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ximize Your Revenue
Yield optimizer, AD(x)

2020.

모바일 앱/게임 개발자를 위한, 통합 광고 수익 극대화
플랫폼
Yield Optimization

1. 다양한 광고 네트워크를 활용한 광고 운영/관리 알고리즘 개발, Dynamic Waterfall
2. 서비스 UX 에 맞춘 최적 광고 UX 제안
3. 쉽고 안정적인 개발 라이브러리 제공/지원
4. 한 눈에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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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x) 는,
모바일 앱/게임 광고 수익 극대화/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Yield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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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광고 수익을 위한
광고 운영 기술과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서비스 UX 에 맞춘
혁신적인 광고 UX를
제안합니다

쉽고 안정적인 개발을
지원합니다

한 눈에 성과를 파악하고,

• Dynamic Waterfall

• 광고 UX 리뷰/제안

• 최적화/안정화된 기술 지원

• 통합 광고 관리 도구

• Mediation

• 혁신적인 광고 포맷

• 크래시 디버깅 지원

• 환율 변동성 위험 관리

• Programmatic

• 이용자 반응 모니터링/

• Ad Network
• Private Marketplace

광고 개선

어렵고 번거로운
외화 업무를 지원합니다

Competitive Ad Sources :
Ad Network, Ad Exchange, Private MarketPlace 등,
가장 비싼 광고를 공급하기 위한 지속적인 채널 확보

• 더 높은 eCPM에 집중
- 광고 지급 조건, 광고 소스 채널, 광고 포맷, 광고 UX 등
더 높은 eCPM 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

• 신규 광고 네트워크 발굴/검증/적용
- AdMob, Facebook, MoPub 등 글로벌 광고 네트워크와 협업
- 신흥 광고 네트워크 직접 발굴하여 검증 후 파트너사 적용
- 프리미엄 파트너십 제휴를 통한, 더 높은 수익 배분 비율

• “Front of Line”, Private MarketPlace
- 첫번째 노출 (first look) 보장 조건으로
가장 높은 광고 수익 협의

Mediation :
단 하나의 노출도, 가장 비싼 광고로 채우기 위한,
Advanced Ad Tech

• Mediation
- 여러 광고 소스; 광고 네트워크, DSP, Private MarketPlace 등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 단일 광고 네트워크는 모든 광고 요청에 대해 지속적으로 높은 단가의 광고를 노출할 수 없음
> eCPM fluctuation 을 상쇄하고, 항상 최고 단가의 광고를 송출할 수 있음
> 다양한 광고 네트워크에서 약 99%의 높은 Fill rate 을 유지할 수 있음

Ad network B

Ad Network C

Ad Network A

eCPM Fluctuation of Multi Ad Networks

Longitudinal figure of Yield Optimizing

Dynamic Waterfall :
광고 네트워크의 단가 변동에 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체 광고 지표 및 알고리즘

• Dynamic Waterfall
- 광고 네트워크의 단가 변동에 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History data 및 예측 데이터에 기반한 광고 지표를 만들고,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mediation 을 운영함

• Flexibility to various tech level
- Dynamic Waterfall 은 특정 광고 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Header bidding, RTB, Flat price 등 다양한 광고 제공 방식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개발됨

• Fragmented Operation
- 단일 앱 내에서도 위치(국가), 광고 지면, 광고 포맷에 따라,
각각의 Dynamic Waterfall 이 동작하여 fine tuning 함

Cross-sectional figure of Yield Optimizing

Optimized Ad UX :
이용자와 개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화된 광고 포맷(GUI) / 이용자 경험(UX) 을 함께 제안

• 오랜 경험에 기반한 전문가적 광고 UX 리뷰
- 광고 노출 시점, 포맷 등 최적 광고 UX 리뷰/제안
- 광고 수익 변동성을 줄여 줄 수 있는 광고 포맷 믹스 제안

• 가장 빠르게 신규 광고 포맷 사용
- 각 광고 네트워크의 Early Access Partner 로서,
신규 광고 포맷을 가장 먼저 사용함

• 광고에 대한 이용자 반응 모니터링
- 제안/적용된 광고 지면의 반응/수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더 나은 이용자 경험, 더 높은 광고 수익을 위한 가이드 제시

Tech Support :
직접 적용/운영해본 검증된 경험과 지식으로,
쉽고 안정적인 개발 지원

• 최적화된 개발 소스/가이드 제안
- 여러 광고 네트워크를 직접 적용/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개발 소스 및 가이드를 제안

•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래시 디버깅 지원
- 광고 개발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 방법을 제시

• 글로벌 광고 네트워크 한국어 개발 지원
- 언어 장벽은 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
- 먼저 경험한 검증된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편안한 개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

Integrated Admin Tool :
사용 중인 모든 광고 네트워크 성과를 한 눈에 확인 가능한
통합 관리자 도구 제공

• 개별 광고 네트워크별 성과/정산 정보 통합
- 분산되어 있는 광고 네트워크별 관리자 정보를 통합하여
성과/정산 정보를 한 눈에 확인 가능한 환경 제공
- 정산 관련 업무도 통합하여 처리/지급

• 직영업 광고 통합 관리
- 광고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영업된 광고 또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

Management Support :
외화 매출 처리, 환율 변동 등
어렵고 번거로운 수출 업무 지원

• 외화 매출 처리 후, 세금계산서 발행
- 역외 발생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아,
매출 신고가 번거로움
> AD(x) 가 외화 매출을 처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 환변동 보험을 통한 안정적인 환율 관리
- 한국무역보험공사 환변동 보험 등을 통해,
변동성 높은 시기에 환차손 리스크 대비

• 수익 발생 후, 익월 15일 지급
- 적용한 모든 광고 네트워크 수익을 발생 월 기준,
익월 15일에 지급
(통상 익월 30~60일 이후 지급)

성공 사례 1 : 용사는 진행중 어드밴스드, 버프스튜디오
Mediation managing 을 통한 2배 성과!

• 2개 광고 네트워크 활용
- AdMob, UnityAds 를 동시에 호출하여,
먼저 광고를 받은 쪽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 Mediation managing 을 통한 수익 최적화
- 각 광고 포맷; rewarded video, interstitial, banner 별로
5~6 광고 네트워크로 mediation 구성/운영 함
- 각 광고 위치, 광고 포맷, 국가별로
개별 광고 운영 알고리즘 (dynamic waterfall) 적용 함
[적용 후 수익, rewarded video]
- AOS eCPM 10.8$, Fill rate 99%

성공 사례 2 : 위베어베어스더퍼즐, 선데이토즈
신규 광고 네트워크 발굴 / 적용

• 카카오 Ad Plus 를 통한 광고 소싱
- Vungle, TNK 등으로 구성된 카카오 Ad Plus
- 처음 성과는 좋았으나, 점점 하락하여 eCPM 1$ 수준으로 유지됨

• 신규 네트워크 발굴 / 적용
- Rewarded video 로 잘 알려진 Vungle, Unity ads 이외에
Admob, MobVista, DU 등 다양한 광고 네트워크를
신규로 구성하고,
Dynamic Waterfall 알고리즘을 fine tuning 함
[적용 후 수익]
- AOS eCPM 8.5$, Fill rate 99%
- iOS eCPM 10.0$, Fill rate 99%

성공 사례 3 : Mobizen
Direct Sales à Programmatic 으로 5배 성과

• 기존 직영업을 통한 광고 소싱
- CPI 과금 조건
- Fill rate 100% 를 채우지 못함

• 글로벌 주요 광고 네트워크 활용
- 과금 조건을 CPM / CPC 로 변경
- 100%에 가까운 fill rate 달성
> 광고 수익 400% 성장

• Ad Exchange 활용
- MoPub Marketplace, Google AdExchange 를 통해
Private MarketPlace 활용으로
> 광고 수익 총 500% 성장

성공 사례 4 : Subway Korea
광고 네트워크 프리미엄 딜로 한번 더 성과 UP!

• 기존에 적용된 광고 없음
• 글로벌 주요 광고 네트워크 활용
- 하단 배너를 적용하고, mediation 을 통한 광고 집행
> eCPM 0.6~0.7$, Fill rate 100%

• ‘First look’ 보장 조건, eCPM 협상
- ‘광고 네트워크 D’ 와의 협상을 통해
전체 노출 약 40%를 평균 입찰가의 200% eCPM으로 집행
> eCPM 0.7~0.8$, Fill rate 100%
> 광고 수익 140% 성장

Partners

Mobizen

스마트 택배

TimeTree

무한의 계단

골프스타

AlarmMon

SandAnywhere

MEEFF

마이 오아시스

드래곤스카이

Candy Camera

Polaris Viewer

Pikicast

고양이는 정말 귀여워

건쉽배틀 토탈워페어

지하철 종결자

KT WhoWho

ScoreCenter Live

당구의 신

피싱&라이프

알람몬, 지하철, 1km, 원스 등을 개발/운영해온 말랑스튜디오 멤버들이
수년간 광고 수익 최적화를 해오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애드엑스 를 설립하였습니다.
모든 모바일 앱 개발자들이 행복!하게 앱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익 최적화는 저희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tact us
Join@adxcorp.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