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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OP 소개



퍼블리셔와광고주를연결하는
Ad-Tech Platform을제공합니다.

기업명

설립일

대표이사

본사

사업분야

주식회사애드오피

2011년8월16일

이원섭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623삼성빌딩10층

SSP (Supply Side Platform)

DSP (Demand Side Platform)

ADOP는 대한민국 No.1 SSP 기업으로 국내 유일의 GCPP (Google certified
Publishing Partner)이자 Facebook 공식 파트너로서 글로벌 메이저 DSP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약2,600개 매체와 제휴, 광고 수익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ADOP 



DSP파트너십 퍼블리셔(웹/앱) 인벤토리

50+ 2,600+ 11,000+

▪ Google 및Facebook 

을비롯한글로벌DSP 

파트너십구축

▪ 국내메이저언론사및

대형커뮤니티제휴

▪ 높은효율의인벤토리

확보로광고수익

극대화

월평균광고요청수 월평균노출수

300억+ 60억+

▪ 3Q20 기준월평균

300억이상의광고

요청수기록

▪ 매월60억건이상

광고노출진행

국내외다양한퍼블리셔의광고수익최적화노하우보유

ADOP 성과



8 Countries Global Networks

HQ

Indonesia office

Thailand office

Vietnam office

ADOP 글로벌



구분 특허명칭 출원일자 결과 특허/출원번호

1 온라인 콘텐츠 가치향상방법 및시스템 13.05.20
등록

2015.04.30
제 10-1545454호

2
온라인 콘텐츠의 키워드 기반광고매칭
방법과 그를이용한 광고매칭 시스템

14.10.15
등록

2015.08.11
제 10-1518488호

3
온라인 콘텐츠의 광고매칭방법및
그를이용한 광고매칭 서버

14.11.03
등록

2016.06.01
제 10-1628510호

4
검색엔진 최적화 방법및그를 이용한
서버장치

14.11.03
등록

2016.06.01
제10-1628511호

5 광고제공장치 및이를 이용한 광고제공방법 15.12.08
등록

2017.08.01
제 10-2015-0174126

6
광고콘텐츠 관리장치, 광고콘텐츠
관리방법 및광고콘텐츠 제공방법

15.12.08
등록

2017.10.13
제 10-2015-0174128

7
키워드 기반광고콘텐츠 제공방법 및
이를이용한 광고콘텐츠 제공장치

15.12.14 출원완료 제 10-2015-0174130

8
신디케이션 콘텐츠를 이용한 광고콘텐츠
제공방법 및이를이용한 광고 콘텐츠 제공장치

15.12.08 출원완료 제 10-2015-0178037

9
개별적 광고제한을 제공하는 광고거래
서비스 제공방법 및광고서비스 제공장치

16.02.22 출원완료 제 10-2016-0020809

ADOP 기술력



2. 앱 수익화 운영 솔루션



# Ad Network

#Machine Learning

#통합 SDK

#Revenue

App Monetization

#Carousel #A/B Test

# OB / WF# Hybrid Mediation

#User Data#국가별타겟팅



ADOP
BidMad SDK

Ad Network Solution

“국내외 다양한 애드네트워크사가 연동되어
ADOP SDK 하나로 모든 디멘드 사용 가능”

:



머신러닝 Solution

“ADOP SDK에 축적 된 유저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이 높은 구간을 타겟팅하는 머신러닝 Solution

Revenue 

$2,500

$0

$5,000



머신러닝 Solution - 사례

“ 머신러닝 solution 후 평균 수익 +42%, eCPM +27% 상승 “

After

<아케이드 게임 사례>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IZo2jyPzfemqwvamd3CZEEqBM4MfqgBI-P-8WZDHA9s/edit#gid=0


$ 8.3

Open Bidding Waterfall

$ 4.5

$ 9.8

$ 6.8

$7.9

$5.3

“ Open Bidding & Waterfall의 eCPM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솔루션“ 

Hybrid Mediation Solution

eCPM eCPM



Hybrid Mediation Solution - 사례

OB 100% WF 80% OB 20%

“ 오픈 비딩의 eCPM이 감소되어 WF+OB 비중 조절로 수익 및 eCPM 회복“
* OB/WF의효율은앱별로다를수있습니다.

<캐주얼 게임 사례>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IZo2jyPzfemqwvamd3CZEEqBM4MfqgBI-P-8WZDHA9s/edit#gid=573946231


80%

예시) 리워드영역에 highest eCPM 효율을확인하고자할경우

20%

A SET (기존 미디에이션 ) 

B SET (신규 미디에이션)

“ 다양한 미디에이션 SET를 A/B 테스트하여 가장 알맞은 수익 구조 찾기 “ 

송출비율
조정

Carousel A/B Test Solution



eCPM :  $ 6.7 
수익 :  $ 5,481

eCPM :  $ 4.6
수익 :  $ 3,966

B

*월평균데이터

40%

60%

*월평균데이터

A

# 캐주얼 게임 Carousel A/B 테스트 결과

“ Carousel A/B 테스트 후 효율이 높은 B세트 적용 시 수익 +33% 상승“ 

Carousel A/B Test Solution - 사례



미국 및 유럽 SET 한국 및 일본 SET 동남아시아 SET

*예시

上 中 下

국가별 타겟팅 Solution

“국가마다 통화의 가치와 유저의 성향, 광고주의 컨디션에 따라 eCPM이 상이 합니다.”

“ User의 국가 eCPM에 따른 타겟 미디에이션 셋팅 “ 



평균 eCPM $26.6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호주등

브라질, 러시아등이외국가

평균 eCPM  $2.4

평균 eCPM  $11.6

“ Global로 운영에서 국가 타겟팅 솔루션 운영 후 전체 수익 +12% 증가 “ 

# 아케이드 게임 국가별 타겟팅 분류

국가별 타겟팅 Solution - 사례

15%

13%

8%



ADOP의 솔루션

DAU 하락

실제광고시청유저의하락

진성유저이탈多

저렴한광고송출

Imp 감소 / 저렴한광고송출로

총매출대폭하락

주요지표하락

eCPM / ARPDAU 등

모든지표하락

Machine Learning

Hybrid Mediation

Carousel Solution

국가별 타겟팅 Solution 

높은단가광고송출

급격한 DAU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eCPM 상승 / ARPDAU 상승

DAU 유지 또는 상승세에서, 

더욱 높은 eCPM / APRDAU 상승 가능



왜 ADOP인가?!

게임최적화 미디에이션

ARPDAU / eCPM 상승

ADOP SDK에 축적된
유저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이 높은 구간을 타겟팅하는
Machine Learning Solution

DAU 변동에 따른
ADOP만의 솔루션 및 최적화된

운영 노하우 적용

마케팅 운영 지원

국가 게임 OS Network



#퍼포먼스마케팅

#ATOM

#Google Ads / Facebook

#직광고게재

App Marketing

#리포트 #Weekly Report #PICO



DAU UA RETARGETING

*기본 마케팅 수수료 지원

“ UA 마케팅을 통해 DAU & 수익 상승 “ 



“ ADOP 자체 애드 서빙을 통해 직 광고 캠페인 운영 지원 “  

APP #A APP #B

자사의다양한APP 간의
크로스마케팅진행

APP #B APP #A



마케팅 리포트 & 분석
“ 퍼블리셔별 맞춤 분석 리포트 제공 “

분석리포트 주간운영리포트



3. 지원 서비스



- 운영최적화 시각화 리포트 및 주간 리뷰
“ 퍼블리셔별 맞춤 분석 리포트 제공 “

PICO리포트 주간운영리포트

여러네트워크의성과를하나의리포트로확인하고관리



기술 지원 & 실시간 응대

HELP!

YES!

HERE!

HOW?

애드오피는 다양한 솔루션과 국내 모바일 광고시장의 전문성을 갖춘 모바일 앱수익화 최적의 회사입니다.
기술력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앱 수익화“ 전담 팀으로 고객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순 고객지원이 아닌, 네트워크 연동에 필요한 개발지원, 수익화 컨설팅 등
실시간 채팅 및 방문 서비스 지원으로 빠른 이슈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산서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금의 일괄 정산 지원” 

간편 정산

정산서캘린더



“ 광고관련정책에대한이슈를 Bidmad 에서컨트롤하고가이드제공”

정책 이슈 선제적 대응



Succ
ess

제휴
협의

SDK

연동
광고 송출

TEST

광고 송출 TEST
APK 파일전달

(매체->ADOP)

실 코드 삽입

운영네트워크코드삽입

제휴 협의
및 계약서 작성
앱 &영역협의

SDK 연동

앱운영체계맞춤 SDK 연동

제휴 절차

업데이트

업데이트일정공유

실 코드
삽입

업데이트



Thank You!
H. www.adop.cc

E. app@adop.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