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픽 동영상 바이럴 상품 소개서
진짜 소비자로 연결되는 입소문 마케팅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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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 영상 홍보 상품은,

948

128,743

2015년 4월 이후 진행한 영상 캠페인 수

캠페인 진행 중 게시된 전체 포스팅(게시물)수

25,380,000

캠페인 중 만들어진 좋아요/댓글/공유의 합

922,150,000

캠페인 진행 중 만들어낸 누적 영상 조회 수

이런 광고주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영상 소재는 갖고 있지만, TV 광고는 부담스럽고 저렴한 비용으로 영상을 확산시키고 싶은 광고주

SITUATION

영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좋아요, 댓글, 공유 수)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은 광고주

영상 소재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의 브랜드 인지도/호감도를 증대시키고 싶은 광고주

애드픽 동영상 바이럴 상품 소개

#1. 쉬운 프로세스, 그러나 엄격한 관리
STEP 1

애드픽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할 캠페인을 선택

>>

STEP 2

캠페인 상세 페이지에서
홍보에 필요한 가이드 숙지

>>

STEP 3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홍보 활동
*게시된 모든 포스팅을 운영팀 검수 후
승인 – 콘텐츠 모니터링
*영상과 연관 없는 광고성/스팸 댓글 관
리 가능

>>

STEP 4

소셜 유저들 사이 바이럴 확산 /
인플루언서들에게 수익금 지급

애드픽 동영상 바이럴 상품 소개

#2. 광고 같지 않은 자연스러운 광고
애드픽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개인 계정에 광고 영상을 직접 업로드하여, 팔로워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
팔로워들의 자연스러운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개 멘트를 직접 작성하여 영상과 함께 노출. (네이티브 광고 형식)

‘Sponsored’ 가 아닌 일반 타임라인에
콘텐츠 형식으로 노출되어 광고로 인식되지 않
음
일반적인 광고 카피가 아닌
소셜미디어 상의 리얼한 언어로 표현되어 거
부감 없고 자연스런 홍보 가능

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한 페이지들에 노출되어
단기간 목표 view 달성에 유리
팔로워들의 자발적 공유 및 댓글 활동으로 2
차 바이럴 효과 생성!

[애드픽 인플루언서의 포스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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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빠른 확산력
영화, 연애, 게임, 엔터, 패션, 애니, 개인 계정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페이스북 페이지들 (약 4,000개 페이지 / 구독자 총 7,000만 명 이상)에서 바이럴
약 100~300여 개의 포스팅이 생성되어 페이스북 주 이용층인 18-34층에게 집중적으로 확산

애드픽 파트너
페이스북 페이지 수

4000개 페이스
페이지 구독자 수

4,000

70,000,000

영화

연애

게임, 엔터

패션, 뷰티

정보

영화천국

연애세포

리그오브레전드의
모든 것

언니가 알려주는
꿀팁

꿀팁 저장소

페북에 없는
레어템

영화 뭐 볼까

연애 데이트

드라마 저장소

여자들이 즐거운
공간

소름 돋는 영화
장면

오늘의 연애

미친듯이 웃겨줄게

자취하는 언니

자동차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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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세한 리포팅 시스템
날짜/시간대별 포스팅 현황과 반응(좋아요, 댓글, 공유수), 인사이트 (성별, 연령), 포스팅 된 페이지 확인, 인기 댓글 클라우드 맵 등 제공
페이스북 정책상 3초 이상 영상이 재생된 경우에 ‘1 view’로 체크
게런티 조회수 달성 후에도 포스트는 남아 있어 조회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이에 대한 추가 과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품 단가 및 진행 가이드

CPV 동영상 바이럴 광고 단가표

상품

광고 노출 영역

소재 길이

단가(CPV)

비고
3초 이상 시청 시 1view 인정

애드픽
동영상 바이럴 상품

애드픽 인플루언서 운영
페이스북 타임라인

제한 없음

광고 집행 가이드
영상 길이

제한 없으나 소셜 특성에 맞는 15초~1분 내의 길이를 권장

파일 형식

MP4 / MOV 사운드필수

해상도

기본 1280 X 720 (기본 해상도이긴 하나 제한 없음)

광고(홍보) 컨셉

애드픽 파트너들이 활용할 마케팅 컨셉 및 카피, 시놉시스, 아이콘 이미지

20원
최소 집행 금액:
50만 view / 1,000만 원

애드픽 동영상 바이럴 상품은
영상 소재와 홍보 문구만 있으면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SNS를 통해 가장 빠르고, 가장 폭 넓게 확산시킬 수 있는 최적의 동영상 광고 상품입니다.

집행 사례 #1

I 캠페인 정보

I 캠페인 결과

광고주 : 서울특별시
캠페인 : 당뇨병 인식 개선 캠페인

포스팅 수 : 108건
재생 Views : 1,222,739회 (+ 7일까지 리포트 확인 가능)
좋아요수 : 35,758회, 댓글수 11,970개, 공유 11,051회
초과 달성 Views : 722,739 / 초과율 약 244%
최종 CPV 8.1원
한 포스트에서 약 83만 뷰 달성

진행일정 : 2018. 3. 14 ~
목표 Views : 50만 Views
전체 예산 : 1,000만원

서울시 당뇨병
인식 개선 캠페인
실제 캠페인 집행 포스트

집행 사례 #2

I 캠페인 정보

I 캠페인 결과

광고주 : 비발디파크
캠페인 : 하태핫태 오션월드

포스팅 수 : 324건
재생 Views : 1,714,923회 (+ 7일까지 리포트 확인 가능)
좋아요수 : 20,423회, 댓글수 5,963개, 공유 2,087회
초과 달성 Views : 714,923 / 초과율 약 71.5%
최종 CPV 12원
캠페인 라이브 후 12시간 내에 목표 뷰 달성! 71.5% 초과뷰 달성

진행일정 : 2018. 7. 18
목표 Views : 100만 Views
전체 예산 : 2,000만원

하태핫태 오션월드
영상 캠페인
실제 캠페인 집행 포스트

집행 사례 #3

KB국민은행
부모님 사랑합니다 캠페인
실제 캠페인 집행 포스트

I 캠페인 정보

I 캠페인 결과

광고주 : KB 국민은행
캠페인 : 부모님 사랑합니다.
진행일정 : 2018. 08. 10 ~ 08. 11
목표 Views : 50만 Views
전체 예산 : 1,000만원

포스팅 수 : 228건
재생 Views : 708,812회 (+ 7일까지 리포트 확인 가능)
좋아요수 : 3,227회, 댓글수 668개, 공유 3,461회
초과 달성 Views : 208,812 / 초과율 약 41.8%
최종 CPV 14원
캠페인 라이브 후 하루만에 20만 뷰 초과 달성!

집행 사례 모음

식음료·패션·뷰티·생활·금융·IT·게임 등
기업 브랜딩 캠페인 400 + 개

영화 개봉작 중 90% 이상 애드픽 캠페인 진행
영화 캠페인 700 + 개

About ODDM

Contact Point

문의
admanage@oddm.co.kr

회사명

(주) 오드엠

설립일

2011년 1월

대표이사
주소
대표번호

박무순
서울특별시 강남 역삼로17길 10 부강BD 3,4층
02-3487-8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