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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Data Management Platform



타겟 고객을 정확히 마케팅 오디언스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바일인덱스DMP가 그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PC와 달리 모바일은 철저히 개인화 된 매체 이며, 모바일의 이용성 데이터는

그 어느때 보다 정교한 타겟 고객의 구분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MobileIndexDMP(3rd party DMP)는 정밀한 방법으로 타겟 고객을 특정하고,

높은 마켓 커버리지를 통해 그들을 효율적으로 “오디언스”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Make your target into Audiences



모든 마케터는 내 고객은 누구인가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낸 고객의 특성을 통해 잠재 고객을 특정 합니다.

내 고객은 누구인가로부터 시작

해외여행고객분석
일반사무직,싱글족이고….

고가뷰티제품고객분석
강남…백화점…교육…

온라인커머스고객분석
맞벌이,육아…



분명 마케터는 자신만의 타겟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에게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너무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을 정의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도, 매체와 연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소도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Target은 다른데 Audience는 같다?

해외여행고객분석
일반사무직,싱글족이고….

고가뷰티제품고객분석
강남…백화점…교육…

온라인커머스고객분석
맞벌이,육아…

3040
여성



만약 좀더 직접적으로 타겟에게 도달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어떨까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극대화 되며,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일어나는 loss는 최소화 될 것입니다.

3rd Party DMP가 하는 가장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Target과 Audience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Target = Audience

해외여행고객분석
일반사무직,싱글족이고….

고가뷰티제품고객분석
강남…백화점…교육…

온라인커머스고객분석
맞벌이,육아…



About MobileIndex DMP



모바일인덱스 DMP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 하며,

지금 이순간에도 그 정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모바일인덱스 DMP의 Big Data

1,500,000,000 건

모바일인덱스 DMP의 1일 평균
Data 처리 건수

35,000,000개

모바일인덱스 DMP 에 의해 분석되는 1일 평균
Unique ADID 수



DMP = 아이디어와아이디어를결합하는TOOL 

MI_DMP 
Audience BuilderUsage Data

…

Inter-
section

Union
Activation (un)Installation Duration

App, Biz Category, Custom 
Group 

… …

complement complement

…

Demographic

Multi - dimentional Data

Interest Persona

* Gen. / Age * Over 1,000 categories * Feature profiling 

Location

* location based

Asset Index

* Asset / Buying history

ETC.

* Over 10,000 job

필요한 것은 더 풍부한 상상력 뿐입니다. DMP가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분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Ex.1 운동 앱을 설치하였으나, 실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

Ex.2 자산 지수 상위 20% 인원 중, 최근 중고차 앱을 실행한 사람을 타겟으로 외산 고가차량 리스 광고



5월 현재

67%
Covered

8월 예정

80%
Covered

안드로이드 기준

좋은DMP란? = 목표 시장에 충분한Coverage를갖춘DMP

DMP의 핵심 Feature는 마켓 Coverage입니다. 

MobileindexDMP의 대한민국 모바일 시장 Coverage는 평균 65% 이상이며, 

이는 원하는 대부분의 오디언스에 직접 도달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안드로이드 기준)



이미많은고객분들께서다양한측면으로활용중입니다

Case Studies



Case1. 여행 X 브랜딩

- A 화장품 브랜드는 면세점 매출 증대를 위해 해외 여행 예정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계획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 여행 관련 앱의 실행자, 면세점 앱 실행자, 해외 항공사 앱 실행자를 결합하고, 중복 이용자를 제거 하는 식으로, 

“근시일 내 해외여행을 갈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 = 즉, “타겟”을 정의



- 여기에, 뷰티 업종 앱 이용자와의 동시 이용자와, 그 중 A화장품 앱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ADID를 결합해 세그먼트를 분류

- MI_DMP가 커버하는 전체 타겟(근시일 내 해외 여행을 갈 것으로 추정되는 이용자의 ADID 수는 약 월 130만개 이었으며,

각각의 세부 세그먼트에 따라 오디언스를 설정하고, 차별화 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 하여, 효율 극대화.

Case1. 여행 X 브랜딩



Case2. 커머스 X 브랜딩

- 월 평균 커머스 앱 이용자 수는 약 2,100만여명(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추산.

- 이 중,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상위 20%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전체 이용시간 점유율은 79% 육박

- 상위 20% 고객에 대한 점유율 및 충성도 확보가 커머스 분야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판단 가능

2019.01월 기준



Case2. 커머스 X 브랜딩

- 커머스 이용 상위 20% 고객에 한정하여, 나와 경쟁자 간 점유율은 어떤지, 중복 이용률은 어떤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누가 진정한 경쟁자이며, 어떤 타겟에 집

중해야 하는지 판단이 가능

- 모바일인덱스 DMP를 통해, 집중해야 하는 고객과 그 외 고객을 구분하여,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캠페인 운영이 가능



- 모바일에서 일어나는 구매 활동은 결국 모바일 금융(결제 관련)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요 세그먼트별 관련 앱 이용 행태를 통해 어떠한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

로 브랜딩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A카드의 고객이 동시에 이용하는 앱의 순위와, 카테고리 별 이용 선호도를 통해 특정한 성향을 가진 고객끼리 그룹화 해 프로파일링하는 것이 가능

Case3. 금융 X 브랜딩



- 재테크에 관심 많은 40대 여성에게는 혜택 중심의 광고를 (유튜브),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20대 남녀에게는 모델 중심의 브랜딩을 (인스타그램), 야구에 관심이

많은 30대 남성에게는 관련 스포츠 관련 제휴 카드 브랜딩을 (페이스북), 쇼핑에 관심이 많은 40대 여성에게는 커머스 관련 혜택을(카카오) 소구

- 모바일인덱스 DMP는 이처럼 고객의 특성에 고객을 커스텀하게 그룹화 하고, 직접 개별 타겟팅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Case3. 금융 X 브랜딩



About Services



모바일인덱스 DMP를활용하는 3가지방법

1. 마케팅 Audience 설정및광고집행

2. MI_DMP Premium 분석 (자사고객의세그멘트/오디언스레벨다차원분석)

3. 커스텀데이터플랫폼구축(CDP) 구축



모바일인덱스 DMP를활용하는 3가지방법

1. 마케팅 Audience 설정및광고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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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스텀데이터플랫폼(CDP) 구축



오디언스 사용을 위한 별도의 연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IGAWorks의 Agency Trading Desk인 트레이딩웍스를 통해,

모바일 인덱스 DMP의 오디언스를 바로 타게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용 가능한 오디언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기반

페르소나

키워드

Drill down 방식 구성

약 3,500만 명 기준 사용자 데이터 기반

최신 오디언스로 자동 업데이트 (주 1회)

더욱 정교하게

하지만 부족함 없이

연동 된 모든 미디어에 바로 사용 가능

약 260여 개의 업종으로 분류 된 오디언스 그룹

사용자의 성향을 약 20만 개의 키워드로 세분화

특정 이슈와 시기에 따른 페르소나 생성 및 사용

+

X

고객 이용성 데이터 활용 커스텀 오디언스 생성 가능



필요한 오디언스를 선택하고 바로 사용하세요

App 카테고리 기반
- 약 3,500만 사용자 기준
- 25개의 대분류, 약 260여 개의 중분류

Analytics Persona
- 추정이 아닌, 분석 & 인덱스 기반 조합 및 분석
- 제한 없는 생성과 활용

관심사 및 키워드 기반
- 약 20만 개 이상의 키워드
- 앱 패키지 네임 기반 키워드 추천 기능 제공

업종과 광고주의 성향에 맞춘,

추정이 아닌 분석에 기인한 정교한 오디언스를

다양한 추천 기능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분화된 필요에 따라 조합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5단계 타겟 분할 지원
- 랭킹 기반의 유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캠페인 목적과 효율에 따른 오디언스 세분화

종류가 다른 데이터의 결합
- 이벤트 포스트백, 카테고리, 키워드 등
-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결합한 오디언스 조합 가능

유사 타겟 확장
- 확보된 오디언스를 기반으로,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추가 타겟 확보 가능

데이터 구분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오디언스 고도화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모바일인덱스 DMP를활용하는 3가지방법

1. 마케팅 Audience 설정및광고집행

2. MI_DMP Premium 분석 (자사고객의세그멘트/오디언스레벨다차원분석)

3. 커스텀데이터플랫폼(CDP) 구축



내 고객이 내 서비스 안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아는 것은 중요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내 고객들이 외부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고, 어디에 관심있는 사람인지 이해하게 되는 경우, 월등히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MobileIndex DMP Premium 분석 서비스를 통해, 내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 고객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이해 * Ad-brix 연동 필수

금융 , 57.45%

건강, 23.58%

보험, 57.99%

성형, 18.70%

다이어트, 

9.21%

보장, 12.74%

생명, 19.24%

자녀, 26.02%

암, 10.30%

생명보험, 

0.81%

통신, 17.07% 운동, 15.72%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이사 계획중인 유저

임신맘

수험생

1인가구

게임을 찾는 유저

투자관심자

전문직

골프관심유저

뷰티 관심 유저

커피 애호가

국내여행족

< 관심사 키워드의 예 > < 추정 페르소나의 예 >

… …

오디언스 분류(Segment) 종류

1)Demo Graphic(성별,연령) 

2)Interest (관심사)

3)Look a like (유사도)

4)Geo(지역)

5)Persona(페르소나)

6)미혼/결혼

7)자산지수



MobileIndex DMP Premium 분석 서비스는 Ad-brix의 강력한 Audience Builder를 통해 생성된

세그먼트와 오디언스 레벨로 분류된 고객에 대해서도 가장 깊게 그 특징을 분석해 드립니다.

세그먼트와 오디언스 레벨의 Deep dive 분석 * Ad-brix 연동 필수

애드브릭스 Audience Builder 의 강점

- Join 조건을이용하여복잡한수식설정없이도오디언스설계가능

-저장된오디언스를대상으로데이터분석가능 ( 코호트분석 )

-앱간교차오디언스빌딩가능 (단, 동일한어카운트에등록되어있어야함)

…

Demographic

Multi - dimentional Data

Interest Persona

* Gen. / Age * Over 1,000 categories * Feature profiling 

Location

* location based

Asset Index

* Asset / Buying history

ETC.

* Over 10,000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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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Index CDP Structure * Ad-brix 연동 필수

Mobile Index 가 제공하는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CDP)를 통해, 손쉽게 1st party Data 와 3rd party Data를 결합하실 수 있습니다. 
Mobile Index CDP를 통해, 내 앱의 코호트 분석부터  3rd party DMP 활용 오디언스 생성 및 캠페인 실행  성과 측정까지

분절 없는 데이터의 연결(Seamless Data Connectivity)이 제공하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경험하세요. 

• 앱 내 이벤트 설정

• 코호트 분석

• 컨버전 펀널 분석

…

ADID 최종실행 방문 카테.. 상품 상세.. 장바구니.. 결제정보.. 결제액..

Adfad68..
00:00:0
0

AER3 S132415 00:00:00 O 82314

dfada32d
..

00:00:0
0

EFC4 M523243 00:00:00 O 22415

Hgeag42..
00:00:0
0

CDD5 X522525 00:00:00 X 4221

T5135df
…

00:00:0
0

AER3 S132415 00:00:00 O 7512514

.
00:00:0
0

EFC4 M523243 00:00:00 X 998

.
00:00:0
0

CDD5 X522525 00:00:00 X 31

.
00:00:0
0

FER3 M523243 00:00:00 O 1013214

00:00:0
0

MEE1 X522525 00:00:00 X 6

연령 성별 결혼 지역 자산지수 업종관심카테고리1

3640 M S 청주시 흥덕구 8 건강/의료>운동/피트니스

3640 F M 안양시 만안구 2
자동차>자동차브랜드/구매정

보

3640 M M 서대문구 4 건강/의료>운동/피트니스

4145 M M 양천구 7 소셜네트워크>메신저/전화

4145 M M 군산시 2 건강/의료>운동/피트니스

4145 M M 울주군 3 생산성>클라우드

3640 F M 동대문구 10 사진/동영상>갤러리/관리

4650 M M 광주시 6 유틸리티>계산기

+
• 연령 성별 자산 등

추정 지표

• 소유 앱 / 실행 앱

등 이용성 지표

Attribution
& Anti-fraud

Triggering 
Push Message



Contact us

모바일인덱스DMP 이용 문의 : MI@igaworks.com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