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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bout�ADOP



ADOP는�퍼블리셔가�지속적으로�양질의�콘텐츠를�생산할�수�있도록�
광고�수익�최적화�솔루션을�제공합니다�

Advertisement�����-�����Advertising�Optimization

Distribution����������-�����Programmatic�Buying

Optimization��������-�����Demand�&�Publisher�_�AD�Monetization

Platform���������������-�����AD�Platform�A�to�Z



연혁

2011년�법인�설립�후�10년간�퍼블리셔가�신뢰할�수�있는�파트너로서�자체�역량을�강화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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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9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 애드오피�설립
● Google�AdSense�

Reseller�계약

● Google�DFP�
관리대행�업무�시작

*참고:�Google�DFP는�Google�Ad�Manager로�변경

● Google�DFP�
프리미엄�파트너�
선정

● YouTube�파트너�
선정

● 2014�Q4�아시아-
태평양�지역�최고�
성장�파트너�선정

● 한국�Google�
Certified�
Publishing�
Partner(GCPP)�
선정

● SSP�플랫폼�
COMPASS,�
데이터�분석�툴�
INSIGHT�출시

● 인도네시아�지사�
설립

● 인도네시아,�태국�
GCPP�선정

● 광고집행�
플랫폼�ATOM�
출시

● 태국�지사�설립

● 페이스북�헤더비딩�
공식�Wrapper�
파트너십�계약

● 모바일�마케팅�
에이전시�
IMOMAD�합병

● 베트남�
지사�
설립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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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DSP�
파트너십

퍼블리셔(웹/앱) 인벤토리

월�평균�광고�요청수 월�평균�노출수

본사 해외�지사

8개국�글로벌�네트워크

ADOP�Global�Network ADOP�Key�Figures

50 2,200 11,000

300억 60억



2.�Our�Capabilities



모든�광고�소스�중에서� eCPM이�가장�높은�광고를�우선�호출하고,�최적의� eCPM과� Fill� Rate의�조합을�

타겟팅할�수�있는�자원과�기술,�운영�노하우를�보유하고�있습니다.

최적화�운영�전문성

다수의�웹�&�앱�
디맨드�소스�

연동

디맨드�소스별�
최적화�기술

광고�지면�거래�
노하우

높은�
광고�단가

Direct�
Sale

Programmatic�
Deal

Real�Time�Bidding
(RTB)

Non-RTB

Mediation
(Waterfall)

많은�
광고�물량

ADOP�미디에이션

.

.

.

미디에이션

미디에이션

미디에이션

미디에이션



360도�광고�정책�관리

사전�예방과�사후�수정�조치를�철저히�하여�퍼블리셔가�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광고�수익을�창출할�수�

있도록�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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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치

구글/페이스북과의�핫라인�

● 직접�컨택을�통해�광고�공백�최소화

사전�조치

정책�위반�위험도�체크

● 구글/페이스북�광고�정책�업데이트
○ 제휴�퍼블리셔에게�가이드�제공

● Google�Health�Score�점검�
○ 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퍼블리셔에게�가이드�제공
● 콘텐츠�필터링�서비스

○ 문맥�또는�이미지를�분석해�부정적�
콘텐츠를�사전에�감지하여�갑작스런�
광고�중단�방지

정책�위반�알림에�대응�

● 위반� 알람� 시� 퍼블리셔에게� 상황� 공유하고,�
정상�상태로�되돌리기�위한�조치�즉각�실시

● 구글/페이스북로부터�정확한�정책�위반�내용을�
받아� 이를� 수정한� 다음,� 구글과� 퍼블리셔에�
통보



오디언스�데이터�자체�수집

퍼블리셔는�직접�수집한�오디언스/유저�데이터에�애드오피�자체�애드�서버(또는�SDK),�제3자�어트리뷰션�

툴로� 수집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신규� 잠재고객� 카테고리� 발굴,� 리타겟팅� 광고� 집행,� 크로스� 마케팅� 등�

효율적인�광고�&�마케팅을�기획,�집행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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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party�
customer�data

퍼블리셔 ADOP

3rd�party�
cookie�data

웹

1st�party�
user�data

퍼블리셔 ADOP

2nd�party�
ADID/IDFA�data

앱

어트리뷰션/
트래킹�툴

3rd�party�
ADID/IDFA�data



업무�편의성

퍼블리셔의�필요에�맞게�ADOP�솔루션과�광고�운영�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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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셔가�직접�수익화�
업무를�관리하고�싶은�경우

● 애드오피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광고� 송출,�
운영�지표�모니터링,�자체�광고�집행�가능�
○ COMPASS:�애드�서버�&�광고�지면�관리�플랫폼
○ INSIGHT:�리포트�플랫폼
○ ATOM:�광고�집행�솔루션

● 턴키�솔루션�또는�화이트�라벨링(커스터마이제이션)�가능

외부�전문�업체에�위임하고�
퍼블리셔는�다른�업무에�
집중하고�싶은�경우

● 애드오피의�최적화�운영�전담�인력이�광고�수익화�업무�통합�관리
○ 애드오피�자체�솔루션을�이용하여�네트워크�광고�및�자체�광고�

등록,�광고�현황�모니터링,�수익�최적화�운영,�수익�정산�등
○ GCPP�및�AdMob�MCM으로서�부적절�광고�차단,�광고�정책�

위반�시�대응�등



3.�Our�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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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솔루션�구성

ADOP가�자체�개발한�솔루션은�퍼블리셔에게�다양한�업무�편의성과�자율성을�제공합니다.�

콤파스
애드�서버

아톰
광고�집행�솔루션

인사이트
광고�운영지표�리포트�플랫폼



COMPASS

COMPASS는�ADOP가�자체�개발한�광고�지면�운영�&�관리�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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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파스�플랫폼�한�곳에서�웹�지면과�앱�지면을�모두�관리할�
수�있어�편리합니다.

단일�서버에서�웹�&�앱�관리�

Script�삽입,�타�광고�네트워크�API,� SDK�설치�등�간단한�
연동�작업을�통해�플랫폼�효과를�극대화합니다.

매끄러운�연동�

한� 개� 광고� 영역에� 복수의� 애드�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미디에이션� 자동화를� 통해� 예상� 광고� 수익이� 가장� 높은�
네트워크를�우선적으로�호출합니다.

미디에이션�+�미디에이션�

HTML5,� 동영상,� 이미지,� 모바일� 광고� 소재를� 포함한�
다양한�형태의�광고를�서빙합니다.

다양한�형태의�광고�서빙�



INSIGHT

INSIGHT는�ADOP�애드�서버를�통해�노출되는�광고�영역의�운영�현황을�확인할�수�있는�플랫폼입니다.�광고�

운영�리포트�외에도�사이트�분석,�광고�운영에�필요한�설정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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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셔는�대시보드를�통해�광고�요청수,�노출수,�클릭수,�
eCPM,� 예상� 총매출액� 등의�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하고�
다운받을�수�있습니다.

수익�보고서�

● 부정적�콘텐츠�필터링
● 유입�키워드�현황�확인
● Google� Analytics� 연동(퍼블리셔� 사이트의� 유저�

Demographic�데이터�및�인기�페이지�목록�확인)
● 멀웨어�모니터링
● RSS�분석�및�모니터링

사이트�분석�

Ads.txt,� 네트워크� 등� 광고� 운영에� 필요한� 설정을� 바로�
조정할�수�있습니다.

광고�운영�



INSIGHT�-�ARPM�서비스

INSIGHT�이용자에게�애드�서버에�접속하지�않고도�광고�영역별�운영�지표를�바로�확인하고�관리할�수�있는�

ARPM(Ads�Reporting�and�Performance�Monitoring)�서비스를�제공합니다.

16
ARPM�화면�예시 광고주�카테고리�데이터�예시



ATOM

COMPASS와�ATOM을�모두�사용하면�네트워크�광고와�직광고를�동시에�운영하여�광고�수익을�더욱�높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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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광고주�영업

Direct�Sale

직광고�영업
ATOM�내�직광고�

캠페인�등록
인벤토리�광고�
수익�극대화

광고주

ATOM�광고�캠페인 고단가�광고�집행

ATOM 광고�집행



https://adop.cc� sales@adop.cc�� 02-2052-6256

https://adop.cc
mailto:sales@adop.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