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대의 Digital Market Place



엔 에 이 치 엔 에 이 스  소 개



NHN ACE는 DMP, DSP, ADX를 보유한 국내 광고주에 최적화 된 통합 광고 플랫폼이며,

PC, 모바일 웹과 앱 모든 영역에서 타겟팅 광고를 제공하며, 국내 최고의 기술력으로 타겟팅 광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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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엔에이스는 웹/앱 애널리틱스, DMP, AD eXchange, DSP 광고 등

빅데이터 기반 통합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광고 마켓플레이스 웹/앱 애널리틱스 플랫폼 웹/앱 오디언스 데이터 플랫폼데이터 기반 광고 플랫폼

https://acetrader.co.kr/service/targetingad?src=image&kw=000054
https://acetrader.co.kr/service/adexchange?src=image&kw=000055
http://www.acecounter.com/www2/customer/faqDetail.amz?src=image&kw=0085F6&rno=176&cpage=1&f_serach1=&i_serach=&fType=ALL


Data Driven Marketing

마케터에게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기획-실행-분석” 등 360도 서비스 제공

Planning

Marketing
Campaign

Operation &
Optimization

Tracking&
Analytics

웹/앱 오디언스 데이터 플랫폼

1st party

· 홈페이지

· 어플리케이션

2nd party

· 광고데이터

3rd party

· 페이코

· 한게임

· 벅스

웹/앱 애널리틱스 플랫폼

방문자 분석

· 유입출처

· 마케팅효과분석

· 현재접속중인방문자

· 지역/국가별방문자

쇼핑몰 분석

· 장바구니 분석

· 제품별 매출 분석

· 구매 패턴 분석

· 구매 성향 분석

모바일앱 분석

· 앱 사용 현황 분석

· 버전 별 사용 분석

· 모바일 환경 분석

· 무료/유료 사용현황

데이터 기반 광고 플랫폼

Target Option

· 커스텀 타겟팅

· 관심사 타겟팅

· 리타겟팅

· ADID 타겟팅

AD Slot

· PC Web

· Mobile Web

· Mobile App

AD Type

· Display AD

  - Image Banner

  - Dynamic Banner

· Native AD

디지털 광고 마켓플레이스

파트너 DSP 

파트너 SSP 

· SDK

· Mediation

· House AD

국내 최초 미디에이션 플랫폼



NHN, NHN PAYCO, ACE Counter의 데이터로 구축된 국내 최고 ACE DMP Full Data 연동합니다.

오디언스 분석을 통한 

모델 개발과 데이터 검증

ACE Counter, ACE Trader

/ eXchange, ADLIB

NHN 및 관계사의 

게임, 결제, 문화/생활, 인프라 등의

서비스 행태 데이터

+

6,800만 ADID 수집1억 8천만 Cookie 수집

Pairing

ADID/IDFA

타겟팅

커스텀 타겟팅

앱 카테고리

타겟팅

유사유저

타겟팅

리타겟팅

데모 타겟팅

관심사 타겟팅

Modeling PredictionData

Text Mining
Clustering

Segmentation
Machine Learning



Device에 상관 없이 모든 데이터를 사용자 기준으로 연결합니다.  Cross-Device간 단일 유저 식별, Web, App 효율적인 마케팅 집행이 가능합니다.

Mobile ↔ PC User Pairing

B

M.web

Mobile Web Cookie

PairingPairing
C

Mobile Cookie

A

Web Cookie

User

데이터 수집 결과 = A, B, C 유저는 동일 유저

R&D 및 데이터 수집 중, 약 20% 수준



상 품 소 개



ACE eXchange는 ACE Trader를 포함한 

국내외 DSPs와 SSPs를 연동하여 

국내 최대의 Digital Market Place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DSPs

DMPs

                                      Digital Market Place

ACE Trader(DSP), ACE DMP, App 전문 SSP ADLIB 까지 분야별 특화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dvertisers

PublisherSSPs

Ad Exchange



                                      매체 현황

신문사, 지상파와 케이블을 아우르는 언론사는 물론 포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매체와 함께 합니다.

PC, 모바일, APP 광고 각 상품별 특화된 매체 보유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매체, 버티컬 매체 대상으로 지속적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m.web m.appPC



Demand Partner

Supply Partner

                                      파트너 현황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제휴/연동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장점

ACE eXchange는 국내 매체에 최적화된 AD exchange입니다.

양질의 광고를 적재적소에 노출하여, 매체의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면서 광고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타겟팅 기술력

광고 퀄리티 보장 

고효율 광고 노출을 통한 

매체 수익 최대화

다양한 광고 상품

PC /Mobile Web, APP

DA, In-App AD

어느 매체/영역이든 지원 가능

Preferred Deal

특정 영역, 특정 기간, 원하는 단가에 

프로모션  세일즈 가능

높은 도달률 & 사용률

안정적인 수익 제공

한번의 연동으로 유실률 최소화

양방향 RTB 지원

Real Time Bidding

방식으로 고단가의

광고 선정하여 광고 노출

A B

편리한 매체센터

실시간 리포트 제공

광고주 카테고리별 운영 기능

광고 소재 검수 기능



디바이스/지면/영역별 다양한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D slot size

PC M.WEB APP

120 * 600 150 * 150 320 * 50

160 * 600 200 * 200 320 * 100

200 * 200 250 * 250 320 * 480

250 * 250 300 * 250 300 * 250

300 * 250 300 * 600 Native AD(예정)

300 * 600 320 * 50

468 * 60 320 * 100

600 * 90 320 * 480

728 * 90

970 * 90



                       광고주 현황

의류/패션

교육

자동차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금융/보험

업종별 다양한 광고주가 와 함께 합니다.

* 누적 광고주 수 약 15,000여 개



                       광고주 현황

가전/가구

뷰티

여행/숙박

커머스

식품 음료

병원/제약

업종별 다양한 광고주가 와 함께 합니다.

* 누적 광고주 수 약 15,000여 개



NEW & BETTER WAY OF
TARGETING AD!

ax@nhnace.com

www.acexchange.co.kr  l  www.adlib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