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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들이광고주의제품이나서비스를직접써본뒤블로그에리뷰콘텐츠를작성하고, 

해당콘텐츠를통해브랜드의마케팅목표(브랜딩, 선호도/인지도확대)를달성하는상품입니다.

- 애드픽체험단은 2021년 12월까지베타서비스로운영후정식출시합니다. –

- 베타기간에는블로그체험단만운영됩니다.-

애드픽 체험단 상품이란(Beta)?



애드픽 체험단(Beta), 이런 광고주분들께 추천합니다.

신규 브랜드나 신규 제품을 출시해 대중의 인지도가 없거나 신규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

영향력 높은 인플루언서의 차별화된 콘텐츠에 기반한 바이럴 마케팅을 원하는 경우

포털 사이트 검색 시 자사 상품 관련 리뷰 콘텐츠를 확보하고 싶을 때



애드픽은 다릅니다. 

2011년국내최초로출시한성과형인플루언서마케팅플랫폼입니다.

10년간 77만인플루언서회원들을관리한국내최대규모의인플루언서플랫폼입니다.

수많은인플루언서들의리뷰콘텐츠를관리해온노하우로체험단상품을출시했습니다.

3억 9천+ 16억 뷰+77만+
애드픽콘텐츠를통해발생한

클릭, 앱 설치 누적 수

애드픽에서진행한

영상 캠페인 누적 조회 수

애드픽에가입한

누적 인플루언서 회원 수

7,500만+
애드픽회원들의소셜매체로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총합

337억+
애드픽회원들의홍보성과로

지급된 수익금

회원수 도달수 영상조회성과 회원수익금클릭/설치성과



애드픽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입니다. 

2030 MZ 세대연령층이대다수이며, 남녀성별이고르게분포해있습니다. 

블로그를포함한다양한소셜매체에서활동해콘텐츠의온라인장악력이크고확산속도가빠릅니다. 



구분 체험단 광고 상품

- 키워드/키메시지제공

- 내용

- 블로그 : 네이버/티스토리 일방문 1k~

- 텍스트/이미지/영상등믹스하여콘텐츠작성

- 단가 (@) - 포스팅당 5만원

- 콘텐츠분량
- 600자이상

- 이미지 10장내외 / 영상가능

- 기타
- 리뷰포스팅을광고주콘텐츠로활용가능

(사전협의및공지필수)

애드픽 인플루언서들은 진정성 있는 리뷰를 작성합니다. 

애드픽인플루언서들이운영하는영향력있는블로그에서콘텐츠가생성/바이럴이진행됩니다. 



회원 대상
캠페인 노출 페이지

리뷰어 참여 신청 마감 리뷰어 발표 포스팅 등록 마감 수익 지급캠페인 오픈

7일 3일 5~10일 1일

체험단 상품 진행 프로세스

내부일정에따라소요기간이변경될수있습니다. 



STEP 1 STEP 2 STEP 3 STEP 4

광고주의제품/서비스를

인플루언서가직접경험

인플루언서가리뷰콘텐츠작성 인플루언서블로그채널에업로드 성과취합, 결과보고리포트제작

* 모니터링/ 검수 철저

* 상품/서비스에 대한 특장점 부각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광고 영역 최소 집행 예산 단가 비고

체험단상품 애드픽인플루언서들이
운영하는블로그

1,000,000원(월) 포스트당 5만원 광고주제품및서비스관련
체험품목제공필수

Location Size 형식 사이즈 특이사항

체험단 상품

진행기간 최대 4주. 최소 2주

아이콘 PNG / JPG / GIF 512 X 512 캠페인리스트에노출

검색키워드(태그) - 최소 1개~ 최대 5개 (예시참고)

제공상품내역 - 제품또는쿠폰의가격과함께전달(ex. 5만원상당의쿠폰)

브랜드/제품소개

이미지 960*640 이미지사이즈에제한없으나가급적동일크기의이미지로전달

텍스트

영상 유튜브 URL로전달

제품소개방향 강조하고싶은내용전달

주의사항 인플루언서에게전달할홍보가이드 (없을시제외)

상품 단가 및 제작 가이드

서비스 단가표

광고 제작 가이드 (전달될 내용)

VAT 별도



진행 사례



진행 사례_CASE 1_[IT/통신] ‘원패스’ 앱

• CLIENT : DGB유페이
• PROJECT : DGB 원패스앱체험리뷰
• CHANNEL : 블로그리뷰 30건

https://blog.naver.com/ja00700/222144130789 https://blog.naver.com/jayonce1004/222145142726

https://blog.naver.com/ja00700/222144130789
https://blog.naver.com/jayonce1004/222145142726


• CLIENT : 비베카
• PROJECT : 비베카뷰티디바이스진동클렌저체험리뷰
• CHANNEL : 블로그리뷰 32건

https://blog.naver.com/msshosi/222262964830 https://blog.naver.com/jpp827/222262160949

진행 사례_CASE 2_[뷰티] ‘비베카’ 진동클렌저

https://blog.naver.com/msshosi/222262964830
https://blog.naver.com/jpp827/222262160949


https://blog.naver.com/ymr772/222362089590 https://blog.naver.com/newcula/222363997909

• CLIENT : 태주산업
• PROJECT : 어썸멀티탭정리함체험리뷰
• CHANNEL : 블로그리뷰 10건

진행 사례_CASE 3_[리빙] ‘어썸’ 멀티탭 정리함

https://blog.naver.com/ymr772/222362089590
https://blog.naver.com/newcula/222363997909


https://blog.naver.com/tree242900/222321388884 https://blog.naver.com/wldudtjs1/222322903647

• CLIENT : 리햅플러스
• PROJECT : 박세리크림 - 바디밸런스크림체험리뷰
• CHANNEL : 블로그리뷰 10건

진행 사례_CASE 4_[헬스케어] ‘리햅플러스’ 바디밸런스 크림

https://blog.naver.com/tree242900/222321388884
https://blog.naver.com/wldudtjs1/222322903647


https://blog.naver.com/kkkkk6846/221946940270 https://blog.naver.com/nysky02/221942167287

• CLIENT : 달리셔스
• PROJECT : 점심정기배송커런트밀소개리뷰
• CHANNEL : 블로그리뷰 5건

진행 사례_CASE 5_[푸드] ‘달리셔스’ 커런트밀

https://blog.naver.com/kkkkk6846/221946940270
https://blog.naver.com/nysky02/221942167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