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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Ads
Ad Product Lineup



성과형 광고 정의

Purchase funnel

서비스 내 특정 퍼널까지에 도달을 게런티하는 광고 상품입니다. 
때로는 첫 실행까지만, 때로는 구매까지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마케팅 목표를 게런티합니다.

앱 첫 실행 
& 

웹 서비스 방문

회원가입 
& 

서비스 로그인

상품 구매 
& 

매출 기여

서비스 내 사용성1 
예시) 프로필 등록

서비스내 사용성2 
예시) 이벤트 참여

nCPI

Reward-CPI

nCPA

Reward-CPA

nCPS

Reward-CPS

국내외 모든 성과형 광고를 픽앤쉐어로 통합하면 고도화된 최적화 운영이 가능합니다.



nCPI / Reward-CPI01

CPC, CPM 기반으로 전환 설치 단가(eCPI)를 최적화하기란 어렵습니다.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는 광고 상품을 활용하지만, 과금은 첫 실행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앱 실행
회원가입 
or 
로그인

eCPL

인스톨(첫실행)수를 확보하는 것이 KPI지만 
로그인 전환율과 로그인 전환 비용을 고려하여 
인스톨 트래픽 퀄리티를 최적화함

비보상형 광고의 목표 건수를 보안 할수 있음. 
eCPL은 다소 높아질 수 있으나 단기 설치 및 실행 경험을 극단적으로 늘릴 수 있음. 

* 보상형 광고는 App 퍼널 지표에 따라 진행 여부를 사전 컨펌 후 진행합니다. 
* 보상형 광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치까지만 보상을 지금 합니다.

CPI
설치 전환 단가

광고는 첫 실행자 확보 
단가를 최적화하는 것을 

KPI로 진행됨.

비보상형 광고
트래픽 퀄리티 컨트롤에 용의 함. 
단기에 많은 완료 건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비보상형으로만 진행하는 것을 권장.

보상형 광고

앱 실행 
or 
웹 방문



nCPA / Reward-CPA02

nCPI, Reward-CPI 지면을 활용하여 목표 액션까지 보장합니다. 
전환 액션 단가를 관리하고 특정 액션 이후 리텐션 또는 추가 액션도 모니터링하며 유입 트래픽을 관리합니다.

모바일 App일 경우에는 
비보상 채널에서는 목표 달성 후, 이후 재방문이나 
인앱 활동성을 고려하여 트래픽 퀄리티를 관리함 

모바일뿐 아니라 웹 트래픽 퀄리티 컨트롤에 용의 함. 
목표 액션 완료를 게런티하며, DB 수집이나 특정 이벤트 참여 등에 사용 가능함.

비보상형 광고의 목표 건수를 보안 활동할 수 있음. 
목표 달성 이후 재방문율은 감소 할 수 있으나 이벤트 참여 등 일회성 액션에는 적합함. 

* 보상형 광고는 App만 가능. 
* 보상형 광고는 특정 이벤트 달성 후 취소 방지를 위한 장치가 필요함.

CPA
Action 완료

목표 액션 완료가 
KPI 이지만 재방문율을 

보며 트래픽 
퀄리티 조정

앱 실행 
or 
웹 방문

회원가입 
or 
로그인

Action(1)
재방문 
or 

Action(n)

비보상형 광고

보상형 광고



nCPS / Reward-CPS03

특정 액션 중 ‘구매’라는 액션은 별도 관리와 운영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퍼포먼스 지면을 활용한 Roas 캠페인뿐 아니라 구매당 고정 단가형식의 판매 게런티 형 광고도 진행합니다. 

앱 실행 
or 
웹 방문

회원가입 
or 
로그인

상품구매 
or 

매출기여

다양한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Roas 캠페인뿐 아니라 고정 단가형식의 판매 게런티형 
캠페인도 구매 취소 대응 프로세스까지 적용하여 진행 가능함.

모바일에서만 가능하며 대출, 성인용품 등 성인만 대상으로 하는 결재 건을 제외한 
모든 결제 관련된 캠페인 진행 가능함. 

* 보상형 광고는 구매당 고정 단가 형식으로만 진행 가능 
* 보상형 광고는 구매 취소 대응이 불가하여 취소율을 고려한 캠페인 운영 필요

CPS
구매 완료

구매 완료를 KPI로 하며 
구매 전환까지 완료 건수 

확보에 집중

비보상형 광고

보상형 광고



Core-Features
Anti-Fraud System



 UA 캠페인 효율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는 Fraud 유입 비용을 줄이는 것!

비용 효율을 위해 어떤 형태든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

Anti-Fraud System

부정 광고비를 줄이기 위한 솔루션 도입

비용 = 광고비 - 부정광고비 + 솔루션비

전담 마케터 및 대행사 관리 일임

비용 = 광고비 - 부정광고비 + 인건비(기회비용)

Attribution Postback 데이터 활용

1차 필터링 

미디어 
데이터

2차 필터링 

인앱 유저 
활동

유저 유입 정상 유저

PicknShare Anti-Fraud System



Attribution All postback 데이터 활용01

Attribution All postback을 활용하여 총 10가지 데이터를 조합하여 디덕션 가이드를 설정합니다. 
인앱 실행 시점에 즉시 Fraud 유입을 차단하거나 Lookback을 적용하여 인앱 사용성을 기준으로 설정 할 수도 있습니다.

And
Or

IP

OS 버전

디바이스 기종

어트리뷰션 측정 시간

구글플레이 측정 시간

ADID / IDFA

이통사 정보

국가 IP 정보

디바이스 기종

서브 퍼블리셔 정보

Click–Install 시점 교차 비교 항목 필터링 항목

“인스톨 포스트백을 활용한 사전 Fraud 디덕션” “이벤트 포스트백을 활용한 사후 Fraud 디덕션”

광고 클릭 앱 첫 실행 유지



Anti-Fraud 관리 시스템 무상 적용02

Attribution과 같은 방식으로 Postback을 활용하여 Fraud 및 디덕션 가이드를 자유도 높게 설정하고 
위 기준으로 자동으로 Fraud와 디덕션 내용이 필터링 됩니다.

①,② 사전 디덕션 가능 영역

① 디바이스, 국가, 이동통신사에 대한 자동 필터링 설정 가능

② IP, OS버전, 스마트폰 기종 Click – Install time 비교 후 필터링 가능 
    ON 설정 시, Click – Install 시점 비교 후 불일치 시 자동 필터링 

③ 3개의 이벤트 설정이 가능해 원하는 이벤트 삽입 시,  
     해당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은 펍에 대해 자동 필터링 가능

③ 사후 디덕션 가능 영역

①

②

③

Install Postback Deduction Event Postback



Fraud Dashboard 제공03

차단된 Fraud 및 추가 이슈 발생 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Fraud 관리 시스템 ‘Fraud Dashboard’ 제공 
장황하고 방대한 Fraud 데이터들을 한 화면에서 확인 가능해 더욱 효율적으로 Fraud 관리 가능 
서브 퍼블리셔별 효율 모니터링 체크는 물론 추가 이슈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

② 총 트래픽 대비 부정 발생 비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디덕션, Fraud를 구분하여 표기 합니다.

그외 다양한 차트들로 Fraud 필터링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③ 퍼블리셔 별로 성과를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①

②

③

① 부정방지된 절약된 비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Traffic Quality
Media Optimization



광고주가 원하는 볼륨과 퀄리티를 밸런스 있게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앱설치
앱 실행 
or 
웹 방문

Action(1)

서비스(App) 실행 이후 유저 활동 데이터 기반 시스템 운영

회원가입 
or 
로그인

재방문 Action(n)
상품구매 
or 

매출기여

회원 가입 전환 
로그인 전환

로그인후 
최조 목표 액션 전환

재방문 전환 
& 리텐션

구매 전환

충성 유저 전환

App 설치후 
실행 전환

Media Optimization

최초 방문(실행)부터 단계별 유저 활동 데이터를 기반하여 전환율을 보면 트래픽을 최적화합니다. 

각 전환 단계는 이탈 구간으로 핵심 이탈 구간을 찾아 캠페인 운영뿐 아니라 유저 동선 개선에 필요한 지표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지표를 구성하는 데이터는 Attribution Install Post back, Event Post back 모두 사용하여 분석합니다. 

분석은 시스템상 자동으로 진행되어 빠른 운영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Attribution Event postback 데이터 활용01

Attribution Event post back을 활용하여 주요 퍼널별 전환율을 확인하여 유입 채널 관리. 
유입 채널별로 단계별 퍼널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Fraud로 간주하여 미디어 운영.

앱실행 재방문 구매 전환회원가입 
(로그인)

Action (1)

기존 
인앱 분석

Picknshare 인앱 분석

1 depth 2 depth 3 depth 4 depth 

펍 앱실행 본인인증 보험조회 숨은 보험금 찾기 보험금청구 Fraud 지면최적화

A 100 3 0 0 0 매체 OFF

B 75 30 50 1 0

C 50 38 12 3 1

<기존 매체 최적화 방식>

<Picknshare 매체 최적화 방식>

펍 앱실행 본인인증 보험조회 숨은 보험금 찾기 보험금청구 Fraud 지면최적화

A 100 3 0 0 0 매체 OFF

B 75 30 50 1 0 매체 OFF

C 50 38 12 3 1

Fraud 사유 :  앱실행 후, 본인인증 없이 보험 조회 및 보험료 분석 등 다른 액션을 할 수 없는 앱의 특성 상 앱을 설치만 하고 이탈하는 유저가 많은  퍼블리셔의 경우 Fraud 로 의심 > 제거

Fraud 사유 : 본인인증 후, 보험조회가 가능한 앱의 특성을 고려해 본인인증보다 보험조회 데이터가 높을 경우, 봇을 통한 Fraud로  의심해 해당 지면 즉각 OFF 및 사후 디덕션



Lookback Window 적용02

Attribution Event postback 데이터에 룩백 원도우를 적용하여 유저 활동 분석 진행 
각 전환 단계별 최적화 전환율을 발굴하여 유입 채널별 유입 유저 퀄리티 최적화 진행

회원 가입 전환 
로그인 전환

로그인후 
최조 목표 액션 전환

재방문 전환 & 리텐션

구매 전환

충성유저 
전환

App 설치후 
실행 전환

오직 Picknshare 만 가능한 퀄리티 컨트롤

유입 채널의 디테일 컨트롤로 불필요한 트래픽만 제거

초반에 확실하게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충성 유저 확보량이 저조함

잘못된 트래픽 관리는 의미 있는 유저 유입 채널을 대부분 
잃음으로 진행 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론마저 손상 시킬 수 있음.

시중 성과형 광고의 퀄리티 컨트롤

유입 유저 서비스 내 활동 분석 
유입 이후 룩백 적용으로 최적화 전환율 분석



3.6.9 Monitoring03

“3시간마다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이상 데이터 발견 시, 6시간 이내 지면차단 및 매체 교체의 조기 대응. 9시간 내 매체 최적화” 

캠페인 라이브 +3hour +6hour +9hour

모니터링 모니터링

이상 Fraud 발견 시 지면차단 및 매체 교체

매체 최적화

모니터링 모니터링 모니터링

*3시간 모니터링 : 어트리뷰션에서 전송되는 클릭 및 이벤트 포스트백은 물론 가입 유저의 디바이스 정보 및 IP 등 이력 모니터링

*6시간 내 이상 데이터 대응: 3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데이터 발견 시 Fraud 여부 판단 후 Fraud 확정 시 지면차단 및 매체 교체 즉각 진행

*9시간 내 매체 최적화: 지면 차단으로 캠페인 소진률 및 효율 저조하지 않도록 지속적 클린한 매체 서치 및 부킹을 통한 최적화 작업 별도 진행



Guide & Benefits
 



Operating Guide

픽앤쉐어의 최소 집행 기간은 1주일이며, 캠페인 진행 상황에 따른 홀딩 및 예산 증액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레포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5분마다 데이터 업데이트)

모든 캠페인 종료 시, 24시간 룩백 인정됩니다.

모든 캠페인은 사전 테스트를 거쳐 이상 유무를 판단 후 라이브 됩니다.

D1 리텐션 10% 이상 & 국내외 설치 제외에 대한 기본 디덕션 가이드를 지원합니다.

기본 디덕션 가이드 외 추가 Fraud를 요청하는 경우 하기 조건에 근거해 진행됩니다.

모든 캠페인 종료 시, 24시간 룩백 인정됩니다.

- Fraud 로 인정되려면 3자 트래커사를 기준으로 픽앤쉐어가 이벤트 포스트백을 받은 데이터만 인정합니다.

* 특별한 상황의 경우 스크린샷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Fraud로  인정될 경우,  매체사와의 비용 협의가 가능합니다.

광고 게재지면은 대표 게재지면으로 전달 가능합니다. (전체 공개 불가)

캠페인 종료 후 2주가 지났다면 이미 종료된 캠페인에 대한 이슈가 발생 되어도 
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vent Postback 미제공 시, 특정 Event의 최적화가 불가 합니다.

운영 정책

캠페인 성과 
운영 정책 
(KPI)

유의사항



Operating Guide

Ad Specifications

Ad type Size Max.K-weight

Image

Portrait Interstitial

Square

Tablets

Leaderboard

1200x628

150kB 이하

Landscape Interstitial

Banners

320x480

480x320

300x250

300x50

320x50

320x100

728x90

1024x768

768x1024

1200x628
320x480

480x320
300x250

300x50320x50

320x100

728x90

1024x768

768x1024



광고주 맞춤형 Creative Design Service 제공

캠페인 집행에 필요한 배너 디자인 제작 지원 

픽앤쉐어를 집행하면 국내 최고 수준의 제작팀의 
퀄리티 높은 배너 디자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Benefits

* 캠페인 집행에 필요한 필수 배너 6종에 대한 디자인 
제작 지원을 제공합니다. 
* 배너 디자인 제작 지원은 캠페인당 최소 3000만원 
이상 집행 시 제공됩니다.



picknshare@gnmp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