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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r Marketing
예산, 타겟 확정

YouTube Campaign
리스트 확정

[예산]
View당 기대 성과
북미 $0.03~$0.04
동남아 $0.02~$0.03
남미/중동 $0.01~$0.02

담당 마케터가 게임
플랫폼, 장르, 타겟
지역(언어)에 맞추어
인플루언서 후보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추천 최소 버짓 $20,000~

인플루언서들은
게임/가격/일정을 보고
캠페인 참여를 결정하기
때문에 거절률도 높은
편입니다. 버짓보다 큰
규모의 리스트를
컨펌해주시면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타겟]
인플루언서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시청자가
결정됩니다.
희망 타겟 국가/언어를
확정해주세요.

섭외/제작/배포

•
•
•

토킹포인트, 마케팅
애셋 취합
섭외 2주 소요
비디오 제작 2주 소요

비디오는 Pre-Roll과 Full
Dedicated 두가지 종류를
7:3~8:2 정도의 비율로
Mix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1차 비디오는 광고주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배포됩니다.

결과 보고

캠페인 비디오의 Views,
Clicks 등 KPI를 볼 수 있는
애널리틱스 페이지로
캠페인 진행 현황을 파악
가능합니다.
마지막 비디오가 나가고
최종 리포트를 드리며
캠페인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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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Campaign - Video Type
Pre – Roll Type Video

Dedicated Type Video

메인 컨텐츠

메인컨텐츠 = 제품광고

✓ 메인 컨텐츠 앞에 30초~90초 분량으로 제품 광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 Dedicated 비디오 제작을 하지 않는 큰 규모의 인플루언서를
기용할 수 있어서 타겟의 확대, 많은 노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가격적 측면에서도 Dedicated 비디오보다 유리합니다.

✓ 메인 컨텐츠와 시청자층이 타겟과 맞는 인플루언서들이
5분~10분 풀영상을 제작합니다.
✓ 뷰 수는 낮지만 검색결과에서 비디오가 보여집니다.

Influencer Marketing

Twitch Campaign

Twitch “One Day “ Campaign
•
•

예산: 10만 달러~ 12만 달러
목표: Peak Viewers 4만 ~ 5만, 60~70 채널

•

미국 서부 + 미국 동부 + 유럽의 스트리머 동시 플레이 >
동시접속 뷰어의 랭킹을 부스트 업

•

Twitch - Browse 상단에 노출됨으로서 오가닉 스트리머와
오가닉 유입을 노릴 수 있음.

Twitch Campaign
•

대규모 예산 투입이 어려울 경우 작은 채널들을
그룹핑하여 주말에 동시 플레이를 시킬 수 있음.

•

트위치의 특성 상, 시청자가 게임 고관여자일 확률이 높아
방송과 동시에 동접과 KPI에 즉각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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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캠페인 중 Twitch – Browse페이지 Viewer 랭킹 8번째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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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ch Campaign – Options

Chat Bot

챗 봇을 통해 일정 한 텀으로 랜딩 링크를 배포

Panel Banner

방송 하단에 패널 배너 추가

VOD

방송 후에 VOD업로드
(트위치 특성 상 일정 기간 후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