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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in 모바일 동영상 광고와 +

모바일 DA 광고를 연계한 리마케팅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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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로스가보유한동영상광고 네트워크 ‘다윈’은

2013년국내최초로런칭하여, 최대영상커버리지를보유하고있습니다
(국내처음으로네이버와연계된플랫폼으로안정성과기술력검증)

국내 Top 포털,
동영상전문매체부터

지상파, 종편으로구성된
프리미엄매체입니다

국내 최대 매체 보유

25

인터넷인구의 60%에
도달가능한월 2,300만UV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이용자 수

23,000,000

효과적인다윈을경험한
광고주의약 45%가연 3회이상
광고재집행을하고있습니다

3회 이상, 재 집행

45%

하나의소재로
PC / Mobile / Tablet 에

동영상광고노출이가능합니다

하나의 소재로 집행

1+3

지상파및케이블

동영상

플레이어

종편포털

기타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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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은 15초이상 광고를보거나 클릭했을때만과금하여

광고주및소비자에게 매우합리적인광고집행방식입니다

3초 5초 9초 12초

광고 노출

SKIP 버튼 노출

컨텐츠 노출

15초

과금시점SKIP버튼등장시점

비과금 (광고 노출 효과는 유지)

비과금 과금

15초전에SKIP 버튼을누르거나, 이탈하는경우 15초이상광고시청을완료한경우

광고 시청 완료(15초)전 클릭한 경우View로과금(15초)된이후에클릭한경우(중복과금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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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은 주목도 높은클릭버튼을 통해즉각적인 고객반응유도가 가능하며,

경쟁사대비 2배이상뛰어난광고효과를제공합니다

* 2015년12월 다윈 전체 집행데이터의 평균
*G사 15년 12월 내부집행 데이터 평균 VTR+CTR= 13% 내외

평균 VTR : 24%

평균 CTR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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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은 SKIP버튼을탑재하여유저의광고거부감을최소화하고

자발적광고시청으로최상의광고호감도와인지도를이끌어냅니다

54%

70%
74%

광고 재생 이후 5초 동안의 유저 반응률 측정 기준 : 심장박동, 유저행동, 피부전도성, 호흡률 (5점 척도)
Source : Ipsos MediaCT and Innerscope Research Inc.

광고를
강제로 본 경우

광고를
스킵 한 경우

광고를 스킵하지 않고
끝까지 시청한 경우

광고스킵유무에따른광고호감도 동영상광고시청후인지도

81%

59%

Source : Google Confidential and Proprietary

광고를 Skip 하지않고

끝까지시청한경우

일정시간광고

시청 후Skip 한경우

스킵한광고중,
60%는인지효과가있음

(광고비지불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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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광고 집행 시 효율에서도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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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반응그룹
VS

광고非노출그룹

2차 DA 노출플랫폼
페이스북/카울리/
애드립/인모비

‘다윈’의 동영상광고를 15초이상 시청하거나클릭한 유저는

설치전환율이매우높은코어타겟으로나타났습니다!
(다윈광고시청/클릭유저대상배너광고노출시, 일반그룹대비약 4배높은반응)

A 게임사
앱다운로드광고

2015년12월진행

다윈광고

반응자그룹효과비교 전환율

3.7배 상승

[ 다윈광고반응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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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반응그룹
VS

광고非노출그룹

2차 DA 노출플랫폼
페이스북/

페이스북타겟네트워크

‘다윈’의 동영상광고를 15초이상 시청하거나클릭한 유저는

CPC 금액이매우저렴한코어타겟으로나타났습니다!
(다윈광고시청/클릭유저대상배너광고노출시, 일반그룹대비약 3~4배높은반응)

A 자동차사
브랜딩광고

2016년 1월진행

다윈광고

반응자그룹효과비교

[ 다윈광고반응그룹 ]

CPC
2.6~3.6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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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in 모바일 동영상 광고와

+ 모바일 DA 광고를 연계한 리마케팅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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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 동영상광고집행후 15초이상시청및클릭한

코어타겟을추출하여배너광고를집행하는리마케팅상품입니다

[ 동영상광고 ]

다윈 광고 시청
/ 클릭 타겟 추출

[수집된소비자와유사성향소비자에게 2차 DA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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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dawin

동영상광고
집행

ADID추출 타겟그룹생성

다윈 집행을 통해 추출된 직접 모수와 함께

모수증대를위해디지털행동패턴/이용성향이흡사한

유사 모수 (Lookalike) 생성

[ 광고집행프로세스]

[ Real-time ]

STEP 2

Facebook

타겟
모델링

2차 DA광고집행

STEP 3

Facebook

리타겟팅
광고집행

페이스북의Page Post AD(링크, 동영상, 앱인스톨)과

타겟네트워크*  배너형/삽입형/네이티브형집행가능

*  타겟 네트워크 : 페이스북의 승인을 받은 3rd Party 모바일 앱으로
페이스북 캠페인과 동일한 타겟팅으로 광고가 노출 되며,

대표적인 앱으로는 Clean Master,Photo wonder, Shazam, APUS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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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모수효율비교 ]

캠페인효과비교

- CPC : 34원
- CTR : 4.25%

d2 유사

- CPC : 63원
- CTR : 2.7%

페이스북 Fan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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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집행프로세스

퍼포먼스

캠페인
(cf.신규앱오픈)

브랜딩

캠페인
(cf.자동차신차런칭)

집행구분

앱인스톨 / 구매등직접전환확대가필요한 캠페인은 물론

브랜드로열티증대에도 매우효과적으로 활용가능합니다

APP install

Click

2차
DA 노출광고시청

완료그룹

Click dawin
영상광고
노출

dawin
영상광고
노출

2차
영상/DA
노출

광고시청
완료그룹

3차
DA 노출

이벤트 참여
(시승신청)

3차
DA 노출비반응

그룹

지속적인광고노출로전환최대화↑

코어타겟확보와브랜드로열티증대↑

[ d2 활용예시 ]

Click 

-인테리어 / 익스테리어관련메시지전달

-시승신청관련메시지전달

반응
그룹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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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패키지 ]

기본 패키지를 통해 코어타겟 그룹을 수집할 수 있으며,

일반 광고 집행 대비 DA 효율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음

* 아래 Media Mix는 PPA_Link & 타겟 네트워크 상품으로 구성한 예상 수치로 ‘집행 상품/광고주 업종/캠페인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은모바일뉴스피드& 타겟네트워크 / only  모바일뉴스피드중선택하여집행가능합니다

- 페이스북 모바일뉴스피드집행시PPA Link 상품을추천드리며, 타상품은아래와같이집행에제약이있습니다

- 타겟네트워크불가상품 : LA, PPA, PPA Video, SA

- 타겟네트워크배너형집행불가소재 : Slide, 동영상

매체 개요 상품 기본 스펙

제안 단가

Exp. Imps Exp. CTR Exp.Clicks Exp. VTR Exp.View

비고

구분

Media Budget Page Ad Type

(예상 노출량) (예상클릭율) (예상클릭수) (예상조회율) (예상조회수)

(매체) (예산) (광고지면) (광고형태)

동영상 dawin 10,000,000 Mobile App Pre-roll 15~240초 : 비딩 CPVC 60원 1,587,302 0.50% 7,937 10.00% 158,730

- only 모바일 집행

- 페이스북 타겟
네트워크는 모바일로만
구성되어 있음

DA 페이스북 10,000,000

모바일 뉴스피드 PPA_Link 비딩 oCPM : 3,500 ~7,000원 1,400,000~2,800,000 0.10%~0.30% 1,400~8,400

타겟 네트워크 Banner 비딩 CPC : 57~128원 2,593,593~5,833,333 2.00%~3.50% 77,778~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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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 Pos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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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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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Page Post AD (PPA 페이지포스트애드)

Mobile  App AD (MAIA 모바일앱설치광고)

c

c

Page Post AD – Video  (PPA - Video)

Page Post AD - Link (PPA -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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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네트워크 : Facebook의승인을받은 3rd Party 모바일앱으로해당앱에페이스북과동일한
타겟팅으로집행되며소재의경우추가제작없이자동리사이징되어 노출됩니다.

* 대표타겟네트워크 LIST : 

[ Facebook - Target Network ]

배너형 네이티브형삽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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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집행 문의 - Email : dawin@incross.com / Tel : 02-3475-2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