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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SOM은 NHN엔터테인먼트 애드의 통합 마케팅 솔루션 입니다. 

ADSSOM은 마케팅 전 영역의 통합 데이터를

KPI 기반으로 분석하고, 실시간 광고 운영과 

연동하여 마케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2  Marketing Analytics 

ADSSOM은 웹 사이트 방문자의 모든 행동 

흐름을 분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바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사이트 전략을 

제시합니다. 

04  Site Strategy 

ADSSOM은 ‘Advertising(광고)’와  

‘Blossom (꽃 피다)’의 합성어로  

고객의 브랜드 가치를 피어나게 하는  

마케팅 솔루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01  Brand Identity 
ADSSOM은 다양한 입찰옵션을 통해, 

최적화된 광고의 입찰가와 순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노출 전략을 구사합니다. 

03  Advertising Operation 

ADSSOM은 NHN 엔터테인먼트AD의  

데이터 과학 기술로 수집,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쟁사의 광고 현황을 분석하고  

마켓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05  Market Insight 

Your Advertising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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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제안, 경쟁사 분석, 리포트 분석 등 기능 구성만 보면 마케팅 솔루션은 모두 비슷 합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ADSSOM은 수집 데이터, 기능, UI 등 솔루션 전 부분에 걸친 업그레이드를 통해 한 차원 높은 마케팅 전략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솔루션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빅데이터 활용 및 수집 

Big Data  
더욱 강력해진 기능 

Quality 
뛰어난 사용성 

Detail 

Big Data 

NHN엔터테인먼트 애드 Solution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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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제안을 위한 

Big Data Insight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 자동 관리 
Inisight 제공을 위한 

분석 & 리포트 

자동 입찰 

실시간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이슈 알림 

광고효과 분석 

전략 그룹 분석 

템플릿 리포트 

ADSSOM의 모든 기능은 효과적인 마케팅 운영, 관리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동작합니다. 

광고제안, 운영 및 성과분석, 모니터링 및 관리 등 광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AE의 노하우를 담아 구현하였습니다. 

Plan, Do, Analyze – ADSSOM은 핵심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Plan Perform Analyze 

Big Data 

키워드 제안 

마켓 트렌드 

경쟁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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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효과적인 제안을 위한 Big Data 분석 

Plan Perform Analyze 

효과적인 제안을 위한 

Big Data Insight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 자동 관리 
Inisight 제공을 위한 

분석 & 리포트 

키워드 제안 

마켓 트렌드 

경쟁사 분석 

광고효과 분석 

전략 그룹 분석 

템플릿 리포트 

Big Data 

자동 입찰 

실시간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이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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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Insight - 20가지 이상의 방대한 데이터를 마케팅에 활용하세요! Perform Plan Analyze 

광고 운영 
Operation 

효과 예측/분석 
Analysis 

ADSSOM은 20가지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NHN엔터테인먼트 애드만의 데이터 과학 기술을 적용하여 유의미한 데이터로  

시각화 합니다. ADSSOM 빅 데이터는 광고 효과 예측, 시장 분석, 광고 운영 등에 활용됩니다. 

웹 수집 기반 데이터 자사 광고 효율 데이터 
NHN Entertainment 
DMP 데이터(계획 중) 

매체 데이터 3rd Party DATA 광고주 DB 연동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소셜 

버즈 

지식 쇼핑 

검색 광고 현황 
PC/MOBILE 

매체별 견적 데이터 
PC/MOBILE 

광고 효과 데이터 
PC/MOBILE 

로그 분석 데이터 
PC/MOBILE 

e-Commerce 데이터 

게임 유저 데이터 

PG 데이터 

컨텐츠 유저 데이터 

패널 베이스 오디언스 분석 

DB 연계형 분석 도구 

브랜드 가치 분석 

엔진 페이지 

상품 DB 

검색 DB 

판매 DB 

Big Data 

※  3rd Party Data : 제3자 솔루션, 미디어 렙, 마케팅 시장 조사 업체가 보유한 양질의 마케팅 데이터를 라이선스 구매 및 제휴를 통해 광고 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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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SOM은 6가지의 데이터 소스를 통해 20여 가지의 마케팅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고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EP 키워드, 사이트 추천 키워드, 시즌 키워드, 연관 키워드, 업종 키워드 도구를 통해 운영에 적합한 키워드를 제안하고, 

디바이스별 예상되는 성과를 예측하여 제공합니다. 

키워드 제안 – 5가지 소스를 통해 신규 키워드를 발굴하고, 정확한 성과를 예측하세요. Perform Plan Analyze 

PC  / 모바일 제안서 ADSSOM 성과 예측 데이터 

키워드 담기 

사이트  

추천  

키워드 

연관 

키워드 EP 

키워드 

업종 

키워드 시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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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소스를 활용한 타겟 키워드 발굴, 히스토리에 기반한 정확한 예측 

ADSSOM은 광고주의 비즈니스에 적합한 신규 키워드를 5가지 이상의 멀티 소스를 통해 수집하고 제안하여 키워드 확장 전략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신규 키워드의 정확한 성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기간별/순위별/디바이스 별로 12개월간의 히스토리 

리포트를 제공하여 명확한 전략을 제시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합니다. 

키워드 제안 – 히스토리 데이터에 기반한 신규 키워드 추천으로 시행 착오를 최소화 하세요. Perform Plan Analyze 

① 원하는 데이터 소스를 편리하게 선택하세요. 

② 키워드의 예측 성과를 확인하고, KPI에 따라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③ 기간별, 순위별, 디바이스 별 12개월 간의 히스토리 데이터로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3 

PC  / 모바일 제안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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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별 정확한  

성과 예측 리포트 

ADSSOM 빅 데이터는 PC 검색 광고와 모바일 검색 광고의 집행 이력을 함께 수집/분석 합니다. 

PC와 모바일 입찰가 간극을 장기간 분석하여 디바이스 별 정확한 운영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키워드 제안 - ADSSOM으로 디바이스별 최적의 광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Perform Plan Analyze 

모바일  

검색광고 

CPC 

PC  

검색광고 

CPC 

200만 키워드 이상의  

광고 집행 이력 데이터 

PC와 모바일 검색광고  

CPC 차이를 장기간 누적/분석 

GAP 

분석 

Big Data 

모바일 

검색광고 

견적 데이터 

PC 검색광고 

견적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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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개 이상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검색광고 현황을 매일 수집하고 있는 ADSSOM 마켓 트렌드를 통해,  

경쟁사와 주요 키워드의 동향을 업종, 사이트, 키워드 별로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③ 키워드 별 검색광고 경쟁 현황 분석 

② 사이트 별 일일 키워드 집행 현황 분석(일별 순위 수집) 

④ 사이트 별 광고비 집행 추이 분석 

① 키워드 / 사이트 별 제목 및 설명 문구 빈도 분석 

마켓 트렌드 – 경쟁사의 광고 현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Perform Plan Analy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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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동관리 

Plan Perform Analyze 

효과적인 제안을 위한 

Big Data Insight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 자동 관리 
Inisight 제공을 위한 

분석 & 리포트 

키워드 제안 

마켓 트렌드 

경쟁사 분석 

광고효과 분석 

전략 그룹 분석 

템플릿 리포트 

Big Data 

자동 입찰 

실시간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이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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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SOM은 API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더욱 강력한 자동입찰 기능을 지원합니다. 

입찰 목적 별로 준비된 다양한 입찰 로직을 활용하여,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더욱 효과적인 광고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1. 목표 순위 관리 

실시간 순위에 기반한  

목표순위 관리로,  

더욱 정교한 자동입찰이 가능합니다. 

3. 데이터 기반 입찰 최적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케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적정 입찰가를  

예측하고, 자동 입찰합니다. 

2. 실시간 알림 

실시간 모니터링을 연계한  

자동 알림 및 모니터링 기능으로  

안정적으로 관리 합니다. 

Perform Plan Analyze 자동 입찰 – ADSSOM 의 강력한 자동입찰 기능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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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입찰  - 입찰 목표에 따라 입찰 전략 단위의 입찰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략 단위로 키워드를 관리하세요. 
 

ADSSOM은 보다 정교한 운영을 위한 입찰 그룹 기능을 제공합니다.  

키워드를 입찰 목표에 따라 그룹핑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입찰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룹별로 다양한 입찰 전략을 세워보세요.  

기간 예약은 물론 요일/시간대별로 디테일한 전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 목표에 따른 키워드 그룹핑 입찰 그룹별 다양한 전략 설정 

① 광고 게재 관리 
② 목표 순위 관리 
③ 클릭 비용 관리 
④ 광고 효율 관리 

① 기간 선택 
② 반복 설정 
③ 요일 선택 
④ 시간대 선택 

① 지정 키워드 
② 템플릿 업로드 
③ 리포트 지정 

입찰 목적 

입찰 스케줄 

입찰대상 

Perform Plan Analyze 

주말운영 

주말특가 
주말여행 
 

핵심 키워드 

보험 
대출 
 

ROAS 500% 

여성쇼핑몰 
원피스 
 

3월 기획전 

봄옷 
봄여행 
 

1위 노출 키워드 

홈쇼핑 
수능등급컷 
 

CPC 1,000 

소셜쇼핑 
쇼핑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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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1 
2 
3 
4 
5 

자동입찰 - 실시간 순위 추적에 기반한 입찰로, 입찰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실시간 클릭 순위에 기반하여 정확성을 높인 자동입찰 

입찰 진행 시점에 키워드의 실시간 클릭 순위를 추적하고, 목표순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동 입찰 합니다. 

클릭 순위는 입찰이 실행되는 시점의 경쟁현황과 내 광고의 노출 현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타이밍에 딱 맞는 실시간 순위와 ADSSOM에 누적된 입찰 참조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광고 목표관리를 위한 최적의 입찰가를 제안합니다. 

※키워드 순위 추적을 위해선 ADSSOM 전환스크립트가 사이트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크립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DATA 기반 추천 입찰가 로직에 따라 입찰이 진행됩니다. 

ADSSOM 데이터 분석 

API 반영  입찰 완료 

실시간 클릭 순위 추적 
(Adssom tracker) 

AD Rank 

키워드 

광고 클릭 

\ 

\ 

\ 

2 최적 입찰가 산출 
AD Rank 

2 

1 

2 3 

Perform Plan Analyze 

 
견적 데이터 
중간 입찰가 
최소 입찰가 
광고 보고서 

실시간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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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입찰 - 광고성과 리포트와 연동하여 목표 효율 최적화 입찰을 지원합니다. 

목표에 따라 광고 효율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ROI 기반으로 입찰합니다. 

1. 목표 기준 입찰 키워드 필터 2. 목표 효율에 따른 규칙 설정 3. 키워드 자동 분류 & 입찰 

노출,  

클릭,  

광고비,  

전환비용,  

클릭율,  

ROAS%,  

CPC… 

순위별 견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입찰 키워드 필터링 

요일/시간대별 규칙설정 

효율기준 필터링 & 타겟팅 

다양한 입찰가 조정옵션 

API DATA Report 시간대별 효율 

키워드  

자동분류 

전략1 전략2 전략3 

Click 

CPA 

ROAS Big Data 

Perform Plan Analy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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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입찰 - 스케줄러 기능으로 24/7 빈틈없이 관리합니다. 

ADSSOM으로 광고 운영 스케줄에 따라 입찰 일정을 예약관리 해보세요. 

ON/OFF 관리는 물론, 요일/시간대별 운영전략에 따라 다른 입찰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러 기능으로 24/7 자동 관리 

 관리 기간 예약 

 반복 설정 : 1회, 매일1회, 반복 

 규칙 설정 : 실행주기/입찰전략 

 광고 노출 ON/OFF 관리 

 요일/시간대별 입찰 규칙 설정 

One Step 설정 -> 24/7관리 

Perform Plan Analy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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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SOM 실시간 리포트를 통해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일일 운영 전략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자동 알림 기능을 통해 갑작스러운 리스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실시간 관리 – 실시간 대시 보드와 알림 기능으로 이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Perform Plan Analyze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 알림 메일 발송 

실시간 현황 분석 Dashboard 

전일vs전주 대비 비교 모니터링 

키워드 그룹, 캠페인 단위 모니터 

성과 기준에 따른 자동 알림 발송 

ADSSOM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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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Insight 제공을 위한 분석단계 

Plan Perform Analyze 

효과적인 제안을 위한 

Big Data Insight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 자동 관리 
Inisight 제공을 위한 

분석 & 리포트 

키워드 제안 

마켓 트렌드 

경쟁사 분석 

광고효과 분석 

전략 그룹 분석 

템플릿 리포트 

Big Data 

자동 입찰 

실시간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이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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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SOM은 광고주가 로그인 했을 때도 한눈에 쉽게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목표 대비 Dashboard’를 제공합니다. 

전월 또는 입력한 목표 대비 이번 달의 성과를 한 눈에 확인하고, 운영 전략에 빠르게 반영하세요. 

광고 효과 분석 - 숫자만 보지 마세요! 목표와 함께 보세요. Perform Plan Analyze 

1 2 

3 4 

5 6 

광고주가 설정한 4개의 KPI 에 대한 당월 누적성과를 목

표대비로 표시하여 한 눈에 목표달성 현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① KPI 요약 패널 

클릭, 광고비, 전환수, 매출, ROAS와 같은 주요 KPI 중에서 

나의 목표 지표를 선택하고, 전월 대비 또는 직접 입력한 

값으로 목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목표설정 

최근 3개월 간의 누적 비용을 확인하고, 당월 예산을효과

적으로 관리하세요. 

③ 최근 3개월 총 비용 

운영하는 모든 광고상품의 성과 비중을 선택한 KPI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④ 이번 달 성과 비중 

일일 기준의 성과 데이터가 누적으로 표시되어, 전월대비 

성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전월 대비 누적 성과 

최근 7일 동안의 달성 목표가 기준값 보다 높은지, 네거티

브 차트로 한 눈에 캐치하세요! 

⑥ 최근 7일 목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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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SOM 광고효과 분석 리포트에서 전체 키워드를 대상으로 입찰 관리가 가능합니다. 

광고 효과 보고서에서 광고 효율 조건에 따라 키워드를 필터링 하고, 실시간 즉시 입찰 하세요. 

광고 효과 분석 - 실시간 입찰 기능으로 분석과 동시에 운영에 반영하세요. Perform Plan Analyze 

키워드 필터링 실시간 입찰 

광고효과 상세 보고서에서 조건에 따라 키워드 필터링 

EX) 조회구간 내 노출 수 OOO건 이하 키워드 일괄 선택 

선택 키워드에 대해 입찰가 실시간 변경 

입찰가 직접 입력, 변경 비율 입력, 변경 금액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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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SOM은 매체 그룹과는 별개의 그룹을 생성 & 운영 할 수 있는 전략 그룹 기능을 지원합니다. 

운영 전략과 분석 목표에 따른 그룹 설정으로 전략 그룹 기준으로 광고 성과를 분석하고 운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분석/리포트 메뉴에서 설정된 전략 그룹과 연계된 그룹별 추이 비교와 성과 비중 분석 리포트를 확인해 보세요. 

매체운영 & 전략운영 2가지 기준의 분석 리포트 지원 

전략 그룹 분석 – 전략 그룹 리포트를 통해 광고 전략에 따라 카테고리 분석을 진행해보세요. Perform Plan Analyze 

광고 운영 목표에 따른 전략 그룹 설정 전략 그룹에 따른 추이/비중 분석 

매체그룹 전략그룹 

브랜드K 고경쟁K 효율화K 시즌K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보험 

꽃 배달 

기숙 학원 
치아 교정 

대출 
배달 음식 

라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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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SOM을 활용하면 마케팅 인사이트 분석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ADSSOM은 템플릿화된 엑셀 보고서와 50여종의 상세 분석 리포트를 자동 생성 합니다. 

ADSSOM의 엑셀 보고서는 광고 효과 분석은 물론, 운영 보고에도 즉시 활용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데이터 가공은 ADSSOM에 맡기고, 광고 전략을 위한 인사이트 캐치에 더욱 집중하세요.  

ADSSOM Template Report 

템플릿 리포트 – 엑셀 통합 리포트 제공으로 원하는 리포트를 바로 바로! Perform Plan Analyze 

① 보고서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엑셀 템플릿 리포트 

② 상세 분석을 위한 50여종의 RAW Data 리포트 

③ 예약/자동 생성, 자동 메일 발송 지원  

데이터  
기간 

노출 

리포트  
유형 

분석 대상  
선택 

데이터  
필터링 

전환 
선택 

예약  
설정 

클릭 

광고비 

ROAS% 

전환 

Etc… 

사이트 

캠페인 

전략그룹 

그룹 

키워드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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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손쉬운 UI를 제공합니다. 

에이전시 솔루션, 광고주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ADSSOM은 NHN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의 디자인과 마크업을 담당해 온 국내 최고 수준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여, 솔루션에 익숙하지 않은  

광고주도 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 디자인을 적용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깔끔한 UI에 대한 고민은 광고주에게 좀 더 친숙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은 NHN엔터테인먼트 애드의 마음입니다. 

산뜻한 디자인과 직관적인 UI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

단 메뉴 구성 

‘참고하세요!’ 가이드 문구와 기

능별 설정 팁 제공 



감사합니다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 애드(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6 NHN엔터테인먼트 플레이뮤지엄 

T 1800-0704(ARS)    F 031-8038-3000    E dl_solution@nhn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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