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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US

- 데이터 분석

- 노하우

- 스페셜 미디어

- 프라우드 필터링 시스템

- 시각화 리포트

- 뉴스레터 & 광고 소재 제작



대한민국 유일의 Google Certified Publishing Partner(GCPP)로서 SSP와 DSP를 모두 아우르는 회사입니다.

ADOP

데이터

분석팀

에이전시팀 SSP 운영팀

사업 전략팀

경영지원팀

기술개발팀

전문화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안–집행 - 운영 단계에서 KPI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 및 3개 국가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
Google AdSense Reseller 계약 (아시아 6번째)

2013
구글 DFP 프리미엄 파트너 선정(APAC 최초)

Youtube 프리미엄 파트너 선정

2014
Google AdSense 공식 파트너 선정(국내 최초)

CFS 솔루션 개발 및 특허 출원

Q4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 성장 파트너 선정

2015
온라인 콘텐츠 가치 향상 시스템 특허 등록

CFS 솔루션 특허 등록

DSP 플랫폼 런칭

Google Certified Publishing Partner 선정

2016
인도네시아 해외 법인 설립

OpenX 다이렉트 파트너 제휴 (국내 최초)

비디오 광고 ‘Out-Stream’ 상품 출시

2017
태국 해외 법인 설립

2018
베트남 해외 법인 설립

Facebook Header Biding Official Wrapper 

Partnership

한국무역협회 삼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9
글로벌 광고 에이전시 아이모매드 인수합병

모바일 게임 워드갤럭시 런칭

ADOP



- UA/Retargeting 운영 전문가

- Media Mix 제공

- 전세계 100개 이상의 네트워크사협력

- GA/웹 로그/앱 ADID 데이터 기반 사전분석

- Big Cloud로 전체 데이터 수집

- Audience/Interest/In-app 데이터 분석 및 최적화

- DV360 Programmatic Deal

- ATOM (ADOP 플랫폼)

- Apple Search Ads

고객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체 애드테크

기술을 활용한 차별화 된 퍼포먼스 마케팅

을 집행합니다.



ADOP는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고객사 맞춤형 광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웹/앱 분석

고객사 웹/앱 특성 분석, 상품 분석, 

트렌드 분석

경쟁사 분석, 최근 관련 이슈 및 마케팅 트렌드 분석

실사용 유저 분석

실제 유저의 구매 및 패턴을 분석 / 이탈률 /리텐션

사용자 행동 분석

유입 유저의 행동 분석 / 타겟 오디언스 구성

Cookie / ADID

HTTP, 웹, 인터넷, 브라우저 쿠키, IDFA, AAID

Google Analytics

잠재고객, 광고, 획득, 행동, 전환, 실시간, 사용자 흐름

보고서

Tracker Data

Install, In-app action, ROAS, Retention, Re-install

Tableau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검색, 셀프 서비스 BI, 빅 데이터

분석, 대화형 대시보드

Google Cloud_BigQuery

데이터 웨어하우스, SQL, 데이터세트, 쿼리, 스프레드시트

Data Studio

데이터 커넥터, 데이터 변환, 데이터 시각화, 이메일 전송, 

예약 보고서

Analysis Tool분석 데이터Data Source



제안–운영–최적화 단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KPI 달성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1. 고객사 분석

브랜딩

인스톨

구매/전환리타겟팅

상시유저

Attribution 분석 Network 분석

행동 패턴 분석 퍼포먼스 분석

전체 및 세부 KPI 및 광고 예산 수립

기존 GA, Tracker, 웹 로그, 앱 ADID 데이터 분석

2. 경쟁사 분석

경쟁사 캠페인 모니터링하여 자사 캠페인에 활용

3. 상품 패키징

DA & Native 소재 제작 및 광고 문구 선정

집행 미디어 선정, 월 & 일별 예산 분배, KPI 설정

업계 트랜드 및 이슈를 파악하여 능동적 대응

고객사

데이터
경쟁사

데이터



제안–운영–최적화 단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광고주 KPI 달성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4. 캠페인 운영

링크 테스트, 타겟팅 옵션 & 소재 셋팅

5. 퍼포먼스 분석

앱 인스톨, 구매 전환, 리텐션, 이탈률 퍼포먼스 분석

6. 최적화

비효율 퍼포먼스 및 프라우드 퍼블리셔 필터링

예산 및 단가 조정, 소재 이미지 및 문구 변경

Click Injection, CTIT, IP address, ISP, Language,

GEO, ADID duplication, App version, WIFI  

캠페인 모니터링, 일간 & 주간 리포트

모니터링 인사이트

타겟팅
소재

인스톨수 이탈률

12.1 12.8 12.15

구매전환

캠페인 구매전환

DA , 네이티브 광고 SNS 광고 동영상 광고 검색광고

예산, 단가 조정 소재 변경

비효율 필터링 프라우드 필터링

필터링 시스템

비효율 프라우드예산

ROI 달성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 관계 및 UA, 리타겟팅 전문가들의 노하우로 캠페인을 운영합니다.

DSP 리타겟팅 애드 네트워크 포탈, SNS 단일앱, 리워드 비디오

노출

구매 전환

재참여 ▪ 노출 브랜드 인지도확보하고다수의 잠재고객에게 광고를 노출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소재 제작으로 노출 및 클릭 확보

▪ 전환 웹사이트방문 또는 모바일앱 설치를활성화하여행동 유도전환 확보를 위해 논리워드, 리워드 매체를 적절히 활용

▪ 구매 구매, 회원가입, DB전환 등 광고주 KPI의맞춤 최적화운영퍼포먼스 최적화를 통해 전환 이후 구매 액션까지 유도

▪ 재참여 맞춤형 광고로유저의 재방문을높여 단골 고객 확보스태틱, 다이내믹 리타겟팅으로 휴먼 유저, 비활성 유저의 재참여를 유도

DV360 파트너계정보유 전실무자 DV360 Certificate Google Ads 
Certification



집행사례 ① 집행사례 ②

집행사례 ③ 집행사례 ④

글로벌 O2O 서비스 앱 리크루팅 앱/웹

커머스 앱 모빌리티 앱/웹

▪ 세부사항

- 특징 : 15개 국가 동시집행

- KPI : ROAS 증가, 프라우드 필터링

- 집행매체 : 애드 네트워크, 전면광고, 비디오, 단일앱

▪ 최적화
- 12개 프라우드 기준으로 자동 필터링 최적화

- 비효율 퍼블리셔 블락 시스템으로 퍼포먼스 최적화

▪ 전후 비교

ROAS

부킹 취소율

+50% 증가

-23% 감소

▪ 세부사항

- 특징 : 시즌별 프로모션 진행

- KPI : 개인 및 기업 가입 전환 증가

- 집행매체 : 애드 네트워크, DSP, 단일앱

▪ 최적화
- 비효율 퍼블리셔 블락 시스템으로 퍼포먼스 최적화

- 시즌별 소재 및 광고문구 제작하여 유저 타겟팅에 활용

▪ 전후 비교

시즌

유저A 유저B

소재1  소재2       소재3  소재4

가입전환

전 시즌대비 +20% 증가

▪ 세부사항

- 특징 : nCPI / Re-targeting 동시 진행

- KPI : 앱 인스톨, 구매전환 증가

- 집행매체 : 애드 네트워크, 리타겟팅 매체

▪ 최적화
- Product feed 활용하여 전환 극대화

- Frequency, Biding 최적화

▪ 전후 비교

Product Feed

구매 전환

기존 ROAS 대비 +35% 증가

▪ 세부사항

- 특징 : 브랜딩 -> 전환 -> 구매의 전반적 운영

- KPI : 앱 인스톨, 예약율 증가

- 집행매체 : Google UAC, ATOM, 인스타그램,
단일앱, DV360

▪ 최적화
- 각 매체별 특성에 맞는 소재 및 타겟팅 최적화

- SNS, 커뮤니티에서 유저의 실시간 브랜드 피드백 활용

▪ 전후 비교

Non-organic 비율

이전 대비 약 4배 증가



ADOP

애드오피는 ATOM, DV360 Programmatic Deal, Apple Search Ads의 기술을 활용하여 최대 효율을 창출합니다.



미디어 믹스 제작부터 데이터 측정 및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캠페인 관리 기능을 한 곳에서 운영을 원하는 광고주에게 적합합니다.

–

DV360 소개 타겟팅 옵션

1. 글로벌 DSP 유일한유튜브동영상광고집행플랫폼 & 일반동영상인벤토리및

DA를동시에구매가능

2. 인벤토리마켓(PMP)을통해프리미엄한인벤토리구매 & 광고주특성에맞춘

Deal 활용으로타겟팅극대화

3. 기존광고주들이활용하고있는 Google Product와쉽고빠르게연동가능

4. 유저데이터를활용한오디언스타겟팅을통해타겟유저에게효율적으로도달가능

DV360은 Google의 DSP 미디어로 전세계 80여 개의 애드 익스체인

지와 연동되어 커버리지를 극대화하며, Google Ads, GA, DMP등 다

양한 플랫폼과 호환하여 전략적인 디지털 마케팅
- Keyword Suggestion 기능

- 키워드 관련성 높은 지면 노출

- 키워드별 효율 리포트

- In-market, Affinity, installed

app 등 다양한 오디언스 이용

하여 타겟팅

- 지면을 카테고리화하여 타겟팅

- 금융, 예술, 뷰티, 패션, 여행.

스포츠, 쇼핑 등

- 광고주가 원하는 웹.앱만 골라

타겟팅

- Brand Safety 저해 매체 제외

- 앱/웹에 방문 유저 타겟팅

(Google ads, GA360, 

Firebase, GTM 등 연동)

- 해당 모수로 Look a like

- 전세계 다양한 트래커를 활용

하여 타겟팅

- In-market 데이터를 포함한

심도 있는 Data 활용



애드오피가 보유한 SSP를 통해 프리미엄한 인벤토리를 Deal로서 손쉽고 빠르게 구매 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Deal 운영 방식

애드오피 (SSP) 통한 Deal

Buyer
(Advertiser or Agency)

DV360
Market Place

Google 
Ad Manager

Seller
(Publisher or SSP)

▪ Preferred Deal 특정 광고주에 대해 특정 인벤토리에 우선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래방식

▪ Guranteed Deal 광고 단가 및 노출수를 확정 후 보장된 노출수로 광고주에게 인벤토리를 판매하는 거래방식

Programmtic Deal

광고주 또는 에이전시가
MartketPlace에서 인벤토리 모색

광고 집행을 원하는 인벤토리
담당자에게 메일로 컨택

해당 담당자의 회신 대기
최소 3일 ~ 7일정도 소요

단가 및 노출수 협의
(기본 2주 ~ 4주 집행 必)

광고 집행

애드오피(Agency)가
MarketPlace를 통해 인벤토리 모색

광고주 특성에 맞는 인벤토리 선별
자체 인벤토리 플랫폼에서 단가 확인

광고 집행

✓ 담당자회신대기 X
✓ 집행의무기간 X
✓ 단가및노출수협의 X

집행까지 소요시간

▪ 기존 Deal 운영 방식

▪ 애드오피 (SSP) 통한 Deal



–

집행사례 글로벌 채팅 앱

‘소재 - 중동 국가는 인물보다는 텍스트를 강조하고 비비드한 색상을 배경으로 활용

- 미주 국가는 남/여 인물을 강조하고 문구는 최소화, 무채색의 색을 활용’

‘PMP Deal - 국가별 Similarity Index 지표를 활용하여 관심사에 맞는 사이트 선별

해당 사이트의 Viewability 70% 이상 지면들만 Deal로 만들어 캠페인 집행’

중동 국가 미주 국가

디자인

배경색

Sports

Shopping

Entertainment

Food & Dinning 

News 

Travel

Overlap Similarity Index

목표 KPI 달성!



애드오피가 보유한 자체 플랫폼으로 사이트 및 지면 추가/적정 단가 설정/타겟팅 활용의 장점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타겟팅

사이트 타겟팅

리타겟팅

관심사 타겟팅

디바이스 타겟팅 PC/모바일을 선택하여 타겟팅
OS 및 특정 영역 타겟팅이 가능

브랜드 특성에 적합한 사이트를 선택하여
특정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노출

광고 성격에 맞는 연관 카테고리를
선정하여 원하는 지면에 노출

유저가 최근 클릭한 광고를 분석하여
유저가 관심있는 상품 지면에 노출

특정 페이지를 열람한 유저에게
다시 광고를 노출하여 재방문을 유도

ATOM 장점 타겟팅 옵션

프리미엄매체 지면 확보

합리적인입찰 운영

구글 파트너십을 통한

프리미엄 매체 다수 보유
부정적인 콘텐츠가 있는 지면에

광고노출을 하지 않아 광고 효율 상승

미디어 카테고리 별 단가를 개별적으로

설정하여 예산 안에서 운영관리

네트워크 및 보유 매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저를 매칭, 잠재고객을 확보

정확한 타겟팅설정

콘텐츠 필터링시스템



광고주 목표에 맞춰 Apple 유저 데이터 기반 양질의 유저들을 타겟팅하고 광고 성과를 최적화 합니다.

애드오피 대시보드에서 Apple Search Ads 데이터를 API로 수집하여 데이터 가공 및 처리에 용이합니다.

–

• 자체 키워드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검색키워드를 제안 가능합니다.

• 자체 통합운영관리 플랫폼을 통해 일괄적인 복수 캠페인 목표 및 광고계정을

관리 운영 가능합니다.

• 타 퍼포먼스 캠페인을 포함한 통합적인 대시보드 및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ADOP에서 DV360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



–

애드오피 자체 프라우드 리포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5개의 대표적인 프라우드 지표를 기준으로 UA 캠페인의 효율 및 사기성 트래픽 비율 추이를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Google Data Studio를 활용하여 광고주의 광고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다양한 분석 및 캠페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경쟁사를 분석, 업계 트랜드를 담은 뉴스레터를 제공하고 브랜드 특성에 맞는 소재를 제작해드립니다.

마케팅 트랜드 뉴스레터 광고 소재 제작

퍼포먼스 마케팅 트렌드 및 경쟁시장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클리 뉴스레터를 통해 최신 마케팅 전략 & 운영을 지원합니다.

네이티브 소재 및 DA 소재를 광고 상품과 미디어 특성에 맞게 제작 해드립니다.

소재 A/B 테스트로 소재별 효율 측정이 가능합니다.



Thank You

ADOP

H. www.adop.cc E. agency@adop.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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