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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앱설치형상품

인플루언서들의 재치 넘치는 게시글과 살아있는 리뷰를 통해

진성 유저들의 앱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상품입니다.



SITUATION

성공적인 앱 런칭을 위한 진성 유저의 유입이 필요한 광고주

퍼포먼스 당 과금 방식으로 효율적인 광고 집행이 필요한 광고주

진성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형태의 바이럴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

이런광고주분들께추천드립니다



#1. 다양한 마케팅 채널

애드픽앱설치형상품소개

<페이스북> <커뮤니티><카페><블로그>

홍보글 형태로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에 홍보 활동이 진행됩니다.



#2. 모니터링

애드픽앱설치형상품소개

사전 교육을 통한 홍보가이드 안내

제품 소개 방법 및 활동 시 금지 사항 안내

홍보 규칙에 대한 동의 및 안내 팝업

등급별 인플루언서 제도 운영

인플루언서교육및관리인적모니터링

운영팀의 철저한 모니터링

홍보용 소개 콘텐츠 100% 모니터링

인플루언서들의 SNS매체 사전 등록

인플루언서들간의 자발적인 상호 감시 제도 운영

시스템적모니터링

어뷰징 차단 / 전환패턴 분석 시스템 운영

비정상적인 전환율 및 중복 전환 차단

불법 홍보 방지 게이트웨이 페이지 노출

전환 패턴 분석을 통한 시스템적 모니터링 24시간 진행, 인적 모니터링 진행, 올바른 홍보 활동에 대한 인플루언서 교육 및 관리가 이뤄집니다.



#3. 효율 관리

애드픽앱설치형상품소개

광고주의 KPI를맞출수있도록이벤트값연동을통한실시간최적화관리



상품단가및진행가이드

앱설치형 상품 단가표

상품 광고노출영역 최소집행예산 단가(CPI) 비고

애드픽
앱설치형 상품

SNS,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500만원 게임 App: Avg. 4,000원
비게임 App: Avg. 3,000원

※ 단가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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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사이즈별로 1종씩전달(롤링불가)

소재제작어려울시 1024 x 500px 만전달가능

홍보문구 텍스트 100자 텍스트 -

추가 자료
- 동영상 (유튜브 URL)

- 홍보기사 (파일 및 URL)
-

파트너들이홍보할때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소스

URL 트래킹링크 - 숏링크불가

광고 제작 가이드



애드픽앱설치형상품은

국내 1위 비보상, 성과형 CPI 상품으로

가장 파워풀한 인플루언서 파트너 집단을 통해 집행됩니다.



집행사례

#1 챔피언스 매니저

기간 :

전환 :

콘텐츠 :

2018-06 ~ 2018-08

2만 건

약 800건 생성

#2 타운스테일

2017-05-23 ~ 2018-05-08

15만 2천 건

약 1,100건 생성

기간 :

전환 :

콘텐츠 :



집행사례

#3 전장의 날개

기간 :

전환 :

콘텐츠 :

2017-01 ~ 2018-06

9만 5천 건

약 3,600건 생성

#4 삼국지M

기간 :

전환 :

콘텐츠 :

2018-04 ~ 진행중

3만 7천 건

약 1,200건 생성



집행사례

#6 PODTY (팟티)

기간 :

전환 :

콘텐츠 :

2018-06 ~ 진행중

7만 1천 건

약 1,800건 생성

#5 코미카

기간 :

전환 :

콘텐츠 :

2016-09 ~ 2016-11

8만 3천 건

약 120건 생성



집행사례모음

그외 1,400개



회사명

설립일

대표이사

주소

대표번호

(주) 오드엠

2011년 1월

박무순

서울특별시강남역삼로17길 10 부강BD 3,4층

02-3487-8766

C o n t a c t    P o i n t A b o u t    O D D M

문의

admanage@odd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