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포먼스 마케팅 서비스 소개서

ㅡ
“LET OUR CLIENTS BE SECOND TO NONE”

우리의 고객을 최고로



온라인에서 100명 중

오직 4명만 광고를

시청합니다.

광고 클릭은 일어나는데 구매가 없다…?

광고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으신가요?

광고를 2초 이상 시청하는 고객은

전체의 단 4%에 불과합니다.

*MARKETING DIVE, DIVE BRIEF : INSIGHT STUDY 2021



많은 고객들이 광고를

클릭 하는데 구매가

왜 이리 적을까요?

광고플랫폼의 타게팅은 구매행동이 아닌

관심사 기반의 타겟팅인 것을 아시나요?

고객의 ‘관심’ 및 ‘관련성’에만 초점할 뿐

고객의 구매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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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매체 내 고객 행동,

데이터 기반 운영 고도화를

해야 할 때입니다.

APPSILON 은 단순히 광고 플랫폼(매체)가

제공하는 타게팅 뿐 아니라, 다양한 자사

및 외부 DMP를 활용하여 잠재고객 발굴

및 잠재 구매 고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서비스/상품의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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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SILON 과 함께

최고의 퍼포먼스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LET OUR CLIENTS BE SECOND TO NONE”

“우리의 고객을 최고로”

고객의 성공이 저희의 자산입니다.

투명하고 고도화된 데이터 전략 기반 운영 통해

최고가 되기 위한 동반성장을 약속합니다.



APPSILON의 고객사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데이터 마케팅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좋은 마케팅 조직을 갖춘 회사들이

왜 대행/매체 광고운영을 위탁 하나요…?”

당사는 단순한 광고 대행 & 매체 운영을 지양합니다.

자체 개발 DMP, DSP 뿐 아니라 Web 그리고 APP을 모두

아우르는 다양한 매체 운영과 풍부한 1st & 3rd Party Data

활용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성의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DSP

DMP

광고대행

광고플랫폼

자동화광고

빅데이터

광고 대행

•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 에이전시

• 서울, 마닐라, 상하이 지사 운영

• 광고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개발

• 비즈니스 소셜미디어 양성 전문 그룹 운영

• 광고주 중심의 광고 플랫폼(DSP)

• Google Ad-exchange 기반 광고 플랫폼

• 광고 제작, 성과 자동 분석 최적화

• 다중 채널, 글로벌 광고 송출 지원

자동화 광고 플랫폼

• Data Management Platform

• 타게팅 광고에 필요한 업종별 데이터 제공

• 잠재 고객 데이터 분석-가공-활용

• 광고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

DMP

• 온라인 Ad-network

• CPI, CPA, CPC 광고 특화 네트워크 매체

• 400+ 매체사(앱, 웹, 네트워크)

• 빅데이터 분석 및 광고 사기 방지

광고 플랫폼 사업

복잡한 광고, 고민은 그만.

사업확장에 집중하세요

급변하는 디지털 광고 트렌드, 기술, 고객정보 취급정책

서비스와 제품 개발에 매진해도 복잡한데 광고까지…?

모든 것을 잘하는 직원도, 회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APPSILON은 각 광고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정하여

제품/서비스에 가장 맞는 고객을 찾아드립니다.



PERFORMANCE MARKETING



퍼포먼스 마케팅의

6가지 성공 DNA.

“내부/대행사에서 광고를 집행해봤는데, 성과가 좋지 않아

보다 저렴한 CPA 광고나 CPC 광고를 알아보고 있어요”

유의미한 매출 증대 없이 단기적인

KPI 달성만 보여주기 위한 광고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자체 개발한 퍼포먼스 마케팅, 데이터 플랫폼 직접 운영과

수준 높은 퍼포먼스 고객사와 오랜 제휴 경험을 토대로

잘못된 마케팅에 대한 ‘허상’을 벗겨내 드리겠습니다.

광고 업종별 전문화 & 

최적 매체 운영 경험

소셜미디어 광고

개별 알고리즘 파훼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팅 경험

크리에이티브 및

컨텐츠 제작

UA 테크닉
고객 맞춤 타게팅

데이터 활용



높은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

그들의 구미를 당기는

데이터 광고 맛집

“오래되거나 불법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아닌가요?”

당사는 자사 광고시스템 및 제휴 연동된 광고 거래소로부터

3개월 이내 합법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직접/가공하여

당사가 대행하는 광고 플랫폼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구매로 직결될 수 있는 광고물을

잠재 고객에게 송출합니다.

DMP

분석/분류

데이터 관리

데이터 수집

Interface(UI, API, Batch 등)

성별, 나이, 관심사, 위치, 행동정보(클릭, 구매 등) 데이터 분류

광고아이디(ADID/IDFA), CookieID, Device ID, e-mail) 추출/변환/적재

당사 고객데이터 제휴사 고객 데이터

Data Sample :

Media Platforms



다양한 광고 플랫폼,

언제, 어떻게 쓰는지 혹시

따져보고 사용하시나요?

이빨이 썩으면 치과, 다리가 다치면 정형외과에 가듯

광고매체들은 저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광고

플랫폼의 특장점을 파악하고, 목적에 적합한 캠페인을

위해서는 각 플랫폼의 전문가의 철저한 미디어 믹스

저희가 더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조합해드리겠습니다.



말로만 “글로벌” 외치지 말고

지금 바로 세계로 나아가세요

해외 고객에도 우리 제품/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면?

북미, 서유럽, 일본, 그리고 동남아 광고 매체. 그리고

풍부한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팅 경험을 가진 다국어

능통 전문 마케터 및 해외 지사 인력들.

저희는 모두 준비 되었습니다.



WITH



“Q. 페이스북 광고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A. 경쟁력 없는 마케터의 퇴장, 새로운 블루오션의 서막”

페이스북(META) 사용자가 줄어서 광고 집행을 망설이세요?

META는 타 소셜미디어와는 다르게,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를 구글처럼 광고 네트워크(Audience Network)를

통해 META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제휴 웹/앱에도

광고를 송출합니다.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META 광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파면 팔수록 복잡하고 숨겨진 기능도 많은 META,

당사는 ROAS에 민감한 광고일수록 당사의 특기인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타게팅 고도화, ⓑ고객 구매 형태

및 ⓒ구매 가치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는

META 광고를 적극 권장합니다.



“단순 A/B Test가 아닌, 고객의

구매니즈를 충족하는 광고 기술”

META Ads는 광고 목적에 가장 충실한 고객을 찾아주는 광고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손자병법의 한 구절처럼, 

“고객의 상품을 알고, 고객을 알면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사의 상품에 맞는 구매자 Cohort 정의, 소재, 타게팅 고도화 등

META Ads에 최적화 된 Long-term 전략을 구성해드리겠습니다. 
CTR(%)

하위권소재

ROAS(100%)

결제전환 1위

BUT

*자사 광고 운영 성과 발췌

낮은 모객 단가 소재로 매출증대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미비했던

고객사에 ROAS 및 고객 LTV 증대 최적화 캠페인 적용 결과 ▼

광고소재 A

광고소재 B

광고소재 C

광고소재 D

광고소재 E



웹툰 광고 전문가 집단

All-in-one Agency

APPSILON은 국내외 웹툰 고객사의 퍼포먼스 및 브랜딩

광고를 전문으로 고객사와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웹툰 광고 사업부는 국내/외 지사에 걸쳐 조직되어

“웹툰 퍼포먼스팀” & “웹툰 크리에이티브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웹툰광고에 최적화 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APPSILON 웹툰 광고 사업부

웹툰 퍼포먼스 팀 웹툰 크리에이티브 팀

②퍼널 분석, 최적화, 리포팅, 매체 정책 대응

①매체 운영 : ROAS, CPA, RETARGETING

③커뮤니케이션 : 매체, 고객사, 데이터플랫폼

②소셜 미디어 플래닝 & 운영 : IG, FB, YB, TW, TT

①브랜딩 & UA 소재 제작 : 영상, 카로셀, 이미지

③이벤트 운영 : 굿즈제작, 소셜미디어이벤트



고객 성공사례 1

당사 META 전문 마케터가

만들어낸 6년의 정체 해결

광고 집행기간 : 2019.09~2023.01 진행 중

월 평균 예산 : 1억 1천만 원 / 85,000 USD

목적 : ROAS, 회원가입 증대

업종 : 종합 유료 웹툰 플랫폼

국가 : 북미, 유럽, 일본

성과 : ⓐ D7 ROAS 평균 87% → ROAS 289% 로 증가

ⓑ 신규 모객 단가 $38 → $7.85 비용 80% 절감

비고 : 고객사 데이터를 활용한 목적 별 캠페인 고도화

고객사 지난 6년간의 내부운영 → 전체 대행 전환

인하우스 리타게팅과 동일한 ROAS 성과 유지



고객 성공사례 2

광고매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광고 캠페인 세분화 + DMP

광고 집행기간 : 2021.10~2023.01 진행 중

월 평균 예산 : 8,500만 원/ 60,000 USD

목적 : ROAS 증대

업종 : 남성향 유료 웹툰 플랫폼

국가 : 북미, 유럽 국가

성과 : ⓐ D7 ROAS 평균 72% → ROAS 184% 로 증가

ⓑ 신규 모객 단가 $23.6 → $6.4 비용 70% 절감

비고 : 고객사 신규서비스 출시에 따른 자사 데이터 부재

3자 데이터 +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구매성향

유사 고객데이터를 활용한 캠페인 운영

UA 캠페인 당사로 전체 이관



고객 성공사례 3

고객 행동에 맞춘 타게팅

세분화 + 소재 다각화 전략

광고 집행기간 : 2022.07~2023.01 진행 중

월 평균 예산 : 6.4천만 원 / 50,000 USD

목적 : ROAS 증대, 신규 회원모집, 재 결제 유도

업종 : 에듀테크(Edutech)

국가 : 북미, 한국

성과 : ⓐ D7 ROAS 평균 94% → ROAS 273% 로 증가

ⓑ 신규 모객 단가 $23 → $8.95 비용 62% 절감

비고 : 매우 니치(niche)한 고객층을 타게팅 하는 서비스로

첫 2달 간 사용자 특성, 소재 반응률 및 관심사를

설문조사 캠페인을 추가하여 선 조사 후 최적화



WITH  SOCIAL MEDIA



100명의 고객 중,

55명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브랜드에 대해 배웁니다.

방치, 계획 없는 소셜미디어 운영… 고객의 55% 놓치지 마세요.

소셜미디어는 고객과의 소통을 먹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잘만 키워낸다면, 우리 고객과 가장 비슷한 잠재고객의

고객 전환, 구매를 낳는 황금거위 입니다.

*SOCIAL DIVE, LAUREN COVER, 2021



엄청난 수익을 자랑하는

인플루언서 vs. 방치된 브랜드

차이는 고객과의 소통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아닌, 

고객이 원하는 컨텐츠로 트렌드를 형성하고, 구독자들의

충성도를 토대로 영향력과 수익을 창출합니다.

비즈니스의 소셜미디어 채널 또한,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컨텐츠를 통해 고객에게 답하며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잠재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 구체적 & 장기적
소셜미디어 운영 목표 부재

• 목표 소비자 Taste,
Sentimental 이해 부재

• 소셜미디어 트렌딩 컨텐츠
특화 전략 부재

✓ Two-way 양방향 소통 불가

낮은 Follower Growth

✓ 낮은 Engagement ↓

✓ 점진적, 지속성장(iteration) 불가

THE PROBLEM OF UNPLANNED BRAND’S SOCIAL MEDIA



78%의 고객은 소셜미디어에서

좋은 컨텐츠 경험을 안겨준

브랜드를 구매합니다.

퍼포먼스 광고에서 매출과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고객의

반응을 보며 전략을 수정하듯, 소셜미디어도 전략적인

통계수집과 분석을 통해 다수의 고객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주된 사업 방향과
Social Media 운영 목적 동기화

소비자의 의견에 맞춘
컨텐츠 동기화

채널 & 트렌드 맞춤형
전략 동기화

고객사사업방향 (business goal) 파악

고객사사업방향기여를 위한

소셜미디어 KPI설정

소셜리스닝

소비자인구통계적 data 수집

채널별기존 follower/subscriber 특징분석

기존컨텐츠 EG 및반응분석

설정된 KPI 기반중장기

Social Media 운영목표 / 전략설정

정형비정형데이터를 포함하는

소비자 Persona 보고서제작
채널별,트렌드 맞춤형전략도출

O 양방향 소통 활성화

O 트렌드에 맞춘 동반성장

O 경쟁력+브랜드 잠재고객 증대

O 비즈니스 목표에 맞춘 지속성장

*SOCIAL DIVE, LAUREN COVER, 2021

THE BENEFITS OF PLANNED BRAND’S SOCIAL MEDIA



소셜미디어 운영도 엄연한

PERFORMANCE 

MARKETING

입니다.

“언제, 어떤 컨텐츠를 올려야 할지 알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도 예측과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MZ세대들에게 브랜드 채널은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소식을 열람하는 것을 넘어, 자신과 비슷한 사용자, 친구

그리고 기업과 소통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기업에 ‘무료’로 조언해주는 소통의 장입니다.

특히 MZ 세대 소비자들의 컨텐츠 소비와, 반응을

도식화 하여 자사 제품/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PPSILON 과 함께

우리 브랜드에 가장 높은

충성도와 관심을 가진 고객을

무료로 확보하세요

“LET OUR CLIENTS BE SECOND TO NONE”

“우리의 고객을 최고로”

고객의 성공이 저희의 자산이듯, 우리 고객의

소비자들도 고객사의 최고 가치 자산이 되도록

소셜미디어의 숨겨진 A-Z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고객의 재구매와

유사 잠재고객의

소통창구

대부분의 소셜미디어는 소비자의 컨텐츠 소비 습관을

파악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컨텐츠를

노출합니다. 자사 브랜드 팔로워들과 가장 소비

형태가 비슷한 사용자에게 브랜드를 브랜드를

알리고 충성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컨텐츠일 수록, 기존 자사 고객이 아닌

자사고객과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신규 고객에게

양질의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않으면얻을수없는변화

실패하지않으면얻을수없는성공

전문가와의무료상담을통해결정하세요



e-mail  | marketing@appsilon.kr website  | appsilon.kr 

ⒸAPPSILON Corp.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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