1일 최대 4,949 클릭
생성 컨텐츠 1,234 건

enhanced Cost Per Click
검증된 유효 클릭 발생 시 과금

추천 대상) 이벤트 / 프로모션 홍보, 광고주 홍보 뉴스.기사 페이지

- 광고주의 랜딩페이지로 소셜 유저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광고 상품
- 온라인 전 영역에서 단기간 빠른 입소문이 가능한 장점
- 홍보글, 출처 확인을 통해 콘텐츠의 확산 경로 정확한 파악 가능
Case 2

뉴발란스 멤버스위크 본프로모션

기간 2019.06.17 ~ 06.21
목표 125,000 클릭
1일 최대 29,412 클릭
생성 컨텐츠 6,271 건

CPV

Cost Per View
동영상 콘텐츠 시청 시 과금

추천 대상) 바이럴 동영상, 브랜디드 콘텐츠 동영상, 영화.방송 예고편

-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셜미디어 상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확산시킬 수 있는 광고 상품
- 인플루언서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동영상 콘텐츠를 업로드 및 확산
- 페이지 내 조회수, 좋아요, 댓글, 공유수 등 상세 보고서 제공

Case 1

넷플릭스 <첫사랑은 처음이라서2>
메인 예고편
기간 2019.07.15~07.15
목표 50만 뷰
달성 96만 뷰 (192%)
포스트 189건
참여 14,903건 (좋아요+댓글+공유)

Case 2

롯데월드 어드벤처 30주년
기간 2019.06.28~06.28
목표 50만 뷰
달성 93만 뷰 (186%)
포스트 223건
참여 27,202건(좋아요+댓글+공유)

CPIR

Cost Per Image Reaching

광고주 홍보 이미지들이 유저들에게 도달되었을 때 과금
추천 대상) 브랜드 화보, 카드 뉴스, 영화/드라마 리뷰 등

Case 1

영화 <알라딘> 실시간 리뷰 반응
기간 2019.05.24~05.25
목표 100만 도달
달성 217만 도달 (217%)
포스트 95건
참여 5,779건 (좋아요+댓글+공유)

- 이미지로 제작한 광고를 소셜 미디어 상에서 바이럴 시킬 수 있는 상품
- 인플루언서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이미지 콘텐츠를 업로드 및 확산
- 페이지 내 조회수, 좋아요, 댓글, 공유수 등 상세 보고서 제공

Case 2

페브리즈 X 장기하 콜라보

기간 2018.12.10~12.11
목표 200만 도달
달성 283만(141%)
포스트 166건
참여 15,611건 (좋아요+댓글+공유)

CPCM

Case 1

라이트레더 백팩 체험단

Cost Per Content Making
파워블로그에 제품 리뷰 콘텐츠를 포스팅할 경우 과금
추천 대상) 블로그 체험단

- 상품/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리뷰 콘텐츠를 파워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홍보
- 일반 리뷰형, 사용자 리포트형 상품으로 운영 가능
* CPCM광고 상품은 성과 발생 시 광고 비용을 지불하는 성과 기반의 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Case 2

닥터유지 샴푸 체험단

애드픽은 다양한 산업군의 광고주들과
7,500여 캠페인들을 진행하며 성공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CPI

CPV

CPC

CPR

기타

자주 하는 질문

#1
광고 집행 예산은 얼마인가요?

애드픽 최소 집행 금액은 500만원이며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합니다.
첫 광고 진행 시에는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부터 후불로 진행합니다.
광고하실 앱 / 랜딩 페이지의 성격에 따라 애드픽과 협의 후 광고 단가를 결정합니다.

#2
진행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광고 진행 시 인플루언서가 홍보에 활용할 콘텐츠(이미지 배너 / 동영상 / 텍스트 등)는 광고주가 제공합니다.
nCPI (앱설치형) : 앱 내에 트래킹 SDK를 필수로 삽입해야 합니다. (앱 내 SDK가 없을 경우 광고 진행 불가)
eCPC (유효 클릭형) : 스크립트 삽입 필수 / 5초 이상 클릭 후 사이트 체류 시 과금
CPC (일반 클릭형) : 스크립트 삽입 없이 진행 가능
CPV (영상 조회형) : 영상 소재 (1개) + 홍보 가이드 문구 2~3개 안 전달

#3
광고 진행 현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캠페인이 시작되면 캠페인 진행 현항을 실시간 볼 수 있는 ‘광고주 리포트’를 제공해드립니다.
리포트를 통해 실시간 소진 광고비 현황 및 일자별 클릭 수 / 앱 설치 수 / 조회수 (CPV) 등 캠페인 진행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소재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애드픽 배너 5종 (롤링 게재 불가)과 이미지, 동영상 소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드픽 배너 5종 제작이 불가하다면, 1024*500 사이즈의 소재는 가급적 필수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소재 교체는 제한 없이 가능하나, 수동 교체하기 때문에 가급적 업무 시간인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 사이에 교체할 소재를 전달해 주시면 운영자가 빠르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5
홍보 콘텐츠는 어떻게 올라가나요?

애드픽은 바이럴 매체라는 특성상 인플루언서들의 자유로운 캠페인 참여와 포스팅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할 페이지나 활동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캠페인 시작 전에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nCPI (앱설치형)/ eCPC (유효클릭형) & CPC (일반클릭형) : 페이스북 / 네이버 & 다음 카페 / 온라인 커뮤니티 / SNS 상에 콘텐츠가 업로드됩니다.
CPV (영상형) : 1) 페이스북에서만 진행 2)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동시 진행 가능 (1분 미만 길이의 소재인 경우)

#6
원하지 않는 홍보 콘텐츠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인플루언서가 올린 홍보 콘텐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해당 게재면의 캡처 혹은 게시글의 URL을 애드픽 운영자에게 전달해 주세요.
광고 담당자가 해당 게시물을 빠르게 확인 후 삭제 처리하거나 링크를 차단합니다.

#7
캠페인은 시작 후 바로 종료할 수 있나요?

캠페인 시작 즉시 종료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측에 충분한 사전 공지를 한 후인, 캠페인 시작 시점부터 2시간 경과 후 종료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 드립니다.

#8
광고 시작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광고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 완료하면, 즉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중에 필요한 사항들을 전달해 주시면 더욱 원활하고 빠른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30분 (점심시간 : 12시 30분 – 2시)

2010
2010
2012
2013
2015
2016
2017
2019
2019

오드엠 창업
오늘만 무료 팟게이트 서비스 런칭
팟게이트 시리즈 1,000만 다운로드. 30억 매출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애드픽 런칭
애드픽 서비스 43억 매출
외부 투자 유치 50억
애드픽 서비스 102억 매출
인플루언서 커머스 플랫폼, 셀픽스(celpicks.com) 런칭
미디어 커머스 기업 위드공감 인수
디지털 종합 광고 대행사 ‘오즈 마케팅 컴퍼니‘ 자회사 설립

감사합니다.

애드픽과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 상세 상품 설명서는 별도로 제공합니다.

애드픽 광고사업팀
admanage@oddm.co.kr
02-3487-8766
www.adpick.co.kr

Published by ODDM Creative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