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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SILON 
그리스어로 최소 단위를 뜻하는 

Epsilon과 APP의 합성어로 

APP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파악하고 광고를 분석합니다 

Jaden Ohn 



팀 구성 : 운영 / 매체 / 개발 / 디자인  

타겟팅 : KR / CH / TW / JP / APEC 

집행 상품 : NCPI / CPE / CPA / CPS 

하위 매체 : 2018년 10월 기준 약 1000여 개 연동 

주요 서비스: 자사 DSP 통한 페이스북/구글/앱넥서스 등 

                  다양한 광고거래소 광고 입찰/구매 송출/분석 

                  모바일 앱 광고 특화 플랫폼 운영 

                  고과금 및 경쟁사 고객 선별, 광고 송출 

 

한국 본사 – Gangnam, Seoul 

팀 구성 : 운영 / 매체 

타겟팅 : US / CA / EU (Tier1) 

집행 상품 : NCPI / CPE / CPA / CPS / Programmatic  

하위 매체 : 2018년 10월 기준 약 600여 개 연동 

주요 서비스: 북미 주요 광고주 앱 마케팅 수주 

             2018년 기준 140여 개 캠페인 진행 

                일 평균 전환 수 약 25만 건  

필리핀 지사 - Makati City, Metro Manila 



T3 DSP 

WW Media 
Mobile 

WEB 
APP 
PC 

국내에서 가장 실시간 입찰 방식의 광고를 많이 진행하는 N사 조차도 

사용하는 광고 플랫폼, 캠페인마다 담당자가 1~2명씩 전담해야하는 부담을 없애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고객들에게도 선별적으로 광고 송출/분석/관리가 가능합니다. 



04 
공유, 좋아요, 언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수의 사용자에게 확산 

1. 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인플루언서의 총 팔로워 수를 알려주세요 (예: 300만명, 100만명) 

2. 광고 진행을 희망하는 인플루언서의 카테고리를 알려주세요 (예: 뷰티, 게임, 음식) 

3. 이미지 및 동영상 광고 소재를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의 규정에 맞게 제작 후 전달해주세요 

02 
인플루언서가 사용하고 싶은 광고소재  
직접 선택 (이미지 & 영상) 

03 
인플루언서 본인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에 홍보/리뷰 게시물 작성 

01 
인플루언서가 광고 선택 



국내 / 전세계를 리드하는 모든 프로그래매틱 광고 플랫폼 (ex. 페이스북/구글360/트위터)과  

오디언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세계 98%의 인구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연 500억 이상의 광고플랫폼 광고 집행 이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모두가 페이스북 & 구글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광고 운영 방식으로는, 치열한 실시간 입찰경쟁(RTB) 기반의 광고 시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제공하는 가망 고객 데이터와, 차별화 된 기능으로 우위를 선점하세요! 



APPABLE 
Ad-Network 
Penetrate Into Whole New World 



글로벌 통합 마케팅 서비스 
국내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국내로 

줄다리기 할 때  각기 다른 마음으로 당기는 줄은 한마음으로 당기는 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앱실론의 유기적  마케팅 기법 연동은 광고주가 원하는 KPI 달성과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CPI/NCPI/CPA/CPS & 마켓부스터 및 최적화 & 바이럴 마케팅 효율 

80% 

71% 

74% 

APPSILON 3P 연동 

94% 

71% 

91% 
90% 

+ + 
한국 본사 (APEC 애드 네트워크 플랫폼) 광고 플랫폼 운영 및 에이전시 업무 한국 본사 (APEC 인플루언서 플랫폼) 



정확한 리포팅 시스템 

APPSILON은 3rd Party Tracker를 모두 지원합니다!  추가 SDK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복 클릭 및 인스톨을 제거하며, 어뷰징 및 비정상적인 전환을 방지합니다 

세계적인 트래킹 솔루션 연동으로 쉽고 빠른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분석부터 리포트까지 

Level Achievement 
진성 유저 모집으로 꾸준한 플레이 

Conversion 
일 36만 명 광고 다운로드  

Device Info 
98%이상 국내 통신사 

Impression 
월 250 억 명 광고 노출 

Retention 
다양한 소재제작으로 재실행 유도 

Click 
일 4,000 만명 광고 클릭 



국내 외 1,000+ 글로벌 네트워크 
글로벌 애드네트워크 앱에이블 서비스 

보상형 (CPI) 

대량 유저 모집 

회원가입 및 

이벤트 참가 상승 

CPA 

비보상형 (NCPI) 

진성 유저 모집 증대 

CPC/CPM 

브랜딩 및 

활성화 유도 

하루 광고 최대 송출량 20억 이상 

GEO-Target Balance 

Rest of World 30% 

Korea 30% 

United State 20% 

China / Taiwan 20% 

  

  

  



잠재고객 타겟팅 
잠재고객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유사 잠재 고객 

앱 설치 환경이 비슷한 

잠재 & 경쟁사 고객 선별 후 

광고 노출 

특정 키워드 검색 고객 

특정 키워드 검색 고객을 찾아 

Instagram & Facebook 및 

해당 사용자 PC & 휴대폰에 노출 

커머스 & 쇼핑몰 구매 고객 

특정 키워드에 관련된 제품의 

구매내역이 있는 고객을 찾아 

그들이 사용하는 APP에 광고 송출 

카페 및 블로그 사용자 추적 

특정 카페 및 블로그 사용자를 

추적하여 모바일/PC 광고 노출 

(모든 모바일 광고 지원) 

싸고 좋은 매체? 싸고 구매력 높은 고객 DB?  

그런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APPSILON 은 저렴한 매체와 정확도 높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사용할 수 있습니다 

   Keyword 



키워드, 유저, 앱 카테고리, 디바이스, 지역, 언어 등 캠페인에 적합한 타겟팅 설정 
해당 타겟에 맞는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광고 송출 가능 

*CPC/CPM 광고만 지원 

 

키워드/도메인  

미용 뷰티 
육아 

건강식품 
반려동물 

…  

고객층  

육아 맘 까페 
수입차 동호회 
골프 카페 

뷰티 블로그 이용자 
…  

관심사  

교육 앱 
주식 분석 앱 
반려 동물 

뷰티 앱 설치자 
…  

구매 이력  

화장품 
다이어트 식품 
자동차 액세서리 
스포츠 용품 

… 

지역 설정  

서울특별시 전체 
강남구, 강서구 
인천 광역시 

미국 캘리포니아 주 
…  

잠재 고객 타겟팅(2) 
잠재고객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부정 트래픽 감지/차단 
오직 ! 진짜 유저만 

어뷰징 유형 

Click Injection 

/ Click Spamming 

디바이스 환경 

기기 모델 / 기기 언어 

/ OS Version / Device Info 

유저 사용 네트워크 

LTE / 통신사  

Wi-Fi / IP / ISP 

트래킹 방법 

구글 리퍼러 / ADID, IDFA 

/ 핑거프린트 

모든 광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클릭, 전환, 구매, 비정상 아이피, 중복 접속 

해외 통신사, 국내 미출시 단말, 통신사 & 기기 불일치 허수 트래픽으로부터 지켜드립니다. 

(국내 출시 단말 99% 정보 보유, 통신사 및 아이피 95% 이상 보유) 

국내 발매된 모든 기기 및 IP 사업자 유동 확인을 통한 ANTI-FRAUD 실현 



APPABLE Vertical Type 
모든 광고주, 모든 앱 최적화 집행 

Community 
Broadcast 
Hotels 
Driver 
O2O 
 

25% 

Utility 

Social 
Commerce 
Online 
Shopping 
Theme Shop 
meta 

30% 

Shopping 

MMORPG 
Hardcore RPG 
Simulation 
Sports 
Puzzle 

45% 
Game 
• RPG 

• Sports 
• Puzzle 



키워드 타게팅 : 광고 지면 < 잠재 고객 (효율성) 

2 

기존 FB, Google, 및 일반 디스플레이 광고 대비 5배 
이상 고효율성 증명 



#해시태그 타게팅 : 단순 광고 < 관여 고객 (효율성) 

2 

기존 FB, Google, 및 일반 디스플레이 광고 대비 5배 
이상 고효율성 증명 



#해시태그 & 키워드 견적 산출 기준 

2 

병원/보험/학부모/자동차 
타겟팅의 경우 30% 할증  



PC 스크린 테이커 

15원 
(평균, 업종별 상이) 

PC에서 타게팅 키워드/도메인 검색/접속 시  광고 노출 시연 영상 



모바일 캠페인 진행 예시 
Display AD 하루 송출량 최대 6억 회(이미지/동영상) 

API와 SDK를 통한 In-APP 팝업 

(리 타겟팅 / 논 타겟팅) 

API / SDK 

웹 매체 활용 예시 

Java Script / iFrame 



스트립 배너 
(CPI/CPC) 

스크린 테이커 
(잠금 해제 후 노출 CPC) 

백버튼 팝언더 
(앱 종료 시 노출, 타겟팅, CPC) 

엔드 팝업 
(CPC/CPI) 

모바일 인 앱 지면 예시 
Display AD 하루 송출량 최대 6억 회(이미지/동영상) 



모바일 언론사 지면 예시 
Display AD 하루 송출량 최대 6억 회(이미지/동영상) 

컨텐츠 배너 
(위치 조정 가능) 

추천 기사 
(콘텐츠 추천) 

스크린 테이커 
(백버튼, 스크롤 시 
전면 광고 노출) 

광고 위젯 
(컨텐츠 추천) 



GLOBAL 

MANUFACTURER 

TRAFFIC 



Samsung 휴대폰 이용자 설치 게임 모아 보여주는 GameLauncher에 송출 
 

1. 게임런처 폴더 내부에서 게임 아이콘으로 송출 
2. “더 많은 게임 찾기”를 위로 Swipe, 비디오 노출 
3. 게임런처 내 광고 클릭 시 구글 플레이로 이동  

※Top GEO 
 
1) North America 
& South Korea 
 
2) Brazil 
 
3) Russia 
 
4) India 
 
5) Indonesia 
 
6) Thailand 
 
 

삼성 게임런처 
전세계의 모든 게임 매니아들을 한자리에! 



Samsung Bixby 실행시 노출 
 

1. 빅스비 앱 터치 후 실행 
2. 빅스비 음성인식 후 실행 

3. 해당 게임 클릭시 마켓 이동 

※Top GEO 
 
1) North America 
& South Korea 
 
2) Brazil 
 
3) Russia 
 
4) India 
 
5) Indonesia 
 
6) Thailand 
 
 

삼성 빅스비 
내 손안의 비서가 추천해주는 모바일 앱 



Xiaomi 기본 설치 앱에서 광고 송출 
 

1. 샤오미 폴더 하단 아이콘 
2. 샤오미 스토어  Native AD 

3. Theme-Assistant Native AD 
4. 상단 스와이스 Minus 스크린 

※Top GEO 
 
1) North America 
& South Korea 
 
2) Brazil 
 
3) Russia 
 
4) India 
 
5) Indonesia 
 
6) Thailand 
 
 

샤오미 안드로이드 광고 
샤오미를 사용하는 전세계 모든이에게 



GLOBAL MEDIA & ADX 

WW 



KOREA INDIA RUSSIA INDONESIA UKRAINE BRAZIL BANGLADESH TAIWAN MALAYSIA VIETNAM U.S.A 

Game Social Shopping 
Travel 

& Local 
Shopping Finance Finance Shopping Food&Drink Shopping Social 

Social 
Video Players 

& Editors 
Personalization Social 

Travel  
& Local 

Business Game 
Travel 

& Local 
Travel  

& Local 
Game Shopping 

Shopping Food & Drink Tools, Finance Game Business 
Maps  

& Navigation(GPS) 
Productivity Finance Game Finance Game 

Entertainment Shopping Travel&Local Finance Finance Shopping Travel & Local Game Finance 
Travel 

& Local 
Finance 

Personalization Entertainment Auto & Vehicles 
Maps  

& Navigation 
Game 

News  
& Magazines 

Shopping Productivity Entertainment Business 
Travel 

& Local 

Samsung Xiaomi Xiaomi Xiaomi Xiaomi 
Samsung 
Xiaomi 

Xiaomi Xiaomi Xiaomi 
Samsung 
Xiaomi 

Samsung 
Xiaomi 

3.5 USD 0.35 USD 0.8 USD 0.5 USD 0.95 USD 0.6 USD 0.6 USD 3.0 USD 0.9 USD 0.8 USD 7 USD 

국가별 장르별 평균 입찰 단가 
샤오미 & 삼성 - 입찰 경쟁 방식의 광고 플랫폼  



[소재] 

Icon, 15sec Video, 1200x628 Banner 

 

[단가] 

권장 대행 수수료: 10~15% 캠페인 물량 및 기존 집행 여부, 카테고리에 따라 상이 

 eCPM 효율 측정을 통해 효율이 저조하거나 비딩 단가가 낮을 경우, 광고 송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 평균 단가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Tracking URL] 

Samsung : 트래커에서 발급된 Direct URL만 사용 가능합니다. 

Xiaomi : 트래커 랜딩 전, 오직 1회의 리디렉션만 허용합니다. 

임프레션(노출) URL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Attribution Window는 7일을 권장합니다. 

 

[디덕션 가이드] 

적용이 불가합니다. 

 

 

삼성 & 샤오미 광고 제한 



T3 DSP 
Transparent Trusted Targeting DSP 

Programmatic Is Trending the World 

CBT 진행 중  

(ADV/Agency Self-Serving 10월 중 배포) 



T3 - 55개 광고 거래소 통합 DSP 
PROGRAMMATIC AD PLATFORM 



광 
 
고 
 
주 

소 
 
비 
 
자 

타겟 구성 

잠재고객 선정 

타겟연령대, 성별, 지역설정 

기본 매체 데이터분석 

유사 타겟 확장 

앱, 웹 광고송출 

가망 고객을 찾아내는 실시간 광고 플랫폼 
Big Data, AI, Programmatic, RTB and Self-Serving 



Advertisers 

WW Media 

Mobile 

WEB 

APP 

PC 

T3 DSP 

Ad 
network 

SSP 

Automatically deliver ads 
through number of 

Ad networks 

Ad placement 

투명하고 자동화된 광고 플랫폼 
Web, App, PC, Mobile & Global 



다양한 광고 활동을 통해 축척된 고객의 데이터 활용 및 
DMP 에서 정보를 수집 후 가공하여 고객 맞춤형 광고를 제공 

타겟 고객 설정 

DMP 

*DMP = Data Management Platform 
           외부 데이터 제공 업체 

다량의 잠재 고객 데이터 활용 
기존, 잠재, 경쟁사 고객 데이터가 없으신가요? 



South Korea 

MAU* 

41.9M 

22.3M 

20.0M 

17.0M 

13.9M 

국내외 300 여개 광고 
플랫폼 업체 광고 송출 
(시기에 따라 변동 있음) 

      국내외 38만 여개의 앱 
- 국내 전체 인구의 90% 
- 광고 별 송출 국가 설정 가능 

98% 
국내외 스마트폰 사용자 광고 도달율 



특정 국가 타겟 광고 집행 시 해당 국가 고객 대상 제한적 광고 송출 

글로벌 커버리지 
현지 대행사 & 실행사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모든 크리에이티브 지원 
다양한 광고 지면, 형태, 사이즈 모두 지원 



상단 알림 배너 전면 배너 동영상 팝업 배너 

모바일 지면 예시 
정적인 이미지 부터 사용자 반응형 웹광고 



경쟁사의 고객도 나의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정밀 타겟 광고 실현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기존 고객에게 다시 접근 타겟팅 

가망 고객 타게팅 
전통적 온라인 광고 시장 = 타겟팅 X 



키워드, 유저, 앱 카테고리, 디바이스, 지역, 언어 등 캠페인에 적합한 타겟팅 설정 
해당 타겟에 맞는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광고 송출 가능 

키워드  

미용 뷰티 
육아 

건강식품 
반려동물 

…  

고객층  

대학생 
운전사 

Mobile RPG 게이머 
40대 중년여성 

…  

관심사  

가족 육아 
운동 피트니스 

스포츠 
테크 / 컴퓨터 

…  

휴대폰 정보  

Galaxy 8 
iPhone X 

Android 7.0+ 
iOS 10.1+ 

…  

지역 설정  

강원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반포동 
…  

잠재 고객 타겟팅 



특정 고객층에 대한 위치 정보, 행동 반경 분석을 통해 구매력 높은 고객 대상 광고 송출 (클릭 당 과금: CPC) 

위치 기반 사용자 타겟 

특정 지역 거주자 /  방문자 

잠재고객 이동 경로 

고소득 가구 주거지역 

골프장 인근 지역 

사우스케이프 골프장 

삼성 아이파크 아파트 

위치 기반 광고 
경도, 위도, IP, GPS, 도로명 주소 타겟팅 



특정 고객층에 대한 기기 정보,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유사 타겟 생성 후 자동 타겟팅 가능 

앱 인스톨 유저 

회원가입 유저 

구매 유저 

빈번 방문 유저 
해당 ADID SET의 패턴을 모델링하여 
이와 유사한 유저들에 대한 확장 타겟팅 

유사 잠재고객 타겟팅 
경쟁사 및 소비 성향이 비슷한 



전략적 타겟 그룹화를 통한 광고 유입 효율 최적화 실현 

구매 이력이 전혀 없는 휴면 유저 

최근 60일 이내 구매 이력이 없는 휴면 유저 

90일 이내 구매했으나 60일 이내 구매하지 
않고, 오픈만 한 유저 

14일 이내 구매 유저 

휴먼 유저를 모집하는 것이 신규 유저를 
모집하는 것보다 약 50% 이상 효율이 높다 고객 휴대폰 정보 추출 및 재활용 

고객 기기 

선별된 고객 대상으로 인공지능 최적화 후 타겟팅 

Re-engagement 
구관이 명관이다, 휴면 고객 및 이탈고객 재확보 



ESTIMATION 

과금 방식 최고 단가 평균 단가 비고 

동영상 광고 CPI \ 5,000 \ 3,500 
24시간 내 동사용자 노출 횟수 제한 가능 
관련 카테고리 지면 설정 가능 

광고 플랫폼 운영 
(FB, Google, IG, Kakao, Unity, T3) 

Mark-up 25% 15% 
월 3,000만원 운영시 운영 수수료 15% 
(고객 데이터 사용료 20%까지 무상 지원) 

스크린 테이커 CPC \ 8 \ 6 언론사 및 앱 설치 환경 타겟팅, 지역타겟 지원 

PC 스크린 테이커(키워드/도메인) CPC \ 15 \ 12 
특정 도메인 및 키워드 사전 지정 후  
검색/접속자에게 노출 (경쟁사 OK) 

동영상 타겟 CPV(15초) CPV \ 22 \ 16 
시청 완료시 사용자 보상 지급 
반응형 광고로 송출 가능 

리타겟팅/지역 타겟팅 CPC \ 180 \ 150 리타겟팅은 웹 한달 방문자 70만명 이상 권장 

모바일 NCPI NCPI \ 5,000 \ 2,800 KPI 및 노출 지면에 따라 상이함 

잠재&경쟁사/N 포털 키워드/카페/블로그/
쇼핑/커머스 이용자 타겟팅 DA 광고 

CPM 
(1,000회 노출당) 

\ 20,000 \ 4,500 
하루 최대 3회/사용자 노출 가능 
종목, 업종, 경쟁 상황 별 단가 상이 



partner@appsilon.kr 

marketing@appsilon.kr 

E-mail 

Direct: 02-555-7678 

Mobil: 010-3813-9669 

Fax: +82-2-555-7678 

Telephone 

1F Sooyeon Building 

79Gil 73 NonHyun-ro 

Gangnam-gu, Seoul, South Korea 

 

Line number 2/ Gangnam Station exit 1 

700m walking distance from the exit 1 

Location 

Contact Us!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