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LY,
오직 메조미디어에서만 제공하는 프로모션

4

캐시슬라이드 ‘맥스뷰 할인’

세로형 풀스크린 광고 ‘맥스뷰’

CPV 단가 최대 17% 할인

15초 영상 CPV 30원 25원

30초 영상 CPV 80원 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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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숏폼 마케팅 스타터’ 패키지

숏폼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는

광고주를 위해 맞춤 컨설팅 제공

광고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비스 크레딧으로 제공

윗유 ‘틱톡 라이선스 FREE’

2

크리에이터 콘텐츠 2차 활용 시

틱톡 라이선스를 무상 제공

라이선스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광고비로 사용해 홍보 효과 증대

3

샌드박스 ‘TOP 5 틱톡커’ 패키지

인기 틱톡 크리에이터 5인을

동시 섭외할 수 있는 패키지

도달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인피드 광고(R&F) 동시 집행



틱톡 ‘숏폼 마케팅 스타터’ 패키지1

• 숏폼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는 광고주를 위해 준비한 스페셜 패키지

• 틱톡 컨설턴트가 브랜드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 서비스 광고 크레딧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틱톡 In-feed광고는 CPC,CPM,CPV 등 다양한 과금 형태 지원

틱톡 세일즈 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 숏폼 마케팅 컨설팅 제공

서비스 광고 크레딧으로 광고 효과 UP!

국내 대표 미디어렙 메조미디어의 광고 운영 노하우로 캠페인 운영 효율화

매체명 구매 금액 서비스 금액 총 광고 집행 금액 틱톡 주요 광고 상품

틱톡
650만원 130만원 780만원

In-feed 광고
Top-Feed(1st 광고 슬롯에 노출) 광고

1,300만원 260만원 1,560만 원

주요

컨설팅 항목

숏폼 마케팅

레퍼런스 제공

틱톡 친화적인

콘텐츠 기획 전략

마케팅 목적에

적합한 광고 상품 제안



윗유 ‘틱톡 라이선스 FREE’ 프로모션

* 2023년 상반기까지 구매 가능

2

설명 크리에이터 섭외 단가 광고 라이선스비 광고비 전환 총 집행 금액(섭외+광고비)

프로모션 활용 예시
세얼간이 850만 원 250만 원 1,100만 원

돼끼 550만 원 150만 원 700만 원

틱톡 크리에이터 브랜디드 콘텐츠 진행 시 틱톡 광고 라이선스 무료 제공

라이선스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광고비로 소진 가능

예산을 광고 비용에 집중시킴으로써 마케팅 효율을 높이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

라이선스

2차 활용 예시

• 크리에이터 콘텐츠 2차 활용 시 필요한 라이선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비용을 광고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

• 크리에이터 섭외 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효율적인 예산 활용 가능

*라이선스 비용은 크리에이터별로 상이하며, 전환된 광고비는 틱톡 광고로만 활용 가능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업로드

틱톡 광고

영상으로 활용

브랜드 공식

틱톡 채널 업로드



샌드박스 ‘TOP 5 틱톡커’ 패키지3

• 샌드박스 소속의 인기 크리에이터를 섭외하여 높은 파급력을 확보할 수 있는 특판 패키지

• 틱톡 콘텐츠 제작과 인피드 광고가 결합된 구성으로 높은 인게이지먼트 확보 기대

총 2,32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 틱톡 크리에이터 5인을 동시 또는 개별 섭외 가능

광고, 기획, 제작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효과적인 숏폼 마케팅 지원

도달 확보에 효과적인 틱톡 인피드 광고(R&F)를 동시 집행하여 커버리지 극대화

패키지 구성 집행 금액 예상 CPM 예상 VTR 예상 노출량

인피드 광고(R&F) 1,000만 원 5,000원 10% 2,000,0000

TOP 5  틱톡커 콘텐츠

크리에이터 팔로워 주력 카테고리 제작비(섭외비 포함)

옐언니 1,400만 일상/유머/뷰티 1,000만 원

아누누 430만 일상/푸드/실험 400만 원

마티 380만 뷰티/패션/댄스 300만 원

파이하우스 240만 댄스/유머/뷰티 600만 원

씨씨코 120만 일상/유머/교육 300만 원



캐시슬라이드 ‘맥스뷰 할인’ 프로모션4

• 리워드 앱 캐시슬라이드의 세로형 풀스크린 광고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모션

• 세로형 숏폼 소재를 편집 없이 활용할 수 있으며 숏폼 플랫폼 이용자 외 다수의 타겟에게 도달 가능

사용자의 모바일 첫 화면에 전면으로 노출되어 높은 주목도가 특징

시청 완료 시 과금되는 VIEW 보장 상품으로 광고 효과 극대화

CPV 단가 17% 할인으로 비용 효율 증대

상품명 광고 길이 예산 기본 CPV 프로모션 CPV 할인율

캐시슬라이드
맥스뷰

15초 500만 원 30원 25원 약 17%

30초 500만 원 80원 67원 약 16%

맥스뷰 상품

타겟팅 옵션
연령성별 기혼 여부

마케팅 목적에 맞는

데모그래픽 오디언스 구성 가능



숏폼 마케팅 Q&A

숏폼마케팅을시작하는단계입니다. 

비교적작은규모에서는어떤미디어를먼저시작하는게좋을까요?

MZ세대중심의숏폼마케팅을준비중이시라면틱톡을추천드리며,

패션〮뷰티업종은인스타그램릴스로시작해보시는것을권장드립니다.

롱폼, 숏폼병행운영이필요하시다면유튜브쇼츠를활용해보시길바랍니다.

숏폼미디어별로콘텐츠운영을다르게해야할까요?

미디어별로특성이다르기때문에콘텐츠를다르게제작하시는것이가장좋습니다. 

만약여러개의콘텐츠제작이어렵다면미디어에따라다른썸네일을적용하거나

편집을다르게하여브랜드채널을다이나믹하게운영하시길바랍니다. 

숏폼마케팅에참여도를높일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AR필터를추천드립니다. 특수효과와필터는유저들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는장치로

브랜드의아이덴티티가녹아있어자연스러운브랜드경험을제공할수있습니다. 

숏폼은콘텐츠길이가짧은데구매전환에도도움이될까요?
대표숏폼미디어인틱톡,인스타그램릴스,유튜브쇼츠는

구매전환을유도할수있는클릭유도버튼(CTA)를지원하여구매전환에도기여할수있습니다.

더 많은 숏폼 마케팅 전략을 알고 싶다면? CLICK

https://www.mezzomedia.co.kr/data/insight_m_file/insight_m_file_15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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