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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페이스북 소개 



2018년 전세계인구수 75억 9186만명 중 현재 페이스북 애용 사용자 수는 20억명이  
 

넘으며 일 방문자 수는 13억 8천명 (일 4억에 가까운 사진이 업로드, 방문자 25%정도) 
 

페이스북의 현재가치는 약 600조원 전세계 1위 SNS매체 페이스북 광고는 필수과제입니다. 

페이스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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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노출 영역 



광고 노출영역 

Source: Facebook IQ, “Why Creativity Matters More in the Age of Mobile”, Feb 2017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Web / APP 

피드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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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노출 형식 



슬라이드 형태 링크 광고 

• 전환, 제품 카탈로그 판매 목적에 주로 사용 

 

• 10개의 동영상 & 이미지를 업로드 할 수 있으며 크리
에이티브 최적화 기능을 통해 가장 효과가 좋은 이미
지가 먼저 노출되도록 세팅 가능 

 

• 각 카드별 랜딩 페이지 각각 적용 가능 
 

• 슬라이드 광고 내 행동유도 버튼 삽입 가능 

• 일반적으로 클릭율이 높은편 

앱설치 / 전환 / 제품 카탈로그  
판매 캠페인 폭표에 주로 사용 



슬라이드쇼 

• 이미지를 활용해 광고 생성 단계의 '광고 '부분에서 '슬라
이드쇼 '를 선택해 영상 제작 가능 
 

• 사진변환 시간설정 , 이미지 내 문구 추가 , 무료음악 활용 



Full-screen, Fast-loading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에서 모두 사용 

가능 모바일에 최적화된 전체 화면 광고 

캔버스 



컬렉션 (Collection) 

- 광고 상단에는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 

 

- 제품 카탈로그가 반드시필요 

 
- 광고 하단에는 제품 카탈로그에서 불러온 상품들의 

이미지를 나열하며 피드에는 4개까지 노출 

- 광고 하단 제품 이미지 클릭 > 화면 상단에서 광고
에 노출된 동영상 계속 재생 & 제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여 제품 카탈로그에서 불려온 각 상품별 상세 
정보확인 > 제풀 클릭 시 광고주 사이트로 이동 

전환 - 콘텐츠 조회/구매 등 
최적화로 사용하는 것 추천 



클릭 하면 사진, 동
영상을 업로드하여 
만든 캔버스로 랜딩 

New : 컬렉션: 라이프스타일 템플릿 

• 제품 카탈로그가 반드시 필요 

• 컬렉션 광고 형태 > 제품판매 : 라이프스타일 레이

아웃 템플릿을 선택했을 때에만 해당 형식 사용가능 

클릭하면 제품 카탈로
그 내 제품태깅을 활요
해 만든 캔버스로 랜딩 

클릭 하면 사진 , 동
영상을 업로드하여 
만든 캔버스로 랜딩 



Stories (스토리) 

광고로 업로드할 경우 , 친구들의 스토리 사이에 노출됨 
세로 형식의 전체화면 이미지(3초)또는 영상(최대15초) 



brand 3h 
Sponsored 

진행률 표시줄 

 
클릭 가능한 프로필 사진 

 

왼쪽/오른쪽으로 밀어서 이전/다음/ 스토리로 넘길 
수 있는 기능 

 
 
누르면 일시정지 

… 
See More 

스토리 기능 

위로 밀어서 사이트 이동 또는 캔버스 오픈 가능 
(콜투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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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행 공개데이터 



매출 ‘318,079,462’원 (ROAS 1419%) 



매출 ‘318,079,462’원 (ROAS 1419%) 



매출 ‘16,530,640’원 (ROAS 977%) 



매출 ‘16,530,640’원 (ROAS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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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행 성공사례 모음 



광고사명: D사 

월단위 집행비용: 600만원 

집행기간: 2016년 6월 ~ 현재 

캠페인 목적: 사이트 홍보 및 회원 가입 

집행성과: 일 평균 1,000명 유입 

광고사명: XX가구 

월단위 집행비용: 300만원  집행

기간: 2016년 6월 ~ 현재  캠페인 

목적: 가구판매 

집행성과: ROAS 700% 

광고사명: C사외 2개사 

월단위 집행비용: 50만원 

집행기간: 2016년 7월 ~ 현재 

캠페인 목적: 건강보조식품 판매 

집행성과: 3개 광고주 평균 ROAS 

                 800% 및 CPA 10,000원 

광고사명: SXXX 외 3개사   

월단위 집행비용: 400만원   

집행기간: 2016년 6월 ~ 현재 

캠페인 목적: 회원 가입 및 수강 신청 

집행성과: 평균 ROAS 1,000% 및 

                   CPA 3,000~4,000원대 

집행 및 성공사례 

건강 / 미용 교육 / 취업 

가정 / 생활 IT / 텔레콤 



광고사명: ZZ플라워 

월단위 집행비용: 60만원(VAT 별도)   

집행기간: 2016년 7월 ~ 현재 

캠페인 목적: 높은 CPA 단가 낮추기 위해 

집행성과: CPA 단가 6,000원대 

광고사명: TXXX사 외 2개사   

월단위 집행비용: 200만원 

집행기간: 2016년 6월 ~ 현재 (2개사)   

             2016년 6월 ~ 7월 (1개사 종료) 

캠페인 목적: 신규 상품 홍보 이벤트 및 판매 

집행성과: 평균 ROAS 450% 

광고사명: 호텔XXX   

월단위 집행비용: 500만원 

집행기간: 2016년 6월 ~ 현재  

캠페인 목적: 회원가입 및 구매 

집행성과: 일 평균 2~3명 신규 

                 회원유치, ROAS 800% 

광고사명: GXXX 외 3개사 

월단위 집행비용: 평균 250만원   

집행기간: 2016년 6월 ~ 현재 (3개사) 

             2016년 7월 ~ 현재   

캠페인 목적: 구매 및 ROAS 

집행성과: 평균 ROAS 1,000% 이상 

집행 및 성공사례 

여행 / 교통 의류/ 패션 

식품 / 음료 꽃 / 이벤트 



Thank You 
고객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대 행 사 : (주)글로벌엠아이지 
■ 연 락 처 : 070 - 7673 - 0315  
■ E-mail : ssong@M-MIG.com 
■ Home : http://www.M-MI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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