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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광고, 그 패러다임의 변화
-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 등의 발달로, 광고판을 사는 마케팅에서 광
고독자를 사는 마케팅으로 진화함

RTB의 등장
-

노출별, 즉 특정 시점에 특정 앱을 통해 특정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광
고별로 다른 가격으로 비딩을 하게 됨

강의내용

-

non-rtb: imressions purchased in bulk

-

rtb: each impression won has unique purchase value

비딩bidrequest의 처리방식
-

광고의 노출기회, 각각의 dsp가 경매에 참여

-

두번째로 높은 가격의 돈을 내게 됨 (second price)

-

쿠키에 따른 유저 데이터가 등장, dsp들에게 비드리퀘스트 제공

-

dsp는 그 중 가치있는 데이터만 선별해 경매 참여

-

경쟁 후 낙찰됨, 이후 광고 노출

DSP에 있어 중요 요소
-

입찰과정의 빠른 속도를 감당할 인프라

-

데이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력, 기반 데이터

RTB기술을 바탕으로 가장 거대한 인벤토리를 점유하게 된 구글
방대한 인벤토리와 함께 고도화된 광고기술이 필요했던 시기
-

프로그래매틱 환경에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ㅣㄴ프라
및 광고 송출 기능이 중요해짐

-

그러나, 쿠키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오디언스 트래킹에 한계


웹-모바일 간 이동으로 데이터의 연속성이 끊김

pc에서 모바일로, 웹에서 앱으로의 변화가 가져다준 새로운 가능성
-

스마트폰의 등장은 디지털 광고시장에도 보다 정확한 오디언스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짐

모바일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가장 먼저 잡고 나아간 페이스북
-

로그인 데이터에 따른 고도의 타겟

-

가장 빠른 모바일 광고수익화 뿐만 아니라 광심사 기반의 타겟팅을 고
도화, 외부지면에까지 빠르게 확장

이제는 데이터의 시대
-

외부지면까지 연결하는 오디언스 네트워크, 머신러닝 기반의 전환예측
기술, 그리고 행태 데이터

DSP 작동방법
moloco data
-

qps(query per second)

-

daily bid request 70B

-

stored data: Petabyte

-

구글클라우드로부터 데이터 받아 처리

-

머신러닝을 통한 이벤트 예측


임프레션이 실제 액션으로 일어나는 확률은 매우ㅜ 낮기 때문에,
이를 머신러닝으로 예측하는 것은 중요함

-

대용량의 정보처리를 실시간으로 효율적 서비스하는 기술이 중요

-

실시간 전환확률 예측계산으로 유저,인젠토리 별 최적 가격 비딩

-

오디언스 패턴 분석을 통한 강력한 lookalike modeling


타겟유저학인 및 seed ADID 전달



시드유저 패턴 분석을 토한 룩어라이크 모델링



각 유저의 유사도에 기반한 광고 송출



빠른 최적화 및 퍼포먼스 부스팅

머신러닝 최적화
-

실시간 전송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고도화된 머신러닝 모델로 발전

-

머신러닝을 통해 인스톨 전환예측 정확도 증가, 전환 확률이 더 높은
유저들에게 광고 노출

-

노출/클릭 데이터의 실시간 확보

-

트래커를 통해 인스톨ㄹ 및 인앱 이벤트 데이터 포스트백 수집

-

결과적으로, 머신러닝 최적화를 통해 하나의 액션을 위한 비용은 점차
줄어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