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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은

사람의 영향력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CONTENTS

• WHY  ADPICK?

• 애드픽 서비스 소개

- 두 줄 요약

- 서비스 프로세스

- 애드픽 인플루언서 마케터 속성

- 차별적 특장점

• 애드픽은 광고주의 예산을 아껴드립니다

• 광고주 KPI에 따른 상품 제안 및 상품 소개

• 대표 집행 사례

• 자주 하는 질문



WHY  ADPICK?

마케터의고민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맨날 똑같은 매체만 고민하고 있지?

우리 웹사이트는 왜 방문자가 이것 밖에 안돼?

SNS, 커뮤니티, 블로그에 많이 알려지면 좋을 텐데.

비용 효율적인 새로운 매체나 방법을 찾아봐!!

애드픽이라면!

성과만큼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디지털 매체 소비에 익숙한 소비자에게 맞는 마케팅툴!

성과만큼만 청구하니, 비용 효율적!

온라인의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를 대신해 홍보활동 진행!

소비자가 있는 플랫폼이나 커뮤니티를 직접 공략하는 홍보 방법.

비보상형,성과형인플루언서마케팅플랫폼

애드픽(www.adpick.co.kr)의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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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활동에 대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홍보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성과(클릭, 앱다운, 시청, 예약, 구매등)에 대해서만 비용이과금됩니다

애드픽, 두줄요약!



eCPC

CPV

CPI

CPR

CPCM

브랜드

영화

어플리케이션

제품

이벤트

페이스북 운영자

카페/커뮤니티 활동

파워블로거

유투버

다수 팔로워 보유층

SNS 

블로그

카페/커뮤니티

유투브

지식인

온라인매체

Native + 

광고주 애드픽 인플루언서 콘텐츠 소비자

애드픽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광고주의 제품(서비스)을 자연스럽게 소개해 진짜 소비자를 만나는 성과형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애드픽의서비스프로세스입니다



애드픽의인플루언서활동마케터들입니다

인플루언서비중 매체별홍보비중

9억+
광고 성과

영상 재생

누적 회원수

50만+
도달가능 고객수

6,000만+
광고 성과

클릭/인스톨

1억+

인플루언서연령

500,000+

여자 35%

애드픽홍보인플루언서

남자 65%

블로그, 29.5%

포털/검색, 17%

SNS, 15.6%

카페, 15.4%

지식인, 13%

커뮤니티, 6.3%

기타, 3.2%

10대 20대 30대

40대

23% 40% 27% 6%

50대이상

4%



성과에 기반한 광고비 정산 좋은 콘텐츠가 높은 성과로 이어지고, 높은 성과는 곧 수익으로 직결되어 인플루언서 활동에 대한 셀프 자정작용이 발생합니다.

비과금홍보활동

블로그 포스트

설치 · 가입 · 클릭 · 재생 등

광고주가 기대하는 소비자의 활동이
일어났을 경우에 과금됩니다.

애드픽은다릅니다 #1

동영상 업로드

f
SNS 글 등록 카페, 커뮤니티 홍보



상세한 트래킹 리포트 광고상품별로 효과측정을 위한 상세한 수치를 확인하고 입소문이 발생된 출처와 내용확인을 위한 상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애드픽은다릅니다 #2



오리지널 콘텐츠의 다양한 확산 1개의 캠페인이 제 각각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변형돼, 온라인 대부분의 채널을 커버하는 확산력을 갖습니다. 

SNS 글 등록 블로그 포스트 Café / Community 동영상 업로드

애드픽은다릅니다 #3



체계적인 운영 관리 Tier별 체계적인 인플루언서 관리로 광고주 KPI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드픽은다릅니다 #4

기본레벨제도 프리미엄그룹 상품별마스터제도

일반 -> 마스터까지

6단계 레벨 제도를 통해

인플루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단계 레벨 제도와는 별개로

일반 vs 프리미엄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광고 형태 및 홍보 상황을 고려해

프리미엄만 제한해 캠페인을 운영합니다.

프리미엄 자격은 홍보활동 내역, 테스트 등을

통해 부여됩니다.

정량적 기준인 수익과 정성적

기준인 홍보 콘텐츠의 질을 평가하여

캠페인 상품별 마스터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마스터 지정으로만

캠페인을 운용합니다.



애드픽은 광고주와 약속한 일정한 성과에

대해서만 비용을 청구합니다.

애드픽은광고주의예산을아껴드립니다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Situation

광고주 KPI에따른상품제안

상품 제안

앱 설치 확대 게임/비게임 신규 앱 출시 CPI

바이럴 영상 확산, 인지도 제고 영상 제작 후 고비용 매체 집행 어려움 CPV

웹사이트 방문 및 이벤트 참여 확대 신상품 출시/홍보 프로모션 eCPC

사전 예약 소비자 확보 신상품/신규 서비스 출시 예정 CPR

제품,서비스 리뷰 콘텐츠 확보, 증대 검색 결과물-콘텐츠 제작 필요 CPCM



애드픽의
광고 상품

CPI cost per install

앱 다운로드 후 실행 시 과금 상품

진성 유저 확보를 위한 비보상 광고 상품

정확한 설치 추척을 위해 광고주 앱에 SDK 탑재

유입 유저의 리텐션, 과금 등 상세 리포팅 가능

e.g. 모바일 게임, 증권, 커머스 등 앱서비스 유도 상품

CPV cost per Video View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 시청 시 과금 상품

다운로드 후 SNS 통해 배포

좋아요, 댓글, 공유 등에 대한 상세 보고서 제공

목표(보장) 조회수의 150% 이상 제공

e.g. 브랜드, 영화 예고편

eCPC Enhanced cost per Click

검증된 유효 클릭에만 과금되는 광고 상품

단기간 빠른 입소문을 위해 진행하는 상품

모든 매체 가능

특정 링크 클릭 진행, 출처 확인으로 확산 과정 파악

e.g. 기사, 포로모션, 체험단 등 상세/랜딩 페이지 이동

CPR cost per PRE-reservation

사전 예약 시 과금되는 사전 예약 광고 상품

e.g. 출시 예정 게임(모바일, PC)

바로이런광고상품들입니다

리뷰 콘텐츠 제작 시 과금되는 광고 상품

e.g. 블로그 체험단

CPCM cost per Content Making

이미지 도달형 광고상품

e.g. 브랜드 화보, 영화/드라마 장면,포스터 등

CPIR cost per Image Reaching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양한 광고 상품으로 현재까지 약 4,500개의 캠페인이 진행 되었습니다.

대표집행사례



해외마케팅

광고 상품

대상 지역

플 랫 폼

성 과

앱 설치형 캠페인(CPI)

동남아시아, 중국, 대만 등

페이스북, 유튜브 등 활용

12,881건 사전 예약

앱 설치형 캠페인(CPI)

동남아시아, 중국, 대만 등

페이스북, 유튜브 등 활용

8,530건 사전 예약

광고 상품

대상 지역

플 랫 폼

성 과

수년간 쌓아온 마케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성과를 내며 해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광고 집행 예산은 얼마인가요? ▷ 애드픽 최소 집행 금액은 500만원 이며 상황에 따라 협의&조율도 가능하십니다. 
▷ 첫 광고 진행 시에만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후불로 진행)
▷ 광고 단가의 경우 광고하실 앱 / 랜딩 페이지의 성격에 따라 저희 측과 협의 후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 모든 광고 진행 시 인플루언서들이 홍보에 활용할 컨텐츠(이미지 배너 / 동영상 / 텍스트 등)는 광고주 측에서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nCPI (앱설치형) : 앱 내에 트래킹 SDK가 필수로 삽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앱내 SDK가없을경우광고진행불가) 
eCPC (유효 클릭형, 5초 이상 클릭만 과금) / CPA (회원가입형) : 랜딩 페이지 내에 애드픽 스크립트 필수 삽입
CPC (일반 클릭형) : 스크립트 삽입 없이 진행 가능
CPV (영상 조회형) : 영상 소재 (1개) + 홍보 가이드 문구 2~3안 전달

광고 진행 현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캠페인이 시작되면 캠페인 진행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광고주 리포트’를 제공해드립니다. 
▷ 리포트를 통해 실시간 소진 광고비 현황 및 일자별 클릭 수 / 앱 설치 수 / 조회수 (CPV) 등 캠페인 진행 사항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소재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애드픽 배너 5종 (롤링 게재 불가) + 이미지 + 동영상 소재 모두 활용 가능하십니다. 
▷ 애드픽 배너 5종 제작이 불가하다면, 1024*500 사이즈의 소재는 가급적 필수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 소재 교체는 제한 없이 가능하오나, 수동으로교체되고 있어 가급적 업무시간 내 (오전 10시 ~ 오후 7시) 전달 주셔야 빠르게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질문들을많이하십니다



홍보 콘텐츠는 어떤 식으로 올라가나요?

원하지 않는 홍보 콘텐츠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나요?

▷ 애드픽은 바이럴 매체 특성상 인플루언서 분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포스팅을 통해 홍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캠페인시작전에
미리어떤페이지 / 인플루언서에의해컨텐츠가업로드될지확정적으로확인이불가하다는 점을 미리 참고 부탁드립니다. 
nCPI (앱설치형)/ eCPC (유효클릭형) & CPC (일반클릭형) /CPA (회원가입형) : 페이스북 / 네이버&다음 카페 / 온라인 커뮤니티 / 

SNS 등을 통해 컨텐츠가 작성됩니다. 
CPV (영상형) : 1) Only 페이스북으로만 진행 2)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동시 진행 가능

▷ 인플루언서가 올린 홍보 컨텐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저희 측으로 해당게재면의캡처본혹은컨텐츠 url을 전달해주세요.
▷ 해당 게시글을 광고 담당자가 빠르게 확인 후 가급적 빠르게 삭제처리 & 링크블럭 해드립니다. 

캠페인은 바로 종료가 가능할까요? ▷ 즉시 종료는 가급적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홍보에 참여하고 있던 인플루언서 측에 충분한 사전 공지가 이루어지고 난 후, 2시간
정도 후 종료될 수 있도록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광고 시작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광고에 필요한 사항들이 모두 준비가 완료되면, 즉시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중에 전달 주시면 빠르게 광고 진행이 가능

합니다.
▷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7시(점심시간 12시 30분–2시)

이런질문들도하십니다



애드픽은

개인의 영향력이 만들어낸 실제 성과에 과금하는

가장 비용효율적인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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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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럽형 인플루언서 커머스, 셀픽스(celpicks.com) 런칭

㈜오드엠 (www.oddm.co.kr)



감사합니다.

애드픽과좋은인연이만들어지길기대합니다.

상세 상품 설명서는 별도로 제공합니다

admanage@odd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