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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Pass란? 
A D P l a t f o r m  a s  a s e r v i c e  

003

국내 최초! 
“원스톱 광고플랫폼 ASP 서비스”

애드파스 (ADPaas) 

01

커스텀광고플랫폼

구축보다훨씬짧은기간내

광고플랫폼구축가능

02

월사용료만지불하면되므로

대규모의초기구축 비용이나

별도의솔루션인프라유지비용 절약

03

옵션선택만으로

간단하게원하는

자사광고플랫폼구축 가능



4주 완성, 빠르고 간편한 AD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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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 광고플랫폼 구축
구축경험있는전문가투입기준

광고 상품 1개 기준, 최소 약 6개월 소요

요구사항

수집

광고플랫폼

기획

광고플랫폼

개발

파트너

사이트 내

연동 개발

서버

Infra 구축

테스트 후

서비스 오픈

ADPaas
파트너 ID

생성

도입할

광고 선택

& 설정

파트너

사이트 내

연동 개발

테스트 후

서비스 오픈

서비스 오픈 시점

N개월 이상 단축!

약 2~4주 소요
(파트너사이트내연동개발소요시간)



월 사용료 지불로 다른 비용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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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비용 필요

Service/Application

Platform Module

DBMS, WAS

OS

Server / Networking

구축 필요 범위

월사용료로모두해결

Partner Option Setting
Ad Product Module
Platform Module
DBMS, WAS
OS
Server / Networking

파트너 옵션 설정

ADPaas 기본 제공

(월 사용료 지불로 모두 해결)

* 상세 사용료 정책은 ‘ADPaas 가격 정책’ 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ADPaas와 네트워크 광고 플랫폼과의 차별점

구글/페이스북 같은 네트워크 광고플랫폼을 붙일 경우 발생되는 이용자 이탈, 광고 연관도 문제, 불투명하고 낮은 정산조건의 문제를 갖고 있어

광고 수익 최적화를 하기 위하여 자사 전용으로 구축한 내부용 광고플랫폼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용 자사 광고플랫폼 구축 시 높은 구축 비용과 구축 난이도, 긴 구축 기간이 필요함 따라 월 방문자가 수백만 이상인 이용자를 보유한

매체들만 이를 도입하고 있어 구축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입니다. 

ADPaas를 이용하시면 벤더의 규모와 상관 없이 내부용 자사 광고플랫폼을 광고 수익에 따른 월 사용료를 지불하며, 빠른 기간 안에 구축이 가능

합니다.

네트워크 광고플랫폼 적용 예시

이용자 이탈

(내부 거래액감소)

Google
Display Network

Facebook
Audience Network

내부용 자사 광고플랫폼 예시

이용자 유지

(동일 사이트 내 구매)

G마켓

쿠팡

롯데 ON



옵션 선택으로

원하는 광고 플랫폼 구축 가능

ADPaas 도입단계

커스텀 옵션 설정 가능

서비스 도메인

전용 로고

컬러 테마 스타일



옵션 선택으로

원하는 광고 플랫폼 구축 가능

ADPaas 도입단계

커스텀 옵션 설정 가능

상품 별 광고 상품명

상품 별 상세 설정



옵션 선택으로

원하는 광고 플랫폼 구축 가능

광고 상품별 정책 설정

상품 연동형 광고와 배너광고 선택 가능

광고 과금 방식

광고 슬롯 수

낙찰 시간



벤더 연동 항목 리스트

광고플랫폼구축을위해벤더가연동하고자하는항목만선택할수있습니다. 연동 항목 연동 선택 사항

필수연동항목

광고가노출될지면에 애드파스API 연동

광고주회원정보까지모두연동

광고주아이디만연동

연동안함 (광고주가 광고플랫폼 내에서 직접 회원가입 필요)

연동 (광고주소속 상품, 벤더 공통 상품 모두 연동가능)

연동안함

연동 (상품에 속한 카테고리 정보연동)

연동안함

연동 (성별, 연령대, 태그 모두 연동 가능하며 원하는 옵션만 선택 가능)

연동안함

연동 (광고의전환성과를 리포트로 제공 가능)

연동안함



지속적인 Version up이 예정되어 있는 ADPass

Version up

01
비정형 다차원 리포트

(개인화 리포트)

Version up

02 고객사 충전금 연동

Version up

03
자동입찰 시스템

(써칭애드)



One-Stop 광고플랫폼서비스, 애드파스

ADPaas 주요 특징 소개



ADPaas 주요 특징 소개

벤더관리자

광고플랫폼 전반적인 운영 기능01

02 광고주

광고등록, 관리, 운영 기능

03 대행사

세일즈 관리기능

각 권한 별 필요 기능 제공

실시간입찰

시스템

01

키워드

자동매칭

02

이용자타겟팅

노출최적화

03

광고

품질지수

04

다양한 View의

리포트

05

광고 성과를 내기 위한 AD-TECH 기술 포함

써칭애드

검색키워드에 광고 노출01

02 타겟팅애드

광고대상 타겟팅하여 광고노출

03 기간제애드

낙찰 광고 24시간 광고 노출

다양한 광고 상품 라인 업



ADPaas 주요 특징 소개

광고상품소개 ADPaas는광고전략과상품특성에따라두가지유형의상품으로광고를집행할수있습니다. 

실시간 입찰 기반

써칭애드, 타겟팅애드

입찰가와품질지수의조합으로

eCPM에따른 광고 노출

품질지수가높을수록 광고 노출 기회↑

Type 01

일별 최고가 낙찰 기반

기간제애드

낙찰된순위로 24시간광고 노출

관심도 높은 영역에 안정적 광고 노출

Type 02



ADPaas 주요 특징 소개

ADPass광고상품자세한SPEC

써칭애드 타겟팅애드 기간제애드

상품 요약 검색타겟팅기반의상품광고 이용자타겟팅가능한광고 일간낙찰방식의광고

과금 방식 CPC (클릭당과금)
CPC (클릭당과금),

CPM (노출당과금) 선택가능
CPP (기간당과금)

타겟팅 방식
키워드및카테고리타겟팅

(고객사에카테고리가있는경우)

이용자정보타겟팅

(나이, 성별및고객사커스텀태그)
없음

노출 순위
eCPM높은순

(eCPM은입찰가와품질지수의조합)

eCPM높으면노출확률이높아짐

(eCPM은입찰가와품질지수의조합)
최종낙찰가가높은순

입찰/낙찰 방식 실시간입찰 실시간입찰 일별최고가낙찰

노출 소재 고객사내부상품 고객사내부상품또는배너이미지 고객사내부상품또는배너이미지

검수 기능 및 시점 사전, 사후검수가능 사전, 사후검수가능
사전, 사후검수가능

(배너이미지소재광고한정)

광고 등록 서포트
엑셀업로드방식대량등록기능

키워드등록시연관키워드추천
유저당최대노출횟수제한기능 자동입찰기능

타겟팅 상품정보기반의자동키워드매칭
고객사이용자커스텀태그지원

(관심사등)

광고 전략 일예산, 노출요일/시간/기간설정 일예산, 노출요일/시간/기간설정

광고주 리포트 기간별/그룹별/상품별/키워드별리포트 기간별/그룹별/소재&지면별리포트



ADPaas 주요 특징 소개

광고상품소개 써칭애드

써칭애드

내상품이적절한키워드혹은카테고리에

광고로노출됩니다.

원하는 상품 광고 노출

판매하고자하는상품을광고로노출가능

적절한 키워드에 광고 노출

광고하고자하는키워드를직접입력가능

그룹별설정에따라키워드자동추출도가능

클릭 당 과금 (CPC)

노출된광고를클릭하면과금하는CPC 방식

써칭애드 광고 등록 프로세스

Step 01

그룹 선택

광고목적에따라

그룹을선택합니다.

Step 02

상품 선택

광고로노출시키고

싶은상품을선택합니다.

Step 03

키워드 추가

선택한상품을광고로

노출하는 키워드를추가합니다

Step 04

키워드 입찰가 입력

추가된키워드의

개별입찰가를입력합니다.

광고 등록 시, 기존 그룹을 선택하거나 새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00개까지 생성 가능)

또한 목적에 따라 그룹으로 상품을 묶어 관리할 수 있는데,그룹 단위로 전략을 세울 수 있어 광고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써칭애드에서 대량관리 기능을 제공하므로 대량의 광고도 손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ADPaas 주요 특징 소개

광고상품소개 써칭애드

써칭애드의 광고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징적인 기능입니다.

키워드자동추출옵션을사용하면, 그동안쌓아

올린11시11분만의기술적노하우를활용하여

광고노출에도움을드립니다.

키워드자동추출기능

대량관리기능으로대량광고등록뿐만아니라

등록된광고도대량으로수정, 삭제가능합니다.

대량관리기능제공

얼마나클릭되고노출되었는지, 광고비는소진은

어떻게되었는지확인하는데도움이되는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광고주, 관리자모두제공)

다양한핵심리포트!

써칭애드는

주로 검색 결과 페이지, 

카테고리 페이지 등에

광고를 노출합니다.



ADPaas 주요 특징 소개

광고상품소개 타겟팅애드

타겟팅애드

이용자정보를바탕으로최적의타겟팅을

제공하여퀄리티높은광고노출이가능합니다.

원하는 옵션에 맞는 타겟팅

타겟팅옵션에따라자동으로최적화된

타겟팅제공. 런칭한달정도후,

예상모수제공하여광고전략에도움

소재 관리의 유연성

네이티브/크리에이티브원하는소재

등록하여사용가능. 제작한소재는

소재리스트에등록하여지속적으로활용

클릭 당 과금 (CPC) / 노출 당 과금 (CPM)

2개타입중원하는과금타입지면에설정가능

타겟팅애드 광고 등록 프로세스

Step 01

그룹 선택

광고목적에따라

그룹을선택합니다.

Step 02

타겟팅 설정

정밀한광고노출을위해

조건과태그로타겟팅

설정을합니다.

Step 03

지면 설정

광고를노출할지면을설정

합니다. 네이티브/크리에이티브

지면을선택할수있습니다.

Step 04

노출 정보 설정

선택한지면에노출정보를

설정합니다.  설정한소재가

광고로노출됩니다.

광고 등록 시, 기존에 있는 그룹을 선택하거나 새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00개까지 생성 가능)

또한 목적에 따라 그룹으로 상품을 묶어 관리할 수 있는데, 그룹 단위로 전략을 세울 수 있어 광고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타겟팅애드에서 프리퀀시 캡, 성별, 연령대, 태그 벤더가 원하는 타겟팅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DPaas 주요 특징 소개

광고상품소개 타겟팅애드

타겟팅애드의 광고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징적인 기능입니다.

벤더는사용하고싶은타겟팅항목을

설정할수있습니다.

광고주는이용자성격에맞는타겟팅으로

최적화된광고를노출할수있습니다.

타겟팅항목설정가능

상품전용네이티브소재혹은원하는이미지에

광고랜딩으로상품/URL 사용가능한

크리에이티브소재로광고노출가능합니다. 

대량관리기능제공

얼마나클릭되고노출되었는지, 광고비소진은

어떻게되었는지확인하는데도움이되는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광고주, 관리자모두제공)

다양한핵심리포트!

타겟팅애드는

원하는 지면! 어디든!

광고 노출이

가능합니다.

예시 1) 상품 리스트 화면 1 (PC)

예시 2) 상품 리스트 화면 2 (PC)

예시 3) 이벤트 페이지 (모바일)



ADPaas 주요 특징 소개

광고상품소개 기간제애드

기간제애드

입찰경쟁을통해광고최종낙찰후, 

24시간광고가전시됩니다.

입찰가 경쟁

광고하고자하는특정대상을지면에

게재하기위해, 광고주들이낙찰순위에

들도록입찰가격으로경쟁합니다.

24시간 광고 전시

입찰경쟁을거친후낙찰이확정되면

그다음날24시간동안광고가전시됩니다. 

기간 당 과금 (CPP)

낙찰된금액으로일정기간(24시간)동안

광고를전시하는과금방식입니다. 

기간제애드 광고 등록 프로세스

Step 01

지면 선택

다양한기간제애드지면중

광고를게재할지면을선택하세요.

Step 02

노출 정보 등록

광고하고싶은상품혹은

직접만든소재를등록하세요. 

Step 03

입찰가 설정

다른광고주들의입찰가를확인하고

순위경쟁에참여하세요.

광고 노출 지면은 크게 크리에이티브 지면과 네이티브 지면으로 구분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지면은 광고하고 싶은 상품 혹은 URL을 원하는

이미지와 결합 한 소재를 등록하여 만드는 광고이며, 네이티브 지면은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을 직접 등록하는 광고입니다. 

입찰 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워도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진행 중인 기간제애드의 입찰 경쟁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순위의 광고 입찰가를 확인하고 광고를 등록하세요. 



ADPaas 주요 특징 소개

광고상품소개 기간제애드

기간제애드의 광고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징적인 기능입니다.

광고주가팔고싶은상품

광고주가홍보하고싶은웹사이트

광고주가진행중인이벤트및프로모션

다양한대상을광고가능!

업무가많거나, 입찰에대해잘몰라도!

입찰기간, 최대예산, 원하는순위만입력하면

대신입찰해드립니다. 

업무자동화를위한자동입찰!

얼마나클릭되고노출되었는지, 광고비는소진은

어떻게되었는지확인하는데도움이되는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기간제애드리포트는 관리자에게만제공됩니다.

다양한핵심리포트!

기간제애드는

주로 메인 배너 영역에서 전시됩니다.

예시 1) 메인 페이지 (모바일) 예시 2) 메인 페이지 (PC)



ADPaas 주요 특징 소개

광고주편의기능소개

광고 운영을 위한 편의 제공
애드파스는광고주가불편함없이광고서비스를누리도록편의를지원합니다. 

#애드머니

Convenience Function 01

01

한번 충전으로

모든 광고 상품에서

광고비로사용

02

자동 충전 기능으로

광고비 부족 없이

편리하게이용

03

광고비 리포트제공

애드머니를

손쉽게관리

#고객문의 #도움말

Convenience Function 02

01

CS를 위한

고객 문의 및

도움말제공

02

챗봇(Chatbot)

추후 적용 예정



ADPaas 주요 특징 소개

전환성과리포트제공

애드파스는 광고효과 분석을 위한 구매 전환지표를 제공합니다.

벤더 관리자가 기간 별, 지면 별, 광고주 별로

상세히 제공되는 전환 성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광고 구매 전환 성과를

쉽고 빠르게 조회해보세요!

광고 전환 데이터
광고클릭(플랫폼내 혹은외부링크), 상품 구매

클릭 횟수,  판매 금액,  전환율,  전환당 발생 비용,  광고수익률을확인하고, 광고개선및 효율을 극대화할수 있습니다.

#벤더 관리자 #운영 관리 #써칭애드 #타겟팅애드 #기간제애드 #광고주 #써칭애드 성과 리포트 #타겟팅애드 성과 리포트



ADPaas 주요 특징 소개

광고운영기능소개(벤더관리자)

광고등록이전부터등록이후까지

모든영역에서운영및관리ㆍ조회할수있습니다. 

광고 노출 전부터

노출 후까지

광고 운영 관리 및

현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광고주검수

광고주, 키워드, 소재단위로 광고노출전/후, 언제든!

관리자가검수승인, 반려 가능

키워드검수

광고소재검수

광고노출후광고현황파악및노출테스트가능하며, 

노출중인광고도이슈에따라운영상 중지/재개가능



ADPaas 주요 특징 소개

광고운영기능소개(벤더관리자)

광고를제대로집행중인지, 매출에도움은되고있는지궁금하시죠?

벤더관리자는광고주별, 대행사별, 광고비, 광고상품별등

다양한기준으로광고비및광고리포트를조회할수있습니다. 

광고 성과를 다양한 기준의

리포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별리포트

대행사별리포트

광고비리포트

광고운영 성과리포트



ADPaas 주요 특징 소개

광고비관리소개(벤더관리자) 

광고비 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 제공을

제공합니다.  

세금계산서

• ADPass 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

세금계산서 별도 발행 부담을 줄임

• 세금계산서 일괄 발행, 수정 발행 가능

광고비상세관리

• 광고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광고비 현황 및 관리 기능

• 충전/환불/환급/환수에 대한

내역과 관리 항목 제공

광고주를 위한
쿠폰 + 프로모션

• 광고주 광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쿠폰 발급 기능 제공

• 광고주 프로모션용 애드머니 지급



ADPaas 주요 특징 소개

광고플랫폼기타운영 광고플랫폼운영에필요한기능을제공합니다. 

운영 최적화

광고주및

대행사 관리

광고주 및 대행사 관리

광고주별광고비, 광고노출현황, 알림이력등모든운영정보열람가능

대행사별도관리및대행사 별 리포트제공

유연하게 업무

대처할 수 있는

사용자 알림

사용자 알림

광고운영시, 생기는모든이슈를파악할수있어즉시대응가능

카카오톡연동, E-mail과플랫폼 내의알림으로더욱자세한현황정보공유

수동 업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량관리

대량 관리

무효클릭 IP 등록, 확장키워드셋관리, 태그항목 관리, 운영대행 관리, 광고비충전

광고주와벤더관리자모두업무에대한 수고를덜어낼수있는일괄등록기능제공

신속한 CS 응대

고객센터 관리

고객센터 관리

플랫폼사용가이드및이용가능서비스안내

광고주를위한, 광고대행사를위한, 벤더관리자를위한분리된개별문의 채널



ADPaas 운영위탁

One-Stop 광고플랫폼서비스, 애드파스



ADPaas 운영위탁

운영위탁 경험충만한인력들이운영업무를대행합니다. 서비스운영을위한별도의인력을채용하실필요가없습니다. 

사용법문의 장애문의 설문조사

프로모션

안내

휴면계정

컨택
기타CS

광고주 커뮤니케이션

FAQ관리
계정/광고

검수
모니터링

정책설정 성과분석 정산관리

솔루션 운영/컨설팅

솔루션

운영 인력



ADPaas 운영위탁

운영위탁 솔루션관련고객응대(인/아웃바운드) 전담인력이배치됩니다. 

사용 문의

장애 문의

클레임 전달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설문조사

프로모션안내

휴면광고주컨택

광고구매권유

Call - Back

해피콜

통화중단(재통화)

리스트계정 관리

기타 운영

FAQ 관리

CS스크립트관리

CS 이력에기반한
챗봇고도화

내부 인력으로

빠르고 정확한 대응
(담당부서 직컨택 등)

광고 솔루션 및

광고 이해도上



ADPaas 운영위탁

운영위탁 적합하지않은광고노출로인한리스크를방지하기위해광고검수를제공합니다. 

[기본 검수정책 및 고객사 요청 검수기준 적용]

지재권

브랜드/제품/상표/특허관련권리침해

‘AAA’ 브랜드 공식 독점 리셀러 ‘AAA’ 브랜드명 사용 광고 허용

‘AAA’ 브랜드 병행 수입 판매자 ‘AAA’ 브랜드명 사용 광고 비허용

법령

각종법령에의거(성인/의료/식품/안전/인증등)

화장품법 제13조 위반 광고 불허

OOO 상하이 유황 비누 여드름 건선 지루 습진 피부염치료

￦ 14,460 배송비￦3,000

상하이유황비누여드름건선지루습진피부염치료

일반

허위/과장/오인/사회이슈광고

사회적 이슈 발생 시 광고 중단 (간접 피해 리스트 방지)

옥시싹싹 가습기 살균제

￦ 7,560 배송비￦2,500

옥시가습기살균제



ADPaas 운영위탁

운영위탁 어느위치에어떤광고를어떤방식으로적용할지광고수익화전문가의초기세팅컨설팅이제공됩니다.

고객사 서비스 현황 분석

이용자 데이터 / 

방문 데이터 분석

광고 노출 대상 지면 분석

잠재 광고주 설문

컨설팅 결과

적정 광고 상품 정책 제안
(노출위치, UI, 과금방식, 슬롯수, 단가 등)

영업 활성화 전략 제안
(사이트내 홍보 방안, 대행사 활용방안등)



ADPaas 운영위탁

운영위탁 개선영역을찾아내기위한Data 기반의성과리뷰가제공됩니다.

Active
Advertiser

AD Spend

Behavior

Channel
network

Traffic

Media
Power

Depth Coverage Search

PPC AD CTR

RPS ROAS

Revenue



ADPaas 가격 정책

One-Stop 광고플랫폼서비스, 애드파스



Basic High Performance Full Coverage

ADPaas 플랫폼 사용 O O O

운영 정책 관리 X O O

검수 및 서비스 운영 X O O

광고주 CS/정산 X O O

광고 소재 제작 X X O

대행사 관리 X X O

직접 운영 광고주 지원 X X O

월 사용료
(PG수수료, 서버 인프라 비용, 기술지원비용 포함)

별도 협의 별도 협의 도입 광고 상품/위탁 업무 범위에 따라 협의 필요

(공통)

할인 조건
• 광고 매출 별, 월 사용료 차등 할인 적용

ADPaas 가격정책

가격안내 AD Paas의가격정책은다음과같습니다. 



주요 FAQ

One-Stop 광고플랫폼서비스, 애드파스



FAQ

Q 서비스 개시 후 가입되는 광고주와의 계약 주체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누구 명의로 발행되나요?

A 고객사에서 ADPaas 운영사인 ㈜11시11분(이하 “운영사”)의 광고 플랫폼의 기능을 임대하여 사용하시는 개념으로, 광고주와의 약관 동의 주체와

광고주가 발생시킨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모두 “운영사”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광고 서비스 운영을 하실 경우 제 3자

개인정보 동의 형태로 고객사도 광고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Q 고객사 입장에서 광고 매출 정산과 월 사용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고객사 파트너 시스템을 통해 광고주에게 청구된 모든 매출은 100% 금액 그대로 고객사의 매출로 인식될 수 있도록, 월 단위로 “운영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어 청구 및 정산합니다. (익월 10일 이내 정산 완료 기준)

ADPaas에 대한 사용/운영 위탁 수수료는 광고주 매출 정산과 별도로 월 단위 정산이 이뤄집니다.

광고주에게 지급된 프로모션 목적의 무상 충전금 소진액도 월 사용료 계산 시 광고 매출 기준에 포함됩니다.

Q 잠재 광고주들이 이미 사용하는 내부 운영 시스템이 있는데, 별도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나요?

A 이커머스 고객사의 경우 판매자센터와 같은 내부 고객용 운영 시스템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 해당 내부 운영 시스템과 로그인을

연결할 수 있는 표준 SSO(Single Sign On) 모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별도 로그인 없이 운영 시스템 내 “광고주센터” 링크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첫 접속 시 ADPaas 서비스에 대한 약관 동의 및 필수 이용 정보 입력은 필요합니다.



FAQ

Q 타겟팅애드를 위한 타겟팅 정보의 연동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 ADPaas는 이용자 타겟팅 방식의 광고인 타겟팅애드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사 기준 User Key와 함께 “나이”, “성별” 2가지 기본 유저

tag 정보와 고객사만의 커스텀 tag 정보(관심 카테고리, 지역, 선호 브랜드 등)를 연동할 수 있는 표준 연동 API 모듈과 연동 가이드 문서를 제공합니다.

User Key는 암호화 된 값을 주셔도 무방하며, 광고 노출 지면에서 타겟팅애드 광고를 호출할 때 동일한 값이 호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Q 상품을 소재로한 광고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연동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 ADPaas는 상품 소재 광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4가지의 표준 연동 API 모듈(Json 타입)과 연동 가이드 문서를 제공합니다.

- 광고주 정보 연동 (Single Sign On 모듈 포함) / 선택사항

- 상품 정보 연동

- 상품 카테고리 속성 연동 / 선택사항

- 상품 구매 전환 성과 연동 (스크립트 삽입) / 선택사항

Q 지면에 광고 노출하기 위한 연동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 각 광고 상품 별 실시간 표준 광고 호출 가이드 문서(Json 타입)를 제공하며, 상품을 소재로한 광고의 경우 사전에 상품 관련 정보가 먼저 연동이 완료되

어 있어야 합니다.



Contact
Us.
애드파스 문의나 의뢰가 있나요?

애드파스 & 11시11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경험과 전문성으로 앞서 고민하고 제안합니다

T.  02-6959-7343          F.  02-6959-7459          H.  http://www.11h11m.com          E.  adpaas@11h11m.com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