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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해보지않으셨나요?

예고편 홍보는 많이 한 거 같아서, 

이제 포스터나 영화나 드라마속 장면 이미지 중심으로 홍보하고 싶어요!

우리 브랜드는 잡지 광고만 주로 하다 보니, 영상은 없지만

대신 멋진 화보나 이미지가 많은데 페이스북 광고를 집행하고 싶어요!



SITUATION

SNS 바이럴용으로 적합한 문화 상품(영화,연극,뮤지컬 등) 관련 포스터를 갖고 있는 광고주

패션 화보, 제품 발생 화보 등 확산이 필요한 이미지를 가진 패션, 뷰티 브랜드

이미지로 제작한 광고 소재가 바이럴성이 높아 소셜 확산을 하기 원하는 브랜드 광고주

이런광고주분들께추천드립니다



#1. 광고 같지 않은자연스러운 광고

[애드픽인플루언서의포스팅사례]

애드픽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개인 계정에 광고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하여, 팔로워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 

팔로워들의 자연스러운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개 멘트를 직접 작성하여 이미지와 함께 노출. (네이티브 광고 형식)

애드픽이미지도달형광고상품소개

‘Sponsored’ 가 아닌 일반 타임라인에
콘텐츠형식으로 노출되어 광고로 인식되지
않음

일반적인 광고 카피가 아닌
소셜미디어 상의 리얼한언어로 표현되어
거부감 없고 자연스런 홍보 가능

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한 페이지들에 노출되어
단기간 목표 view 달성에 유리

팔로워들의 자발적 공유 및 댓글 활동으로
2차바이럴효과 생성!



#2. 빠른 확산

영화천국

영화

영화 뭐 볼까

소름 돋는 영화
장면

연애세포

연애

연애 데이트

오늘의 연애

게임, 엔터

리그오브레전드의
모든 것

드라마 저장소

미친듯이 웃겨줄게

정보

꿀팁 저장소

패션, 뷰티

언니가 알려주는
꿀팁

페북에 없는
레어템

여자들이 즐거운
공간

자동차 저장소자취하는 언니

영화, 연애, 게임, 엔터, 패션, 애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페이스북 페이지들 (약 4,000개페이지 / 구독자총 7,000만명이상)에서 바이럴

약 100~300여 개의 포스팅이 생성되어 페이스북 주 이용층인 18-34층에게 집중적으로 확산

4000개 페이스
페이지 구독자 수

70,000,000

애드픽 파트너
페이스북 페이지 수

4,000

애드픽이미지도달형광고상품소개



#3. 상세한 리포팅 시스템

날짜/시간대별 포스팅 현황과 반응(좋아요, 댓글, 공유 수), 인사이트 (성별, 연령), 포스팅 된 페이지 확인, 인기 댓글 클라우드 맵 등 제공

게런티조회수달성후에도포스트는남아있어조회수가꾸준히증가하며이에대한추가과금은발생되지않습니다. 

애드픽이미지도달형광고상품소개



광고 집행 가이드

이미지 도달형 광고 단가표

이미지 5~10장 내외의 이미지

파일형식 jpg, png 등

광고(홍보) 컨셉 애드픽 파트너들이 홍보 시 활용할 마케팅 컨셉 및 카피, 아이콘 이미지 등

상품 광고노출영역 소재 단가 비고

애드픽
이미지 도달형 상품

애드픽 인플루언서 운영
페이스북 타임라인

저작권 문제 없는 이미지 5원 최소 집행 금액:
100만 도달 / 500만 원

상품단가및집행가이드



바이럴 확산을 원하는 이미지 소재와 문구만 있으면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SNS를 통해 가장 빠르고, 가장 폭 넓게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잘 만든 광고 이미지만 있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애드픽이미지도달형광고상품은



영화 <안시성> 리뷰
이미지 도달형 캠페인

I 캠페인 정보

광고주 : ZNE

캠페인 : 영화 <안시성> 리뷰

진행일정 : 2018. 9. 18

목표 도달 : 50만 도달

I 캠페인 결과

포스팅 수 : 77건

도달 Views : 1,821,546회 (+ 7일까지 리포트 확인 가능)

좋아요 / 댓글 / 공유 : 1,943회 / 2,319회 / 543회

초과 달성 도달 : 1,321,546회 (달성률 약 364.3%)

도달당단가: 1.2원

캠페인라이브 3시간만에 130만도달초과달성

실제캠페인집행포스트

시범집행사례 #1



추석 연휴 영화 관람포인트
이미지 도달형 캠페인

I 캠페인 정보

광고주 : 아이스크림

캠페인 : 추석 연휴 영화 관람포인트

진행일정 : 2018. 9. 19

목표 도달 : 50만 도달

I 캠페인 결과

포스팅 수 : 97건

도달 Views : 999,124회 (+ 7일까지 리포트 확인 가능)

좋아요 / 댓글 / 공유 : 516회 / 299회 / 759회

초과 달성 Views : 499,124회 (달성률 약 199.3%)

도달당단가: 1.2원

캠페인라이브당일목표도달의약 200% 도달

실제캠페인집행포스트

시범집행사례 #2



영화 <협상> VIP 시사회반응

이미지 도달형 캠페인

I 캠페인 정보

광고주 : 투래빗

캠페인 : 영화 <협상> 

VIP 시사회 반응

진행일정 : 2018. 9. 20

목표 도달 : 50만 도달

I 캠페인 결과

포스팅 수 : 63건

도달 Views : 1,216,866회 (+ 7일까지 리포트 확인 가능)

좋아요 / 댓글 / 공유 : 1,807회 / 1,771회 / 557회

초과 달성 도달 : 716,866회 (달성률 약 243.4%)

도달당단가: 1.2원

캠페인라이브당일목표도달의약 240% 도달

실제캠페인집행포스트

시범집행사례 #3



영화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명대사 카드
이미지 도달형 캠페인 실제캠페인집행포스트

시범집행사례 #4

I 캠페인 정보

광고주 : 절찬상영중

캠페인 : 영화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명대사 카드

진행일정 : 2018. 9. 21

목표 도달 : 50만 도달

I 캠페인 결과

포스팅 수 : 89건

도달 Views : 1,169,477회 (+ 7일까지 리포트 확인 가능)

좋아요 / 댓글 / 공유 : 2,363회 / 997회 / 772회

초과 달성 도달 : 669,447회 (달성률 약 233.9%)

도달당단가: 1.2원

캠페인라이브당일목표도달의약 233% 도달



영화 <킨: 더 비기닝> 짤툰 콜라보

이미지도달형캠페인
실제캠페인집행포스트

시범집행사례 #5

I 캠페인 정보

광고주 : 지니스

캠페인 : 영화 <킨:더 비기닝> 

짤툰 콜라보 웹툰

진행일정 : 2018. 9. 28

목표 도달 : 50만 도달

I 캠페인 결과

포스팅 수 : 64건

도달 Views : 1,890,220회 (+ 7일까지 리포트 확인 가능)

좋아요 / 댓글 / 공유 : 4,340회 / 1,761회 / 883회

초과 달성 도달 : 1,390,220회 (달성률 약 378%)

도달당단가: 1.2원

캠페인라이브 3시간안에목표도달의약 380% 도달



회사명

설립일

대표이사

주소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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