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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N DSP는
합리적인 비용, 높은 전환률로
광고를 집행하고자 하시는

광고주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광고주 효율 우선의 플랫폼입니다.

What is IDN D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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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CPC 과금형태의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
IDN을 통해 유저에게
브랜딩 효과와
높은 구매전환을
유도 할 수 있습니다. Cost Per Click

CPC 방식은 광고 클릭 시에만 과금되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
높은 브랜딩 효과 및 구매전환이 가능합니다.

Display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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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은 지난 해 8%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성 상 다양한 타겟팅, 매칭이 가능하여 높은 구매 전환률을
보이며 브랜드 인지도 상승, 잠재고객 확보 등의
다양한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광고주로부터
70% 이상의 연장을 요청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효율이 검증되고 있는 광고 방식입니다.



IDN DSP는
다양한 형태로 광고를
집행하고자 하시는

광고주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광고주 효율 우선의 플랫폼입니다.

What is IDN D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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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상품 사이즈

PC 총 10가지 배너 상품 제공

가로형 배너 : 970x90 / 728x90 / 600x90 / 468x60
세로형 배너 : 120x600 / 160x600 / 300x600
박스형 배너 : 200x200 / 250x250 / 300x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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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상품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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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le 가로형 배너 ] [ Mobile 박스형 배너 ]

300x600

[ Mobile 세로형 배너 ]

150x150

MOBILE 총 7가지 배너 상품 제공

가로형 배너 : 320x50 / 320x100
박스형 배너 : 150x150 / 200x200 / 250x250 / 300x250

세로형 배너 : 300x600



커스텀 배너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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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배너 스크롤배너 토스트배너 페이드인배너

오버레이배너 쇼업배너 전면플로팅배너 확장형배너 슬라이드배너

광고 효과를 최적화 하기 위해 매체의 다양한 영역에
효율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개발 되었습니다.



Drive More AD Efficiency!
Focus On Efficiency of Demand Side Platform - IDN

디지털 마케팅 전문기업 12SHIPS DSP플랫폼 IDN은
광고주 여러분의 광고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통합 광고 중개 플랫폼입니다.

What is IDN DSP?

광고주와 매체를 연결하는 통합 광고 플랫폼
Total CPC AD Network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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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IDN DSP의 리타겟팅, 매칭 기술로
광고를 필요로 하는 유저에게
효율적으로 노출 시킵니다.

Why IDN D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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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에 관심이 있는
유저에게 지속적으로
광고를 노출시켜
구매전환을 유도합니다.

리타겟팅

광고주의 웹사이트에 방문한 경험이 있거나,
웹사이트 내에서 특정 페이지를 열람한 경험이
있는 유저에게 다시 광고를 보여주어 재방문을 유도합니다.

타겟팅

광고 노출 조건을 세분화하여 설정함으로써
적재적소에 광고가 노출 됩니다.
•매체 카테고리별
•요일, 시간대별
•노출 순위 별

매칭

유저의 방문 패턴을 분석하여 유저가
관심이 있는 카테고리, 컨텐츠, 키워드와
관련 있는 광고를 노출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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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타겟팅

•유저가 광고주의 웹사이트에 방문
•유저의 브라우저에 쿠키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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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N 제휴 매체에 해당 광고 노출

키워드매칭

•유저가 광고주가 등록한 키워드를 검색
•유저의 검색기록 히스토리 수집

리타겟팅, 매칭 예시



둘째, 
IDN DSP의 부정클릭 방지 기술로
광고주 여러분의 비용이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Why IDN D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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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클릭을
사전에 차단하여
효율적으로 광고예산을
집행합니다.

사전 차단

영역, 매체, 특정 IP, 캠페인, 브라우저 별
유효클릭의 제한 혹은 차단을 통해 부정클릭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집행 중 차단

리포트를 통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사전에 차단되지 않은 부정클릭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클릭 로그 분석

클릭 로그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하여
부정클릭 의심 IP를 체크 후 지속적으로
감시 및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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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IDN DSP의 광고주 센터에서
다양한 리포트를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광고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Why IDN D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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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확인,
광고머니 충전내역 등
모든 업무를 광고주 센터에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현재 잔액과 최근 7일 소진금 및
광고 노출수, 클릭수에 대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정산

광고주 센터에서 현재 잔액, 기간별 소진금 확인 및
충전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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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N DSP의 프리미엄 광고를
통하여 기간 대비 더 높은 효율로
광고를 집행 할 수 있습니다.

Premium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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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N 제휴매체

미디어 매체 중심

언론매체, 스포츠∙연예지, 커뮤니티, 동영상 사이트 등 500개 이상의 매체에서
일 평균 500,000,000 노출 이상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30개 이상의 신규 매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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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스포츠•연예지 커뮤니티 •엔터테인먼트



IDN 제휴 매체 중에서도
주요 매체의 광고 효율이 높은
프리미엄 영역을 선정하여 제공하며
프리미엄 광고 진행 시 일반 광고에 비해 높은
광고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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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다양한 카테고리의 광고주와
300개 이상의 캠페인을 함께 하였습니다.

18

쇼핑 병,의원 교육 기타



IDN DSP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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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N Advertiser

광고 문의

계정 생성 후 전달

광고 집행 금액 입금

광고 머니 충전과 캠페인 등록
및 광고 집행

리포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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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신분당선강남역 4번출구

Address

Rough Map

Tel

02 6204 6474

정석훈팀장

sh.jeong@baeccob.com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 364, 16층 160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