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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런칭 전 사전예약을 통한 진성 유저 확보 및

온라인 바이럴을 통한 폭발적인 ‘기대감/인지도’ 상승 + 이슈화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애드픽사전예약상품



SITUATION

게임 런칭 전 인지도 상승 + 이슈화가 필요한 광고주

잠재 유저들에게 바이럴을 통한 네이티브 광고를 집행하고 싶은 광고주

실시간 유효성 체크를 통한 허위 DB 방지 -> 실사용자에게 과금하는 광고 집행을 원하는 광고주
(카카오톡 인증 통한 유효성 체크 툴 제공)

이런광고주분들께추천드립니다



#1. DB 수집 및 알림 발송

애드픽사전예약상품소개

①캠페인 셋팅!

②게임 인플루언서가 온라인 채널에
소개 / 리뷰 활동

③게임유저가 사전예약 랜딩페이지를
통해 전화번호 입력

④알림톡 발송을 통해 전화번호
유효성 체크

⑤체크된 유효 전화번호만 정산리포트에
반영(유효하지 않은 DB는 미정산)

게임런칭후일괄알림톡발송서비스(선택)



#2. 상세한 광고 리포트

애드픽사전예약상품소개

일자별 클릭/전환/전환율/콘텐츠별 전환데이터/리뷰콘텐츠/디바이스별 전환데이터 등 다각도+정확한 트레킹 레포트를 실시간 제공합니다.

광고 리포트를 통해 실시간 성과 추적 및 효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3. 오픈형 사전예약 플랫폼

애드픽사전예약상품소개

기존 폐쇄형(사전예약앱)과 차별화된 과금러 유입을 위한 오픈형(Online+DA)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STEP 1 STEP 2 STEP 3 STEP 4애드픽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할 캠페인을 선택

캠페인 상세 페이지에서

홍보에 필요한 가이드 숙지

인플루언서들의 SNS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소셜 유저들 사이 바이럴 확산 /

인플루언서들에게 수익금 지급
>> >> >>



#4.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별 홍보 콘텐츠

애드픽사전예약상품소개

SNS 블로그 카페/커뮤니티 지식인



상품단가및제작가이드

사전예약 광고 단가표

상품 광고영역 최소집행예산 단가(CPR) 비고

애드픽
사전예약 상품

SNS,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500만원 Avg. 1,000원 ※ 단가 협의 가능

광고 제작 가이드

Location Size 형식 용량 특이사항

이미지 배너

필수. 1024 x 500px

PNG / JPG 100KB 이하
각사이즈별로 1종씩전달(롤링불가)

소재제작어려울시 1024 x 500px 만전달가능

1. 640 x 960px

2. 960 x 640px

3. 640 x 640px

4. 640 x 100px

홍보문구 텍스트 100자 텍스트 -

아이콘 512 X 512 PNG / JPG / GIF 100KB 이하 캠페인리스트에노출

동영상 - 유투브 URL -

URL - 사전예약 페이지 원본 주소 - 숏링크불가

스크립트삽입 - - 뒷장참고



제작가이드

●삽입스크립트

1. 광고주께서 애드픽에 제공해 주신 랜딩페이지가 바로 다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되고, 그곳에 애드픽 스크립트가 삽입되는 경우, 최초 랜딩페이지 에 애드픽에서 붙여주는 _code 파라메터도

리다이렉트되는 페이지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애드픽 스크립트는 URL에 포함된 _code 파라메터를 읽 을 수 있어야 정상 동작을 합니다. 

2. 광고주께서 애드픽에 제공해 주신 랜딩페이지를 바로 다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할 경우에는 HTTP header 를 이용한 302 리다이렉트를 해주셔야 레퍼러 광고통계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Javascript를 이용하거나, HTML 메타태그를 이용한 리다이렉트를 하시면 레퍼러는 실제 홍보 장소가 아닌 리 다이렉트를 실행하는 광고주 페이지가 수집되게 됩니다. 

<!-- 1. 유저들을 유입시킬 첫 랜딩페이지에 추가 -->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adpick.co.kr/apis/adpickPostback.v4.js"></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adpick_webtracking({ site:'advertiser-name', event:'tracking' });

</script>

<!-- 2. 가입완료 페이지에 추가 -->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adpick.co.kr/apis/adpickPostback.v4.js"></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 1. 추후 부정홍보 가입 건을 애드픽에 문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입자 구별값을 애드픽에 전달

// 예1) 가입자 아이디, 혹은 가입자 고유순번

// 예2) 전화번호 뒷자리 6자리, 혹은 암호화된 전화번호

// 예3) 개인정보 처리 위탁 동의 절차에 “㈜오드엠”이 위탁업체로 명시되었을 경우 전화번호 전체 가능

// 2. 가입자 구별값을 전달할 필요가 없을 경우 공백(‘’) 처리

adpick_webtracking({ site:'advertiser-name', event:'registered‘, match_key:’가입자 구별값’ }); // match_key는 URL 인코딩 필요

</script>

●유의사항



애드픽사전예약상품은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 유효성있는 진성 유저를 찾아냅니다.

캠페인 집행 후 허위번호로 밝혀질 경우, 과금에서 제외됩니다.



집행사례

#1 검은사막 M (출시 예정 MMORPG 게임) #2 FOX (출시 예정 성인 액션 RPG 게임)

기간 :

대상 :

게시물 :

성과 :

2017.12.11-2018.02.27

프리미엄 파트너

약 4,261개

146,070명 사전 예약

기간 :

대상 :

게시물 :

성과 :

2017.09.12-2017.12.20

프리미엄 파트너

약 2,438개

75,494명 사전 예약



집행사례

#3 마이프렌즈 Dogs (출시 예정 펫 게임) #4 슈퍼진화스토리 (출시 예정 몬스터 RPG 게임)

기간 :

대상 :

게시물 :

성과 :

2018.08.07-2018.09.05(종료 예정일)

프리미엄 파트너

약 1,345개

43,897명 사전 예약

기간 :

대상 :

게시물 :

성과 :

2018.01.15-2018.01.30

프리미엄 파트너

약 543개

59,534명 사전 예약



집행사례

#5 리니지 M (출시 예정 MMORPG 게임) #6 고딕은 마법소녀 (출시 예정 성인 액션 RPG 게임)

기간 :

대상 :

게시물 :

성과 :

2017.04.12-2017.06.18

프리미엄 파트너

약 4,584개

89,219명 사전 예약

기간 :

대상 :

게시물 :

성과 :

2018.08.21 - 진행중

프리미엄 파트너

약 1,432개

11,065명 사전 예약



집행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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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