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랜딩 콘텐츠 
굿닥 상품 소개서
의료 정보 서비스 1등 & 모바일 마케팅 리더, 굿닥



굿닥캐스트 서비스 소개
굿닥은 건강콘텐츠 채널 “굿닥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 뷰티 영양 요리

운동 건강뉴스성 신체

모바일에 최적화된 건강전문콘텐츠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콘텐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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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닥캐스트 서비스 소개_MAU
굿닥캐스트는 자체 마케팅 및 프로모션, 외부 노출 채널 등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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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콘텐츠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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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7 14,542

23,386 18,950

24,729 19,022

42,515 38,317

42,800 25,230

27,100 19,249

27,493 27,447

39,135 35,824

22,680 37,329

16,406 14,683

35,827 61,401

25,465 20,099

굿닥캐스트는 양질의 콘텐츠로 충분한 트래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굿닥캐스트 콘텐츠 당 평균 조회수 

약 28,000 view

*최신 순 24개 굿닥캐스트 콘텐츠에 대한 조회수 (2016.06 기준)

굿닥캐스트 서비스 소개_콘텐츠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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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닥캐스트 서비스 소개_타겟
굿닥캐스트는 다음과 같은 타겟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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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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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콘텐츠 마케팅을 할 때입니다

굿닥 상품 안내

사용자가 보고 싶은 

콘텐츠
사용자가 피로한 

단순광고

VS

단순 광고가 아닌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접근 
타겟 사용자가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클릭하는 방식 

브랜드 호감도와 높은 인게이지먼트 제고

유저와 연결성이 적은 단순노출형 광고 
피로감을 증가시켜 클릭률 감소 
단발성, 일회성 짙은 광고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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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닥 콘텐츠 상품은 기존의 광고 상품에 비해 확실한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굿닥 상품 안내

콘텐츠 전문 크리에이터가 

제작하는 모바일 맞춤 콘텐츠

귀사가 원하는 타겟에게 

콘텐츠 노출 가능

링크카드를 통해 콘텐츠 구독 후 

귀사가 원하는 페이지로 랜딩

굿닥 콘텐츠 상품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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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과금방식을 통하여 효율적인 광고집행이 가능합니다

굿닥 상품 안내

과금 방식

• 굿닥 콘텐츠 1 조회수 발생 시, view 당 단가인 100원을 계약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View당 단가(VAT제외) 콘텐츠 제작비 노출기간

100원 무료 계약금 
소진시까지

▶200원
프로모션가 

*프로모션은 단기적으로 진행됩니다

타매체 평균 단가 

비용 
협의

▶

프로모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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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닥 상품 안내_상품A

콘텐츠 유형

정보제공형

건강/질병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콘텐츠화하여 정보를 제공 
유익한 콘텐츠로서 유저에게 접근한 후 병원페이지로 랜딩

최소 계약 금액

100만원

콘텐츠 보장 View

1만 View

*상품A는 약 10장의 카드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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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닥 상품 안내_상품B

콘텐츠 유형

인터뷰형

최근 이슈를 빠르게 캐치 또는 유용한 정보를 이미지형 기사로 제작 
이에 대해 전문의가 직접 소견을 제시함으로서 병원 직접 노출

최소 계약 금액

300만원

콘텐츠 보장 View

3만 View

*상품B는 약 20장의 카드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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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닥 상품 안내_상품C

콘텐츠 유형

체험기형

홍보하고자 하는 시술, 치료법, 의약품 등을 굿닥이 직접 체험 
진료과정부터 치료 효과까지 전 과정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스토리텔링 

이 과정에서 병원 시설, 전문의, 병원만의 특장점을 노출

최소 계약 금액

500만원

콘텐츠 보장 View

5만 View

*상품C는 약 35장의 카드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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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닥 상품 안내_상품D

콘텐츠 유형

영상형

토크, 실험, 체험기 형식 등 흥미로운 포맷으로 영상제작 
전문의 인터뷰를 시각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전달력 증가

최소 계약 금액

800만원

콘텐츠 보장 View

8만 View

(상품D는 유튜브, 네이버TV캐스트 등 영상 매체 유통이 가능합니다)

*상품D는 약 5장의 카드(영상카드 1장 포함)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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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닥 상품 안내
콘텐츠 마지막에 배치된 링크카드를 통해 병원이 원하는 페이지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링크카드란?

해당 카드를 클릭하면 입력한 링크로 이동하는 
이미지 카드로, 콘텐츠의 맨 마지막에 배치하여 
유저의 페이지 이동을 쉽고 편리하게 유도함

• 원하는 랜딩 페이지, 이미지, 텍스트로 설정 가능 

• 콘텐츠의 모든 카드를 소화한 후 유입되는 
유저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전환을 이끌어냄 

• DB확보 가능

*현재 링크카드는 모바일웹/PC웹에서만 구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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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상품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집행 프로세스

STEP 1 

광고의뢰

캠페인 목적 확정 
상품 유형 선택 
일정 수립

병원 맞춤 컨설팅 
병원 기존 콘텐츠 체크 
캠페인 컨셉 확정 
캠페인 시안 전달

STEP 2 

컨셉기획

콘텐츠 촬영 및 제작 
콘텐츠 총 책임 검수

STEP 3 

콘텐츠제작

각 매체별 릴리즈 진행 
모니터링

STEP 4 

콘텐츠유통

*상품 종류 별로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와 일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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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닥 및 외부 
매체 노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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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내 배너 영역과 콘텐츠 업로드를 통한 노출

굿닥 매체 노출 영역

굿닥 메인 하단배너 굿닥캐스트 상단배너 굿닥캐스트 업로드굿닥 이벤트존 배너

굿닥 앱 다운로드 수 :280만

굿닥 MAU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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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쉬를 통한 노출

외부 매체 노출 영역

굿닥 앱 푸쉬 카카오톡 옐로ID 푸쉬 SMS 문자 푸쉬

굿닥이 보유한 DB를 활용하여 리타겟팅 
굿닥 이벤트 참여경험이 있는 유저에게 푸시 전송

옐로ID 친구 수 : 12,668명 문자 푸쉬 대상 : 약 50,000명굿닥 앱 유저 대상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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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락 매체를 통한 노출

외부 매체 노출 영역

허니스크린 11번가 잠금락 쿠차슬라이드

나이, 성별 등 정밀한 타겟팅 가능 
쿠차 슬라이드의 경우, 굿닥 단독 카테고리 보유 *2016년 8월 1일 기준

허니스크린 MAU : 100만

MAU: Monthly Active Users로 한 달 동안 서비스를 사용한 유저의 수 

쿠차슬라이드 MAU : 70만11번가 잠금락 MAU :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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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채널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저들에게 폭넓은 노출

외부 매체 노출 영역

최적화된 이미지 노출로 유저들의 
공감을 얻고 유의미한 클릭으로 전환

다른 매체가 확보하지 못한 
4050세대에게 콘텐츠 노출 가능

지역, 성별, 연령을 정밀 타겟팅하여 
관심있는 유저층에 콘텐츠 노출 가능

페이지 팔로우 수 : 1,639명 페이지 멤버 수 : 6,422명 페이지 구독자 수 : 12,377명

*2016년 8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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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매체는 추후 협의를 통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외부 매체 노출 영역

페이지 구독자 수 : 1,976명 

콘텐츠 평균 View : 약 50,000
콘텐츠 평균 View : 약 4,5000

에디터 구독자 수 : 24,000명 

콘텐츠 평균 View : 약 220,000

*2016년 8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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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상품 
집행 사례

21



제약사 의료기기병원
약국 보험사 관공서

굿닥 콘텐츠 상품 클라이언트
굿닥은 다양한 형태의 클라이언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6.06 기준

현재 진행 중인 콘텐츠 상품 클라이언트

존슨앤존슨 / 화이자 / 모제림성형외과 
자생한방병원 / 보건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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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닥 콘텐츠 상품 레퍼런스
굿닥은 다양한 형태의 클라이언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발이식 콘텐츠 헤어라인교정 콘텐츠

콘텐츠 View
링크카드 클릭 

(카카오친구 추가 페이지 연결)

43,314 1,254 128,366 1,423

콘텐츠 View 링크카드 클릭 
(이벤트 신청 페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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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굿닥 콘텐츠마케팅팀

T. 02 501 5126 
E. content@goodo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