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Introduction

Ⓒ FreecN

프릭엔 소개
아프리카TV 자회사인 프릭엔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인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색깔있는 콘텐츠를 제작, 방송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팅 그룹입니다.

팟프리카(오디오 라이브 플랫폼), 팟티(오디오 콘텐츠 플랫폼),
프리캣(숏비디오플랫폼), 아프리칼리지(라이브지식플랫폼),
하이클래스(동영상 유료 앱) 등 콘텐츠 플랫폼을 신규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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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크리에이터
시장 형성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프릭엔은 교육/시사/경제/뷰티/패션/건강/취미/키즈 등 7가지 영역에서
전문 BJ / 크리에이터를 직접 발굴, 양성하여
1인 미디어 및 브랜드 콘텐츠를 기획,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전문 크리에이터 (2019.07 기준)
100여 개의 전문가 동영상 콘텐츠와 10여 종의 오리지널 기획 콘텐츠
유니티, 호스텔월드, 네네치킨, AIA생명, 굿리치 등 다양한 기업들과 콜라보 기획 /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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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랫폼

운영

유저의 콘텐츠 소비에 맞춘 플랫폼 서비스

팟프리카
누구나 AJ(Audio Jockey)가 되어
방송하는 신개념 오디오 플랫폼

프리캣

팟티
음성 및 비디오 기반의

3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AI 기반으로

뉴미디어 팟캐스트 플랫폼

추천/검색으로 연결하는 개인화 플랫폼

Hi-Klass

하이클래스

아프리칼리지
실시간 라이브 지식 / 교육플랫폼

전문 BJ / 크리에이터 콘텐츠 구독 앱

Ⓒ FreecN

플랫폼별 광고소개

동영상 광고

동영상 광고

PPL(후토크)

팟티 플랫폼

프리캣 플랫폼

VOD형 에피소드 시작전과
방송중간에 삽입되는 광고로
클릭하면 관련 URL 페이지로 이동

[생]엄지은과 함께하는 뷰티방송
♡

유명 BJ가 직접 광고주의 상품을 체험하며
설명하는 광고로 자연스럽게 상품을 노출합니다.
또한, 기업과 콜라보광고나 커스텀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클릭
리체 섬유탈취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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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별 광고소개

오디오/편집형CM광고

프리롤광고

편집형CM 광고

팟티/팟프리카 플랫폼

팟티 플랫폼

기본 프리롤(단순 CM 송출)과
이미지프리롤(CM송과 동일한 이미지 배너 송출)로
나뉘는 오디오&이미지 광고입니다.
배너 클릭을 통한 아웃링크 연동이 가능하며
소재 길이에 따라 과금이 달라집니다
광고 타입

소재길이

금액

A Type

1~5초

10원

B Type

6~10초

20원

C Type

11~20초

30원

D Type

21~40초

40원

비고

팟캐스트 전에 재생되는 오디오 CF

강제청취
(SKIP 불가)

광고 기간 종료 후에도
에피소드가 삭제되지 않으면
반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최대 40초 소재 CM 광고

SKIP 가능
(SKIP 발생시점 10초
과금시점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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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별 광고소개

시작배너
팟티/팟프리카/프리캣 플랫폼

이미지광고

엔딩배너

플레이배너

메인 띠배너

메인 띠배너

팟프리카/프리캣 플랫폼

팟티/팟프리카 플랫폼

팟티 플랫폼

팟프리카 플랫폼

띠배너
배너영역

팝업광고
전면광고

팝업배너
배너영역

Ⓒ FreecN

팟티 팟캐스트 플랫폼

100

2017. 02 런칭
현재 약 100만 앱 다운로드 달성(2019.09 기준)

만
다운로드 돌파

현재 약 11만 개의 방송국 운영 중 (2019. 08 기준)

15개 카테고리에 대한 약 400만 개의 에피소드 보유
PODTY(팟티)는 방송사 공동제작은 물론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신과함께 등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새로운 뉴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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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프리카

아프리카TV 만의 팟캐스트 플랫폼

2018. 10 런칭

현재 약 2,500여 개의 방송국 운영 중 (2018. 06 기준)
14개 카테고리에 대한 약 15만 개의 에피소드 보유
팟프리카 in 베트남, 태국 런칭 예정 (2020년 하반기중)

음악, ASMR, 시사, 스포츠, 학습, 책 읽어주기, 문화, 예술, 여행, 취미, 경제,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 일반 AJ (Audio Jockey)가 오디오 라이브 콘텐츠를 통해
유저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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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캣 빅데이터와 AI기반 숏영상 플랫폼
#음악

국내 3월 25일 런칭
약 800만 개의 아프리카TV VOD 콘텐츠 보유

#게임

AI / 추천 / 검색 / 태그 기반의 영상 커머스, 광고 가능
베트남 런칭 완료 / 태국 런칭 준비 중(2020년 상반기중)
프리캣은 이용자가 앱을 사용한 기록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정 타깃 고객의 취향이나 영상 소비패턴을 기반으로 유저 경험과 만족감을 극대화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업로드할 수 있어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먹방

#토크/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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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칼리지

지식을 소통하는 교육 플랫폼

1월 7일 런칭 (Web 오픈), APP(AOS)
아프리칼리지 운영 방송 수 30개 ~50개
아프리칼리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라이브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시청자들은 지역, 비용에 상관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아프리칼리지에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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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클래스

콘텐츠 유료 구독앱 플랫폼

2018.07 런칭
30여 개 클래스에 대한 약 300여 개의 VOD영상 업로드
하이클래스는 아프리칼리지 및 프릭엔의 콘텐츠를
다시 볼 수 있는 유료구독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꼭 듣고 싶었던 강의를 놓쳤다면 하이클래스앱에서 자유롭게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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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Media Lab
검색 / 추천 / 개인화 기반의 기술연구 진행
MML은 프릭엔의 콘텐츠 기술/연구 조직으로 검색, 추천, 개인화 등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브릭스(검색/추천 AI기업), 서울대학교 수리과학과 LAB(딥러닝 기반의 영상인식/추천), 유니오(블록체인),
네오컨버전스(STT), V플랩(V커머스) 등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콘텐츠 영역에서의 다양한 기술 생태계를 구현합니다.

.

영상분석 기술

BJ/AJ, 유저이용행태 딥러닝

개인화 추천 서비스

블록체인 및 코인 생태계 구성

AI를 활용해서 VOD를 자동으로 분석 후,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학습된 데이터 기준으로

플랫폼에서 생산된 콘텐츠들의 저작권과

메타태깅, 카테고링을 통해 비정형 영상을

많은 이용자들의 행동패턴을 학습합니다.

개인에게 맞는 콘텐츠를

정량적인 가치를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인증해주고,

추출,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명확한 리워드를 코인으로 보상,

정형화된 영상으로 논리적인 구분지점을 만듭니다.

서비스 생태계를 더욱 활발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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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콜라보레이션
프릭엔이 만드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Ⅰ

AIA생명 슈기의 건강주스를 부탁해

굿리치 최군의 5G는 재무플랜

유니티코리아 게임개발 감JOB기

AIA생명 100주년 기념 런더풀 페스티벌의 ‘바이탈리티 주

많이 벌면 억대연봉까지 가능한 BJ들은 자산관리를 어떻게

게임BJ 파이와 유니티코리아의 에반젤리스트들이 만났다!

스’를 소개하기 위해 BJ슈기, 오세득 셰프, 유현수 셰프가 떴

할까? BJ들의 수입을 공개하고 소비습관까지 탈탈 털어보며

게임개발과 관련된 직무소개부터 다양한 게임에 쓰이는

다! 두 스타셰프가 먹방BJ의 건강을 염려해 만든 맞춤형 건

실제 자산관리에 대한 고민들을 나눈 기획방송.

유니티 엔진 등을 소개! 실제 게임개발과 관련된

강주스를 만든다는 컨셉의 기획방송으로 약 1천명 동시시청.

1회 평균 시청률 2천명.

전문가들이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하며

자신의 직무에 대해 설명하고 시청자들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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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콜라보레이션
프릭엔이 만드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Ⅱ

네네치킨 푸드파이터 대회

호스텔월드 여행세미나

국민대학교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먹방BJ들을 활용한

여행BJ와 크리에이터 청춘여락, BJ대륙남, 채민과 함께

2018 국민대학교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에 콘텐츠 큐레이터

푸드파이터 대회를 개최한 내용으로

여행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행 경험을 나누는 오픈방송으로 200

BJ서박사가 떴다! 다가올 미래에 펼쳐질 세상을 상상해보며

갓형욱, BJ애봉이, 류용환, BJ야식이 등이

여 명의 신청자가 참석

최신 기술 트렌드를 알아본 현장 탐방 기획 라이브 방송.

출연하여 약 250여 명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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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콜라보레이션
프릭엔이 만드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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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릭엔 주요사업 진행현황
다음 시대 진입을 대비한 포트폴리오 정비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확보

2019. 07

2019. 03

2019. 02
2019. 01
2018. 12
2018. 10
2018. 07
2017. 11
2017. 09

FreecN 1.0

Freec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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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cN 3.0

프릭엔 파트너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기업과 파트너십

프릭엔은 지바이크/코난테크놀로지/살린/아이브릭스/오벤 기술혁신 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한화 드림플러스/한국경제/KBS/지디넷 등 미디어 기업 및 유수의 스타트업은 물론 삼성 멀티캠퍼스/휴넷/서울대학교 등
교육 전문기업 및 VK엔터테인먼트(베트남) 등 30여 곳의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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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22 서경빌딩
TEL. 031-622-6762
E-mail kjh77@afreecatv.com
gh6655@afreecatv.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