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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억

매년 연간 매출 110%씩 성장하며, 설립 8년만에 연간 매출 1385억원 돌파

141명의 전문가 보유 / 전체 광고주 중 대다수의 광고주가 3년 이상 애드이피션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AD EFFICIENCY Introduction

551억 688억 996억 1,340억 1,38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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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마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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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개발(IT)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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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Analysis Speciality

Global Marketing

Strength



A/B testing



금융 업체 ‘D’社 경쟁사
집행 키워드별 LPO전략 모니터링 사례

archive

커머스 대기업 ‘S’社의 SNS 운영 관련
모니터링 솔루션 구축 사례



금융사 자체 page구축 및 LPO를 통한
전환 최적화 운영 사례

가구브랜드 사이트 Pulse 체크 사례



도서 플랫폼 ‘R’ 社 애드이피션시 이관 3개월 만에
전환 볼륨 3배 확대, CPA 효율 지속적으로 개선

전환수 CPA

샛별배송 ‘M’ 社
일반DA 캠페인 대비 CPA 약 59%, CPC 약 42% 절감



자체 개발한 Probability loop model을 통해
미디어 별 기여도를 분석 및 캠페인 최적화 진행

단순 last click 기준이 아닌, 유저의 최종 전환에 기
여한 다양한 매체의 가치를 측정

PLM분석과 Last touch, first touch, linear 등의
다양 기여모델과 비교를 통해 Insight 발굴



Keyword 연관도 분석을 통한 Data mining 사례고객 VOC 분석을 통한 USP 전략 수립 사례

[ Customized Report 예시 ]

[ GDS (google data studio) Based Dashboard 구축 예시 ]



영어
리포트
제공

글로벌
시장조사

DBM 공식
파트너사

글로벌 매체
직접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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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는 중국 No.1 IT기업으로 포털사이트, 동영상, 
기사, 소셜 네트워크, 모바일 페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분 동안 QQ를 통해 11억개 정보를 교환하고, 
위챗 공중계정을 통해 486건의 내용이 배포됩니다. 

24시간동안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위챗( 微信,Wechat )은
MAU (Monthly Active User) 9억 6,3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로그인 기반의 텐센트 플랫폼을 활용하여
상세 타겟팅을 통한 진정한 잠재고객 확보가 가능합니다.

2016년부터 애드이피션시는 텐센트의 공식 파트너사로
중국 현지 맞춤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RTAL

SOCIAL

VIDEO

OTA

ETC





국내외 광고 플랫폼사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쉽을 통해 Key Client를 위한 Media(Platform)- Agency(Adef)의 3way Communication Channel 행사 지원

In-Depth Seminar for adidas korea Meta x Ad efficiency 광고주 초청 세미나Criteo Performance Connect 2018



Meta 코리아에서 선정한 그 달의 이슈에 관해 공유하고, 
애드이피션시가 집행하는 개별 광고주의 최적화를 위해 전략 논의

다양한 시나리오 설계 기반의 테스트 진행
Meta 코리아와 함께 최신 기능 선테스트를 통해 발빠르게 성과 개선안 마련

마케팅 성과 분석을 위한 적극적인 테스트 진행

AD EFFICIENCY Day를 통해 Meta 캠페인
최적화 아이디어 및 성공 케이스를 공유하고
최신 마케팅 트렌드를 분석하는 세미나 개최

Meta 코리아와 함께하는 마케팅 세미나

Meta 코리아의 자사 담당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정확하게 이슈를 처리

01

02

03

05

04

Meta 캠페인의 효율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Meta 전담팀 운영

베스트 사례 집중 연구, 크리에이티브 사례 연구

애드이피션시 전담 Meta팀 운영



1년 간
200% 성장

2017 4QMeta 코리아
Partner Agency 선정

2018 4Q
애드이피션시 X Meta

공동세미나 개최

2019 3Q
Meta 공식 인증

Facebook Marketing Partner 선정

2019 4Q
Meta 코리아 2개 캠페인 수상

2019 Performance Hero 부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0 3Q
Meta 코리아 공식 성공 사례 등재

크리에이티브 최적화를 통해 효율 증대

2021 4Q
에이전시 Partner Award 
Certified Hero 부문 수상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E)

구글 파트너스 에이전시 계약
구글 Ambassador 1기, 2기 참여
구글 계정 최적화 프로모션 수상

DBM 계약
구글 Mobile Guru 1기 프로그램 참여
구글 파트너스 game on 3회 연속 우승

구글 디지털 구루 수료

Google App Friends 선정
구글 검색 최적화점수 우수 대행사 수상

구글 앱 에이전시 프로그램 참여

프리미어 파트너 어워즈 2021 ‘앱성장’ 부문 수상
검색광고 베스트 대행사 2021 3Q 수상
(Search Excellence Frontier Challenge 수상)

2015

2016

2018

2019

2020

2021

Google Premier Partner
DoubleClick Bid Manager (DSP) Official Partner

2015년 이후 매해 꾸준히 성장
연평균 성장률 30% 이상



Google Premier Partner
DoubleClick Bid Manager (DSP) Official Partner



TEST TEST 

클릭율(CTR)

TEST TEST 

전환 당 비용(CPA)

129% ▲

81% ▼

①
업무 교육 지원

②
전용 계정 관리

③
신규 비즈니스

컨설팅

④
연간 파트너 서밋



효과적인 매체 선정과 최적화로
신규 유저의 앱 설치를 극대화하는 CPI 캠페인

기존 앱 설치 유저를 리타겟팅하여
앱 참여를 유도하는 CPE 캠페인

다양한 앱 분석 솔루션을 활용하여
유저의 앱 설치 혹은 활동 과정에서의 성과 분석

앱 설치 유도 앱 참여 유도 효과 측정



20% ▼ 50% ▼

▶2021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 어워즈

29CM – APP GROWTH Winner



▶우수상 / 2020 Performance 부분

와디즈 – 타입별 다양한 운영 소재를 통해 매출 증대 효과

월 별 매출액 월 별 펀딩 건수

2020 상반기 정기 캠페인에서의 매출액 증대 효과
월별 매출액 137% 이상 증대



http://adefficiency.com/uphone-online-ad/

▶우수상 / 2021 Performance 부분

민병철 유폰 – MZ세대 성향 패턴 분석을 통한 디지털 커버리지 확대 전략

http://adefficiency.com/uphone-online-ad/


국내 Meta 마케팅 파트너 사 중

가장 많은 총 33명의 퍼포먼스 마케터가

페이스북 블루프린트 인증 획득

블루프린트 인증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Meta 패밀리 APP 및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인증합니다.

공식 TEST를 통해 Meta 제품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의 여러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이는 개인에게 인증을 부여합니다.

▶Meta 파트너 어워즈 2021
Certified Hero 수상



▶애드에크 마케팅 부분 최우수상
애드테크 솔루션 퍼플 오렌지











전환 효율 120% 이상 증대

Portfolio 01

S 저축은행

전환수 증대, 전환단가 개선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및 제안

주요 전환 실적 증대를 위한 Top Tier 키워드 발굴, 시간대별 전환과 CPA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 광고주 내부 실적 추이와 더블체크 및 효율 상시 대응 진행

진행 이후 전환건수 134%가량 증가, CPA는 13%가량 하락

또한 지속적인 모바일 시스템 개편 제안을 통해 모바일 전용 전환개념 도입, 도입 1개월 차 전환효율 120%이상 증가

[ 전환수&전환단가 추이 ] [ 주요 전환(가조회) 실적 추이 ]

PC

MOBILE

JAN,15 FEB, 15 MAR, 15 APR, 15

전환수

전환단가

JAN, 15 FEB, 15 MAR, 15 APR, 15

전환수 34% 증가
전환단가 13% 하락



A 스포츠 브랜드

유실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랜딩 체크, 베스트 상품 즉각 반영 및 네이버 연관검색어 등 실제 유저가 검색하는 키워드 반영하였고,

트래픽 유입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신규매체 TEST와 함께 기존 성과 키워드set 위주로 관리하여 볼륨 및 효율성 개선

또한 모바일 SEM 효율개선 A/B TEST를 통한 최적화 방안 개발, 기존 대비 ROAS 효율 500% 이상 개선

500% 이상 개선

[검색 광고를 통한 광고주 매출 개선 ] [ 모바일 검색 광고 ROAS 개선 ]

평균
6배 이상
효율 증가

검색 광고 매출 목표 달성 및 모바일 광고 효율 개선

Portfolio 02



W 종합쇼핑몰

모바일 트렌드에 부합하는 캠페인 전략으로 APP 및 소셜 미디어에 대한 지속적인 퍼포먼스 효율관리 강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트렌드에 맞춰, 기존 웹을 통한 세일즈 캠페인 뿐아니라 SOCIAL MEDIA, APP등 고객의 다양해진 접점 적극 활용,

각 캠페인 목적별 전환 도달을 높이기 위해, 매체 및 타겟팅 세분화로 퍼포먼스 최적화 운영

모바일 APP & 소셜 미디어 캠페인 강화

[ 월별 전환 (LIKE) 추이 ] [ 월별 광고비 & 앱인스톨 추이 ]

CONV like

Total like

FEB,16 MAR, 16 APR, 16 MAY, 16 FEB, 16 MAR, 16 MAY, 16 JUN, 16 JUL, 16APR, 16

Portfolio 03

JUN, 16

install

cost



-3M -2M -1M +1M +2M +3M

결과

목표

S 항공권 가격 비교 (Global Client)

키워드/광고문구 Localization 및 목표 ROI 달성

한글 최적화: 글로벌 검색 광고 정책에 따른 한국 검색 광고 계정/캠페인 셋업 , 키워드, T&D 한글 최적화 작업

Monthly 예산 및 타겟 설정, Daily 트래픽, 예산, 매출 모니터링을 통한 KPI 관리와 함께,

매주 키워드 효율 분석으로 키워드 효율에 따른 순위 조절, 비효율키워드 정리 등 세분화된 키워드별 효율 관리 진행

3개월 연속 목표 ROI 달성

[ 월별 운영 전후 목표 ROI 달성 현황 ]

3개월 연속
타겟 달성

Portfolio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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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렌터카

랜딩페이지 변경 이후 DB볼륨 극대화 캠페인 사례

광고주 KPI인 DB수집 극대화를 위해 DB 입력 Process 개선 안 구체적으로 제안 후 적용

17년 1월 중순 적용 이후 실 DB 인입 수 수직 상승은 물론 광고주 내부 기준 목표도 초과 달성

실 DB 수직 상승 및 DB 단가 큰 폭으로 개선

70%
감소

Portfolio 05

랜딩페이지 변경

150%
증가

내부 실 DB

DB단가



H 알뜰폰 판매 서비스

데모 및 관심사 기반 맞춤 잠재 고객 활용으로 타겟팅 세분화 및 확장

이관 전, 검색 의존도 높았으며, 단순한 타겟팅 위주 운영되고 있었음

이관 후 CPC 및 전환효율 우수한 신규매체 지속 발굴 진행하여 10월 기준 전환 큰 폭으로 상승

타겟 특성에 따른 매체 발굴, 타겟 & 매체에 적합한 타겟팅 세분화 및 확장으로 효율 개선

전환 86% 상승, CPA 47% 절감

월 월 월 월

Trans. CPA

[ GDN 타겟팅 별 CPA ] [ 다이렉트 몰 월 별 전환 및 CPA]

CPA
고효율 운영

Portfolio 06



K 여행 액티비티 예약 사이트

액티비티 최적화를 통한, 매출 & 국내 신규 유저 확보

이관 전 일부 액티비티만 광고 반영 → 이관 후, 주력 지역 전 액티비티 모두 광고 반영 후, 이관 4개월만에 매출 241% 상승

성수기 종료 및 주력 지역 자연재해 이슈로 매출 감소→ ROAS 효율 우수한 지역, 액티비티 지속 발굴하여, 8~9월 큰 폭으로 매출 상승

글로벌 신규 유저 상승과 더불어, 국내 신규 유저 확보 성공

매출 & 신규 유저 확보 상승

▲ 198% 

▲ 126% 

이관시점 이관시점

[KR Total Performance] [New User Performance Global Vs. KR]

Portfolio 07



C,S 패션 쇼핑몰

캠페인 별 최적화 된 머신 적용을 통한 ROAS 개선

쇼핑 캠페인 라이브 이 후, CPC->CPA->ROAS 타겟 입찰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ROAS 효율 향상

Smart Shopping Campaign 적용하며 매출액 3배, ROAS 1400%대 이상 증가

SSC 캠페인 & 일반 수동입찰 쇼핑캠페인 2 Track 운영으로 노출 점유율 확보

캠페인 물량과 효율 향상

1461%
향상

SSC 캠페인 적용

26%
이상 개선

[월 별 매출액 & ROAS] [검색 상실 노출 점유율]

Portfolio 08

ROAS

Order Value
AS - IS

TO - BE



D 자동차보험

네이버 외 검색광고 매체의 지속 최적화를 통한 DB 볼륨 증대

주요 키워드 시간대별 타이트한 입찰 관리 및 키워드별 검색 Needs에 따른 랜딩페이지 적용

GA 분석을 통해 검색량 증가하는 Rising Keywords 발굴 및 확장

Google RLSA 모수 확장 및 사이트링크 외 반응형 광고 적용, 구문검색 적용 등을 통한 성과 개선

GA 분석을 통한 키워드 확장 및 T&D 포함 지속적인 확장소재 최적화

 5,000

 7,000

 9,000

 11,000

 13,000

 15,000

 150

 200

 250

 300 온라인산출
+157%

Portfolio 09



랜딩페이지 개편 및 소재 및 비딩 최적화를 통한 KPI 초과달성, 전환 효율 기존대비 164% 증대

D 손해보험(장기보험)

월간 전환수 및 CPA KPI 달성을 위해 daily, weekly Action Plan 마련

브릿지 페이지 개발 / 다양한 랜딩페이지 구조 테스트 및 최적화 / 모바일 환경 고려한 페이지 및 광고 소재 최적화로 모바일 효율 향상

TCM 시간대 교차 입찰 및 소재 영역별 테스트로 청약건수 및 DB 수급 최적화

Portfoli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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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수 164% 증대

CPA 43% 개선

CPA

DB

LP 개선 및 소재 최적화를 통해 전환 효율 증대



랜딩페이지 최적화 진행을 통해 19년 대비 20년 전환 볼륨 130% 상승

D 손해보험(장기보험)

TM 보험 가입 증대를 위한 각 보종별 랜딩페이지 디자인 작업 진행

상품별 소구점 고려, 경쟁사 페이지 모니터링 및 인사이트 추출. 페이지 내 다양한 기능 활성화 작업을 통해 단계적인 페이지 개선

19년 상반기 대비 전환 볼륨 130% 증가하며, CPA 30% 절감되어 효율 개선

Portfolio 11

[랜딩페이지 개선 전 / 후 UI] [랜딩페이지 개선 후 전환 성과 YOY]

랜딩페이지 최적화를 통한 전환 실적 증대



타 전환 캠페인 대비 80% 안정된 CPA 확보 및 380% 높은 전환율 형성

W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잠재고객 캠페인을 통해 유효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운영

광고주와 사전 논의를 통해 주요한 질문 항목 선정 후 Meta 양식 내 활용 가능한 질문유형 모두 활용

동기간 운영된 Meta 캠페인과 성과 비교시, 압도적으로 우수한 CVR, CPA 형성

Portfolio 12

[Meta 내 잠재고객 캠페인 활용] [잠재고객 캠페인 성과 비교]

리드젠 캠페인을 통한 잠재고객 확보



각 매체에 최적화된 타겟과 소재 전략을 통해 전환 ROAS 96% 증대

C 뷰티

신제품의 모수 확보를 위해 브랜딩 캠페인 선 집행 후, 수집한 모수를 전환 캠페인에 활용하여 운영한 결과 전환 실적 개선

유튜브 매체에서 타겟 상세 분리, 확장소재 액션을 통해 CTR 265%, ROAS 322% 상승

Meta 매체에서 타겟 확장 운영, 카드뉴스형태 활용 및 제품 USP 별 전환 최적화 영상 제작을 통해 전환 증대 발생 확률 97%까지 개선

Portfolio 13

*2020.09~2021.04 진행 광고 기준

제품 USP 강조한
브랜딩 캠페인진행

브랜딩 캠페인을 통
한 모수 수집

모수 바탕의
리타겟팅

전환으로
연결

조회캠페인 운영 전환캠페인 동시 운영 전환 극대화

Meta : 동영상조회
유튜브 : 인스트림 논스킵

KPI ROAS 35% →
ROAS 51%로 초과 달성

브랜딩 캠페인 고효율소재 활용하여
전환 캠페인에 운영

캠페인 목표 별 퍼널 순차 운영을 통한 전환 캠페인 효율 증대



브랜딩 캠페인 1차 인지 진행 이후 해당 모수 전환 캠페인으로 활용하며 성과 개선

Meta BLS / CLS 진행하여 브랜딩 캠페인으로 인한 도달 77% 증가 및 전환 볼륨 5% 추가 확보

브랜딩 캠페인 ROAS 130% 개선하며, CPA 44% 낮은 단가로 전환 확보

브랜딩+퍼포먼스 통합 캠페인 운영기존 퍼포먼스 캠페인 단독 운영

W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Portfolio 14

퍼포먼스 + 브랜딩 결합된 디지털 캠페인 운영을 통한 전환 성과 개선

퍼포먼스 + 브랜딩 캠페인 병행 운영 이후 ROAS 130% 상승



30,879

21,448

| GDN

| FACEBOOK

P 공무원/중개사 교습 학원
Portfolio 15

[설명회 신청 액션 최적화 캠페인 운영] [GDN 캠페인 최적화 전 후 성과] [FACEBOOK 캠페인 동시운영 성과]

전환 액션 최적화를 통한 전 DB 수집 성과 개선

전환액션 최적화를 통해 DB수집(설명회신청) 성과 개선

유사한 광고비 볼륨으로 계정 수준 전환 목표 → 단일 수준 전환 목표 변경 및 최적화 진행하여 CPA 약 27% 개선

Meta 전환/잠재고객 확보 캠페인 동시 운영으로 설명회 신청 CPA 약 31% 개선



L 명품

브랜드스토어 및 브랜드존 브랜드검색 운영을 통한 유입/매출 증진

Portfolio 16

[브랜드스토어 및 브랜드검색 브랜드존유형] [브랜드존 브랜드검색 라이브 이후 월별 매출 추이]

https://brand.naver.com/louisvuitton

SALES
600%

브랜드존 브랜드검색 운영으로 월 매출 누적 600% 상승

유입 채널 확장 및 네이버 검색 메인/ 쇼핑 영역 지면 점유율 증대 위한 브랜드스토어 오픈 및 브랜드존 브랜드검색 운영

지면 점유율 증가로 모바일 브랜드검색 CTR 2배 증가 및 최적화 이 후 월 별 매출 지속 성장



A 온라인 편집숍
Portfolio 17

[구글 스마트쇼핑 실적 추이]

다양한 운영 최적화 액션을 진행하며 5개월간 1500% 이상의 우수한 ROAS 형성

1차적으로 피드 퀄리티를 높이는 운영 프로세스 확립과, 이 후 효율 개선을 위해 tROAS 설정 및 타 채널에서 고효율을 보인 소재 세팅 진행

5개월 간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꾸준히 진행하며 이커머스 평균 ROAS 1500% 이상의 우수한 실적 형성

구글 스마트쇼핑 최적화 액션으로 운영기간 동안 이커머스 평균 이상의 우수한 실적 달성

이커머스 사업군
평균 ROAS



M 전화영어
Portfolio 18

[ 영어,여행,IT/테크 분야 콘텐츠 인플루언서와 협업 ]

20년 대비 21년 VA 광고비 3배 증가 유입 160%, 전환 175% 상승 및 CPA 20% 개선

MZ세대 성향 패턴 분석하여 영상 콘텐츠 및 채널 확장, 브랜디드 콘텐츠 기획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커리큘럼, 후기 콘텐츠 생성&타이포그래피 영상 제작 / 기존 소재들 대비 전환수 175% 증가, CPA 23% 개선

교육 업종임에도 네이버 쇼핑라이브 10만뷰 확보, 투입 비용 대비 매출 4배 이상 달성하며 라이브 커머스 효율 입증

검색광고 의존도를 낮추고, 디지털 커버리지 확대할 수 있는 신규 전략 실행

[ 쇼핑 라이브 및 유튜브 미디어커머스 + 브랜디드 콘텐츠 기획 ]

커리큘럼, 후기 콘텐츠 ‘Mobile First Video향' 제작

다매체 활용하여 사전 홍보
실시간 방송 중 접속자 확대 집중

https://shoppinglive.naver.com/replays/145141
https://shoppinglive.naver.com/replays/295143
https://www.youtube.com/watch?v=sJ4_0z30jgE&t=29s
https://www.youtube.com/watch?v=sJ4_0z30jgE&t=29s


G 온라인교육
Portfolio 19

[ 오버레이 운영 전/후 성과]

오버레이 집행 후 회원가입 6배, CPM 단가 58%로 효율 개선

트래픽 및 회원가입 확보를 위해 10월 GDN 오버레이 상품 신규 집행 (유튜브 PC 지면 노출)

브랜드 인지도 확보 고려하여 논타겟 & 프로모션 소구하는 소재 운영

10월 운영 결과, 9월 대비 CPM 58% 절감, 회원가입 얍 6.3배 증가하며 큰 폭으로 효율 개선

[ 디스커버리 vs 오버레이 운영 성과 비교 ]

GDN 오버레이 상품 집행을 통한 성과 개선

회원가입
6배 ▲ CPM 단가

58% ▼



S 쇼핑몰 이커머스
Portfolio 20

[Meta CLS를 통한 지면 최적화 소재의 전환 리프트 확인 ]

프로모션 기간 내 터보킷 프로그램을 통한 소재 최적화 & Pmax를 통한 지면 성과 최적화

Meta 터보킷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크리에이티브 인사이트 발굴 및 CLS 진행을 통한 전환 성과 기여 확인

Pmax for retail을 통해 구글의 모든 인벤토리를 활용하여 잠재고객에게 도달, 머신 러닝 기반 성과 최적화 진행

기존 스마트 쇼핑 캠페인 대비 평균 20% 가량 높은 전환 가치 창출

[ Pmax 노출 예시 및 전환 성과 개선 ]

Meta Turbokit 및 CLS & 구글 Pmax 캠페인 운영 사례

Cell B #WIN

Cell A

+2.1%

+8.0%

Conversion

SSC Pmax

Con. Value

SSC Pmax



J 생활/잡화 쇼핑몰
Portfolio 21

[ 네이버 GFA 전환캠페인 도입 후 성과 ]

상품 런칭 초반 다각적 테스트로 ROAS 개선 → 네이버 운영 우수사례 선정

네이버 GFA 전환 캠페인 도입 초밥 다양한 시나리오 구축하여 A/B TEST 진행 → 도입 전 대비 ROAS 100% 이상 개선

네이버 쇼핑검색 브랜드형 상품 카테고리 & 키워드 유형별 그룹 세분화 →효율 극대화 방안 발굴

신규 상품에 대한 다각적 테스트와 발 빠른 학습으로 광고주 KPI 효과적으로 달성

[ 네이버 쇼핑검색 브랜드형 그룹 최적화 후 성과]

네이버 신규 상품 – GFA 전환 캠페인 & 쇼핑검색 브랜드형 운영 사례

366%
345%

535%

408%

스토어 자사몰

도입전 30일 도입후 30일

파자마

패션

언더웨어

침구

홈인테리어

주방&조리용품

브랜드

파자마

경쟁사

일반

브랜드

패션

경쟁사

일반

브랜드

언더웨어

경쟁사

일반

380%

578%

전 후

전 후

499%

576%

전 후

전 후

OFF

OFF





Mobile 01

D 호텔 예약 서비스

검색광고 의존도가 높았던 기존 운영방향에서 성수기 이전 신규 효율 매체 확보

이관 전, 3가지 검색매체로만 운영되고 있었으며 한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음

이관 후 CPC 및 전환효율 우수한 신규매체 지속 발굴 진행하여 6월 기준, 전체 CPI 및 ROAS 효율 개선되며 6개 매체로 운영 중

install 뿐 아니라 re-engagement 유도 가능한 healthy media 위주로 발굴 진행

매출 29% 상승 & ROAS 83% 개선

매체 A

매체 B

매체 C

매체 D

매체 E

매체 F

매체 G

매체 H

매체 I

ROAS

CPI

APR MAY JUN

CPI
20% 개선

APR MAY JUN

ROAS
83% 상승

[ 이관 후 3개월 간 앱 인스톨 볼륨 및 CPI ] [ 이관 후 3개월 간 앱 매출 및 ROAS ] 



H 호텔 예약 서비스

앱 인스톨 확대 및 전환단가 효율 최적화 캠페인

온라인 호텔예약사이트 모바일 app. Meta를 중심으로 한 앱 인스톨 캠페인 운영하였음

Meta 매체 특장점을 살려 여행 관심 타겟 고객과 함께 리마케팅, 유사고객 등을 대상으로 타겟팅 세분화 접근

시즈널리티를 반영한 상품별 소재 A/B 테스트 등을 꾸준히 진행하며 CPI 효율 최적화

852% 증가 & 인스톨 당 전환단가 42% 감소

[ 앱 인스톨 및 전환단가 트렌드 ]

42%
감소

852%
증가

Mobile 02

CPI

INSTALL

선형 (CPI)



S 카쉐어링 앱

성수기 회원볼륨 확대 집중 운영, 이관 후 1달 만에 회원가입 2천건 증가

구글 이관 후 UAC 및 SA 캠페인 재 정비 작업 진행

UAC 최적화 방법에 대해 정확히 숙지, 소구점 별 캠페인 효율 TEST 진행하여 UAC 캠페인 볼륨 확대

구글 플랫폼 내 다양한 기능(검색유형, 광고소재, 동영상)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 개선

Install 1만 건 증가, CPI 20% 개선 / 회원가입 2천건 증가

Install CPI

1~2w 3~4w 5~6w

회원가입 CPA

1~2w 3~4w 5~6w

[ 이관 직후 2주 만에 인스톨 및 회원가입 볼륨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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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

CPI

MAR, 16 MAY, 16 JUN, 16 JUL, 16

C 중고차 앱

인스톨 볼륨 정체 시기 구글 중심의 앱인스톨 캠페인 강화. 인스톨 볼륨과 CPI 효율 안정화

인스톨 볼륨 정체 시기, 구글 UAC 및 앱검색 캠페인을 중심으로한 캠페인 확장

캠페인 라이브 이후 최적화 기간을 거쳐 진행 4개월 간 월 인스톨 건 수는 400% 증가

UAC 단계별 테스트를 통해 최적의 효율단가를 찾아내어 볼륨을 극대화하고, 키워드 세분화로 CPI 효율 안정화에 주력. 효율 보완해가며 시너지 효과 창출

신규 인스톨 건 수 400% 증가, CPI 7% 절감효과

[ 월별 Install & CPI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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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유저

CPA

B O2O 배달 앱

Google 검색광고 효율 개선 목표로 캠페인 신규 셋팅, 이관 후 1달 만에 CPA 41% 개선

이관 전, Google 검색광고 단일 캠페인 운영 / 키워드 수 적지 않았으나, 단일 캠페인 내 효율화 작업의 한계가 있었음

이관 후, 검색광고 캠페인 효율 개선 목표로 신규 셋팅, 키워드 대량 추가하여 캠페인/그룹 속성별 세부 구성

효율 별로 캠페인 노출 재분배로, 신규 유저 획득 135% 증가, 전환율 19%p 상승, CPA 41% 개선

신규 유저 획득 135% 증가 & CPA 41% 개선

AD Spend

CPC

Mobile 05



M 뷰티 쇼핑몰

구글 매체 앱 인스톨 캠페인 최적화 통한 CPI 개선

국내 대표 뷰티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서비스의 구글매체 앱 인스톨 캠페인 운영 중

기존 구글 유니버설 앱 설치 캠페인 CPI 상승 등 효율 저하되어 이관 이후 다양한 소구점 활용한 캠페인 셋팅 등 최적화 진행

SA 앱설치 캠페인 추가 운영하면서 앱인스톨 캠페인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CPI 최적화

이전 대비 앱 인스톨 전환단가 42% 감소

이관 전 이관 후 목표

42%
감소

100%

39%

UAC SA앱 설치

이관 전 이관 후

Mobile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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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온라인 디자인 편집샵

앱 런칭 이후 앱 인스톨 확대 및 전환단가 효율 최적화 캠페인

온라인 디자이너 편집샵의 모바일 app. 출시 이후 Meta를 중시므로 한 앱 인스톨 캠페인 운영 중

Meta 매체 특장점을 살려 패션 관심 타겟고객과 함께 리마케팅, 유사고객 등을 대상으로 타겟팅 세분화 접근

시즈널리티를 반영한 상품별 소재 A/B 테스트 등을 꾸준히 진행하며 CPI 효율 최적화

첫월대비8월앱인스톨1170% 증가/ 인스톨당전환단가58% 감소

앱인스톨

CPI

MAR, 15 APR, 15 MAY, 15 JUN, 15 JUL, 15 AUG, 15

58%
감소

1170%
증가

[ 모바일 앱 런칭 이후 앱 인스톨 및 전환단가 트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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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종합쇼핑몰

1천만 이상 모바일 앱 회원 보유한 상황에서 신규 고객군을 개발&모바일 앱 다운로드 볼륨 증대

Long tail 상품군내 타겟층이 반응할만한 소재 선택과 일일 수시 최적화 작업을 통해 CPI 단가 절감

TUNE 트래킹을 통한 타겟팅별, 소재 내 상품, 메시지별 크리에이티브 효율 분석, Contents Optimization, App별 퍼포먼스 트래킹 최적화

국내,외 최초 신규매체 지속 발굴과 TEST 진행

앱인스톨 전환볼륨 120% 가량 증가, CPI 절감효과

COVN

CPI

APR, 15 MAY, 15 JUN, 15 JUL, 15

[ 캠페인 런칭 이후 퍼포먼스 트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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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소셜커머스

타겟 CPI 내에서 모바일 검색광고를 통한 앱 인스톨 극대화

[네이버 + 다음 + 구글] 국내 주요 검색광고 매체를 통한 모바일 앱 인스톨 캠페인 집행

검색어 카테고리별 그룹 세분화 하여 운영. 그룹별 인스톨 효율에 따라 CPC 조정 및 관련 키워드 확장

시즈널 트렌드 키워드, 인스톨 고효율 키워드, 광고주 사이트 인기 검색어 등 지속적인 효율 키워드 발굴 및 확장 진행

신규 인스톨 건수 151% 증가, CPI 30% 절감효과

51% ▲

TARGET

30% ▼

Mobile 09

[ 인스톨 ] [ CPI ]



Mar

Install

Target Install

FebJan

242%
증가

E 오픈마켓

타겟 CPI 내에서 인스톨 캠페인 통한 앱 인스톨 극대화

구글 범용 앱 캠페인(UAC) 통한 모바일 앱 인스톨 캠페인 집행

타겟 CPI 별로 캠페인 세분화 하여 운영. 캠페인별 인스톨 효율에 따라 CPA 조정 및 캠페인 최적화 진행

누적 인스톨 건수 242% 증가, CPI 49% 절감효과

Mar

CPI

FebJan

49%
감소

Mobile 10



G 오픈마켓

타겟 CPC 내에서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한 앱 인스톨 극대화

모바일 앱/ 웹에 대한 효과적인 유입 달성하며 목표 CPC대비 50% 절감 효과 나타남

집행 3개월 만에 앱 인스톨 14,000건 이상 달성하며 유입뿐 아니라 신규 앱 인스톨에 대한 캠페인 목표 달성

유입 확장, 집행 3개월만에 앱인스톨 1만 4천건 이상 달성

TARGET CPC대비
50% 절감

TARGET CPC ACTUAL CPC

aggregate install

COST 캠페인 최적화에 따른
월별 앱인스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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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모바일 전략 배틀 게임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증대 및 효율 개선을 통한 CPI 목표 달성

모바일 게임 app. Google을 중심으로 한 앱 인스톨 캠페인을 운영 중

캠페인 초반 TV CF 및 유저의 관심 키워드를 활용, 통일된 메시지 노출을 통하여 TV 및 오프라인 → 온라인, 모바일로 다운로드 유도

장기 집행 이후 주요 키워드 활용하여 별도의 광고그룹 생성하여 광고문안 최적화 작업 및 꾸준히 타겟 CPA 조정 Test를 통해 CPI 최적화

타겟 CPI 대비 40% 이상 CPI 절감효과

Install_누적

COST_누적

FEB, 16 MAR, 16 APR, 16 MAY, 16 JUN, 16

[ 월별 소진 예산 및 앱 인스톨 건수 누적 데이터 ] [ 목표 CPI 및 평균 CPI ]

FEB, 16 MAR, 16 APR, 16 MAY, 16 JUN, 16

목표 CPI

평균 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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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모바일 실시간 카드 대전 게임

앱 런칭 & 앱 인스톨 확대 및 전환단가 효율 최적화 캠페인

모바일 게임 app. Google을 중심으로 한 앱 인스톨 캠페인을 운영중임

게임 일반 키워드 및 경쟁사 키워드, 브랜드 키워드 CPI 데이터 기반으로 키워드 최적화

최근 UAC 캠페인 추가 운영으로 노출 및 전환 수 확대

꾸준히 타겟 CPI 이하로 효율 안정화 운영 중

MAR, 16 APR, 16 MAY, 16 JUN, 16

목표 CPI

평균 CPI

[ 월별 소진 예산 및 앱 인스톨 건수 누적 데이터 ] [ 목표 CPI 및 평균 CPI ]

Install_누적

COST_누적

MAR, 16 APR, 16 MAY, 16 JU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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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DCM (DoubleClick Campaign Manager) 셋팅 및 캠페인 최적화 진행

구글 DCM(Double (Double Clicks Campaign)을 통한 캠페인 구축 및 운영 안정화를 통해 목표 target ROI 달성. 

글로벌 미디어 외 국내 신규 미디어 발굴 및 타겟팅 TEST를 통한 효율 개선

하반기 성수기 외 시즈널리티 이슈를 반영한 크리에이티브 메시지 발굴 & 소재최적화 진행

구글 DCM(Double Click Campaign)구축 및 운영으로 캠페인 안정화, 목표 target ROI 달성

3개월 연속
목표 target 대비

초과 달성
진행중

E 여행, 항공 서비스

[ Monthly Booking conv & Revenue & ROAS Trends ]

Mobi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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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R 16%, ROI 63% 증대

S 항공권 가격비교 사이트

광고주 맞춤 앱 캠페인 측정 기준 확립 및 최적화를 통한 효율 개선

검색광고를 통해 앱 캠페인 진행하며, 목표 KPI인 ROI 20% 대비 145% 달성 기록.

앱 캠페인 리타게팅 측정 기준 확립 이후, (클릭 이후 72H내 발생한 Event를 전환으로 인정) 정확한 데이터 분석 및 효율 분석 가능

이에 따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최적화 작업을 통해 효율 키워드 발굴. 2017년 9월 대비 2018년 1월에 ROI 63% 신장

CVR
16% 신장

ROI
63%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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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오픈마켓 APP

앱 런칭 & 앱 인스톨 확대 및 전환단가 효율 최적화 캠페인

Google을 중심으로 한 앱 인스톨 캠페인, 전환 이벤트 활용 및 맞춤형 영상&이미지 최적화 작업을 통한 실적 최적화 진행

특히 맞춤형 영상 노출을 통한 설치 및 구매전환 수 확대

앱 런칭 이후 꾸준히 타겟 CPI 이하의 안정적인 효율로 운영 중

[OS별 목표 CPI 대비 CPI 단가 현황] [ 목표 CPA 및 평균 CPA ]

목표 CPI

목표 CPI

AOS IOS

Mobi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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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모바일 DA지면 활용을 통해 검색 광고 대비 저렴한 CPI로 추가 인스톨 확보

성수기 시즌, 추가 볼륨 확보를 위해 네이버 모바일 지면을 활용한 DA 상품 라이브하며 인스톨 22% 추가 확보

지면 특성에 적합한 소구점 발굴을 통해 CPI 점차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며 초반 대비 약 24% 개선된 CPI로 성과 마감

신규 DA 지면 활용 후 인스톨 22% 추가 확보, 소재 최적화로 DA CPI 24% 개선

D 호텔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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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식품 배송 쇼핑몰

카카오모먼트 비즈보드 활용한 회원가입 & 첫구매 극대화

회원가입 및 첫구매를 목표로 크게 APP, DA 캠페인 진행

비즈보드 캠페인 소재/타겟/OS 등 실시간 최적화를 통해 일반DA 캠페인 대비 우수한 퍼포먼스 도출

CAC 약59%, CPP 약 42% 절감

[ 광고 캠페인 예시 ] [ 회원가입/첫구매 증대를 위한 광고 캠페인 결과 ]

Mobile 18

목표 CAC대비 5천원, 
목표 CPP 대비 1만 2천원 절감



Y 숙박 서비스

고객 CRM 데이터를 활용한 리타겟팅 캠페인 퍼포먼스 개선

Criteo 매체의 제한적인 타겟팅을 극복하기 위해 고객 CRM 타겟팅(CAM 캠페인) 집행

타 매체 리타겟팅 캠페인 대비 광고주 KPI(구매당 비용, ROAS) 효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월별 최적화를 통해 캠페인 라이브 후 점진적으로 ROAS 상승하며 효율적으로 운영중

구매당비용 47% 절감, ROAS 79% 향상

구매당 비용
47% 절감

ROAS 효율
79% 향상

ROAS 효율
32%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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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도에서 진행된 운영 최적화를 위한 액션 적용 후 CPI 19% 개선, CVR 13% 상승

A 온라인 편집숍

카카오 비즈보드 CPI 상승 방지를 위해 CPI 단가 개선을 목표로 최적화 진행

체계적인 운영 프로세스 확립 및 매체 및 MAT 데이터를 활용해 효율 개선, 고효율 소재에서 발굴되는 인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

변경된 전략에 따라 액션 진행 1달만에 CPI 단가, CVR 효율 전월 대비 10% 이상 개선

기존 운영 그룹 점검
및 운영

가이드 확립

소재 관련 업무 프로
세스

체계화

매체 + MAT 데이터
활용 시간대별 효율

운영

소재별 실적에 따른
인사이트 발굴 및 활

용

[다방면에서 운영 최적화 진행] [CP단가, CVR 개선 추이]

카카오 비즈보드 앱 캠페인 운영 최적화를 통한 인스톨 CVR 상승 및 CPI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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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전체 평균 CPA 대비 57% 저렴한 CPA 성과 형성

B 배달 앱

당근마켓 지역광고 운영을 통한 회원가입 볼륨 증대

Mobile 21

B배달 앱 인스톨/회원가입 증대를 위한 당근마켓 지역광고 운영

동 단위 세부 지역타겟팅 기능 활용하여 배달 품질지수 관리 및 배달인력 신규확보 필요 지역에 광고 집중 운영

동기간 운영 타 매체 대비 CPA 2~30,000원 대의 높은 효율 보이며 성과 견인

평균 CPA 대비
57% 낮음

[매체별 CPA 현황] [노출 예시]



카카오 비즈솔루션을 활용한 회원가입 & 신규 UA 확보

S 카카오 비즈솔루션

비즈솔루션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캠페인 최적화

카카오 싱크개발과 함께 비즈솔루션을 활용한 KPI별 캠페인 최적화 진행

회원가입 – 카테고리별 소재 최적화 & 애드뷰를 활용, 타 매체 대비 회원가입 CPA 28% 절감 & ROAS 19% 우위.

UA 확보 – Narrow한 타겟 Segment 효과적으로 모객하며 유입뿐 아니라 회원가입 / 구매전환등 유의미한 Engagement 추가 전환 확보

[카카오싱크 - 회원가입] [카카오톡 캘린더 활용]

Mobile 22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액션 적용 후 인스톨 CVR 129% 상승, 구매 CPA 66% 개선

A 온라인 편집숍

구글 앱 캠페인 운영 최적화를 통한 CPI, CPA 및 ROAS 효율 개선

앱이 성장하기 위한 앱설치 볼륨 → 매출 증대 → 재방문,재구매 유도 가능한 선 순환적인 앱 캠페인 구조 설립

최적화 로직을 충분히 이해하고 넉넉한 일 예산과 타겟 단가 설정, 애셋 최적화, 세분화된 잠재고객 모수 활용 등 액션으로

캠페인 라이브 3개월 만에 인스톨 CVR 129% 상승, 구매 CPA 66% 개선, 목표 ROAS 2배 이상 달성

Mobile 23

STEP1. 앱설치볼륨증대

ACi를통한인스톨증대

STEP2. 구매증대

ACa를통해액션을할가능성이

높은유저들에게광고노출
STEP3. 재방문, 재구매유도

ACe를통해이미자사앱을

보유한유저들의리텐션증대 20.06 21.07

CPA ROAS

ACe

21.04 21.05 21.06 21.07

CPI 인스톨 CVR

ACi

[선순환적앱캠페인구조설립] [구글앱캠페인상품별실적개선추이]



Video 01

M 뷰티 브랜드

Youtube 상품 활용한 브랜딩 캠페인 진행

온라인 화장품 종합몰의 자체 브랜드 튜토리얼 영상 및 TVC 영상 온라인 브랜딩 캠페인 진행

타겟 고객 분석하여 관심사, 문맥, 게재위치, 리타겟팅 등 다양한 타겟팅 기법 활용

업종 평균 대비 저렴한 CPV와 높은 View Rate 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CPV단가 25% 가량 절감효과

광고주뷰티업종 평균

CPV

광고주뷰티업종 평균

View Rate

25% ▼



C 패션 브랜드

Youtube 상품 활용한 브랜딩 캠페인 진행

Youtube True-view 상품을 활용하여 동영상 광고 노출 진행

브랜드 전시 홍보를 위해, 브랜드 타겟의 관심사 + 전시, 공연 관심사를 타겟팅하여 광고 노출 진행

효율적인 관심사 카테고리별 타겟팅 적용을 통해 조회율 상승되었으며, 영상 조회당 비용은 낮게 운영 되었음

CPV 단가 73% 절감, 60% 이상 높은 조회율 달성

광고주

CPV 단가

75% ▼

Youtube 평균 광고주

조회율

Youtube 평균

Video 02

63% ▲



L 웹툰 서비스

Youtube 상품 활용한 전환 퍼포먼스 극대화

회원가입을 목표로, L사 웹툰들의 영상 캠페인 진행

웹툰별 고객 특성 분석하여 관심사, 게재위치, 리타겟팅 등 다양한 타겟팅 기법 활용

캠페인 초기 대비 회원가입 435% 증가, 전환단가 76% 감소하며 매우 효율적 운영

전환단가 76% 가량 절감

[ 회원가입 증대를 위한 광고 캠페인 결과 ]

회원가입
435% 증가

전환단가
76% 감소

[ 광고 캠페인 예시 ]

Video 03



C 뷰티

하반기 신상품 출시에 따른 뷰티 광고주 브랜딩 캠페인 집행

Meta 신규 기능인 “자동노출위치 최적화” 및 “소재 노출위치 맞춤설정”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브랜딩 캠페인 이관 전 상반기 대비 하반기 CPV 88%, CPC 38% 가량 단가 절감, CTR 약 0.2%p 상승하며 효율적 운영

CPV 88%, CPC 38% 가량 단가 절감

[ 상반기 대비 하반기 캠페인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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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 캠페인
유입 효율 극대화

[ 영상 캠페인 노출 예시 ]

Meta 신규 기능을 활용한 효율 극대화

Video 04



S 의료 업종 서비스

초기 희망하는 tCPA로 운영 시, 캠페인 머신러닝에 필요한 전환 수치를 배정된 예산 내에서 형성 불가능

노출 조차 제한되었던 캠페인이었으나,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전환을 발생시키는 입찰 전략으로 변경

입찰 전략 변경 후 CPA 70% 개선되었으며, 적정 tCPA 수준 확인

CPA 70% 실적 개선

[ 입찰 전략 변경 후 CPA 개선][ 영상 캠페인 노출 예시 ]

YouTube – Trueview For Action  캠페인 최적화

Video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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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생활용품)

전환과 유입 모두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설 수립을 통한 매체 구성

특히 유튜브 매체에 집중하면서, 브랜딩 캠페인의 효과 확인할 수 있는 BLS 2.0 진행

브랜딩 캠페인 집행 후 ‘선호도’ 부분에서 유의미한 결과 확인

100만뷰 이상 달성 & BLS 통한 인사이트 발굴

[ BLS 2.0 설문조사 통한 브랜딩 효과 세부 확인 ][ 조회율 우수 매체 파악 ]

콘텐츠 조회수 극대화 위한 매체 구성과 BLS 통한 효율 파악

Video 06

*조회율 *상품별CPV

선호도
+ 1.5% 
증가확인

연령별
선호도

성별
선호도

소재/캠페인별
선호도

결과에따른인사이트발굴가설수립을통한효율상품발굴로조회100만이상달성



Social Media 01

L 브랜드 패션 쇼핑몰

타겟 접점 극대화, 소셜미디어 브랜드인지도 제고

20~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Meta 광고 진행

SS콜렉션, FW콜렉션 등 주요 시즌별 스팟성 캠페인 운영, 팬페이지 Fan 확보와 더불어 주요 온라인 이벤트 참여 확대,

화보컷 전달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다양한 광고 목적에 맞춰 소셜 캠페인 진행

팬페이지 급증 & 브랜드 메시지 전파

광고 캠페인
운영 전

광고 캠페인
운영 기간

[ 페이지 좋아요 확보를 위한 광고 캠페인 결과 ] [ 웹사이트 클릭 확보를 위한 광고 캠페인 결과 ]

CTR

CPC

CPC 감소효과 이어지며
비용 효율성 향상

꾸준한 소재 A/B TEST로
CTR 상승



S 패션 브랜드

타겟 접점 극대화,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 증대

슈즈 브랜드의 월 별 신상품 홍보를 위해 영상화보 캠페인 진행

월별 컨셉에 맞는 타겟팅으로 진행하면서 3개월 간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4천 여 명 증가

광고 캠페인 미진행 기간 대비 광고 진행 기간 일 평균 팔로워 수 증가 129% 높게 확보하며 효과적으로 브랜딩

계정 팔로워수 일평균 129% 증대

캠패인
A

캠패인
B

캠패인
C

캠패인
D

캠패인
E

캠패인
F

[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변화 ]

Social Media 02



전환수 (누적)

광고비

MAY, 16 JUN, 16 JUL, 16 AUG, 16

P P2P 금융 서비스

캠페인 타겟 세분화로 전환 퍼포먼스 극대화

P2P 금융 서비스의 신규 고객 발굴 및 전환 도달을 높이기 위해 Meta 중심으로 캠페인 진행

금융(대출, 투자) 특징을 감안하여, 각 전환 목적별 캠페인 및 타겟팅 세분화

데일리 모니터링을 통해, 퍼포먼스 최적화 운영

전환 퍼포먼스 안정화 운영

[ 대출 캠패인 광고비 & 누적 대출전환 추이 ] [투자캠페인 월별 전환율 추이 ]

AUG, 16JUL, 16JUN, 16

전환율 300%이상 ▲

Social Media 03



Before

After

Q3, 16 Q4, 16 Q1, 17 Q2, 17

51% ▲

196% ▲

W 금융 서비스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투자회원 볼륨 확대

기존 집행 매체 외, 광고주 카테고리에 적합한 다양한 신규 DA 매체 제안/확장 운영

브랜드에 대한 인지 및 서비스 특성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소재 제안, 영상 소재 활용하여 유튜브 광고 집행

Meta 퍼포먼스 최적화를 위해 타겟 세분화, 소재/타겟에 대한 분할테스트, 유사 잠재고객 볼륨 확보 등을 통한 투자 회원유치

검색쿼리 137% 상승 회원가입 볼륨 4배 이상 성장

[ 브랜드키워드 검색량 트렌드 ] [ 분기별 투자회원 가입건수 트렌드 ]

PC

MOBILE

당사 운영 이후 6개월간
브랜드 키워드 검색 쿼리 꾸준한 상승

(PC 112%▲ / Mobile 149% ▲)

Before

After

Social Media 04



K 웹툰 플랫폼

캠페인별 소재 효율 분석과 최적화 히스토리를 통한 타겟팅 변경으로 Meta 광고 CPI 개선

OS별, 성별, 연령별 고효율 소재들의 공통된 특징과 소재 포맷별 성과 분석을 통해, CTR 상승을 유도

또한, 최적화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피로도가 쌓인 유사 타겟 대신 Broad 타겟팅으로 활용함으로써 저렴한 CPM과 핵심 유저 재 확보

소재 분석을 통한 Creative 최적화 진행 및 Broad 타겟팅 전환으로 새로운 Core 유저 확보

[ 캠페인별 CTR 추이 ] [ 타겟팅 변경 후 CPI 개선 ]

CTR

소재
최적화 타겟팅

전환

CPI

Social Media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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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유아동품 쇼핑몰

캠페인 CPM 비효율 요소 제거, 효율 타겟 확대

광고주 내부 신규 회원 확보가 주요 목표로 변경되며 회원가입 캠페인 비중 10% -> 50%로 확대, 효율 감소

CPM낮은 트래픽 목표 운영하였으나 예산 확대에 따른 불필요한 트래픽 증가되어 캠페인 목표 전환으로 수정

CPM 높게 형성되는 연령대 및 효율 낮은 지면 OFF, CPA 효율 우수한 유사유저 타겟 규모 확대하면서 전환수 증가, CPA 개선 효과 발생

전환 40% 상승, CPA 41% 절감

[ Facebook 회원가입 캠페인 전환 및 CPA ]

전환
40% 증가

CPA
41% 개선

Social Media 06



CPA 감소 및 ROAS 증대

다이내믹광고 및 전환 + 트래픽 캠페인 유기적 운영, 신규 유저 및 리타게팅 모수 확보 작업 결과, 다이내믹광고 소진율과 ROAS 개선

카탈로그 활용, 성과 우수 제품 카테고리 product set 생성 및 컬렉션 포맷에 적용하여 ROAS 개선

[Dynamic Ads ROAS 추이] [Conversion 캠페인 CPA 및 ROAS 추이]

S 온라인 패션 쇼핑몰

Traffic + RT
유기적 운영

0

10

20

30

40

50

컬렉션 포맷
+ 카탈로그

Social Media 07

카탈로그 활용한 효율 증대



M 전화영어 서비스

캠페인 예산 최적화(CBO) 기능을 활용한, 머신 러닝 극대화 및 효율 개선

CBO 기능 신규 적용에 앞서, 테스트 및 학습 기능을 활용하여 효율 검증

이후, CBO에 최적화된 캠페인 구조 재설립 이후 전체 계정에 적용 및 이전 세트 일일예산 캠페인 대비 CPA 및 CTR 개선

CPA

0.46%

0.47%

0.48%

0.49%

0.50%

0.51%

0.52%

0.53%

0.54%

0.55%

CTR

세트 예산 대비
CPA 4.8% 개선

세트 예산 대비
CTR 10.2% 상승

세트 일일 예산 캠페인 예산 최적화

Social Media 08



C 모바일 게임

틱톡 해시태그 챌린지 캠페인을 통한 10대 타겟 Brand Engagement 강화

10대 타겟 인게이지먼트 강화 목표로 틱톡 해시태그 챌린지 캠페인 진행

인플루언서 활용을 통해 타겟 맞춤 컨텐츠 제작 및 참여 유도

캠페인 진행 시기 앱 게임 랭킹 상위권 달성 & 종료 후 광고주 틱톡 계정 팔로워 수 증가

게임 상위 랭킹 달성

Social Media 09

[광고 캠페인 예시] [시뮬레이션 게임 순위]

1 1 1

2 2

4

AOS
집행 후 3일간 1위 유지

IOS
집행 후 3일간 TOP5 유지



Y 숙박서비스

Facebook DPA 상품 활용한 결제 전환 효율 개선

많은 접점에서 다양한 상품 노출 니즈 고려하여 Meta 다이나믹 캠페인 런칭

카탈로그 내 숙소 형태별 세트 생성 및 숙소 형태에 따른 차별화된 광고 문구 적용

Meta 고정 이미지 소재 대비 결제당 비용 61% 개선되며, 고효율 운영

전환 효율 61% 절감, ROAS 1400% 상승

Social Media 10

[카탈로그 – 호텔 세트] [리타게팅 효율 비교]

Meta Image 대비
CPS 61% 개선



P 코스메틱 & 뷰티

Meta 브랜디드 콘텐츠를 활용한 구매 전환율 증대

Meta 구매 전환 목표로 인플루언서 x 브랜드 협업한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 진행

동일한 전환 목표의 일반 캠페인의 CVR 2% 대비 브랜디드 컨텐츠 광고 활용한 캠페인 CVR 12%대로 개선

그 외 모든 캠페인들 비교 시 공통적으로 일반 캠페인 대비 브랜디드 캠페인의 CVR 모두 우수

구매 CVR 13%, 동영상 소재 ROAS 34% 증대

Social Media 11

[광고 캠페인 예시] [구매 전환율 증대를 위한 광고 캠페인 결과]

2%

13%



290%

300%

310%

320%

330%

340%

350%

360%

370%

 22,600

 22,700

 22,800

 22,900

 23,000

 23,100

 23,200

 23,300

 23,400

S 명품 편집샵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통한 효율 증대

매출 및 ROAS 향상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캠페인 진행

기본 텍스트형 / 와이드 리스트형 / 와이드 이미지형 / 카드뷰 등 다양한 메시지 형태 발송

매체 효율 최적화를 위해 플친 모으기 캠페인 동반 진행하여 친구수 462명 증가, ROAS 14% 개선

친구수 462명 증가, ROAS 14% 개선

Social Media 12

[광고 캠페인 예시] [채널 메시지 활용한 친구수 / ROAS 효율 증대]



인피드 광고 최적화를 통해 운영 초 대비 전환 CPA 42% 개선 및 CVR 548% 상승

M 영어 회화 서비스

비딩형 상품인 인피드 광고 집행하였으며 전환 발생하는 유의미한 매체임을 확인 후

타겟팅 테스트 및 캠페인 목표 변경 등 지속적인 최적화 진행

운영 초반대비 전환 CPA 42% 개선 및 CVR 548% 상승하여 효율 개선

[비딩형 –인피드 광고 예시] [캠페인 최적화 진행 이후 CPA 및 CVR 개선]

Social Media 13

틱톡 영상 캠페인 최적화를 통한 전환 CPA 개선



AOS 팽글 지면 운영 및 IOS 앱 프로필 페이지 적용을 통한 CPI 단가 절감

A 데이팅 앱 서비스

틱톡 캠페인 확장 후 전체 CPI 단가 방어를 위한 신규 상품 적용

AOS 캠페인 – 틱톡 오디언스 네트워크 ‘팽글’ 지면 신규 라이브 → 전체 캠페인 CPI 단가 30% 이상 절감 및 CVR 75% 이상 개선

IOS 캠페인 – 앱 프로필 페이지 적용을 통한 오디언스 시그널 추가 확보, 전체 캠페인 CPI 단가 절감 및 CVR 개선

[AOS – 틱톡 인피드 vs 팽글 CPI 성과 비교 ] [IOS – 앱 프로필 페이지 적용 전 후 CPI 성과 비교]

Social Media 14

다양한 틱톡 상품을 활용한 성과 개선

Pangle TikTok

CPI

Pangle TikTok

CPI

NON APP NON APP NON APP

GB DE SA

▼ 31%

▼ 43%

▼ 23%

▼ 11%
▼ 40%



Creative Portfolio

애드이피션시는 다양한 형태의
크리에이티브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reative Portfolio

[ Meta에 최적화된 영상광고 ]

카카오페이증권 런칭 Meta 광고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컨셉을 동전을 활용하여 쉽고 친근하게 표현

영상보기 ▶

https://vimeo.com/446717211


카카오페이지 빵냥이 이모티콘 캠페인 Meta 영상 광고

동영상에 익숙한 10-20대를 타겟으로 캐릭터가 화면 밖으로 튀어 나오는듯한 효과 적용하여 주목도를 높임

Creative Portfolio

영상보기 ▶

[ Meta에 최적화된 영상광고 ]

https://vimeo.com/246062447


SIV 앱 인스톨 Meta 영상 광고

SIV의 다양한 브랜드의 대표제품을 일관된 톤앤매너로 SIV앱의 정체성을 표현

Creative Portfolio

영상보기 ▶

[ Meta에 최적화된 영상광고 ]

https://vimeo.com/438088290


Creative Portfolio

영상보기 ▶

[ Meta 단일이미지에 간단한 모션을 주어 효율을 높인 광고 ]

다양한 사이즈의 원컷 모션광고

단일이미지를 모바일에 맞게 사이즈를 바꾸고 간단한 모션을 주어 영상광고로 집행한 사례들

https://vimeo.com/showcase/7435006


Creative Portfolio

영상보기 ▶

[ 구글 범퍼애드에 최적화된 6초 영상 제작 ]

컴투스 스토리픽

구글 범퍼애드의 짧은 플레이타임에 맞춰 주목성 높은 디자인으로 CTR 상승 유도

https://vimeo.com/404487678


Creative Portfolio

[ 브랜드에 어울리는 톤앤매너와 주목성 높은 배너 디자인 ]



Creative Portfolio

[ 정확한 타게팅에 최적화된 명확한 메시지의 Meta 피드형 광고 ]



Creative Portfolio

[ 소비자의 컨텐츠 소비를 이끌어 내는 Meta 캐러셀 광고 ]



Creative Portfolio

[ 높은 몰입감의 Meta 스토리 광고 ]



Creative Portfolio

페이지 열기 ▶

[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사용자 중심의 랜딩페이지 디자인 ]

DB손해보험 랜딩페이지

유입된 고객의 반응을 최대한 이끌기 위한 반응형 구성

https://www.dbinsure.kr/happyplus/?JEHUSA_CD=C5138&utm_source=tm_naver&utm_medium=cpc&utm_campaign=tm_pc&utm_content=happyplus_silver&utm_term=move


Creative Portfolio

페이지 열기 ▶

[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사용자 중심의 랜딩페이지 디자인 ]

아이허브 브릿지 랜딩페이지

본 사이트의 핵심적인 상품과 메시지를 서머리 하듯이 구성하여 본 사이트 유입 후 자연스럽게 구매 유도

http://www.iherbkr.com/


Creative Portfolio

페이지 열기 ▶

SBI 저축은행 스피드론 랜딩페이지

상품의 베네핏을 대화 형식으로 표현해 상품의 이해도를 높여 전환율이 상승된 페이지 디자인

[ 직관적 디자인으로 브랜드의 이해도를 높인 랜딩페이지 ]

http://direct.babilloan.com/bridge/sbi/direct_babilloan.jsp?src=naver_ccs&kw=005DA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