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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Advertiser 부분은 23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2016년 디지털 부문에 쓰인 광고비 총계는 약 3조 1천억원 정도이다. 지난 2000년 인터넷(디지털) 부문 광고비 총계는 약 

1360억원 이었다. 16년 사이에 24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상파TV 광고비는 지난 2000년 약 2조 700억원 규모에서 2016년 

1조 9700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모바일 부문만 떼어서 보면 2014년 8,400억, 2015년 1조 3천억, 2016년 1조 5천억원 

등 큰 폭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 이용 행태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의미한다. TV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채널 중심의 콘텐츠 소비가 아니라, 

콘텐츠 자체가 중심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바일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다. 기업의 광고비 또한 새로운 매체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소비가 늘고, 그에 발맞춰 광고 시장이 커진 데는 새로운 광고 마케팅의 지속적인 등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발전 초기에 배너 광고를 시작으로 이메일 광고, 블로그 마케팅, 소셜 마케팅 등을 넘어 새로운 광고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등장했고, 효과와 효율을 입증한 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한 반면, 그렇지 못한 것은 부지불식간에 사라져갔다.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어떤가? 2013년 12월 애드픽의 등장으로 국내에서 시작된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1위 사업자 

애드픽의 등장 반 년 만에 새로운 시장 경쟁자가 탄생하며, 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다.

애드픽 서비스 런칭 1년차인 2014년 매출은 18억원 수준으로 미미했으나, 2015년엔 46억원, 2016년엔 99억원으로 매년 두 배 

수준의 수준의 성장을 만들어냈다.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브랜드(광고주)들의 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지표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지난 3년간 애드픽의 매출을 견인한 주력 광고 상품은 CPI(Cost Per Install) 즉 게임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광고주였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부터 광고주 및 광고 상품의 비중이 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Analysis-Advertiser 부분 참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산업의 특정 부문에서만 작동하는 광고 마케팅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2017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보고서는 이런 배경에서 제작되었다. ㈜오드엠(애드픽 서비스 운영사)은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이제 막 걸음을 떼고 있는 시장 진입 단계의 새로운 광고 마케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어떤 효과를 내고 있으며, 

어떤 부문에서 활용되는지를 이 자료를 통해 알리고자 한다.

본 보고서가 아직까지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해보지 못한 기업과 브랜드, 다양한 광고 마케팅을 집행하고 시도하는 본 보고서가 아직까지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해보지 못한 기업과 브랜드, 다양한 광고 마케팅을 집행하고 시도하는 

대행사, 광고 마케팅 산업을 취재하는 미디어 종사자들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인식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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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인플루언서라는 개인을 활용한 마케팅이다.

인플루언서란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주로 셀러브리티(셀럽), 유명 크리에이터, 연예인 등의 사람

들을 인플루언서라 불러왔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활동이 

일상화 되면서 누구나 온라인에서의 활동(콘텐츠, 리뷰, 댓글 등)을 통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개인, 즉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을 가리킨다.

인플루언서는 셀럽과 일반 개인까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그들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크게 네 그룹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인용 자료: 소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미국 시장 진출전략 (KOTRA, 2017.9)*

메가 인플루언서

연예인, 셀럽, 유명 크리에이터 등으로 작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명에 이르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

매크로 인플루언서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가입자(회원)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 페이스북 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채널 등의 

운영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천명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개인 인플루언서

나노 인플루언서

수백, 수십명의 팔로워를 확보한 개인 

블로거 또는 SNS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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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라 불리는 인플루언서들로 i)MCN형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애드픽과 같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으로 

대변되는 ii)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그것이다.

이 두 개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아마도, 성과에 기인한 비용 지불 방식이냐 또는 크리에이터의 인기나 

구독자(팔로워)에 기반한 사전 비용 책정 방식이냐 일 것이다. 바꿔 말해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성과에 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MCN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인플루언서가 제작하는 콘텐츠에 주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지불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본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애드픽 등의 플랫폼이 제공하는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다.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이 활동하는 온라인 플랫폼(블로그,SNS,카페등)에서 자신이 만들거나 기업이 

제공한 홍보 콘텐츠로 광고 캠페인을 홍보하고, 홍보에 따른 “성과(앱 다운로드, 광고 시청, 링크 클릭, 회원 가입, 이벤트 참여 

등)가 나온 만큼” 수익을 얻는(기업은 비용을 지불하는) 마케팅이다.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설명할 때 MCN형 인플루언서 마케팅과는 별개로 쉽게 혼동 할 수 있는 것이 기존의 바이럴 마케팅이다. 

바이럴 마케팅은 대부분 블로거나 페이스북 페이지, 온라인 카페 등에 비용을 지불하고, 리뷰 콘텐츠와 광고 콘텐츠 제작 및 게재를 바이럴 마케팅은 대부분 블로거나 페이스북 페이지, 온라인 카페 등에 비용을 지불하고, 리뷰 콘텐츠와 광고 콘텐츠 제작 및 게재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때 광고마케팅 비용 역시 성과에 관계 없이 지불된다.

바이럴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

광고주/에이전시 광고주/에이전시 광고주/에이전시

광고 캠페인 설정

리뷰 제작 블로거,

셀럽, 페이스북 페이지

등 선정

대상자 접촉

및 비용 협의

블로거(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

및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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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요약하면,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i)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ii)주로 콘텐츠 제작에 비용을 지불하는 MCN형 

인플루언서 마케팅과는 다르게 인플루언서의 홍보 활동에 따른 성과만큼만 비용을 지불한다.

광고주/에이전시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운영자

에이전시/플랫폼 운영자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 > >

>>

광고 캠페인 설정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에 광고

캠페인 등록

인플루언서들의

자발적 선택

홍보 성과 트래킹

콘텐츠 모니터링 후

불량 및 부정 콘텐츠

수정 및 삭제 조치

성과분에 해당하는

비용 지급

콘텐츠 작성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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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월급’ 대표저자, 콘텐츠 마케팅 연구자*

인터넷이 발달하며 온라인 공간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다. 하루 몇 건의 정보가 등록되고, 몇 건의 정보를 검색하느냐는 

이제 의미 없는 질문거리가 되었다. 정보의 홍수와 함께 기업들의 광고홍보 마케팅에도 본질적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온라인 

마케팅의 출발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정보의 절대량이 적은 상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만 있어도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대였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배너 하나만 걸어도 방문자가 밀려들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바야흐로 정보의 홍수 시대이다.

인터넷 등장 초기는 무엇이든 알고 있는 것을 쓰는 것만으로 온라인 스타가 될 수 있는 시대였다. 이른바 노하우(Know-how)가 

각광받는 시대였다. 정보와 사용자가 동시다발적으로 급증하던 시기에 이르면 정보에 대한 검색이 중요한 능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링크와 ‘복붙’(복사&붙여넣기) 만으로 정보를 모아 제공해도 인정받는 노웨어(Know-where)의 시대가 된 것이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정보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검색 서비스가 고성능화 되었다. 필요한 정보를 갖추지 못했거나, 필요한 정보를 

잘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에는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노왓(Know-what)’의 능력이 중요해진다. 노왓의 능력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가 움직이

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참조 brunch.co.kr/@zmot )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Performance Influencer Marketing)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갈피를 잃은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 노왓(Know-what)의 능력을 가진 콘텐츠 메이커 즉, ‘인플루언서’의 능력이 중요해진 것이다. 여기서의 콘텐츠 

메이커는 정보 전달자로서의 콘텐츠 메이커가 아닌 행동 유발자로서의 콘텐츠 메이커이다. 정보 전달자에게 중요한 것이 노하우와 

노웨어였다면, 행동 유발자에게 중요한 것은 노왓의 마케팅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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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홍수 시대’를 학술적으로 정의한 사람은 이타마르 시몬슨 교수이다. 스탠포드대학의 시몬슨교수는 2014년 절대 가치

시대라는 책을 통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완전정보시대로 규정했다. 완전정보시대는 누구나 필요로 하는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시대를 말한다. 누구든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브랜드가 

제공하는 정보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힘들다. 반면, 전문가나 일반 소비자가 작성한 리뷰 콘텐츠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시몬슨 교수의 말이다.

정보의 홍수 시대는 마케팅 비용을 쓰는 브랜드 입장에서 볼 때도 새로운 마케팅 방식의 등장을 초래한다. 정보와 광고가 넘쳐

나는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효과와 어떤 성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써야 하는 것이 기존의 마케팅 방식나는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효과와 어떤 성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써야 하는 것이 기존의 마케팅 방식

이었다. 추적기술(트래킹 기술)의 발달과 광고 데이터의 축적으로, 광고 집행이 과거보다 정교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투여된 

비용에 대한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광고 방식이 그렇듯, 기존 인터넷 광고의 맹점이다. 이런 시대에 적확한 타깃을 

향해 만들어지고 배포된 콘텐츠에 반응한 결과만을 체크해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다.

광고주 관점에서 성과형의 필요성은 매체와 툴의 다양화로 인해 광고 타깃에 대한 도달이 늘어난 것에 비해 실제 성과로 이어

지는 것이 부진하다는 것이 큰 이유다. 또한 디지털 광고부문의 성장으로 광고비용 또한 높아졌다는 것이 새로운 방식의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등장과 성장을 초래했다.

브랜드나 기업이 자신이 속한 산업 내 경쟁 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광고들과 높은 비용을 치르며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이지만,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합리적 의사선택 과정이다. 이에 적합한 광고마케팅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다.

한국 시장은 유독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분야가 빨리 출현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것의 설명을 위한 합리적 근거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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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계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한 보상형 마케팅인 리워드 앱이 등장했다. 이른바, 광고를 보거나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경제적 

수익을 제공하는 앱이다. 인터넷 초창기에는 PC 인터넷을 활용한 보상형 마케팅이 존재했다. 이런 서비스들은 모두 인터넷 및 

모바일 유저들이 앱을 통한 경제적 수익(창출) 활동에 익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즉, 모바일 서비스가 단순히 콘텐츠를 

보고 즐기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개인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라면,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글로벌 테스트베드라는 칭호답게,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인터넷 

트렌드가 가장 빨리 변하고, 가장 빨리 확산되는 곳이라는 점이다. 이는 브랜드들의 트렌드 및 마케팅 변화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높다는 걸 방증한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사용해보고, 기호에 맞는 서비스면 확산되고, 새로운 서비스는 곧 기존의 서비스를 높다는 걸 방증한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사용해보고, 기호에 맞는 서비스면 확산되고, 새로운 서비스는 곧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해 버린다. 빠르게 변하는 인터넷/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을 찾는 기업과 브랜드들이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빠르게 눈을 돌리는 요즈음이다.

2013년 출시된 애드픽(www.adpick.co.kr)은 국내 최초, 최대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이다. 오드엠은 어떻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애드픽을 구상했을까?

오드엠은 지난 2011년 ‘팟게이트(www.podgate.com)’라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런칭했다. 런칭 이후 2년동안 1,000만 다운

로드를 일으키며 붐을 일으킨 팟게이트는 ‘앱을 마케팅하는, 앱 소개용 앱 서비스’이다. 팟게이트에는 실제 앱을 사용해본 사용자

들의 자발적 리뷰가 많이 축적되었다. 결과적으로 어떤 리뷰가 게재되느냐에 따라 해당 앱의 다운로드 순위가 출렁거리는 경우

가 많았다.

오드엠은 팟게이트라는 서비스에서 오드엠은 팟게이트라는 서비스에서 i)리뷰에 따라 앱 다운로드가 달라진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인사이트와 ii)리뷰어와 광고주

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 사슬 즉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또한, 이 같은 인사이트와 확신을 통해 세가지 주요 포인트를 관리할 수 있다면, 리뷰어와 광고주를 연결하는, 그리고 리뷰어의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마케팅 성과물)에 따라 수익을 제공하는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 세 가지는 다름아닌, i)우수한 인플루언서(리뷰어)의 확보, 관리, ii)콘텐츠 모니터링, iii)성과측정(트래킹)의 신뢰성 확보라는 

것이다.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것은 결국,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성과의 양에 따라 비용(보상)을 지급받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부터는 이렇게 탄생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애드픽(www.adpick.co.kr)에 대해 자세히 살펴형태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부터는 이렇게 탄생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애드픽(www.adpick.co.kr)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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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pick

Service Introduction

애드픽은 SNS를 사용하는 일반인들이 애드픽 플랫폼에 있는 광고주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든 후, 이를 SNS 

상에서 확산시킴으로써 수익을 얻는 성과 기반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이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셀럽이나 유명 

스타가 아닌 평범한 일반인도 제품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개발, 출시됐다.

인플루언서들을 플랫폼에서 소개하고 이들과 맞는 성향의 광고주와 연결하는 일반적 구조의 마케팅 플랫폼과 달리, 애드픽은 

광고주들의 요청 캠페인 리스트를 플랫폼에서 소개한다. 인플루언서 회원들은 다양한 광고 캠페인 중 자신의 전문 분야, 팔로워 

성향과 잘 맞는 것을 선별해 콘텐츠로 제작한다. 이는 인플루언서에게 스스로 캠페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한다. 광고주 

역시 직접 서비스 콘셉트와 일치하는 인플루언서를 조사하고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 간단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역시 직접 서비스 콘셉트와 일치하는 인플루언서를 조사하고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 간단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

애드픽은 앱을 설치, 실행하는 사람이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한 인플루언서(파트너)에게 수익을 분배

하는 성과형 마케팅 플랫폼이다. 마케팅 노하우가 있어도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애드픽을 통해 홍보 성과가 

발생할 때마다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인플루언서 개인에게 발급한 고유의 별도 링크를 통해 성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링크를 통해 앱을 실행한 경우에는 광고 종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광고주 역시 

앱을 실행하는 등 성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기존의 모바일 광고에 비해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실제 사용자(진성 유저)를 확보할 수 있다.실제 사용자(진성 유저)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애드픽은 광고주의 광고 콘텐츠를 각종 SNS로 동시에 전파하기 때문에 콘텐츠의 파급력 있는 확산이 가능하며, 포스팅이 

존재하는 한 지속적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유저가 SNS의 특성 및 독자의 눈높이에 맞게 사용 후기나 재미있는 포인트를 

설명하는 네이티브 광고를 표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실 사용자를 유입 할 수 있다.

애드픽은 실시간으로 정확한 캠페인 성과를 추적하고 공개한다. 인플루언서 회원은 자신이 진행한 캠페인의 홍보 성과를 대시

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고주 역시 광고 캠페인의 참여율, 효율, 정상적 마케팅 활동 진행 여부, 노출영역별 통계, 인앱결제 

현황, 사용자 잔존율 등을 트래킹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예산의 효율적 분배 및 운영이 

가능하다.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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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의 사용법은 간단하다. 먼저 애드픽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파트너(인플루언서)’로 가입한다. 이후 애드픽에 등록된 

광고주의 캠페인을 선택해 이를 홍보할 수 있는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페이스북, 커뮤니티, 카카오

스토리, 밴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개, 홍보한다. 콘텐츠를 본 방문자가 앱 설치 실행, 이벤트 참여, 동영상 시청 등에 참여

할 경우, 그 횟수에 비례한 광고수익이 인플루언서 회원에게 돌아간다. 광고주 역시 정확히 그 성과만큼의 비용을 지불한다.

애드픽 애드네트워크 보상형 광고 페이스북 광고 기존 SNS 마케팅

인플루언서의
리뷰 콘텐츠

Non - Incentivized
CPI

뉴스피드 형태
인벤토리 노출
CPM

포스팅당 고정비용
배너 타게팅 노출
CPC, CPM

Incentivized CPI,
CPA

진성 유저 유입
입소문, 브랜딩 효과

타게팅한 유저 유입 바이럴 콘텐츠 확보광고 노출 수 증대 앱 스토어 순위 상승

인플루언서의
관리 어려움

도달률 하락 성과 추적 불가높은 광고 피로도 낮은 리텐션

중
상 ~ 하

(점차 단가 상승)
중

상 ~ 하
(가격 변동 폭 넓음)

하

상 하 N/A하 중

상 중 N/A하 하

단가, 전환율, 리텐션율은 각 광고유형에 따른 상대적 개념 수치이므로 상,중,하로 나눠 표기했다.*

각 비교 항목에서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은 N/A(Not Applicable)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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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 (Cost Per Install) 인플루언서의 리뷰/추천 콘텐츠를 본 SNS 방문자가 콘텐츠 본문에 게재된 링크를 클릭해 앱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할 경우 광고주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광고 상품. 다양한 SNS와 커뮤

니티에서 인플루언서의 콘텐츠가 확산되므로 고른 사용자층의 유입이 가능하다. 인플루언서의 

소개 글을 본 후에 이뤄지는 앱 다운로드라는 서비스 특성 상 충성도 높은 사용자의 유입률이 

타 광고 상품 대비 월등히 높다.

CPV (Cost Per View) 애드픽 내 동영상 광고 서비스. 인플루언서 회원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개인 계정에서 

광고주의 동영상을 공유함으로써 20~30대 SNS 사용자에게 확산시키는 광고 상품. 1주일 내 

100만 뷰 이상 확산이 가능할 정도로 단기간에 파급력 있게 확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회원들이 

직접 작성하는 동영상 소개 문구와 함께 업로드하기 때문에 광고가 아닌 흥미로운 콘텐츠로 

인식된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광고주는 영상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공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본문 및 실시간 댓글 또한 확인이 가능하다.

eCPC

(enhanced Cost Per Click)

인플루언서의 홍보 콘텐츠에 게재된 링크를 클릭 시 과금이 이뤄지는 광고 상품이다. 페이스북,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등 SNS 상에서 단기간에 빠른 입소문을 내기에 효과적이다. 특히 eCPC는 

기술적으로 검증된 유효 클릭에만 광고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에 더욱 경제적으로 광고 예산

을 집행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검증된 유효클릭’이란 중복된 IP나 디바이스를 이용한 클릭, iFrame 

등 비정상적 접속을 통한 클릭을 무효화하는 것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링크 클릭 후 이동한 

페이지에서 5초 미만으로 머물 경우에도 무효 처리하며, 페이지 이탈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해당링크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등 양질의 클릭 행위만 성과로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경우 해당링크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등 양질의 클릭 행위만 성과로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한다.

> > >

>

수익 지급

인플루언서 회원 가입 홍보할 캠페인 선택 후

고유 링크 발급

자유롭게 상품 소개 유저 유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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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Cost Per Sale) 온라인몰을 겨냥해 출시한 애드픽 쿠폰형 CPS 광고 상품. 쿠폰 이미지를 다운로드한 소비자가 

쿠폰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만 광고비용이 지불되는 형태의 서비스다. 인플루언서 회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특정 상품의 할인 쿠폰 사용을 추천하는 리뷰를 포스팅한다. 

이를 본 사람이 포스팅에 게재된 링크를 클릭해서 쿠폰을 저장한 뒤 유효 기간 안에 이를 사용

할 경우, 포스팅한 인플루언서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의 광고 상품이다.

CPR

(Cost Per Reservation)

게임업계의 가장 보편적인 마케팅 중 하나인 ‘사전예약’을 기반으로 한다. 인플루언서 회원의

콘텐츠 링크를 클릭해 성공적으로 게임의 사전예약을 완료하면 광고비용이 나가는 광고 상품

이다.

CPA (Cost Per Action) 홍보 콘텐츠를 본 사람이 링크를 클릭하고 회원가입, 설문지 작성, 이벤트 참여, 상담접수 등

광고주가 희망하는 최종 목표 행위에 참여했을 경우, 인플루언서에게 수익이 지급되는 광고 

상품이다. 광고주의 목표 기준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 높아 사용자 참여비율이 CPC, CPV 등에 

비해 높지 않은 만큼, 광고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 되어 있다.

지금까지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정의, 애드픽이 대표하는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정의와 성장배경, 특징에 대해 알아 보았다. 

SNS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이로 인해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광고 마케팅 시장의 채널도 대변혁을 겪고 있다. 우리는 

개인 미디어와 SNS에 퍼포먼스 마케팅 기법을 접목한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이야말로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가장 부합하는’ 

광고 마케팅 모델임을 확신한다. 

다음 장부터 우리는 애드픽 플랫폼에 축적된 각종 수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형 인플루언서들의 성장 속도와 방향 등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애드픽이라는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 캠페인 데이터를 활용해,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현재 위치와 향후 전망 등을 생각해보려 한다. 마케팅의 현재 위치와 향후 전망 등을 생각해보려 한다. 

애드픽이 2013년 출시 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자, 애드픽과 유사한 서비스들이 대거 출현하며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은 더욱 확대되었다. 본 자료에서 공개하는 수치는 애드픽 단일 플랫폼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최초의 아이디어로 플랫폼을 

설계, 출시하고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인플루언서들과 가장 많은 캠페인을 진행해온 애드픽의 리더십을 고려하면, 본 자료의 수치 

및 분석 결과는 시장 전체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판단하는 데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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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회원의 대다수인 65%가 남성 회원이며 실제 활동 회원 중 

남성 회원은 80%에 달한다. 애드픽 출시 초기에는 남성회원의 

비율이 거의 100%에 이를 만큼 월등히 높았으나 조금씩 여성

회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뷰티, 실용앱 등 여성향 서비스의 비율

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여성회원의 비중도 비례해 증가하는 모습

이다.

애드픽 전체 인플루언서 회원 중 모바일 환경과 SNS 사용에 익숙한 10대, 20대 인플루언서 회원 비율이 높은 편이며,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하되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30대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30대 인플루언서 회원의 일인당 수익 

성과는 타 연령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alysis – Inuencer

2013 2014 2015 2016 2017

10대

20대

40대

50대 이상

30대

실제로 1회 이상 수익 성과를 낸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함*

실제로 1회 이상 수익 성과를 낸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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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 회원의 대다수인 99.5%는 개인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애드픽 플랫폼의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른 회원들의 수익금도 

늘어나면서, 수익이 늘어난 개인회원들이 기업형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들 회원들은 인플루언서로서 노하우를 

살려 마케팅 대행사를 설립하고 인력을 보강해 애드픽을 포함한 SNS 마케팅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들이 수익원으로 애드픽을 선택해 활동하고 있다. 애드픽 활동은 신규광고를 영입하기 위한 별도의 영업을 대폭 줄이기 

때문에, 소규모 에이전시 형태의 기업회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90%에 달하는 회원이 새내기 회원에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성과를 내는 레벨인 다이아몬드 레벨 회원은 전체 회원 

수의 1% 정도다. 실질적으로 매출을 내는 활동회원의 수는 누적으로 약 9만5천명(2016년기준)이다.

새내기
(NEWBIE)

브론즈
(BRONZE)

실버(SILVER)

골드(GOLD)

다이아몬드(DIAMOND)
BRONZE
ADPICK MEMBERS

NEWBIE
ADPICK MEMBERS

SILVER
ADPICK MEMBERS

GOLD
ADPICK MEMBERS

DIAMOND
ADPICK MEMBERS

개인회원

기업회원

기업회원은 애드픽 수익 발생 후 정산 시 개인 계좌 입금형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개인, 법인 등록 사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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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는 모바일 기기와 PC를 함께 사용하는 사용자와 PC만 

사용하는 사용자의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보편화된 만큼, 오로지 PC만 사용하는 인플루언서 회원은 1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인플루언서(셀럽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개인)는 SNS의 팔로워 규모로 그룹화한다. 애드픽 인플루언서는 이들과 달리 

콘텐츠를 통해 얻는 수익을 계량화할 수 있고 이것이 곧 영향력을 의미하므로, 수익 별로 인플루언서 그룹을 분류했다.

수익이 1억원이 넘는 인플루언서는 개인 인플루언서로 시작해 기업 회원이 된 사례가 많다. 고수익을 올리게 되면서 기업 회원

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부업으로 시작해 본업으로 바꾼 회원이 대다수이기도 하다. 부업이 아닌 본업으로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은 연간 수익 1억 원 이상 인플루언서 그룹과 1천만 원-1억 원 수익의 인플루언서 그룹 일부로 볼 수 있다.

모바일 사용 PC만 사용

1억 원 이상

1천만 원 ~ 1억 원

1백만 원 ~ 1천만원

10만 원 ~ 1백만 원

1원 ~ 10만 원

최근 1년 동안 수익 성과를 낸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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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 인플루언서 회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는 블로그(29.5%)이며, 뒤를 이어 포털(15.4%),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의 SNS(15.6%), 카페(15.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블로그는 각종 매체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점,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에 기반하기 때문에 운영자와 방문자 모두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인플루언서 회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매체로 

꼽혔다.

10대지식인

기타

포털/검색

블로그

SNS

카페

커뮤니티

*이 그래프는 레퍼러(referrer)가 분명해 출처가 명확한 콘텐츠만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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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가 전환 1회 당 받는 평균 수익금은 큰 변동이 없이 

1,400 ~ 1,80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약간 감소한 양상이다. 

이는 광고주의 니즈를 충족하고 인플루언서의 활동 장벽을 낮추기 

위해 개발된 eCPC, CPV 등의 광고 상품이 클릭형, 영상 시청형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설치형보다 다소 단가가 낮은 편이며, 이들 

서비스에 대한 회원 참여율이 급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새롭게 선보인 광고 상품은 기업의 일반 브랜드, 뷰티, 금융, 소비재, 제약 등 다양한 산업군의 광고주들의 다양한 홍보 마케팅 

목표 및 방법에 부합하는 광고 형태로, 이들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 유저 – 애드픽 인플루언서 회원으로 가입 후 한 번이라도 수익활동을 

한 사람을 뜻함.

*

활동유저의 1인 매출은 2014년 33,000원에서 2016년 40만원 

대로 열 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 활동유저의 규모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매출 면에서는 큰 성장세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기업회원은 애드픽 수익 발생 후 정산 시 개인 계좌 입금형태가 아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개인, 법인 등록 사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

기업회원은 전체 활동회원의 0.5%에 불과하지만 매출에서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고수익 개인회원이 그룹을 만들어 

사업자등록 후 기업회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들의 인플루언서 활동 경력이 오래될수록 수익의 상승률도 

높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활동 유저
1인 매출(수익)

2014

2015

2016

기업회원

일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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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Top10 안의 인플루언서들은 매해 더욱 많은 광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참여 캠페인 수는 310개로

2015년 대비 약 2배에 달한다. 이들의 평균 수익 역시 늘어나 2016년에는 연 수익 3억 원에 달한다. 2015년에 비하면 3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캠페인 수에 비해 수익금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인플루언서들의 역량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표에 제시된 수치 자료를 기반으로 최고 수익금, 1천만원 수익 인플루언서 정보를 세분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원 1인의 

최고 수익금 역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10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한 인플루언서의 규모는 2014년 대비 13배 

이상 늘었다. 이들의 2016년 평균 수익 역시 2014년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났다.

연간 1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인플루언서의 규모는 늘어나지 않았으나, 1인당 매출은 크게 상승했다. 2016년 이들 인플루

언서 회원의 1인당 매출은 2014년 대비 10배에 달한다. 10만원 이상 수익 회원의 전체 매출액은 2014년 대비 7배 성장했다.

참여 캠페인 수 수익금 (원)

49 45,845,000

255 32,092,000

143 29,208,000

101 23,084,000

95 19,412,000

119 14,240,000

28 11,668,000

106 11,103,000

108 8,658,000

158 8,558,000

116 20,387,000

참여 캠페인 수 수익금 (원)

187 294,256,000

120 168,802,000

219 110,130,000

246 97,648,000

140 72,494,000

50 71,741,000

44 70,373,000

93 59,433,000

213 55,280,000

186 51,226,000

150 105,138,000

참여 캠페인 수 수익금 (원)

428 722,957,000

563 476,596,000

316 383,808,000

324 365,482,000

280 262,543,000

323 215,094,000

273 176,725,000

431 126,605,000

84 119,482,000

78 117,852,000

310 296,714,000

2014 2015 2016

1,351,276,000 4,038,642,000 9,453,414,000

700,000 2,897,000 6,8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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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인 애드픽이 출시된 지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4년이 지났다. 4년이라는 운영 기간 

동안 인플루언서 회원들의 가장 뚜렷한 트렌드 추이를 꼽는다면 이들의 콘텐츠 작성 능력, SNS 방문자 유입률 등 성과 측면에서 

놀라운 속도로 역량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의미한 수익을 내며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회원의 수익기준이라 할 수 있는 

연 10만원 이상 성과 수익의 회원 분포를 살펴 보면 출시 초기인 2014년 대비 7배 매출액 성장을 달성했다.

또한 가입 후 애드픽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회원을 뜻하는 ‘활동 회원’의 수익 성과 역시 매해 폭발적인 성장세로 늘어나고 있다. 

10만원 이상 수익 회원과 활동 회원의 공통점이라면 수익에 비례하는 역량은 빠르게 늘되 그들의 규모 자체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애드픽 출시 초부터 수익 성과에 대한 의지를 갖고 시작한 인플루언서 회원들이 계단형 실력 향상 단계를 거치며 점이다. 이는 애드픽 출시 초부터 수익 성과에 대한 의지를 갖고 시작한 인플루언서 회원들이 계단형 실력 향상 단계를 거치며 

수년 동안 역량을 축적해 왔으며, 이들의 역량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개인 인플루언서로 

출발해 법인으로 전환할 만큼 우수한 인플루언서 회원의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이 빠른 속도로 진화할 수 있었던 것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다. 그 중 한 가지는 애드픽 플랫폼에 설계된 경쟁 구도의 형성

이다. 애드픽은 기본적으로 다른 회원의 수익을 열람할 수 있게 한다. 회원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활동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각각의 회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의지를 갖게 하는 작용을 한다.

와튼스쿨 마케팅학 교수인 조나 버거가 쓴 위 저서에 따르면, 경쟁자의 정보를 알 수 있고,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동기부여가 이뤄진다. 애드픽 출시 초기 똑같은 성적으로 출발했던 회원들이 서로의 성과를 확인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인플루언서는 스스로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노하우를 만들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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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애드픽 운영사인 자사 오드엠이 기획, 출판한 ‘제2의 월급’이라는 도서의 일부 내용이다. 애드픽의 대표적 인플루언서인 

‘레드(애드픽 닉네임)’는 앞에서 설명한 ‘자신만의 노하우 만들기’의 노력으로 ‘레드북’을 작성했다고 말한다. 하루하루 자신이 

진행한 캠페인의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며 잘된 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레드와 같이 충분한 자기 학습을 거친 

인플루언서들이 늘어나면서 애드픽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인플루언서 스스로 학습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애드픽은 팸 제도 및 노하우 공유 게시판,  커뮤니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팸(FAM) 제도는 인플루언서 회원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열고 팀원을 모집해 활동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팸 멤버에게는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제공되며 보너스 적립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지원하는 제도다. 팸 멤버에게는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제공되며 보너스 적립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애드픽에는 총 200개 가량의 팸이 운영되고 있다. 대다수의 팸은 자연스럽게 특출한 역량의 리더를 중심으로 비슷한 성과를 

내고 있는 회원들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서로의 정보 공유로 각종 노하우를 얻기도 하며, 선의의 경쟁 구도를 형성

하기도 한다.

팸 제도 외에도 ‘노하우’ 거래 게시판도 애드픽 플랫폼 내에서 운영한다. 본인이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얻은 마케팅 지식을 

유료 혹은 무료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공간이다. 결제 수단은 ‘애드픽 포인트’이며, 가격은 작성자가 직접 책정한다. 이밖에도 

회원들이 자유롭게 궁금증이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도 운영해 회원 간의 결속력을 높이고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속적 흥미를 갖도록 하고 있다.

인플루언서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인플루언서 자격증’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프리미엄 회원 제도도 눈 

여겨 볼 수 있다. 전체 회원의 1%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회원이 전체 수익의 9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지만, 프리미엄 회원의 



l

22

자격은 무조건 일정 기준 이상의 수익 성과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홍보 유무, 성실한 캠페인 참여 등 건전한 

디지털 윤리관을 갖고 지속적으로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가 등의 다각적 요소를 살펴본 후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최소

한의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한 승인 제도이지만, 프리미엄 회원에게 더 많은 캠페인 혜택을 제공하고 애드픽 운영팀의 일대일 

모니터링과 안내를 제공하자 수익성 역시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프리미엄 회원 제도는 애드픽 내 회원 분류 기준인 5단계 레벨과는 다른 제도이다. 애드픽 내에서 공식적 인플루언서로서 활동

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레벨과 상관 없이 프리미엄 회원으로 지정한다. 이는 광고주가 인플루언서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할 때 부정, 허위 홍보 등 콘텐츠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수익 성과, SNS 팔로워 규모와는 별도로 건전한 콘텐츠 제작 활동, 인플루언서 플랫폼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실한 활동 지속 여부에 따라 프리미엄 회원으로 승인된다. 회원이 직접 프리미엄 회원으로 신청하면 확인 절차 후 승인해 

주거나, 애드픽 운영팀의 모니터링 후 프리미엄 회원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자체적 절차에 따라 프리미엄 회원으로 

승인하기도 한다.승인하기도 한다.

프리미엄 회원에게는 일반회원과 다른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프리미엄 회원만 참여할 수 있는 광고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인플루언서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프리미엄 회원 

제도인 셈이다. 애드픽은 광고 캠페인의 질적 순화를 위해 i)홍보의 규칙을 인지하고 있고, ii)부정홍보를 하지 않되 iii)적극적

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프리미엄 회원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애드픽 내 성과형 인플루언서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애드픽을 운영한 기간의 데이터로 

증명되었다. 인플루언서의 마케팅 역량 향상, 성숙한 역량의 인플루언서로 인한 플랫폼의 안정화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신규 

인플루언서의 양성이라 할 수 있다. 일정 기간의 준비단계를 거친 후 수익을 내는 인플루언서 회원들의 자부심, 로열티, 수익 성과 

등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나 신규 가입자 대비 정식으로 활동하는 신규 인플루언서의 진입률은 상승하지 않는 양상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애드픽에서 활동하는 성과형 인플루언서들의 본질적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애드픽 인플루언서는 소셜 

마케터형 인플루언서로서 외모, 언변, 흥미 분야 등 개인의 매력, 능력을 어필하는 인플루언서와 달리 콘텐츠를 작성하고 이를 

직접 홍보해야 하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감 및 능력의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직접 홍보해야 하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감 및 능력의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애드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 초기 회원들의 능력 신장을 위한 뉴비 데이, 애드픽 스쿨 등 초중급 수준의 마케팅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성과형 인플루언서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 마케터가 아닌 일반인이 어떻게 콘텐츠로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라는 업계의 회의적 시각과는 달리 애드픽의 출시와 함께 

성장한 1세대 성과형 인플루언서는 끊임 없이 자가 진화하면서 수년간 축적된 성과 데이터를 통해 안정화된 역량을 입증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성과형 인플루언서들의 저변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 신규 인플루언서를 확보하는 과정, 

즉, ‘성과형 인플루언서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시도되어야 할 시기임을 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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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의 총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특히, 2014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3년 간은 두 배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애드픽이 출시 초기부터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모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드엠이 운영하고 있었던 앱 소개 포털 

사이트 ‘팟게이트(Podgate)’의 사용자층을 인플루언서로, 당시 소개했던 앱과 광고주들을 그대로 애드픽 광고주로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팟게이트(Podgate): 앱스토어에 등록된 인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무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는 포털사이트다. 오드엠 설립 후 최초로 선보였던 서비스로, 모바일 앱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던 당시 큰 인기를 모았다. 

모바일 환경에 관심이 많고 특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심이 많던 팟게이트의 회원들은 인플루언서 플랫폼인 애드픽의 초기 모바일 환경에 관심이 많고 특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심이 많던 팟게이트의 회원들은 인플루언서 플랫폼인 애드픽의 초기 

회원 모집 및 홍보에 많은 기여를 했다.

애드픽 플랫폼은 2013년 12월 출시 이후 매해 광고 캠페인의 수를 

꾸준히 늘리며 성장해 왔다. 특히 2014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2년 간은 전해 대비 평균 두배에 가까운 수로 늘어났다.

‘광고 캠페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1)광고주가 애드픽에 광고를 의뢰하여 2)홍보 활용 콘텐츠를 애드픽 

플랫폼에 등록한 뒤 3)애드픽 인플루언서들이 해당 소재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포스팅하고 제작하여 포스팅하고 4)클릭, 앱설치 등 광고 홍보 성과가 발생하면 이에 

비례한 수익을 인플루언서에게 지불하는 동시에 광고주가 광고비용을 

지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연속성 있게 진행한다. 동일한 소재와 내용의 

광고 캠페인이라도 위와 같은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경우, 전회의 

캠페인과 독립된 캠페인으로 간주하여 개수 산정에 포함했다.

2014 2015 2016 2017 누적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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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픽의 성장 규모를 측정하는 주요 요소인 활동 인플루언서 회원 수, 총 앱 설치 수, 총 클릭 횟수 등의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실질적으로 광고 캠페인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SNS에 등록해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회원의 수는 변동폭이 심하지 않은 편이다. 

‘연도별 총 링크 클릭 횟수’는 인플루언서의 콘텐츠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한 수를 의미하며 매해 그 수는 증가하는 양상이다.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보고 콘텐츠에 포함된 트래킹 링크를 클릭한 후, 모바일 앱을 내려받기 한 ‘연도별 총 앱 설치 수’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이러한 성장률의 배경으로는 i) 출시 초기에 콘텐츠 제작에 익숙하지 않았던 회원들이 다양한 광고 캠페인을 

경험하면서 더욱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됐다는 것, ii) eCPC, CPA, CPV 등 다양한 상품군이 추가

되면서 사용자가 보다 쉽게 콘텐츠 내 링크를 클릭하고 참여하는 광고 참여율(Engagement)이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되면서 사용자가 보다 쉽게 콘텐츠 내 링크를 클릭하고 참여하는 광고 참여율(Engagement)이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전체 광고 서비스 중 가장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분야가 동영상 광고다. 동영상 광고(CPV:Cost Per View)는 광고주가 제공한 

영화 예고편, 게임 플레이 영상, 브랜드 홍보 영상 등 다양한 동영상 홍보 콘텐츠를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포스팅해 그 수익 

성과를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작성과 공유와 참여가 가장 쉬운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애드픽 인플루언서 회원들의 페이스북 페이지 수와 팔로워 규모 등은 표27과 같다. 페이스북 페이지 수는 1,815개

이며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 수는 2억 1천 명이 넘는다.

1,815+ 211,818,000+

(2017년 12월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 수 팔로워 수

위 통계는 애드픽에 활동하는 매체로 등록했던 페이스북 페이지만 포함함.*

연도별 활동 인플루언서 수 연도별 총 링크 클릭 횟수 연도별 총 앱 설치 건수

166,000 5,546,000 1,188,000

118,000 18,702,000 2,412,000

139,000 249,259,000 6,683,000

캠페인에 따라 동일한 인플루언서 회원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연도별

활동 인플루언서를 산정 시 동일인물이 중복 포함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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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애드픽 동영상 광고 서비스인 CPV의 전체 누적 조회수가 각 1억 회(1.2억회)를 기록했던 2016년 9월과 2017년 12월 

현재의 광고 성과를 나타낸 것이다. 게시물 당 참여 횟수, 즉 페이스북 포스팅에 대한 방문자의 참여 지표인 댓글, 좋아요, 공유 

횟수도 2,100만 건(2017년 12월 누적 기준)을 넘었다. 이는 애드픽 인플루언서가 보유한 페이스북 계정 페이지가 사용자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양질의 플랫폼임을 의미한다. 플랫폼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페이스북 관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애드픽 CPV 서비스는 2015년 4월에 첫 선을 보였다. 2015년 4월 동영상 부문 출시 후 조회 수 1억 회 달성에 17개월이 걸렸던 

것에 비해, 6.7억 회로 늘어나기까지는 15개월이 소요됐다. 초기 17개월 간은 1개월 당 평균 588만 회의 조회를 달성했으나, 것에 비해, 6.7억 회로 늘어나기까지는 15개월이 소요됐다. 초기 17개월 간은 1개월 당 평균 588만 회의 조회를 달성했으나, 

최근 15개월 간은 1개월 평균 3,800만 회의 조회를 달성한 셈이다. 이는 6.5배 증가한 수치다. 광고 캠페인 역시 거의 동일한 

비율로 증가해 동영상 광고에 대한 인지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4월 출시 시점부터 2017년 12월까지 누적 통계 기준)

누적조회수

1억 회

6.7억 회

집행광고수

150+

675

SNS상 게시물 생성

10,000+

65,000+

SNS상 댓글, 공유, 좋아요

500만+

2100만+



l

27

광고상품ㅣ클릭형 - Outlink / e CPC

진행기간ㅣ

디바이스별 전환 (클릭) 데이터ㅣ

2017년 11월 24일 ~ 2017년 11월 20일

Android

iPhone

PC Browser

184,900 4,980건 200,851 138,162 22,718

KPI (클릭수) 최종 클릭수전체 제작 콘텐츠 1일 최고 클릭수 1일 평균 클릭수

광고상품ㅣ페이스북 영상 / CPV-F

진행기간ㅣ2017년 11월 21일 ~ 2017년 11월 28일

265,000 1,278,283 482% 53명(건) 29,608

KPI (조회수) 목표 초과율최종 조회수 참여 인플루언서
(포스팅)

참여 수
(좋아요/댓글/공유)

(25,436/1,982/2,190)

광고상품ㅣ사전예약 / CPR (Cost Per Reservation)

진행기간ㅣ2017년 4월 12일 ~ 2017년 6월 18일

89,220/1,742,208 23,023건 1,329건 393명 4,584건

예약/클릭수 1일 평균 전환1일 최고 전환 참여 인플루언서 전체 제작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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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8/0200000000AKR20171208178200033.HTML?input=1195m*

미국의 시장조사 기관 마그나 글로벌은 올해 세계 디지털 광고와 TV 광고의 지출액이 각각 2천88억여달러(228조3천억원)와 

1천784억여달러(195조1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광고가 TV광고의 지출액을 처음으로 앞지른 셈이다. 저녁이면 

TV 앞에 둘러 모여 드라마를 시청하던 과거에 비해 오늘날의 시청자들은 손 안의 모바일 기기로 저마다 다른 콘텐츠를 본다. 

개개인이 각기 다른 모바일 채널에서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오늘날에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위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브랜드 마케팅 부서나 디지털 광고 마케팅 에이전시는 이러한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기민하게 예측, 분석하고 이에 알맞은 광고 

채널을 선택한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살펴본 애드픽 플랫폼의 성장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인기 연예인이나 사회 

유명인사의 일방적 제품 홍보에서 벗어나,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친근한 사람들이 개인의 SNS 채널에서 작성한 사용 후기가 구매 유명인사의 일방적 제품 홍보에서 벗어나,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친근한 사람들이 개인의 SNS 채널에서 작성한 사용 후기가 구매 

동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수치결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본 자료를 발행하는 시점은 국내 광고주 역시 이러한 일반인의 사용 후기가 갖는 마케팅 파워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준비를 마친 단계로 해석된다. 모바일 광고에 가장 친근한 산업 분야인 게임에서 벗어나 뷰티, 명품, 제약. 금융 등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산업분야 역시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광고주 카테고리가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신흥 광고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분야로는 동영상 광고(CPV: Cost Per View)를 들 수 있겠다. 가장 빠른 속도로 규모, 

매출 면에서 성장한 애드픽 CPV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실시간 양방향성(Real Time User Interaction)이다. 페이스북에 글이 매출 면에서 성장한 애드픽 CPV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실시간 양방향성(Real Time User Interaction)이다. 페이스북에 글이 

게재됨과 동시에 몇 백 개씩 달리는 댓글과 콘텐츠에 대한 공감을 뜻하는 ‘좋아요’, 무한확산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공유는 브랜드 

마케팅 담당자에게 가장 유용한 피드백이자 가이드라인이 된다.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광고로서 애드픽의 

CPV가 독보적으로 많은 레퍼런스(참고사례)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 광고주의 급격한 확대를 불러온 긍정적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향후에도 CPV와 같은 실시간 양방향성 광고는 각 브랜드의 마케팅 정책과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하는 것에 더욱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애드픽 플랫폼 역시 이러한 양방향성을 더욱 보완, 강화하는 쪽으로 개발, 성장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제품 

구매 유도에서 나아가, 그동안 정량적, 정성적 성과 측정이 어려웠던 ‘브랜딩’ 목적으로도 CPV와 같은 양방향성 광고 서비스는 구매 유도에서 나아가, 그동안 정량적, 정성적 성과 측정이 어려웠던 ‘브랜딩’ 목적으로도 CPV와 같은 양방향성 광고 서비스는 

적극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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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애드픽의 등장 이후 빠르게 성장한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

㈜오드엠의 박무순 대표는 가장 예측 가능한 것으로 인플루언서 커머스를 꼽는다. 지금까지 앱을 설치하도록 마케팅하고, 클릭과 

영상 시청을 유도했던 마케터형 인플루언서들과 손잡고 ‘인플루언서 커머스’ 시장을 연다는 것이다. 인플루언서 커머스는 이

커머스에서 소셜커머스 그리고 지난해 페이스북을 관통했던 콘텐츠 커머스에 이어, 제조사와 브랜드 등에게 새로운 유통 채널이 

될 것이다.

앞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소개하면서 성과형의 경우 마케터형 인플루언서가, MCN형의 경우 셀럽/크리에이터형 인플루언서

들이 주로 활동한다고 했다.들이 주로 활동한다고 했다.

박무순 대표는 마케터형 인플루언서가 주로 활동해오던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콘텐츠 채널에서 

활동하는 셀럽/크리에이터형 인플루언서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구독자(팔로워)수에 따라 

비용(수익)이 정해지는 기존 MCN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주로 활동하던 인플루언서들을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플랫폼 개발 등이 이루어지면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박무순 대표는 광고 상품의 다양화를 꼽았다. 과거 배너광고에 불과했던 인터넷 광고가 타겟팅, 리타켓팅 등 기술이 

고도화되고, 키워드, 파워링크, 배너, 영상 등 수많은 상품으로 다양화하면서 광고시장이 커진 것처럼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또한 같은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과 광고 효율성이 확인되면서 CPI에서 CPC, CPV로 확대되고 광고주 또한 같은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과 광고 효율성이 확인되면서 CPI에서 CPC, CPV로 확대되고 광고주 

분야가 다변화된 것처럼,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활용한 다양한 광고상품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 한다. 이는 결국 성과형 인플

루언서 마케팅 시장의 확대를 의미한다.



l

31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그녀는 야후코리아에서 어린이 관련 서비스를 기획하며 박무순 

대표와 만났다. 이후, 직장 동료였던 박무순 대표의 권유로 ‘팟게이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오드엠을 공동 설립하게 된다. 2013년 출시 이후, 매해 최고 매출을 경신하는 애드픽의 

성공은 안소연 부사장의 탁월한 서비스 운영 능력과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야후 코리아에서 7년간 개발자로서 일했다.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하는 야후 공식 행사 ‘Hack Day’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개발능력을 

인정 받았던 그는 2011년, 자신이 개발한 모바일 앱 소개 포털인 ‘팟게이트(Podgate)’를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오드엠을 설립, 본격적인 창업의 길로 들어섰다. 팟게이트의 

흥행에 이어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애드픽(Adpick)’을 출시, 이 역시 성공시키면서 

창업자로서 모바일 광고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공동창업자인 안소연 

부사장과 오드엠을 경영하고 있다.부사장과 오드엠을 경영하고 있다.

오드엠은 ‘누구도 만들지 않은 독창적이고 독특한(ODD) 모바일(Mobile)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목표로, 야후코리아 출신의 

박무순 대표와 안소연 부사장이 2011년 창립한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기업이다. 일반인들이 홍보 콘텐츠를 만들고 성과에 따라 

수익을 얻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인 ‘애드픽’을 2013년 최초로 출시해 모바일 앱 광고의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 12월 현재 애드픽 가입 회원은 50만 명에 달하고, 월 평균 진행되는 광고 캠페인의 수는 전체 100여 개에 달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인플루언서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애드픽은 모바일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을 개척한 선두주자라는 

점, 소셜 미디어라는 채널을 활용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 차별화된 기술력과 운영능력 등을 높게 평가 받아 2016년 

4월, 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2016년 매출액은 99억원에 달한다.4월, 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2016년 매출액은 9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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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에 공개된 모든 수치 지표는 애드픽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조사,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타사 및 업계 전체 현황과 상이한 조사 분석 결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12월이며, 본 자료는 애드픽 플랫폼 내 축적된 약 4년간의 통계수치를 기반으로 조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연도별 데이터 비교 분석을 위해 2017년의 수치 중 일부는 본 자료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단, 

   퍼센트(%)로 표기할 수 있는 수치 중, 수치의 트렌드 추이 상 1개월을 제외하더라도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수치는 본 

   자료에 포함하였습니다.

- 본- 본 자료는 보다 직관적 지표 비교를 위해 모든 수치의 천 단위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단, i)수치가 백 단위 이하의 숫자이거나, 

   ii)일의 자리까지 비교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한 수치의 경우는 반올림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본 자료의 성과형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시장 전망에 관한 의견은 애드픽 운영사인 오드엠 임직원의 예상 및 견해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타사 및 기타 업계 관계자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8/0200000000AKR20171208178200033.HTML?input=1195m

- 김민수 외 공동저자(2017), 제2의 월급, 솔빛길

- 조나 버거(2017), 보이지 않는 영향력, 문학동네

- 연합뉴스(2017.12.10) “세계 온라인 광고 지출액, 올해 TV 광고비 첫 추월”

참고문헌 및 자료



광고문의ㅣad@odd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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