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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MISSION

Utilize the power of data 분석 to 

promote the campaigns beyond 

advertisers’ expectations 

OUR
STRENGTH
CONSTANT COMMUNICATION

DATA BENCH MARK 

TARGETING ADS

TRANSPARENCY 



팀구성 : 운영/ 매체/ 개발/ 디자인

타겟팅 : KR / CH / TW / JP / APEC

집행상품 : NCPI / CPE / CPA / CPS

하위매체 : 2018년10월기준약1000여개연동

주요서비스: 자사DSP 통한페이스북/구글/앱넥서스등

다양한광고거래소광고입찰/구매송출/분석

모바일앱광고특화플랫폼운영

고과금및경쟁사고객선별, 광고송출

팀구성 : 운영/ 매체

타겟팅 : US / CA / EU (Tier1)

집행상품 : NCPI / CPE / CPA / CPS / Programmatic

하위매체 : 2018년10월기준약600여개연동

주요서비스: 북미주요광고주앱마케팅수주

2018년기준140여개캠페인진행

일평균전환수약25만건

팀구성 : 운영/ 매체

타겟팅 : JP / KR / APAC

집행상품 : NCPI / CPE / CPA / CPS / Programmatic

하위매체 : 2018년10월기준약600여개연동

주요서비스:  일본내게임사고객들의해외진출및내수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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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 Domestic

㈜인모비코리아(지사) ㈜크로스미디어 REBOUND MOBILE 주식회사버프엠

㈜게임에이드 스노우주식회사 주식회사두리안씨앤엠 주식회사브이티글로벌

㈜퓨쳐스트림네트웍스 ㈜하이애드원 하나애드아이엠씨 주식회사쉘위애드

㈜디앤엠 ㈜네오게임즈 타이슨주식회사 주식회사아이모매드

㈜디엠씨미디어 ㈜넥스트앱스 씨제이이앤엠주식회사 주식회사아이브코리아

㈜모나와 ㈜마이티미디어 아이지에스㈜ 주식회사애드웨이즈한국

㈜모나와전주지사 ㈜메조미디어 엔서치마케팅-메이블
주식회사

액티밸류월드와이드

㈜버즈빌 ㈜양유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애드

㈜
주식회사앱트리

㈜비브로스 네오큐브 주식회사게임베리 주식회사엔터메이트

㈜싱크미디어 ㈜이베이코리아 주식회사네시삼십삼분 주식회사엠투디지털

㈜아이지에이웍스 ㈜인라이플 주식회사네이콘 주식회사온누리디엠씨

㈜애드쿠아인터렉티브 ㈜작시스코리아 주식회사노리온소프트 주식회사원투애드

㈜오에이치커뮤니케이션즈 ㈜처음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누리글로벌

서울지점
주식회사플랙스볼

㈜윈큐브마케팅 ㈜케이씨에이미디어 주식회사도트랩 주식회사제이펀

㈜이엠넷 IGS 주식회사마케팅이즈 주식회사제임스컴퍼니

넷마블게임즈주식회사 메리쉬골드 주식회사매드잇 주식회사컬처엠

더원씨앤씨코리아주식회사 솔깃주식회사 주식회사메큐라이크 주식회사코어아이엠씨

두번째가을 주식회사모비데이즈 주식회사텐핑

디지털퍼스트주식회사 주식회사모코플렉스 주식회사티앤케이팩토리

주식회사포커스엠인사이트 주식회사팻마우스

주식회사폰플 주식회사퍼니팩

주식회사위메프



+ +
광고 에이전시

(페이스북/구글/카카오/앱스토어)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 어필리에이트 네트워크

서비스 & 플랫폼

Managed & Self-serve DSP 

(Custom Audience Data)

62%22%

15%

1%

예산

GAME SHOPPING SOCIAL UTILITY

35%

33%

10%

10%

12%

광고채널

Facebook Google/360 Video Kakao DSP/A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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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들이 페이스북과 구글 등 다양한 광고플랫폼을 사용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많이 다릅니다.

특히 APPSILON 의 커스텀 오디언스 및 유사 고객 타겟팅과 같은 전략은 새로운 광고를 고객에게 선사하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광고※

광고플랫폼의서비스에광고가노출되는것이아닌
(EX: 오디언스네트워크내게재가아닌, 오디언스네트워크광고거래소이용모바일게임내부)

해당광고플랫폼과제휴된모바일앱 / 웹 / PC 웹사이트에광고를게재하여가망고객이많이들어오는채널과고객성향분석가능



국내 최대 게임사 3N 및 구글/페이스북 공대사 출신 6년 경력 이상의 UA 전문가(現마케팅 실무강사) 집단이 운영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그리고 고도화된 광고 셋트 및 사용자 참여 환경 최적화로 인한 고효율 광고 성과 달성

MMORPG

기간: 1.5-year

예산: 12-million(USD)

Global UA
(Top : US, HK, SG, TW, KR)  

MMORTS

기간 : 1-year

예산 : 15-million(USD)

Global UA
(Top : US, DE, RU, TW, KR) 

Life Style & Travel

기간 : 3-year

예산 : 2-million(USD)

Localization
( KR)

UAC – GAME 1 UAC – GAME 2 UAC – Life Style & Travel
1



당사 UA 전문가들은 다양하고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모든 광고플랫폼에 능숙합니다.

다양하고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로 어떤 플랫폼이던, 고래유저를 타게팅할 수 있는 노하우와 데이터를 보유하고있습니다.

고래(Whale) 사용자(User)란? 

= 높은 충성심과 구매력을 보유한 고객



당사가 활용하는 Tier1 국가(아시아/북미/유럽)의 GooglePlay 유저데이터를 활용하여

Facebook UAC를 통해 캠페인에 알맞는 유저들을 적은 비용으로 타게팅 할 수 있습니다.



Facebook Google ADN & DSP

• 타 플랫폼에 비해 많은 전환 발생
• 고래/고과금 유저 확보 용이
• 고과금 유저 사전 확보 및 유사 타겟

확장

• 우수한 퍼포먼 스 및 다각화 전략 수행
지속 성장 가능한 KPI달성 고객 확보

• 지속 및 안정적인 목표 고객 확보

• 특별하고 다채로운 인벤토리 활용
(e.g. Xiaomi, Samsung, Video, etc)

• 고정 단가로 지속적인 고객 유입
• 낮은 단가로 많은 고객 유치 가능

STR

특징 광고 지면에 따른 퍼포먼스 차이 존재
인공지능 기반의 고객 분석

빠른 광고 효율 최적화
타게팅 & 광고세트 & 3자 고객 데이터

를 활용한 차별화 마케팅 가능

매출 & ROI 성과 위주 운영 ROI 성과 및 고객 확보 많은 고객 확보 & PLC 관리GOAL



Launch Life Span

Users

사전예약
브랜딩

고객확보
부스팅

이벤트기반최적화
구매기반최적화
이탈고객재유입

가망고객데이터적극활용
충성도높은고객확보

고객특성및효율최적화

• 광고 소재 현지화/최적화
• 사전 고객 데이터 확보/활용
• 경쟁사 광고 현황 분석(데이터)
• 광고 채널 우선순위 설정
• 광고 타겟 확장/축소 전략화

• 고객에 대한 가설 수립
• 경쟁사 고객 타겟팅
• 고효율 고객 및 유사 고객 확보
• 광고 채널별 광고 소재 제작/최적화
• 광고 채널 효율 분석 및 재 선별

• 가설 확정
• 기존 및 우수 고객 유사 타겟 확장
• 고객 구매/서비스 참여 기반 최적화
• 전환 고객 유입량 조절
• 서비스 매출 최적화광고세트# 

50~200 개

광고세트# 
30~100개

광고세트# 
10~50개



경쟁사는 가장 좋은 스승이다

새로운 국가/시장에서의 경쟁사들의 광고 현황, 가장 많은 고객에 몰리는 광고 채널 및 형태를 모두 알고 승부해야합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 집단이, 당신의 경쟁사의 광고 현황과 성공사례를 분석, 벤치마크하여 전략을 수립하여드립니다.

APPSILON
DMP

Forums
Community
User DATA

Look-A-Like
Audience DTA

Competitor’s
Best Creatives & CTR

(Spy Tool)



경쟁사 소재 자동 분석 / 마케팅 채널 분석 / 고객 유입 현황 분석

이보다 더 확실한 리스크 엣징(Risk-edging)전략은 없습니다

경쟁사앱아이콘(Thumbnail) 색상분포도분석

경쟁사주요키워드경쟁력및순위분석

경쟁사앱제목키워드적합성분석



0.45

2.24

2.52

1.81

1.06

3.77

1.90

1.27

0.63

0.32

1.61

1.81

1.30

0.76

2.71

1.37

0.91

0.45

FASHION AUTO BUSINESS BEAUTY EDUCATION FINANCE FITNESS TECH TRAVEL

2019 Facebook UA Avg. (CPC/USD) APPSILON Avg. (CPC/USD)

1.24

0.80 0.78

1.16

0.73

0.56

1.01 1.04

0.90

2.51

1.11
1.05

2.4

1.2

0.9

1.8

1.58

1.95

FASHION AUTO BUSINESS BEAUTY EDUCATION FINANCE FITNESS TECH TRAVEL

2019 Facebook UA Avg. CTR(%) APPSILON Avg. CTR

많은 경험과 노하우는 단순 직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년간 다양한 광고 플랫폼, 광고 업종 및 성공사례에 기반한 데이터로

고객이 기대하는 이상의 목표치 설정을 통해 보다 효율 높은 광고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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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Source
Min. 

예산/day
Creative Strong Vertical

Est. CPI/day (Tier1&2) Est. Vol/day (KR)

Strong GEO w/ P.O Etc
App Install Campaign

(USD)
ROAS Campaign

(USD)
Install Campaign

(USD)
ROAS Campaign

(USD)

Facebook AD & ADX $  600.00 Native, Img, Video Every Kind KR(6), DE(8), ID(2) KR(12), DE(15), ID(4) 200 -
KR,GB,DE,TH,HK,SG,MY,RU,BR,ID,W
WT

Recommend for Targeting Whale user

Google Ads & 360 $ 600.00  Native, Img, Video, TXT Every Kind KR(5), DE(7), ID(1) KR(10), DE(13), ID(3) 200 -
KR,GB,DE,TH,HK,SG,MY,RU,BR,ID,W
WT

Recommend for Targeting Paying user

Twitter & Mopub $  500.00 Native, Img, Video Casual, Mid-core games KR(10), JP(12), WWT(6) - 10 - KR,JP,WWT
Fascinate creatives will bring campaigns go 
viral

Kakaomoment $ 800.00 Native, Img, Video Casual, Dating, Social KR(8) - 100 - KR
Biggest mobile ad platform in KR (very new) 
(not much cases)

Unity Ads $  500.00 Video w/ end card Every Kind KR(8), JP(10), RU(6) - 100 - KR,JP,TH,HK,SG,RU,ID
Game optimized video ad platform (qualified 
channel)

APPSILON (Adnet) $  600.00 Img, Video Games, Shopping, OTA
KR(3.5), JP(7), RU(2), 

SEA(1.5), IN(0.6)
- 300+ - KR,JP,RU,IN,SEA,HK,TW,US

Suitable for bursting campaigns w/ Fraud 
shield

APPSILON (Influencer) $  500.00 Img, Video Games, Shopping, OTA KR(4) - 300+ - KR
Targets trend sensitive audience on 
Facebook & Instagram



GUARANTEED
CPI/CPA/CPC
Connect With New Market
Affiliate & Ad-Network & OEM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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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Marketing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과금 형태

과금형태 정의 목표

CPM Cost per Mile 1,000회 노출, 브랜딩에 사용

CPC Cost per Click 클릭형 광고, 고객 유치 및 구매 유도

CPV Cost per View 브랜딩 및 구매자 모집 동영상 재생 완료 시 과금

CPA Cost per Action 회원가입, 이벤트 참여

CPL Cost per Lead 상담, 문의, 구독 등

CPS Cost per Sale 판매건 발생시 수익 쉐어 혹은 광고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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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보상없이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NCPI = 진성 고객 확보 (이탈율 낮음)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CPI = 다운로드 및 앱스토어 랭킹 증가 (이탈율 높음)

= 다운로드, 순위 증가로 자연 유입 증가



대량 유저 모집
보상 지급을 통한 설치

(이탈율 99% 이상)

비디오 광고를 통한
성과형 캠페인 운영

진성 유저 모집 증대
자가 동기부여를 통한

설치 고객만 과금

포털사이트 검색자
키워드 타게팅 활용
브랜딩 캠페인 운영

하루 광고 최대 송출량 이상



1. 고객사는 광고에 참여할 인플루언서의 테마 업종을 선택합니다 (예 - 뷰티, 패션, 자동차, 음식 등)

2. 광고 게재 희망 채널을 선택합니다 (예 –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3. 이미지와 동영상 광고 소재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경우 텍스트 20% 이하 필수)

4. 모든 광고 게재 및 소재에 대한 규정은 페이스북 규정을 참고합니다

5. 비디오 소재는 각 5s, 15s, and 30s 영상이 필요합니다 (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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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Demand Side Platform) – OpenRTB 2.5(First/Second Price Auction Supported)

• DSP는 광고 수요자(광고주/대행사)를 위한 광고 플랫폼으로, 다수의 광고거래소(Ad-exchange) 및 매체판매소(Supply Side Platform)에서 다양한

광고지면을 실시간 입찰(Real-time-bidding)을 통해 구매하고 광고주가 원하는 조건, 형태, 대상에게 광고를 CPM(Cost-per-mile; 1,000회 노출)으로 구매하는 광고 플랫폼

• 타게팅 지원: Re-targeting, ADID(Google adid, iOS IDFA), Cookie, 도메인, app, 지역, 관심사, 도메인(웹), IP, 통신사, 언어, 기기, Bundle/Package(앱), 노출 매체 카테고리(IAB) 등

• 노출 조건 지정: Frequency(빈도) Capping, Visitor(Re-targeting), Low CTR/CVR Channel Removal 

• 광고 형태: DA(Display Ad), Video(Banner, VPAID, In-app), Native, Pop-up/under, Adult

• 최적화: 소재 최적화, 전환 및 이벤트 최적화, 입찰 최적화(Fill-rate, Winning-rate), 성과 최적화(Creative, CTR, CVR, Event Optimization)

DSP Dynamic CPM Campaign
• 광고주 서비스 유관 유저 및 유관 타게팅을 활용하여 CTR을 높여 서비스 재방문율(Retention Rate) 향상에 집중

• 광고주 선호 지면 및 광고 노출 앱 리스트를 확보하여 해당 지면에 광고 송출(광고가 탑재되어 있는 지면에 한함)

• 15초 짧은 동영상으로 북미지역 Top 200개 게임 앱 내부에 시청완료형 광고 송출 후 엔딩카드로 유입 유도

(Unity, Adcolony, Tiktok 내부 CPM 미디어 바잉을 통해 광고 송출 가능)

• DA/Native/Video/Pop-up 트래픽을 활용하여 웹사이트 접속자들에게 서비스 소개 페이지 송출 및 유입 유도

• 다양한 프로모션 배너를 각종 매체에 전면(Insterstitial), 사각형, 띠배너 형태로 송출하여 프로모션을 통해

사이트로 유입된 유저들의 데이터를 확보 후, 리타게팅(Re-targeting) 기법으로 전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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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in CBT

거래소 내 고객 매칭DMP - 고객 선정

*DMP : Data Management Platform
(1.3억 사용자들의 관심사/구매정보/앱 설치환경 데이터 활용 가능)

(광고 거래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정 고객DB 전송

광고 형태/조건 지정

광고에 적합한 고객의 정보(성향/관심사/나이/지역/소비성향)설정
해당 소비자가 사용하는 웹/앱에 이미지/동영상/반응형 광고 송출

광고주
대행사
마케터

(광고 주체)

고객의 휴대폰
앱/웹에 광고 송출

AD

e.g. 구글 고과금 게임유저 A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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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립 배너
(CPI/CPC)

스크린 테이커
(잠금 해제 후 노출 CPC)

백버튼 팝언더
(앱 종료 시 노출, 타겟팅, CPC)

엔드 팝업
(CPC/CPI)



Fraud Attacks

Click Injection / Spamming

High CVR / Time Attack  

Manipulated User Agent

Device Info

All Device Model (Korea) 

Language / Build / Country Code

OS Version / OS Version Distribution

Connection Type

ISP / VPN / Proxy

Bot Network / Mobile Carrier

Over 300 Million IP Data

Tracking Method

Google Referrer / Device ADID 

Fingerprint / Attribution types

CTIT / Conversion Mismatching

32+ Fraud Detection
98% Global IP Detection

ISP/Mobile Carrier Tracker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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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SAMSUNG

XIAOMI

NATIVE 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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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Pay & Bixby 실행시 노출

1. 빅스비/삼성페이 앱 터치 후 실행
2. 빅스비 음성인식/삼성페이 결제 후 광고 노출
3. 해당 앱/서비스 클릭시 마켓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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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OREA INDIA RUSSIA INDONESIA UKRAINE BRAZIL BANGLADESH TAIWAN MALAYSIA VIETNAM 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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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USD 0.45 USD 1.50 USD 0.8 USD 1.15 USD 0.6 USD 0.6 USD 3.5 USD 1.1 USD 1.0 USD 9.5 USD

Video: +20% +30% +25% +25% +25% +30% +30% +25% +30% +25% +20%

Samsung이 Xiaomi 대비 평균 35~40% 더 높은 Payout 비용 必
동영상 광고의 경우 20~30% 추가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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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