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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휴먼즈커뮤니케이션
광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좋은 광고를 만든다 라는 의미로
각 광고영역의 전문가가 합심하여 설립된 종합 광고마케팅 전문그룹입니다.
굿휴먼즈커뮤니케이션은 고객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 및 기술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끄는 최적의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회사명 : ㈜ 굿휴먼즈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 박하늘
대표번호 : 02-861-9647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서부샛길 606 B동 1410호
홈페이지 : www.goodhumans.co.kr

1담당자 1책임제 도입
모든 콘텐츠 자체제작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굿휴먼즈의 모든 컨테츠는
내부 기획자와 디자이너를 통해
자체제작됩니다.

결과 보고서 제출
매주 광고 상품의 운영 후
간편하게 체크하실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를 광고주에게 전달드립니다.

한 업체의 광고상품을 한명의 전문 담당자가
전담 책임제로 운영하여 전략, 기획, 운영, 효율관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Goodhumans Client

• Viral Marketing 바이럴마케팅
• Online News 언론홍보
• Display AD 배너광고
• Search AD 검색광고
• OTT AD 동영상광고

Viral Marketing
컨텐츠 상위노출 / 연관검색어 / 체험단

Viral Marketing

컨텐츠 상위노출

광고주가 원하는 대표/로컬 키워드를 선정하여 검색영역 최상단에 노출시킵니다.
소비자가 관련 키워드 검색 시 카페, 블로그, 지식인 영역 최상단에 노출되어 효율적인 브랜드 홍보가 가능합니다.

진행방식
광고주 특성 및 니즈에 맞게 노출 플랫폼 개별 or 전체선택가능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 작성 후 컨텐츠 노출

Viral Marketing

연관검색어

사용자가 검색한 키워드와 연관된 검색어들이 보여지는 자리에 브랜드명, 제품명 등을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연관검색어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위치 상 주목도가 커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위노출 컨텐츠 작업과 연계 시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Viral Marketing

체험단

체험단은 온라인 상에서 가장 강력한 1인 미디어 입니다.
컨텐츠의 신뢰성, 활동 빈도, 이웃 관리 등에서 신뢰성과 정보성 등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은 블로거입니다. 다양한 기업에서 파워블로거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 1,000~10,000 이상의 PV를 기대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리뷰를 통한 간접체험으로 파급효과가 뛰어납니다.

체험단 블로그 노출예시

Online News
온라인 언론홍보

Online News

온라인 언론홍보

온라인 언론홍보는 신규브랜드 런칭, 상품 홍보, 브랜드 PR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홍보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소비자는 언론을 통해 나온 보도자료를 <광고>로 인식하기 보다 <정보>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매체보다 신뢰성이 높습니다.

구매결정 이전 광고 접촉 매체

기타

인터넷 73.1%

지상파TV

케이블TV

옥외광고

소셜미디어

온라인
동영상광고

신문/잡지

IPTV

Online News

온라인 언론홍보

3대 포털사이트 모두 노출 가능하며 (모바일 포함) 최상단 상위 노출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는 소비자에게 브랜드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본 진행 서비스
- 기사작성 및 수정 지원
- 10개 매체 진행 시 1개 매체 서비스
- 20개 매체 진행 시 3개 매체 서비스
- 원하는 언론사 및 날짜 선택 진행 가능
- PC / Mobile 동시 노출(일부 매체 제외)

Online News

온라인 언론홍보

약 50여곳의 언론사와 제휴되어 있으며, 진행 내용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담당자가 추천해 드립니다.
최소 15만원 부터 진행 가능하며, 예산에 따라 매체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휴 언론사

S등급 매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경제, 매일경제, 경향신문 등

A등급 매체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등

B등급 매체

머니위크, 스포츠조선,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디지털타임즈 등

C-D등급 매체

세계일보, 뉴시스, 전자신문, 환경TV, 뉴스1, 아이티데일리 등

※ 최소 15만원부터 진행 가능 / 예산 및 진행 내용에 따라 담당자 매체 추천
※ 매체별 단가표는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

Display AD
포털 배너 / 네트워크 배너 / 메신저 배너 / 모바일 배너

Display AD

포털배너 - NAVER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진 네이버 DA광고는 네이버 유저의 이용 패턴에 맞추어 시간대별로 선택이 가능하며,
타임보드, 롤링보드, 집행 시간 동안 네이버 PC 메인에 방문한 모든 유저에게 1회씩 노출되는 퍼스트뷰, 서브 배너 상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롤링보드
소재 : 이미지 / 플래시 / 영상
과금 방식 : CPM

타임보드
소재 : 이미지 / 플래시
과금 방식 : CPM

서브지면
소재 : 이미지 / 플래시
과금 방식 : 구좌제(CPT)

Display AD

포털배너 - DAUM

2,8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다음은, 프리미엄 광고부터 타겟팅 광고, 동영상 광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다음 초기배너, 다음 초기화면에 고정 게재가 가능한 브랜딩스테이션, 각종 다음 미디어 영역에 노출되는 서브 배너 등이 있습니다.

초기 브랜딩 스테이션
소재 : 이미지 / 플래시 / 영상
과금 방식 : 구좌제 1일 오전/오후), CPM

서브지면(미디어/뉴스/미즈넷)
소재 : 이미지 / 플래시
과금 방식 : CPM

초기배너
소재 : 이미지 / 플래시
과금 방식 : CPM

Display AD

포털배너 - NATE

네이트는 인터넷 핵심 계층 공략이 가능한 종합 포털로, 다양한 섹션 보유로 캠페인 타깃에 적합한 맞춤 광고가 가능합니다.
구매력 높은 20~30대 타깃의 비중이 높으며, 포털을 거점으로 메신저와 SNS(네이트온, 싸이월드)까지 커버하는 통합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위클리샷
소재 : 이미지 / 플래시(마우스 오버시 확장형)
과금 방식 : CPM

메인배너
소재 : 이미지 / 플래시
과금 방식 : CPM

Display AD

네트워크 - Google Display Network (GDN)

GDN은 방대한 규모의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웹 사용자 분석을 통해 정밀한 타겟팅이 가능한 광고 서비스입니다.
1일 페이지 뷰 1억 이상의 국내 외 1만 5천여 개 웹사이트를 보유한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는 대형 언론사 사이트에서 개인 블로그까지
전 세계 웹 사용자를 대상으로 광고 노출이 가능합니다.

GDN 배너
소재 : 이미지 / 플래시
과금 방식 : CPC

Display AD

네트워크 - Targeting Gates

온라인 유저들의 최근 관심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광고주의 캠페인에 맞는 핵심 고객에게 배너 광고를 노출하는 타겟팅 플랫폼으로 타겟팅게이츠만의
최적화 솔루션을 통해 잠재적인 고객을 효과적으로 유입함과 동시에 기존 고객의 재방문과 구매 전환을 유도해 광고주의 종합적인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Targeting Gates 배너
소재 : 이미지
과금 방식 : CPC / CPM

Display AD

네트워크 - Real Click

450여 개의 미디어와 9,000여 개의 블로그에 노출되며, 포털/언론/커뮤니티/엔터테인먼트/게임/UCC/PC방 등의 다양한 매체에 광고 노출이 가능합니다.
1일 페이지 뷰 15억, 네트워크 광고 시장 국내 1위의 리얼클릭은 변화하는 광고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과 적합한 광고 상품을
제안합니다.

Real Click 배너
소재 : 이미지

z

과금 방식 : CPC / CPM / CPP

Display AD

온라인DA 메신저 - 네이트온

직장인 NO.1 메신저인 네이트온을 통해 업무용 서비스 기능을 고루 갖춰 구매력 있는 직장인들에게 집중적 노출이 가능합니다.
화면 중앙 내 다양한 형태(동영상/이미지/플래시)로 구현이 가능하며 메신저 로그인 시, 강제 및 고정 노출되어 광고 효율이 높습니다.

로그인 팝업

메시지창 텍스트 배너

버튼배너 동영상 확장형

네이트온 로그인 시, 주목도가 가장 높은 화면

z
중앙에플로팅 형태로 강제 노출되어 전환률이

네이트온 대화창 하단에 위치한 텍스트

z
상품으로, 사용자의 시선 안에 꾸준히

국내 메신저 중 유일하게 동영상 노출이 가능한

높은 상품

노출되어 클릭수가 높은 고효율성 상품

활용할수 있어 효과적인 상품

과금 방식 : 구좌제 (1일 1구좌 / 일 2구좌 롤링)

과금 방식 : 구좌제 (1주 1구좌)

z

확장형 상품으로, 광고주 TVC를 그대로

과금 방식 : CPM

Display AD

온라인DA 메신저 - 카카오톡

카카오톡 PC버전 사용자 모두에게 광대역으로 노출되며, 모바일과도 매끄럽게 호환되는 카카오만의 광고 상품으로
모바일 뿐만 아니라 PC 카카오톡 이용자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광고 효과가 기대됩니다.

리치팝
카카오톡 PC버전을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노출되며,

z

사용자가 모니터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만 노출될 수 있도록
로직이 설정되어 있어 주목성이 높은 상품
과금 방식 : 구좌제 (1일 1구좌 / 일 고정)

PC 하단 배너
광고 클릭 후 PC웹페이지 랜딩은 물론 플러스친구 바로 추가,

z

모바일 카카오톡 랜딩까지 가능한 광고 상품
과금 방식 : 구좌제 (1주 1구좌 / 총 10구좌 롤링)

Display AD

모바일DA - 캐시슬라이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잠금화면에서 전면광고 형태로 독점 노출하는 주목도 높은 매체입니다.
광고 목적을 반영한 사용자 액션 수량을 보장하고 상세한 타겟팅 항목을 제공하여 단기간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캐시슬라이드 잠금화면
소재 : 이미지

z

과금 방식 : CPC

캐시슬라이드 진행 상세
유형
상품
설명

단가

노출형
CPM

액션형
CPC

전면광고+WEB/APP 접속

8,000원

90원

특징

노출보장형
정밀 타겟팅 가능

비고

기본 타겟팅 : 연령, 성별 등

CPI /CPE

CPK

CPA

CPL

CPV

전면광고+
APP설치/실행

전면광고+
카카오 로그인

전면광고+
서비스가입

전면광고+
페이스북Like

전면광고+
동영상 시청 보장

설치형 : 250원
실행형 : 350원

400원

별도협의

600원

15초 이하 : 150원
30초 이하 : 300원
60초 이하 : 600원

APP 설치,
실행 여부로
구분해 리워드 차등 지급

카카오톡 게임 APP
광고주에게 효과적

APP 설치/실행 및
서비스 가입까지 보장

페이스북 Like수 보장

동영상 시청 후
2차 페이지 랜딩

가입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 리워드 금액 차등

-

나이/성별 타겟팅만
적용 가능

APP 기 설치자 중복 체크 가능

Display AD

모바일DA - OK캐쉬백

Syrup월렛, OK캐쉬백, 11번가등의 SK플래닛의 3대자산을 활용해 세밀한 타겟팅이 가능한 모바일 매체
국개 가입자 1400만명 이상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어플, 이미지, 영상의 활용이 자유로우며, 다양한 카테고리의 광고를 집행 할 수 있습니다.
성별,연령,거주지, 특정매장 방문이력, 11번가 검색, 장바구니 이력, OK캐쉬백 포인트 이력 빅데이터 기반으로 양질의 DB활용이 가능한 매체입니다.

OK캐쉬백 메인 빅 배너
소재 : 이미지

z

과금 방식 : 구좌제

OK캐쉬백 스쿼그 피드
소재 : 이미지

z

과금 방식 : 구좌제

Search AD
검색광고

Search AD

검색광고

포털 사이트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 있는 키워드 입력 시, 웹사이트를 보여주는 방식의 광고 입니다.
운영 전략(키워드 산출, 예산 분배, 타겟팅 등) 에 따라 타 광고 대비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검색광고(네이버)

검색광고(다음)

과금 방식 : CPC / CPM / CPT

과금 방식 : CPC / CPM / CPT

z

z

OTT AD
유튜브 트루뷰 / 네이버 리얼뷰(TV Cast) / 네이버 서칭뷰

OTT AD

유튜브 트루뷰

포털 사이트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 있는 키워드 입력 시, 웹사이트를 보여주는 방식의 광고 입니다.
운영 전략(키워드 산출, 예산 분배, 타겟팅 등) 에 따라 타 광고 대비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트루뷰 (기본)
소재 : 영상

z

과금 방식 : CPV (시청 시 과금)

트루뷰 디스플레이

z

트루뷰 검색 (PC)

z

소재 : 영상, 텍스트(제목, 내용)

소재 : 영상

과금 방식 : CPC

과금 방식 : CPV (시청 시 과금)

트루뷰 검색 (MO)

z

소재 : 영상, 텍스트(제목, 내용)
과금 방식 : CPC)

동영상 조회수 반영

동영상 조회수 반영

관련성 높은 키워드를 선정하여

관련성 높은 키워드를 선정하여

30초 이상 시청시에만 과금

영상 시청을 위해 썸네일 클릭시에만 과금

검색결과에 노출

검색결과에 노출

썸네일 클릭시에만 과금

썸네일 클릭시에만 과금

OTT AD

네이버 리얼뷰 (TV Cast)

네이버 포털 내 동영상 서비스인 TV캐스트와 네이버 스포츠에서 본 영상 전후로 재생되는 동영상 광고입니다.
광고는 30초 이상 시청 시 과금되며, 실시간 입찰 방식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TV 캐스트(PC / MO)

z

소재 : 영상(길이 제한 없음)
과금 방식 : CPV)

네이버 TV 캐스트 카테고리

OTT AD

네이버 서칭뷰

네이버 검색 서비스 내에서 관련 카테고리의 일반명사 키워드와 매칭되어 노출되는 동영상 광고입니다.
검색결과 내 최상단에 노출되며, 노출과 동시에 자동 재생되어 광고 주목도가 매우 큰 상품입니다.

네이버 서칭뷰 예시(PC)

z

소재 : 영상(길이 제한 없음)
과금 방식 : 입찰

동영상은 자동 재생 5초 이후 일시 정지 됩니다.
키워드 set 별로 최저 입찰가가 설정 되어 있으며, 10만원 단위로 입찰 진행 가능합니다.
동영상은 15초 이상 10분 미만이며, 용량 제한은 없습니다. 입찰 진행, 캠페인 등록, 상세 가이드 등의 사항은 담당자 별도 문의 바랍니다.

Thank You
좋은 광고는 좋은 사람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