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으로 유저에게 보여지는 유저
개인별 자동 맞춤 광고로 유저의 앱
재유입을 유도합니다.
리타겟팅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인구통계, 행동 테이터, 기기 타입,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저 개인에게 가장
관련이 높은 광고를 사용합니다.
리머지 고객사들은 일반적인 배너를
다이나믹 광고로 대체하여 유저의 실시간
광고 클릭률을 두배 이상 향상 시킵니다.

BECOME A STAR!

일반 고정 광고에 비해 329%
높은 구매 전환율

다이나믹 광고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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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유저가 앱 오픈, 앱 서핑 등 앱내 활동을
하지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구독, 구매 또는
아이템 추가 구매 등의 결정적인 앱내 활동을
완료하지 않고, 앱에서 이탈합니다.
유저가 다른 앱을 사용하는 동안, 앱내 광고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생성됩니다.

//귀사의 광고가 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만에 제품
피드로 부터 유저의 기존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준비됩니다. 광고가 유저에게 전달되고, 유저는 딥링크를
통해 앱 내 관련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됩니다.

92% 향상된
실시간 광고 클릭률

할인

///유저는 앱으로 다시 돌아와 귀사에서
리타겟팅 캠페인을 통해 실현 하고자 한
결정적인 앱내 활동을 완료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리타겟팅 사례

리타게팅 목표:
앱 방문이 뜸 해진 유저의 앱 재방문과 앱내 활동 참여
유도, 주문 수 증가, 매출 증대

리머지의 리타게팅 전략:
www.remerge.io

앱 다운로드 후의 유저를 세가지의 그룹으로 세분화:
‘아직 주문 한 적이 없는 유저 그룹’, ‘메뉴를 선택하여
장바구니에 담았으나 주문을 하지 않은 유저 그룹’, ‘
특정 시간대의 주문이 잦은 유저 그룹’
디스플레이 광고 (유럽, 아시아, 중동 지역)
앱 유저와의 개인 관심사에 맞춘 네이티브 광고와
다이내믹 광고

리타게팅 결과:

+617% +22%
광고비용 대비수익

매출 증가

리머지 공급 파트너

페이스북에서도 가능합니다
...외 다수

왜 리머지여야 할까요?
전세계적으로 앱 리타겟팅을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일반 배너 광고 대비
210% 높은 광고비용
대비수익

벤치마크리뷰로 증명된 앱 리타겟팅 제공 업체 사상 최대의
스케일과 효율적인 앱 리타겟팅을 제공합니다. 리머지는 앱
리타겟팅만을 위해 전세계 각지에서 모인 광고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고객사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맞춤 제공 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습니다. 앱 개발
업체와 마케터들은 이제 페이스북과 35만개의 앱에 걸친
글로벌한 앱 리타겟팅을 실현 하실 수 있습니다.

1

확장 가능한 스케일
초(秒)당 1백만명의 사용자에게 도달이 가능합니다.
- 타사 대비 최대 스케일 (모펍 벤치마크 리뷰)

2

최적의 성과 보장
리머지 만의 다양한 독창적인 광고 형식은 업계 표준
광고 클릭률(CTR) 보다 훨씬 높습니다. 리머지는
동영상,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광고, 페이스북DPA, 기본
네이티브 광고, 전면 광고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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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걱정 없는 데이터 보안
모든 것이 까다롭고 엄격한 독일의 데이터 보안 법률을
준수하여 운영되므로, 데이터 보안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4

투명한 캠페인
정직과 믿음을 기업의 가치로 설립된 리머지는 광고
소재의 성과 & 유저 세분화의 사소한 디테일까지
리타게팅 전 과정을 투명하게 보고 드립니다.

5

통합이 필요없는 초간단 셋업(Set up)
SDK 통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리타게팅 캠페인을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은 1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세계적인 앱 개발 회사들의 성공적인 앱 리타겟팅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리머지의 다이나믹 광고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www.remerge.io

advertisers@remerge.io

facebook.com/remerge.io

twitter.com/remergeio

리머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최대 스케일의 효율적인 앱 리타게팅 솔루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