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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초미만체류클릭에는과금하지않습니다

90 전체클릭의반응율목표를 90% 이상으로관리합니다

(반응: 클릭, 스크롤등액션발생)

800 최대 800%의 ROAS를만들어낸애드픽유효클릭형상품

애드픽 유효클릭형 상품은,



SITUATION

특정기간내에진행되는이벤트를관심있는소비자에게빠르게전파하고싶은광고주

자연스러운소개글작성을통해자사홈페이지방문을유도하고싶은광고주

자사제품/서비스관련홍보기사를자연스럽게더많은소비자에게알리고싶은광고주

이런 광고주분들께 추천드립니다



#1. 빠른 입소문 전파

애드픽 유효클릭형 상품 소개

SNS, 블로그, 카페/커뮤니티등을통한빠른입소문전파에최적화된상품입니다.

SNS 글등록 블로그포스트 Café / Community



#2. 지정된 페이지 유입시 과금, 활동 파트너별 효율 최적화 작업 가능

애드픽 유효클릭형 상품 소개

페이지 내 방문한 클릭 중 “5초 이상“ 머문 클릭만 과금합니다. 미스클릭에대한과금방지및진성유저의유입을도모할수있습니다.

동일 IP 및 동일 기기 중복 클릭, 비정상적인 접속시 클릭 무효 및 무과금 / 랜딩 페이지 유입 후 5초 미만 내에 이탈시 무효, 무과금

이탈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시 링크 자동 블록, 유입된 트래픽의 서브 파트너별 퀄리티 측정을 통해 효율 최적화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벤트소개멘트와함께링크노출 링크클릭시, 이벤트페이지로이동

>>

이벤트 페이지 내에 스크립트 삽입



#3. 정확한 출처 리포팅

클릭이발생된정확한출처를리포팅하여, 리뷰내용및입소문확산과정확인이가능합니다.

애드픽 유효클릭형 상품 소개

일별 데이터
클릭수

전환수

전환율

애드픽의광고리포트에서는다음과같은데이터가제공됩니다.

Conversion
클릭 IP

Transection ID

디바이스정보

디바이스버전

Referer
콘텐츠작성일

콘텐츠게재매체

게재글확인 URL



상품 단가 및 진행 가이드 (GROSS)

Location Size 형식 용량 특이사항

이미지배너

필수. 1024 x 500px

1. 640 x 100px

2. 640 x 640px

3. 640 x 960px

4. 960 x 640px

PNG / JPG 100KB 이하

홍보문구 텍스트 100자 텍스트 -

아이콘 512 X 512 PNG / JPG / GIF 100KB 이하 1종

URL - - - 클릭시 넘길 페이지 주소 값 전달 (숏링크 안됨)

유효클릭광고단가표

상품 광고 영역 최소 집행 예산 단가(eCPC) 비고

애드픽
유효클릭형상품

SNS,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500만원 200원 최종랜딩페이지내스크립트삽입
필수 (불가할경우일반 CPC 진행)

광고제작가이드



애드픽인플루언서들의다양한온라인활동을통해

광고주가원하는특정페이지로소비자들의유입을유도하는상품입니다.

애드픽 유효클릭형 상품은



집행 사례

기간: 2016.11.08~11.10

목표: 107,500 클릭

1일 최대 : 30,024 클릭 일 평균 : 25,000 클릭

생성 콘텐츠: 891건

런칭 이벤트 진행 후 높은 회원가입율로 인해 2차 마케팅까지 진행

#1 뉴발란스 캠페인 #2 씽크네이처 캠페인

ROAS 800% 최종 달성! 3일간 최종 방문자 12만명 이상으로 기록!

기간: 2017-01-06 ~ 2017-01-08

목표: 15,000 클릭

1일 최대 : 5,800 클릭 일 평균 : 550 클릭

생성 콘텐츠: 1,000건



집행 사례

브랜드 인기 상품 세일 프로모션 진행!

#3 아이깨끗해 캠페인 #4 모메이 캠페인

11주년 즉석 당첨 이벤트와 연결하여 높은 참여율을 보임

기간: 2016-11-15~2016-11-15

목표: 25,000 클릭

1일 최대 : 25,000 클릭 일 평균 : 250 클릭

생성 콘텐츠: 600건

기간: 2017-06-01~2017-06-24

목표: 25,000 클릭

1일 최대 : 1만클릭 일 평균 : 2,500 클릭

생성 콘텐츠:  2,100건



집행 사례

하루 만에 1만5천 클릭 발생 페이스북, 카페 내에서 바이럴 활성화 카카오톡 이벤트를 통한 상품 지급 이벤트/카페, 페이스북 통해 홍보

#5 스니커즈 캠페인 #6 매그넘 캠페인

기간: 2017-05-08 ~ 2017-05-08

목표: 15,000 클릭

1일 최대 : 15,000 클릭 일 평균 : 7,800 클릭

생성 콘텐츠: 280건

기간: 2017.04.18~05.09

목표: 150,000 클릭

1일 최대 : 59,040 클릭 일 평균 : 6,017 클릭

생성 콘텐츠: 1,354건



집행 사례 모음



회사명

설립일

대표이사

주소

대표번호

(주) 오드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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