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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광고, 패러다임의 변화
-

디지털 공간에서 크리에이티브 광고 기술이 결합한 퍼포먼스 마케팅
등장

-

프로그래머틱 트래픽 구매 가능해지며 데이터 중심의 미디어 바잉이
가능한 DSP 등장

-

이는 즉, “광고지면을 직접 사는 방식”에서 “광고 독자를 사는 방식”으
로 진화 ex) Mobile Lumascape, Real-Time Bidding system의 등장

-

DSP (Demand Side Platform) = Buyside Platform

-

AD Exchange = RTB Marketplace (실시간 입찰 기반, Buyside와
Sellside의 인벤토리 거래 활성화)

강의내용
RTB가 중요한 이유는?
-

노출별, 특정 시점에 특정 앱을 통해 특정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광고
별로 다른 가격으로 비딩을 할 수 있음

-

광고 노출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방식은 non-RTB

-

각 광고 노출 당 각각의 가격을 제시하여 구매하는 방식은 RTB

Bid-request
1) 유저가 앱을 이용할 때 발생하며
2) 동시에 애드익스체인지에서 비드 리퀘스트를 발생시킴

ex) 나는 32세 워킹맘이고, 미국 중부에 살고 있으며 주로 etsy와 Wikipedia를
주로 이용하고 지금 new York times 기사를 읽고 있으며 Ebay에서 방금 안경
하나 구경했어.


밑줄 친 부분에서 data, cookies가 발생했다는 뜻

Google
-

log-in 기반 쿠키 데이터 수집을 통해 거대한 인벤토리를 갖게 됨.

-

Programmatic 환경에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및 광고 송출 기술이 중요해진 상황

-

다만 쿠키 데이터를 기반으로는 한계가 존재함

Facebook
-

모바일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가장 먼저 잡음

-

Log-in 기반으로 한 데이터 수집 방식

-

관심사 기반의 타겟팅을 고도화, 외부지면에까지 빠르게 확장

Amazon
-

새로운 광고사로 등장하기 시작

-

그들이 갖고 있는 커머스 데이터에 기반한 디테일한 분석 가능함 (ex.
facebook=강아지를 좋아함/amazon=강아지 사료 구매 데이터)

-

또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까지 데이터 수집이 가능함

광고 노출에서 실제 액션까지의 과정
-

Impression > Click > install > action

-

이처럼 네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갈수록 소비자의 유입은 1/10으로
줄어듦 (action은 impression 10의 4승 분의 1)

-

광고 노출에서 인스톨까지 이어지는 일은 상당히 드물다

Action Boosting Model의 효과
-

Attributed data 모델과 All postback data 모델의 퍼포먼스를 비교하
면 all postback data를 모두 이용한 action boosting model이 ROAS가
높음.

-

광고주한테 받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받아 작업하는 것이 최선

디지털 공간의 광고 지면을 사는 플랫폼
-

DSP, SSP, Ad exchange

디지털 공간의 광고 지면을 사는 방식
-

CPM, CPC, CPI and more

오늘의 실습
-

아마시아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광고 유입 데이터 분석 (DSP 차트
를 이용한 과제 실습)

-

Dynamic CPM을 이용한 과금 방식 (dCPM, impression 마다 다른
bidding을 제시해서 구매하는 방식, CPM보다 훨씬 진보된 방식)

용어 정리
-

Install/click = conversion rate (cvr)

-

Impression/click = click rate (ctr)

-

CT ratio 높다는 것 = 관여도가 높아, 광고를 통하지 않고서도 유입이
가능한 정도

-

eCPI (M) = 회사 차원에서 계산된 CPI

-

eCPI (A) = 광고주 입장에서 계산된 CPI

-

revenue = 광고주에게 청구하는 비용

-

profit = 회사 차원에서의 순이익 (revenue와 헷갈리지 말 것)

-

KPI by (dimension) 소재별 성과 (이미지 배너, 영상 지면 등)

매니저님의 피드백
-

모바일 이미지 배너 지면이 가장 저렴하고, 동영상

-

CT+VT 2H = 광고 노출 이후 2시간 이내의 유저 유입률

ROAS D7 = 광고 출시 이후 7일동안의 RO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