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조미디어만의 특별한 미디어 프로모션을 안내해 드립니다
메조미디어 x 샌드박스, 틱톡 마케팅 패키지
매일경제, 광고비 1+1 프로모션

메조미디어 x 샌드박스,
틱톡 마케팅 패키지
틱톡 광고 운영 경험이 풍부한 메조미디어와 탑티어 MCN 샌드박스가
효과적인 틱톡 캠페인을 위해 출시한 협업 상품으로 광고·기획·제작 전문인력이 캠페인을 리딩

메조미디어 x 샌드박스 시너지 포인트

상품개요

챌린지 패키지
광고 운영 전문성

콘텐츠 기획 전문성

국내 TOP 미디어렙으로
차별화된 광고 운영 노하우 보유
2019-2022
틱톡 Ads 공식 파트너사

국내 최대 규모의 MCN으로
파급력있는 콘텐츠 기획 역량 구축
2022
틱톡 공식 MCN 파트너사

TOP5 틱톡커 패키지

성공적인 틱톡 캠페인 진행

틱톡 대표 광고 상품

샌드박스 소속 TOP5 틱톡커를

‘해시태그 챌린지’의 캠페인 성과를

활용해 이슈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메조미디어 x 샌드박스,
틱톡 마케팅 패키지

랑콤 ‘쉐킷 챌린지’

영상 보러가기

빌리프 ‘슈퍼블링파워 챌린지’

영상 보러가기

01. 챌린지 패키지

개요

•

•

성공 포인트

유저 참여를 유도하는 틱톡의 대표적인 광고 상품 ‘해시태그 챌린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패키지
AR 스티커, 댄스 등으로 브랜드 인지 및 선호도를 강화

캠페인 기획
•

참신한 콘텐츠 기획, 크리에이티브 전문 제작 인프라 보유

•

샌드박스 소속 40여명의 국내 대표 틱톡커들과 함께 챌린지 진행 가능

광고 운영

문의

•

캠페인 대세감을 형성할 수 있는 단계별 전략 수립

•

핵심타겟 도달률을 높이고 전환 성과를 극대화하는 운영 노하우 보유

광고주, 브랜드, 집행 일정 기재 후 m_plan@cj.net로 전달

메조미디어 x 샌드박스,
틱톡 마케팅 패키지

옐언니 X 카카오웹툰

영상 보러가기

아누누 X 쿠팡이츠

영상 보러가기

02. TOP 5 틱톡커 패키지

개요

성공 포인트

•

샌드박스 소속 TOP5 틱톡커를 섭외해 틱톡에 최적화된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

인피드(Reach&Frequency)광고 결합 구성으로 집행 효과 극대화

캠페인 기획
•

총 2,32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TOP5 틱톡커와 콘텐츠 콜라보레이션 진행 가능

광고 운영

문의

•

도달 확보에 효과적인 인피드 광고(Reach & Frequency)를 동시 집행

•

틱톡커 콘텐츠 끌어오기 광고(Spark Ads)을 활용하여 인게이지먼트 최대 확보

광고주, 브랜드, 집행 일정 기재 후 m_plan@cj.net로 전달

매일경제, 광고비 1+1 프로모션
MAU 1,765만의 경제지로, 구매력을 보유한 구독자 대상 브랜딩에서 퍼포먼스까지 다양한 목적의 캠페인 집행 가능

프로모션 내용

최소 집행 금액

신청 방법

광고주, 브랜드, 집행일정 기재하여 m_plan@cj.net로 전달 (*집행 확정 시 별도 안내)

1) 상세 내용: 매일경제 유가 집행 시, 유가 집행 예산만큼 서비스 추가 제공
2) 광고주 맞춤 타겟팅 무상 지원: 지역, 뉴스섹션, 관심사(증권/펀드, 골프 등), OS 타겟팅 등 지원
3) 노출 지면: 모바일 중단배너 (기본형, Native형 선택 가능)

집행 예상 효과

1) 예상 CPM 기본형 2,273원 / Native형 2,500원
2) 예상 CTR 0.3% (*광고주 업종, 타겟팅 옵션에 따라 상이)

1개월 500만원 (*집행기간 변경 필요 시, 별도 문의)

프로모션 기간

2022년 5월 ~ 2022년 6월

매일경제 이용 현황

모바일 중단배너

경제활동을 하는 25세~54세가 주 이용층이며,
경제력 보유한 대표/임원 등 상위 직책자의 이용 비중이 높음

매일경제 모바일 초기 화면 및 기사면에 노출되는 상품으로
Native형 사용 시, 광고 메시지와 CTA 버튼 동시 노출로 구매전환 연결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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