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CF ,라디오광고
제작 및 송출 제안서

SBS, MBC, KBS2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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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상품 및 가격, 서비스가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CM송/CG/Hit 마케팅전략으로 차별화된 에이사이드의

방송광고와 함께 단기 매출상승 효과와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파워 강화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TV-CF, 라디오광고를 제작하면 매출이 올라갈까요 ?

귀사의 상품/가격/서비스가 (제품,맛의 우수성,가격경쟁력,아이디어상품) 경쟁우위에 있다면

이제 ,  준비된 에이사이드의 광고전략과 함께 새로운 시장개척은 어떨까요 ?

Client  [상품/가격/서비스 시장우위]   

aside [타 광고회사와 차별화된 마케팅전략]

+ 단기: 매출 상승효과

장기: 브랜드파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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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쏙쏙 ~ 매출이 쑥쑥 !! 

에이사이드의 광고에는 언제나 브랜드 컨셉에 맞는 히트 CM송이 있기때문에 광고효과가 탁월합니다.

타회사의 광고와 차별화되는 에이사이드의 광고

CM송 hi~ hi~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hi~ hi~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가정용가구, 업소용가구,중역용가구, 공간맞춤가구 까지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하이퍼스~!!

1.  CM송

‘하이퍼스’ 라디오광고 [SBS-FM / 13:59 두시탈출 컬투쇼 / CBS-FM 배미향의 저녁스케치 2부 방송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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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안경’ 라디오광고 [MBC-FM 08:00 굿모닝 FM / SBS-FM 18:30 라디오광고 방송]

♬~

CM송 객사앞에는 일공공일 우리들이 만나는곳 일공공일

객사앞에는 일공공일 우리들이 만나는곳 일공공일

라랄랄라 라랄랄라 일공공일 !



CM송 동물원 가는길에 이브자리 덕진공원 100M앞 이브자리

혼수용품 준비할땐 리빙혼수 그릇백화점

혼수, 예단준비는 ?

덕진이브자리 , 리빙혼수 그릇백화점 !

이브자리 덕진점 TV-CF [MBC 내일도승리 / SBS  어머님은 내며느리 / KBS2 별이되어 빛나리 방송중]

CM송 리바트~ 리바트~ 리바트~ 라루체옆 리바트 [Living room]

리바트~ 리바트~ 리바트~ 라루체옆 리바트 [kids room, Home style]

빙상경기장옆 라루체입구

라루체옆 리바트 스타일샵

리바트스타일샵 [MBC 내일도승리 / SBS  어머님은 내며느리 / KBS2 다 잘될거야 TV광고 방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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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 컴퓨터 그래픽으로 중세시대 성의 이미지를 모델링

크로마 기법으로 촬영하여, 모델 이미지와 성의 이미지를 합성

웨딩 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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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쥬얼 임팩트가 있는 에이사이드의 3D 컴퓨터 그래픽 !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광고컨셉도 임팩트있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2. 컴퓨터 그래픽



CG  - 컴퓨터 그래픽으로 중세시대 콜럼버스의 배 이미지를

모델링 . Full CG / 필름 영상 편집 .

전라북도 투자유치

CG  - 컴퓨터 그래픽으로 지구, 쇼핑몰 외경 ~ 내부공간

이미지를 모델링 . Full CG / 영상 편집 .

예스트 패션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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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Copy안 Hit CM송

Hit 비쥬얼임팩트 Hit 기획아이디어

히트 커뮤니케이션 전략

히트광고
마케팅 전략 구축히트광고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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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IT 마케팅전략

에이사이드는 지난 25년간 전국2,000여편 이상의 광고를 제작하여, 각지역/업체별 다양한

Hit 광고 마케팅 전략을 보유,구축하고 있습니다



제작의뢰

Client

시장상황

분석

TV-CF, 라디오광고 제작과정 / 기간

phase

1

Orientation

기획회의

Hit Idea

스토리라인

작성/시사

phase

2

Presentation

TV-CF 제작

촬영/편집

CM송C.G제작

성우더빙

phase

3

Product

TVCF/RCM              

시사회

수정/보완

광고 심의

phase

4

Preview

송출시간표

Review

광고송출

phase

5

Broadcasting

4일

7일

10일

15일

계약에서 광고송출까지 15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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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CF, 라디오광고 제작단가 – 초기 소요비용

에이사이드는 Client 최적의 견적모델과 Hit 마케팅전략을제공합니다.

구 분 제 작 단 가 제 작 내 용 대 상 업 체 TV-CF/R-CM 샘플

권 장 형

프리미엄 형

V  I  P 형

기획전략형

A 급

SA급

촬영/편집,CG,CM송,성우,심의

샘플은 홈페이지 참조 www.aside.co.kr

중소외식업체 , 치킨/배달전문점

결혼예물점, 중소가구침구업체,

브랜드 점포광고, 미용실등

중소건설업체, 상가분양

중소예식장 , 종합학원, 

대형요식업체, 전문음식점

중소 제조업체.

대형 예식장 , 프랜차이즈업체,

대학교 모집/이미지 광고,

건설업체 분양광고

- 아파트, 주상복합상가등

일일사프린트, 길성이백숙

웨딩캐슬, 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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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   150만원 (성우비별도) 기획,카피,녹음,BGM,심의,로고송

TV-CF 350만원 ~ 500만원 이브자리덕진점, 리바트스타일샵

이편한세상, 하이마트

R-CM   200만원 (성우비별도) 권장형 + FULL CM송 20초

TV-CF 600만원 ~ 800만원 권장형 + FULLCG, 캐릭터모델링

포카리스웨트, 코카콜라

TV-CF   1,000만원 ~ 2,000만원 프리미엄형 + 3D배경모델링

R-CM   250만원 (성우비별도) 프리미엄형 + 기획전략형 2편 즐거운네오다다 이미지2편



회사소개

Information

연혁

• 1995년 에이사이드 창업

• 2006년 서울지사 설립

• 2010년 총수주액 4억원 달성 (오디오컨텐츠)

• 2015년 (주) 에이사이드 법인전환

• 2015년 방송광고공사 공식대행사 자격취득

• 2017년 에이사이드컴 사업장이전

강남구 테헤란로 82길 15 디아이타워 465호

2019년 에이사이드 사업장이전

송파구 중대로 135 아이티벤처타워 1201호

주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아이티벤처타워 1201호

연락처

Tel : 02) 407-8417  Fax : 02-407-8413

E-Mail :  asidesting@naver.com

H.P :   010-7642-8417   최 재 호 대표

홈페이지

http://www.aside.co.kr

TV-CF / 라디오광고 다운로드

www.aside.co.kr
고객지원 / 포트폴리오

다운로드

사업자 번호

사업자번호 : 402-23-16032

업태 : 서비스 종목 : 광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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