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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uriDMC

전 세계 어디에나 국경 없는 연결과 마케팅 자동화
국내 프로그래머틱광고 시장을 선도해 온 온누리DMC는 국경, 크리에이티브, 디바이스 제약을 뛰어넘는 광고 자동화를 통해 전세계 어디에나 광고주가 원하는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브랜딩에서 퍼포먼스까지
모바일에서 TV까지

주식회사 온누리디엠씨

2014년 4월 설립

대표이사 양준모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0 캠브리지빌딩 12층

www.onnuridmc.com

TV

PC

AI Speaker Mobile

OOH



OnnuriDMC

Programmatic 광고 전문가 집단
적절한 메시지를 적합한 사용자에게 최적의 매체를 통해 적시 노출하는 것이 온누리DMC의 비전입니다.

Programmatic
Leadership

디지털 매체 연동 솔루션 사운들리 국내∙외 특허권 인수
‘어드레서블 TV’ 핵심 사운들리 특허 기술 인수

인앱 리타겟팅 기술개발
국내 최초 In-App Retargeting 상용화

네이티브 애드익스체인지 개발
국내 최초 네이티브 지원 ADX 상용화

DMP 개발
Appographic, Hyperlocal 타겟팅 DMP 상용화

프로그래머틱 TV 국내 최초 상용화
SKB IPTV VOD 광고 개시

‘2020 광고 생태계의 변화’
Programmatic Korea 컨퍼런스 개최

2020.02 동아일보

2019.10 중앙일보

2018.11 전자신문

2019.09 중앙일보

2014.05 매일경제 2014.06 한국경제 2017.09  SBS/CNBC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프로그래머틱을 지향하는 애드테크사 설립
웹, 앱간 Pairing 기술 기반 앱리타겟팅 기술

2014



OnnuriDMC

독보적인 기술의 Ad-Tech 선두기업
모바일에서 TV까지, Performance에서 Branding까지 마케팅 전과정을 자동화하는 AD Tech Platfor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rogrammatic
Platform

CrossTarget DSP

모바일에서 TV까지,
모든 디지털 캠페인을

한번에

Affolio

CPI, CPA, CPS에
최적화된 성과 보장형

광고 플랫폼

ExelBid ADX

국내 최초 글로벌
애드익스체인지

CrossTarget TV

TV/OTT/DOOH 의
프로그래머틱
비디오 플랫폼



CrossTarget
DSP

Why CrossTarget ?

Key Point 1. Omni Channel DMP

Key Point 2. Premium Coverage

Key Point 3. Data Analysis & Optimization

Appendix



Why CrossTarget ?
CrossTarget DSP



Why CrossTarget

국내 시장에 최적화된 DSP 플랫폼
크로스타겟은 디지털 광고에 핵심적인 3대 요소(데이터/커버리지/최적화) 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갖춘 플랫폼

3,500만 명의 온/오프라인 고객
행동 데이터

SKP DMP
앱 프로파일 / 실외 위치 / 실내 위치

100만 개 이상의 채널
미디어 커버리지

Premium Mobile Media : Samsung Pay
SNS / TV / OTT / DOOH

플랫폼 내부 분석 기능 및
운영 최적화

Target Analysis
Campaign Optimization

Insight Report



Key Point 1. Omni Channel DMP
CrossTarget DSP



국내시장전역을커버할수있는풍부한데이터활용, 온라인을넘어서오프라인까지
3,500만온∙오프라인고객행동데이터구성

Key Point 1. Omni Channel DMP

Online Data

ㆍ 오픈마켓 쇼핑(장바구니, 조회, 구매 등) 데이터

ㆍ 포털 검색 데이터

ㆍ 멤버십(사용처, 누적 금액 등) 데이터

ㆍ 포인트(쿠폰 정보, 관심 이벤트 등) 데이터

ㆍ App 설치 데이터

ㆍ App 카테고리(금융/여행 등) 별 설치 데이터

ㆍ App 설치 날짜(최근 1개월 이내 설치자) 관련 데이터

ㆍ App 설치 날짜(특정 일자 이후 설치자) 관련 데이터

Offline Data

ㆍ 네비게이션 검색(목적지명) 데이터

ㆍ 전국 광역시/도/군/구 방문 데이터

ㆍ 거주지/근무지(테헤란로 등) 방문 데이터

ㆍ 특정 장소(대기업 사옥 등) 방문 데이터

ㆍ 다양한 브랜드 매장 방문 데이터

ㆍ 특정 상권(직장가/대학가 등) 방문 데이터

ㆍ 특정 카테고리(헬스/뷰티/미용 등) 방문 데이터

ㆍ 전국 아파트 거주자 데이터

온/오프라인 고객 행동 데이터Cross Target DMP

SKP Data 앱 프로파일

실외위치 실내위치

SKP

SKP

SKP

SKP

AP

AP

AP

AP

SKP

실외

실외

실내

실내

실내

실내

실내



국내최대라이프스타일행동데이터기반의SKP DMP를활용한

Key Point 1. Omni Channel DMP

SKP Data Targeting

오픈마켓 검색어, 상품명, 카테고리명, 장바구니, 구매, 가격

네비게이션 목적지명, 검색어

포털 검색어, 관심 뉴스 정보, 관심 커뮤니티 정보

페이 결제 금액

멤버쉽 누적 사용 금액, 사용처

포인트 휴대폰 정보, 관심 이벤트 정보, 검색어

Data Source Segment 

최근 90일 이내
B**, 벤*  AS센터

방문 이력자

B**, 벤*  관련
카 액세서리조회,
장바구니이력자

B**, 벤*  브랜드
멤버십 보유

이력자

특정 자동차 브랜드
멤버십 타겟팅

(T멤버십)

이외 B** / 벤* 멤버십을 보유한 40대 남성 등
다양한 SK 그룹 내 서비스의 데이터를 조합, 활용할 수 있는

커스텀 세그먼트 추출도 가능



3천만이상의모바일단말기에설치되어있는App 정보를활용한

Key Point 1. Omni Channel DMP

App Profile
Data Targeting

앱 설치 안드로이드 앱 설치 이력

앱 카테고리 게임, 키즈, 건강, 교육, 금융 등 App 카테고리
설치 이력

이탈 유저 안드로이드 App 삭제 이력

특정 기간 App 설치/삭제 시점 이력

관심사 페르소나에 맞는 App 설치 이력 그룹

Data Source Segment 

자사 앱 설치자
경쟁사 앱 설치자

x
자사 앱 미설치자

자사 앱 삭제자
최근 3개월 내

인테리어관련 앱
신규 설치자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된 모든 앱들에 대한
커스텀 세그먼트 추출 가능



사용자의실외GPS 정보를활용한Geo-Fencing 기반의

Key Point 1. Omni Channel DMP

실외위치
Data Targeting

Data Source Segment 

지역 GPS 활성 이력

관심사 축구장, 야구장, 낚시터, 캠핑장, 골프장 등 방문 이력

브랜드 특정 브랜드 관련 지역 방문 이력

기간 위치 이력 발생 일자 및 시간 이력

거주 특정 기간 내 고정적인 위치 이력

전국 시/도/군/구등의
지역별 방문자

프리미엄리조트,
골프장 방문자

수입차 전시장 방문자
or

서비스 센터 방문자

수도권 아파트 중
매매가 8억 이상
아파트 거주자

광고주/캠페인별 특정 지역에 대한 Geo-fence 커스텀 작업이 가능하며,
신규 작업 시 모수 축적 기간은 최소 2주 정도 소요



사용자의실내Wi-Fi 정보를활용하여특정매장방문정보를수집/분석하는

Key Point 1. Omni Channel DMP

실내위치
Data Targeting

Data Source Segment 

매장방문 Wi-Fi  신호 패턴 이력

관심사 교육, 금융, 동물, 육아 등 카테고리 별 매장 방문 이력

브랜드 총 1,300개 이상의 특정 브랜드 매장 방문 이력

지역 전국 도/시/구 기준 방문 이력

상권 전국 주요 상권 방문 이력

전국 올리브영 매장
방문자

애견 카페
방문자

키즈 카페
방문자

홍대∙합정, 건대입구,
신촌, 이태원
상권 방문자

전국 100만 개 이상의 매장, 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주/캠페인별 커스텀 세그먼트 추출 가능



온라인과오프라인의행동이력을활용한차별화된디지털캠페인집행
크로스타겟 DMP 차별화 포인트

Key Point 1. Omni Channel DMP

Online Data 기존 타겟 마케팅 크로스타겟 차별화 포인트

SKP Data
SKP Data 만 활용 SKP Data 와 여러 Data 를 합친

교차 분석 및 타겟팅 조합 가능

앱 프로파일
특정 앱 설치/미설치자 단순 앱 설치/미설치 이력은 물론 삭제 이력이나

특정 기간 이후 설치 이력 등 입체적인 앱 타겟팅 제공

실외 위치

특정 시/군/구
or   특정 거점 반경

위성 지도상 특정 지역의 Geo-fence 기술을 활용하여
세밀한 위치 타겟팅 제공

실내 위치
타겟팅 불가능

국내 DSP 중 유일하게 크로스타겟만가능
특정 매장 뿐만 아니라 페르소나에 맞는

상권 방문 이력도 타겟팅 제공



풍부하고다양한DMP data 기반의캠페인타겟분석및세그먼트도출
데이터 기반 타겟팅 설계 (예시)

Key Point 1. Omni Channel DMP

2. 세그먼트 도출

• 청소, 인테리어 용품 조회 및 장바구니 이력
• 가전 관련 멤버십 보유 이력
• 3040대/맞벌이 부부 관련 커뮤니티 이력
• 가전 제품 매장 네비게이션 검색 이력

• 자사 App 설치자
• 경쟁사 App 설치자
• 경쟁사 App만 설치자 (자사 App 미설치자)
• 아동 교육 관련 App 설치자
• 신선 식품 배송 서비스 App 설치자

• 캠핑장 및 놀이공원 방문자
• 가전 제품 매장 방문자
• 인테리어 관련 매장 방문자

• 직장인 밀집 지역 방문자 (테헤란로, 종로 등)
• 최근 3개월 이내 전국 키즈 카페 방문자
• 전국 육아 용품 및 의류 매장 방문자

1. 타겟 분석(유사도 분석)

연령대
성별

방문 장소
조회(관심) 상품

설치 앱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여성

타겟분석결과 육아관련커뮤니티를자주확인하며
마트에자주방문하거나
앱으로쇼핑을즐겨하는

대표홈케어브랜드N사

# 홈 클리닝 광고주

SKP Data App profile Data

실외 위치 Data 실내 위치 Data



Key Point 2. Premium Coverage
CrossTarget DSP



진정한크로스미디어, 크로스타겟팅을향해나아가는
국내 최대 디지털 미디어 커버리지

Key Point 2. Premium Coverage

DSP

Mobile DOOH/OTT

확장 예정
프리미엄 매체 중심의 커버리지

SNS

DMP를 활용한 Self-serve 매체
집행 가능

IPTV

국내 최초 프로그래머틱 TV
+ Brand Safety



글로벌ADX / 국내프리미엄AD Network 연동기반크로스타겟
모바일 커버리지

Key Point 2. Premium Coverage



국내필수모바일앱, 삼성페이를포함한다양한노출지면보유중인크로스타겟
대표 매체

Key Point 2. Premium Coverage

Samsung Pay Samsung Weather Galaxy Theme Game Launcher Daily 지하철종결자

전국 스마트버스 2020 점신 L.Point CJ ONE CJ ONE 원더락 캐시슬라이드

캐시슬라이드
스탭업

사랑한지
Been Together

후후 MBC Mini 뭐야이번호 더데이비포

마카롱캠 MX Player 아프리카TV 캐시워크 이밥차 요리 레시피 피키 캐스트

허니 스크린 살림 9단의 만물상 뷰티 플러스

간편결제모드(Swipe up) 실행 시

APP 아이콘 클릭 실행 시 저절로암기영단어 폴라리스오피스 후스콜



크로스타겟DMP Data 를활용한
Self–Serve 매체 광고

Key Point 2. Premium Coverage

DMP를 활용하여
캠페인 타겟 세그먼트 생성

01

FB/IG에 생성된
세그먼트 업로드

02

업로드된 세그먼트 기반으로
FB/IG 캠페인 노출

03

크로스타겟의 온∙오프라인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캠페인 집행 시
Self-Serve 매체가 제공하는 타겟팅 대비 우수한 효율 및 인사이트 분석이 가능합니다.



Key Point 3. Data Analysis & Optimization
CrossTarget DSP



타겟분석-운영최적화-결과인사이트도출
크로스타겟 핵심 기능

Key Point 3. Data Analysis & Optimization

1 2 3
캠페인 전 / 캠페인 초기 캠페인 심화 캠페인 종료

① 캠페인 KPI, 예산, 소재, 일정 등 컨디션 체크
② 타겟 분석 통해 캠페인에 최적화된 코어 및 서브 타겟

세그먼트 추출
③ 캠페인 목적별 세그먼트 분류
④ 캠페인 진행 후, 1차 반응 세그먼트 추출
⑤ 1차 반응 세그먼트를 기반으로 Lookalike 기능을

활용하여 제2, 제3의 유사 성향 오디언스 추출

타겟 설정 및 확장

Goal

① 최저 예산 최대 효율 전략 수립
② 세그먼트 별 최적화

(매체, 시간대, 타겟팅 별 노출 비중 확대)
③ 고효율 오디언스 선별
④ 매체, 타겟 카테고리 확장으로 효율 및

노출 극대화

운영 최적화

① 캠페인에 사용된 세그먼트별 전환성과 다각도 분석
② 캠페인 반응 모수 기반 유사 세그먼트 생성, 

2차 캠페인에 적용

결과 인사이트 도출

타겟 분석 운영 최적화 결과 인사이트 도출



명확한타겟세그먼트탐구를위한첫번째
타겟 설정(유사도 분석)

Key Point 3. Data Analysis & Optimization

저연령의 아이가
있는 3040 가족

2. 데이터 기반 세그먼트 도출

- 생활가전 제품(공기청정기) 조회 및 장바구니 이력
- 국내 및 해외 여행 상품 조회 및 장바구니 이력
- 뷰티/여행 관련 멤버십 보유 이력
- 육아 관련 커뮤니티 이력
- 건강 관련 제품 조회 및 장바구니 이력

SKP Data

- 대형 인테리어 매장 방문자
- 가전제품 관련 매장 방문자

실외 위치 Data

- 비타민 분석 및 리뷰 관련 App 설치자
- 건강 및 헬스 관련 App 설치자
- 여행 및 숙박 관련 App 설치자
- 식료품 배달 관련 App 설치자

App profile Data

- 직장인 밀집 지역 방문자(테헤란로, 종로 등)
- 최근 3개월 이내 전국 캠핑장 방문자

실내 위치 Data

1. 유산균 브랜드 “D” 타겟 분석 결과

연령대
성별

방문 장소
조회(관심) 상품

설치 앱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여성

핵심타겟의주요연령, 쇼핑, 주방문자, 선호컨텐츠, 
선호어플등실시간분석가능

실제크로스타겟DMP의유사도분석결과화면입니다.

국내1위유산균브랜드D사

육아관련커뮤니티를
자주확인하며

마트에자주방문하거나
앱으로쇼핑을즐겨하는

유사도분석을통한
타겟종합분석

• 육아관련커뮤니티를자주이용하여관련정보를얻음
• 짧지만알찬여행을선호하여체험적인여행을즐기는가구
• 건강에대한관심도가높고, 렌탈용품에대한거부감이적음
• 신선한재료를새벽에배송받는새벽배송파

타겟 페르소나 정의



명확한타겟세그먼트탐구를위한두번째
타겟 확장(Lookalike)

Key Point 3. Data Analysis & Optimization

1 2 3
1만명 (OO에어컨 DA 광고 반응자) 학 습 10만명 (최대 모수 설정 가능)

1차 캠페인 반응
세그먼트 설정 크로스타겟 DMP 머신 러닝 결과

모 델 추 론

반응자 세그먼트 업로드 CrossTarget DMP 영향도 분석 유사 성향 오디언스 추출 세그먼트 확장 완료

ADID 기반 정답지 오디언스 세그먼트를
DMP에 업로드
- 특정 앱 인스톨, 캠페인 반응,서비스 가
입, 제품 조회/구매 등의 집단

오디언스 형태에 영향이
큰 주요 특성을 자동으로 분석

오디언스의 주요 특성을 기반으로
유사 오디언스를 자동으로 추출

정답지와 가장 유사한 성향을 보유하여
“OO에어컨” 광고 유효 시청 가능이
높은 세그먼트 추출

핵심 타겟은 있지만 실질적인 캠페인 집행을 위해서는 규모감이 필요합니다
크로스타겟은 핵심 타겟과 가장 유사한 사용자들을 찾아 확장 세그먼트 생성이 가능합니다



캠페인 D-day부터 종료까지 끊임없는
운영 최적화(한달 기준 예시)

Key Point 3. Data Analysis & Optimization

1.6
1.4
1.2

1
0.8
0.6
0.4
0.2

0

[2단계]
캠페인 최적화 진행
매체, 소재 ON/OFF

프리퀀시, 세그먼트 조절

[1단계]
전체 예산의 10% 수준에서 일별 예산 조절을

통한 매체별/소재별 성과 탐색

[3단계]
효율 안정권 진입 이후 지속 모니터링

필요시 노출/클릭 프리퀀시 조절

D-Day ~ D+7 D+8 ~ D+14 D+15 ~ D+21 D+22 ~ D+30

0.5%

0.8%
1.0%

1.5%

전환 효과 상승

캠페인최적화

매체 최적화
인벤토리별로 성과 확인하여 ON/OFF

소재 최적화
소재별 성과 확인 후 ON/OFF 제안

프리퀀시
특정 시간 과다 노출을 방지하고, 
최대한의 타겟 세그먼트들에게 도달되도
록 노출/클릭 프리퀀시 조정

타겟 최적화
타겟별 효율 확인 후 신규 타겟
추가 기존 타겟 OFF등 최적화 진행

CVR

캠페인이 시작되면 플랫폼은 끊임없이 학습하고 최적화 단계를 진행하면서
캠페인 중간 과정에서의 다양한 시도, 분석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CTR



캠페인 효율은 물론, 다양한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한
인사이트 리포트

Key Point 3. Data Analysis & Optimization

크로스타겟은 기본적인 캠페인 결과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차 분석을 통해
반응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 제공 및 후속 캠페인에 대한 전략까지 제공합니다

• 교차 특성

• 인구통계학적 특성

• 지리학적 특성

• 디바이스특성

• 쇼핑 형태

• 소비/자산관리 형태

• 키워드 형태

• 관심 분야/품목 성향

• 여가 활동 성향

• 이동/방문성향

인구통계학적 특성
반응 세그먼트를 기반으로 성별/연령 특성으로 분석

쇼핑 형태
주요 쇼핑 채널 현황 파악 및 구매 횟수, 주요 구매 상품 등을 분석

지리학적 특성
반응 세그먼트 기반 지역별 거주 현황 등을 분석

관심 분야/품목 성향
주 관심 분야 및 상품 등을 분석

원하는 분석 항목 선택 원하는 분석 항목 결과를 수십 종의 차트로 자동 생성



Appendix
CrossTarget DSP



Targeting Data Source 공시 단가
(고정 CPC)

프로모션 단가
(고정 CPC)

기본

논 타겟팅 80원 80원

광고주 ADID 타겟팅 광고주 보유 ADID 120원

120원

광고 반응 리타겟팅 캠페인 반응 Data 120원

DMP

SKP DMP SK플래닛 서비스 행동 이력 (쇼핑/네비/멤버십/포털/페이 등) 150원

앱 프로파일 DMP 3,500만앱 설치/삭제 이력 (안드로이드 기준) 120원

실외 위치 DMP GPS 기반 위치 정보 이력 (Geo-fencing 기술 활용) 120원

실내 위치 DMP Wi-Fi 기반 위치 정보 이력 (카테고리/브랜드/매장 기준) 150원

Appendix. 모바일 상품 구성

광고 단가

※ 크로스타겟 DMP 를 활용한 FB/IG 매체 집행 별도 문의
※ 부가세 별도

2020년 6월~



Appendix. 배너 규격

Brand Safety 기반의 Native Banner 중심 상품

띠 배너 전면 배너 중간 배너

네이티브 배너(1) 네이티브 배너(2)
Samsung Banner

※ 온누리DMC는 제작된 광고물을 검토하고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체 결정에 따라 특정 광고물의 게재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ppendix. 집행 프로세스

빠르고 정확한 집행 프로세스

제안 요청
타겟 분석 및

미디어 믹스 전달 부킹 요청
IO전달 &
소재 제작

가이드 전달

세금계산서 발행
(종료 월 기준)

리포트 확인 광고 라이브

캠페인 세팅 및
어드민 전달

온누리DMC
광고주/대행사/렙사

광고비 입금
(계산서 발행 기준

30일 이내)



Appendix. 집행 사례

맞춤형 타겟팅으로 다양한 카테고리에 캠페인 집행 가능

#1 소셜 커머스 Campaign Purpose Target Parameter Campaign Result

• 기존 유저 사용자 구매 증대

• 경쟁사 유저 확보

• 최근 상품 구매 사용자

• 이탈 위험 사용자

• 최근 설치 사용자

• 경쟁사 앱 최근 설치자

• 기간 :  4년 이상

• 예산 :  5,000만원 / 월

• KPI :  구매전환

• 성과 :  ROAS 2,000% ~ 4,000%

• 트래킹 툴 기반 성과측정 (branch)

ADID

ADID

ADID AP

AP

* 



Appendix. 집행 사례

맞춤형 타겟팅으로 다양한 카테고리에 캠페인 집행 가능

#2 신선 식품 유통 Campaign Purpose Target Parameter Campaign  Result

• 기존 사용자 상품 구매 증대

• 미구매자 상품 구매 유도

• 일부 지역 구매자 구매 촉진

• 최근 상품 구매 사용자

• 최근 접속, 상품 미구매 사용자

• GPS 기반 특정 지역 구매 사용자

• 기간 :  1년 이상

• 예산 :  1,500만원 / 월

• KPI :  구매전환

• 성과 :  ROAS 1,000% ~ 2,000%

• 트래킹 툴 기반 성과측정 (adbrix)

ADID

ADID

실외

* 



Appendix. 집행 사례

맞춤형 타겟팅으로 다양한 카테고리에 캠페인 집행 가능

#3 고급 수입차 Campaign Purpose Target Parameter Campaign  Result

• 상담 신청 유저 확보

• 제품 홍보

• 고급 승용차 용품 관심 유저

• 고급 승용차 전시장
/서비스 센터 방문자

• 고급 승용차 방문자

• 고급 승용차 매장 방문자

• 고급 승용차 관련 앱 설치 사용자

• 기간 :  5개월

• 예산 :  약 5,000만원

• KPI :  프로모션 이벤트 활성화

• 성과 :  집행 매체 중 이벤트 전환율 우수

• 광고주 내부 정책 상 상세 결과 수치
공유 불가
(CTR 및 광고주 피드백 기반으로 최적화 운영)

SKP

SKP

실내

실외

AP
* 



Appendix. 집행 사례

맞춤형 타겟팅으로 다양한 카테고리에 캠페인 집행 가능

#4 유아 건강 식품 Campaign Purpose Target Parameter Campaign  Result

• 제품 홍보
( App 설치시 구매 할인 )

• 육아 관련 상품 구매 관심자

• 건강 식품 구매 관심자

• 실버 용품 구매 관심자

• 육아 관련 앱 설치자

• 키즈 카페 방문자

• 기간 :  1년 이상

• 예산 :  약 2억원

• KPI :  구매전환

• 성과 :  앱 다운로드 & 앱 활성화 증대

• 광고주 내부 정책 상 상세 결과 수치
공유 불가
(CTR 및 광고주 피드백 기반으로 최적화 운영)

SKP

SKP

SKP

AP

실내 * 



Appendix. 집행 사례

맞춤형 타겟팅으로 다양한 카테고리에 캠페인 집행 가능

#5 뷰티/미용 Campaign Purpose Target Parameter Campaign  Result

• 제품 구매 유도

• 신상품 브랜딩

• 뷰티 관련 상품 구매 사용자

• 뷰티 관련 매장 방문자

• 피부 관리 샵 방문자

• 기간 :  1년 이상

• 예산 :  약 1억원

• KPI :  신제품 홍보, 구매 전환

• 성과 :  타겟 도달 및 구매 전환 우수

• 광고주 내부 정책 상 상세 결과 수치
공유 불가
(CTR 및 광고주 피드백 기반으로 최적화 운영)

SKP

실내

실내

* 



Appendix. 집행 사례

맞춤형 타겟팅으로 다양한 카테고리에 캠페인 집행 가능

#6 생활 가전 Campaign Purpose Target Parameter Campaign  Result

• 이벤트 페이지 활성화

• 명절 임직원 구매 유도

• 가전용품 상품 구매 관심자

• 유아 관련 상품 구매 관심자

• 가전용품 관련 앱 설치자

• 임직원 앱 설치자

• 가전용품 오프라인 매장 방문자

• 기간 :  6개월 이상

• 예산 :  약 2억원

• KPI :  기획전 유입

• 성과 :  CTR 1.3%, UV 목표 달성

• 광고주 내부 정책 상 상세 결과 수치
공유 불가
(CTR 및 광고주 피드백 기반으로 최적화 운영)

SKP

SKP

AP

AP

실내 * 



Appendix. 집행 사례

맞춤형 타겟팅으로 다양한 카테고리에 캠페인 집행 가능

#7 음식 배달 Campaign Purpose Target Parameter Campaign  Result

• 기존 앱 활성화

• 신규 앱 홍보 / 설치

• 신규 상품 브랜딩

• 경쟁사 앱 설치자

• 대학교 방문자

• 최근 앱 오픈 유저

• 기간 :  3개월 이상

• 예산 :  약 5,000만원

• KPI :  앱 다운로드 및 재구매 유저 증대

• 성과 :  CTR 1.4%, UV 목표 달성

• 광고주 내부 정책 상 상세 결과 수치
공유 불가
(CTR 및 광고주 피드백 기반으로 최적화 운영)

AP

실외

ADID

* 



Appendix. 집행 사례

맞춤형 타겟팅으로 다양한 카테고리에 캠페인 집행 가능

#8 모바일 게임 Campaign Purpose Target Parameter Campaign  Result

• 휴면 사용자 복귀 유도

• 이탈 위험 사용자 이탈방지

• 기존 사용자 접속 촉진

• 구매 금액 상위 사용자

• 7일 연속 접속자

• 최근 미접속자

• 특정 기간 접속자

• 기간 :  4년 이상

• 예산 :  3,000만원 / 월

• KPI :  휴먼유저 복귀

• 성과 :  복귀단가 1,500원 수준

• 트래킹 툴 기반 성과측정 (singular) 

ADID

ADID

ADID

ADID

* 



Appendix. 3rd party tracker

주요 트래커 연동으로 손쉽게 크로스타겟 캠페인 집행 및 성과 측정 가능
캠페인 성과 측정

자체 발급한 Script 적용을 통한,
Cookie 기반 성과 측정



Appendix. TV 상품 구성

프로그래머틱 TV 상품

Channel 상품 구분 소재길이 가격 비고

SK BTV
VOD 프리롤

기본 업종

15초 CPM 21,000원 특수 업종은가격 별도 문의

VOD 포스트롤 15초 - 60초 CPM 8,500원 소재 길이에 따른 가격 변동 없음

홈초이스 VOD 프리롤 15초 CPM 20,000원 특수 업종은 가격 별도 문의

구분 기존 CrossTarget TV

시간대 타겟팅 20%

0%요일 타겟팅 20%

프리퀀시 조절 20%

TV 리타겟팅 / 디타겟팅 상품 없음 0%

채널 타겟팅 상품 없음 0% - 20% (홈초이스 무료)

PP(방송국) 타겟팅 20% 20%

장르 타겟팅 20% 20%

프로그램 타겟팅 40% 0% - 40% (홈초이스 무료)

지역 타겟팅 (광역시/도) 20% - 60% 20% - 40%

맞춤 타겟팅 별도 협의 특정 프로그램 / 오디언스 등 광고주 맞춤 타겟팅 (별도 협의)

※ 일부 타겟팅 옵션은 방송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 바랍니다.

크로스타겟 TV 타겟팅 할증율

기본 단가
크로스타겟 TV 상품 소개서 다운로드

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onnuridmc-upload/onnuridmc-introduction/Crosstarget_TV_v1.36.pdf


THANK YOU

크로스미디어영업팀 / cc@onnuridmc.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0 캠브리지빌딩12층

mailto:cc@onnurid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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