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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s Adcolony?
29+ 글로벌 지사



Awards
2016년 한 해에만 전세계에서 76가지의 광고 관련 상 수상



Advertising Partners
글로벌 고객



Publishing Partners
세계 최고의 퍼블리셔 고객



Increase of Publisher ’s Earning

글로벌 No.1

•
•

세계적인모바일광고 및 마케팅플랫폼

글로벌 >10 억 Monthly Unique Users

모바일비디오광고선두주자

•
•

HD Instant-Play TM 모바일비디오 기술 보유

글로벌 >17 억 Monthly Video Views

믿을수있는파트너

•
•

모바일게임 개발사로시작

끊임없는신규 서비스연구 및 개발 (Compass, Display Banner, etc.)

Pubs Earning / Year

CPI 방식을통한확실한수익

•
•

CPI(Cost Per Install) – EndCard 도달 후 설치하여광고 수익 발생

충성도높은 확실한 고객 유입을통해 안정적인수익 창출



주요개념설명

광고주들이계약하는형태두가지

• CPI – cost per intall. performance marketing.

 end card : 광고를끝까지시청하고마지막에설치할
수있도록앱스토어로들어가는화면.

 end card까지가서실제로설치를해야수익발생

 국내의대부분의광고주들은 CPI로계약

• CPV – cost per view. brand marketing.

 광고를끝까지시청했을때수익발생

 pre-caching : 애드콜로니에서원천기술을보유

 유저가모르게와이파이를통하여고화질의광고를
폰에다운받아서광고실행

 유니티나벙글과같은타광고회사들은스트리밍
방식으로광고를재생하기때문에저화질

 CPV형식의광고를원하는영화, 애니매이션과같은
컨텐츠제공업체들은애드콜로니의고화질광고
선호



주요개념설명

CPI에서의용어정리

• CTR – click through rate. 

 end card까지시청을완료하고앱스토어로
연결해주는링크를클릭할때까지의유저비율

 평균 1%

• CVR – conversion rate. 

 앱스토어로들어가서실제로앱을다운받고설치하는
유저비율. 

 위의 CTR의절반정도는설치

 광고를끝까지보고앱스토어까지들어갔으면절반은
앱을깔아본다는의미

 평균 50%

• IR – install rate. 

 1%의절반이설치를하니전체 DAU 대비 0.5%가평균
IR이다.



주요개념설명

수익화개념설명

• Zone

 이라는것은광고를시청할수있는버튼을의미

 하나의앱에최대 15개의존삽입가능

• request 

 유저가광고를보기위해버튼(zone)을누르고동영상
광고를시청한다는요청을보낸횟수. 

• impression 

 request에의해광고가시작되고시청하기시작하는
횟수. 

 request와 impression의숫자가거의동일. 

 요청을보냈으나네트워크가느려서광고가시작하기
전에앱을종료한다든지요청이실패한다든지등의
원인때문에 request에서 impression으로이어지지
않을수있음.

• cvv – complete video view. 

 동영상광고를끝까지시청한횟수



주요개념설명

다양한지표

• dau –매우중요. 

 애드콜로니에서말하는게임개발자들이생각하는
dau와다름. 

 adcolony.configuration 함수가발동되는순간에 DAU로
집계. 

 이는게임에접속해서 zone을누를수있는화면이
떴을때를말함 -> 광고를볼준비가된유저

 즉, 게임에접속만하면 DAU라고생각하는데그것이
아니라게임에접속하여광고를누를수있는화면이
떠줘야 DAU라고집계되는것

• Earning 

 애드콜로니와수익배분이된이후에세금모두
제외하고개발자에게돌아가는순수익. 

• eCPM – (earning/impressions)*1000. effective cost per milli. 

 1000회의광고시청당수익효율. 

 나온지몇년안된신생개념

 앱과광고제공업체와상관없이객관적으로광고
수익률을평가할수있는지표

 실제로 earning은작은데 eCPM은높을수있는데이는
DAU에비해광고를많이봐준다고생각할수있기
때문. 

 eCPM이높다고꼭 earning이높은것은아니므로
앱끼리수익효율을비교하기위한지표로만사용.







ITSM(IT Service Management)
솔루션 포트폴리오

ServiceDesk Plus
자원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ITIL(IT Infrastructure 
Library) 특화 헬프데스크 관리 소프트웨어

AssetExplorer
IT 자원 생명주기 관리 소프트웨어

SupportCenter Plus
고객지원 및 헬프데스크 관리 소프트웨어

Social IT Plus
IT를 위한 프라이빗 소셜 네트워크



ITSM을 사용해야만 하는 7가지 이유

• IT 서비스 배포의 원가 절감

• 고객 만족도 제고

• 위험부담과 다운타임 감소

• 운영 효율성과 사업 연장성 증가

• 법률 준수성 강화

• IT 운영 장악력 강화

• 조직의 과도기 적응력 강화



ITSM 도입을 가로막는 3가지 문제

NO 최적화

ITSM 도입시 기존의 사업 개념, 
방법, 도구, 서비스, 구조에 대해
어느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부
컨설턴트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

ITSM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상부의 지원이 미비하면 자원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절차나 도구가

부족한 경우

ITSM을 도입하기에는 서비스
관리 도구들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경우

NO 맞춤화 NO 자원



ServiceDesk Plus가
고통을 분담하고
헬프데스크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쉽고 빠르게 숙달
IT 임원 및 사용자들이
적은 시간으로 마케팅

가능

SMB를 위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Enterprise급 기능

사용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료
다운로드 및 30일 트라이얼

기간.

고기능의 사용자 정의 가능
코딩 능력없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커스터마이징



스케일 가능
다양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의 높은 활용도

업계 내 모범 사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검증한 매니지엔진의 품질

넓은 접근성
온프레미스와 SaaS 모델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며
네이티브 앱으로도 접속 가능



숫자로 보는

ServiceDesk Plus

- ITSM 산업에서 10년간 성장

- 100,000개의 조직에서 125,000회 이상

적용

- 전세계 186개의 국가에서 750,000명의
IT 기술자 사용 중

- 29가지 언어로 사용 가능



온프레미스 SaaS 매니지드 서비스

버전

• 단일 다운로드용 설치 파일

• 기존의 IT 인프라에서 호스팅

가능

• 빠른 설치와 고기능의 제어

• 데이터와 보안을 직접 통제

• 빠른 가입 – 브라우저와

인터넷만 있으면 가능

• 자동 버그 픽스와 패치

업그레이드

• 본사에서 직접 어플리케이션

호스팅

• 검증된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장

• 단일 헬프데스크로 여러 개의

고객 계정 관리

• 유연한 요금 청구 모듈

• 인터넷 전화 기능 통합



• 안드로이드와 iOS 네이티브 모바일 앱

• 엔드 고객과 기술자를 위해 커스터마이징

• 이동하면서 티켓 관리 가능

• 언제 어디서나 즉시 티켓 업데이트 알람 발송

• 모바일 대시보드를 통해 헬프데스크 성능

모니터링

모바일 앱



우리와 함께 성장한
디즈니

등록 기술자 수

20

395

2005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