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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N (Interactivy Display Network) 
service introduction 



다양한 DSP 광고 물량을 Mediation하여 가장 높은 단가의 광고 송출 

IDN은 양질의 매체 중심으로 제휴하여 최적의 수익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네트워크 광고 서비스 

IDN 소개 

디지털 마케팅 전문기업 인터랙티비의 새로운 SSP 플랫폼 IDN은 
매체사 여러분의 광고 수익을 최적화 할 수 있는 통합 광고 중계 플랫폼입니다 



제휴 네트워크사 

구글, DDN, 크리테오를 비롯한 국내·외 네트워크사와의 전략적인 제휴로 
광고 물량 및 매체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Google DoubleClick Ad Exchange NPM(Network Partner Manager)  공식 파트너  

Criteo Korea PUMP(Publisher Marketplace) 공식 파트너  

EDN Plus 온라인 네트워크 플랫폼 파트너사 

CAULY 국내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 파트너사 

DDN(Daum Display Network) 퍼블리셔 파트너 계약 체결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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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 Network ] [ 최고 단가의 광고 필터링 ] [ 최적화 광고 송출 ] 

국내·외 주요  AD Network를 통해 DSP 물량 확보 극대화 

[ 광고 Fill-Rate 100% ] 

AD Network 중 가장 높은 단가의 광고를 실시간으로 필터링 최적화된 광고를 송출 

다양한 네트워크사의 DSP 물량을 통해 100%의 Fill-Rate 제공 

국내·외 네트워크사(AD Network)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광고 물량 확보로 
매체사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SP 서비스 



SSP 서비스 

리타겟팅, 키워드 매칭, 카테고리 매칭 시스템을 통해 유저에게 관련성 높은 광고를 노출하여 
매체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리타겟팅 ] [키워드 매칭] [카테고리 매칭] 

광고주의 웹 사이트에 방문했던 사용자에게 리타겟팅 광고 노출 

사용자 검색 패턴을 분석하여 키워드 매칭 광고 노출 

매체 특성에 따라 성향에 맞는 카테고리 매칭 광고 노출 



IDN 서비스 타사 비교 

A사 B사 C사 구분 

Fill-Rate 

Avg. CPC 

매체수익 
(Click) 

88% 93% 90% 

90~130원 140~190원 100~170원 

40~80원 50~100원 80~120원 

100% 

120~220원 

100~150원 

※ CTR과 매체수익은 유동적인 CPC단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사 대비 높은 Fill-Rate와 높은 광고단가를 통하여 매체사에게 최고의 수익을 제공합니다. 



제휴 매체사 

양질의 매체 중심으로 국내·외 주요 언론사, 커뮤니티, 일반사이트와의 제휴가 되어있고, 
효율 높은 신규 파트너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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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가로형 배너 ] [ PC 세로형 배너 ] [ PC 박스형 배너 ] 

(600x90) 

(728x90) 

(160x600) 

(120x600) 

(300x600) 

(200x200) 

(250x250) 

(300x250) 

광고효과의 최적화 및 매체의 UI를 고려한 다양한 사이즈의 이미지형 배너 

PC 상품 



Mobile 상품 

광고효과의 최적화 및 매체의 UI를 고려한 다양한 사이즈의 이미지형 배너 

320x50 320x100 200x20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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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le 가로형 배너 ] [ Mobile 사각형 배너 ] 

300x600 

[ Mobile 세로형 배너 ] 

150x150 



광고 적용 예시 – PC (고정형) 

뉴스웨이브 
(250*250) 

전자신문 
(120*600) 

경향신문 
(300*250) 



광고 적용 예시 – PC (플로팅 및 스크롤배너) 

스포츠경향 
(플로팅배너) 

더팩트 
(스크롤배너) 



광고 적용 예시 – PC (토스트 및 페이드인) 

뉴스핌 
(토스트배너) 

플래시24 
(페이드인배너) 



광고 적용 예시 – Mobile (고정형) 

국민일보 
(320*50) 

조선일보 
(300*250) 

서울경제 
(200*200) 

톱스타뉴스 
(300*600) 



광고 적용 예시 – Mobile (플로팅 및 오버레이배너) 

스포츠투데이 
(오버레이 배너) 

판도라티비 
(전면 플로팅배너) 

오센 
(플로팅배너) 



광고 적용 예시 – Mobile (확장형 및 슬라이드배너) 

확장형 배너(시선뉴스) 

본문 내에 스크립트가 삽입 된 위치에  
영역 확장되며 광고 노출 

슬라이드 배너(엑스포츠뉴스) 

본문 내 지정된 방향에서 
슬라이드 되며 광고 노출 



광고 적용 예시 – PC 및 Mobile (포토배너) 

포토배너(시선뉴스) 

게시물 내의 첫 번째 이미지에  
원하는 위치 및 광고 사이즈 지정하여 광고 노출 

PC 및 Mobile 모두 가능 



IDN Process 

매체사 수익 극대화를 위한 IDN만의 다양한 인력구성 및 시스템 구축으로 
상황에 따라 빠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체 진행 미팅 리포팅 (IDN 통계 시스템 제공) 사이트 심사 

단가 및 영역 제안 타 네트워크사 광고 연동 

광고 소스 발급 및 적용 

수익금 지급(매월 말) 

실시간 모니터링 



Contact Us 

9호선 봉은사역 2번 출구 

Address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1 찬&찬 빌딩 9층 

02 6204 6474(내선번호 : 210) 

라종원 팀장 

jw.ra@interactivy.com 

Rough Map 

Tel 

02 6204 6474(내선번호 : 211) 

원승재 매니저 

tmdwo297@interactiv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