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DMP의 기능
다양한 오디언스 데이터를 수집, Segment를 만들어 다양한 마케팅 채널에 연동하여 정보를 제공함

오디언스 식별
Cookie (PC/모바일 Web)
ADID (모바일 App)

AD Platform
ACE Trader,
외부 광고 플랫폼 등

오디언스 정보 전송
데이터 분석 / Segmentation

개인화 서비스
Platform

개인화 마케팅
Platform

고객분석
Platform

상품추천, 컨텐츠 추천 서비스

DM / App push /
프로모션 등
CRM marketing

ACE Counter 및
내부 분석 Platform

02. ACE DMP 구조
ACE DMP는 비식별 행태 정보의 수집과 모델링을 통해 오디언스를 각 특성별로 분류하며, 마케팅에 활용함
 ACE Trader 등의 타겟팅에 활용, 데이터 제휴를 통한 수익화

01. 나이, 성별
02. 결혼유무, 생애주기

Cookie

ADID

6,200만 Online User 중

3,000만 App User 중

8,100만 Cookie 수집
(1개월 active)

3,500만 ADID 수집
(3개월 active)

ACE Counter, ACE
Trader/eXchange, Adlib
+
NHN 엔터테인먼트 및 관계사의
게임, 결제, 문화/생활, 인프라 등의
서비스 행태 데이터

03. Interest (169개)

오디언스 분석을 통한
모델 개발과 데이터 검증

04. Online 구매력
05. 직업군
06. Life Style

03. ACE DMP 수집 데이터 : 1) 직접 수집 정보
웹 브라우저 및 SDK에서 일반적으로 수집되는 정보 외에 다양한 행태 정보를 수집 저장함

· 웹 이용 정보

· 앱 이용 정보

· 검색 키워드 정보

- 웹 사이트 방문 이력

- APP 설치 및 사용 정보

- 포털 검색 키워드 정보

- 사이트 업종 분류를 통해

- 앱 카테고리 분류를 통해

- 방문 웹사이트 크롤링 및

DATA 수집 및 관심사 분류

Data 수집 및 관심사 분류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키워드 추출

· 커머스 정보
- 커머스 상품의 조회,
구매등의 이력 정보
- 상품 카테고리 및 상품명의
형태소 분석을 통해
DATA 수집

04. ACE DMP 수집 데이터 : 2) 모델링을 통한 정보
직접 수집된 정보 및 머신러닝 기반의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오디언스 세그먼트 제공

· 성별

· 나이

· 결혼유무

- 행태 분석 및 머신러닝 기반의

- 14세 이상 / 5세 단위로

- 리서치 및 머신러닝 기반의

모델링을 통한 추정
- 92% 정확도

총 9개 그룹으로 분류

모델링

- 86%(+/- 1구간) 정확도

· 관심지역

· 페르소나(프로파일)

- 쇼핑 횟수, 구매 단가 분석 및

- 다양한 지역 정보 수집을 통해

- 데모 및 관심사 등을 기반으로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며
관심사와 조합

및 스코어링
카테고리로 분류

· 온라인 구매력

- 쇼핑강도 기준에 따라 10개

- WEB과 APP의 행태 정보 수집
- 2 depth의 총 170여개

- 앱에서 웹으로 확대중

모델링

· 관심사

주요 관심지역, 방문지역 추천

오디언스의 성향 / 타입 분석

· <준비 중>
- 직업
- 소득수준

- 게임 구매력
등 추가적인 모델링 진행

05. ACE Trader
ACE DMP 에서 생성된 타겟 오디언스 데이터를 다양한 타겟팅 광고에 활용합니다.

기본 타겟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