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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티 Dighty 는데이터통합관리솔루션으로

데이터를정확하게분석하고가장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

적재·분석·타겟 추출·데이터 연동·인사이트를제공합니다.

Data Mighty



다이티오디언스공유

데이터의생성, 추출, 분석, 마케팅활용단계에이르기까지

다이티오디언스하나면충분합니다

추출

안드로이드 ADID 2천 8백만개 보유

설치 앱 리스트 및 카테고리, 성별, 연령대

정보를 자유롭게 세그먼트 하는

타겟 오디언스 추출 솔루션

활용

경쟁사, 관련 업종 등

원하는 오디언스를 활용하여

맞춤 타겟 광고가 가능한

오디언스 제공 서비스

다이티셀프마켓



매주업데이트되는최신성의앱비식별데이터를

원하는마케팅활동에사용할수있습니다.

다이티 데이터 소개

※ 2021.10월 / 안드로이드 이용자 기준

2,800 ADID

Dighty APP데이터규모

만

설치 APP List APP 카테고리 성별 연령



공공기관, 금융, 게임등다양한업종에서

다이티로내부데이터를분석하고더나아가외부데이터와결합하여

고객을더깊이이해하여맞춤서비스와상품을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이티 데이터 소개



데이터기반의마케팅을실행하는실력있는광고대행사들이

다이티데이터를사용하고있습니다.

다이티 데이터 소개



다이티셀프마켓



필요한데이터를바로확인해볼수는없을까요?

다이티셀프마켓에서는가능합니다.

다이티 셀프마켓

셀프마켓에 접속하여

직접 데이터를 조회하는데

150월 (1000회)만원



다이티셀프마켓에서는

안드로이드 17만개앱데이터를빠르고쉽게조회할수있습니다.

다이티 셀프마켓

카테고리1 카테고리2 앱 개수

건강/운동 건강/운동 3,834

게임 교육 1,871

게임 단어 417

게임 롤플레잉 4,507

게임 보드 963

게임 스포츠 1,131

게임 시뮬레이션 5,839

게임 아케이드 3,951

게임 액션 4,296

게임 어드벤처 3,151

게임 음악 601

게임 자동차 경주 1,289

게임 전략 1,824

게임 카드 898

게임 카지노 311

게임 캐주얼 게임 6,083

게임 퀴즈 732

게임 퍼즐 4,723

카테고리1 카테고리2 앱 개수

교육 교육 12,785

금융 금융 5,680

날씨 날씨 865

뉴스/잡지 뉴스/잡지 1,640

데이트 데이트 690

도구 도구 12,997

도서/참고자료 도서/참고자료 3,371

동영상 플레이어/편집기 동영상 플레이어/편집기 2,605

라이브러리/데모 라이브러리/데모 327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 10,606

만화 만화 758

맞춤 설정 맞춤 설정 8,159

부동산/홈 인테리어 부동산/홈 인테리어 603

뷰티 뷰티 358

비즈니스 비즈니스 4,709

사진 사진 3,859

생산성 생산성 4,856

소셜 소셜 3,227

카테고리1 카테고리2 앱 개수

쇼핑 쇼핑 7,398

스포츠 스포츠 1,632

식음료 식음료 1,177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11,172

여행 및 지역정보 여행 및 지역정보 3,761

예술/디자인 예술/디자인 733

음악/오디오 음악/오디오 4,409

의료 의료 1,121

이벤트 이벤트 141

자동차 자동차 884

지도/내비게이션 지도/내비게이션 2,446

출산/육아 출산/육아 367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4,793

키즈 교육 1,872

키즈 두뇌 게임 577

키즈 액션/어드벤처 610

키즈 역할놀이 707

키즈 음악/동영상 192

키즈 창의력 705



원하는앱에대해포함, 제외, 중복설치, 연령, 성별등의

다양한조건설정이자유롭게가능합니다.

다이티 셀프마켓



다이티셀프마켓을데이터를사용하면

광고주에게데이터기반의전략제안이가능해집니다.

다이티 셀프마켓

웹툰앱연령.성별 분석 웹툰앱의중복 설치비중

연령별 많이설치한 앱순위



최신데이터로새로운인사이트를발견하고

광고주에게데이터역량을어필할수있습니다.

다이티 셀프마켓

분석예시 ) 앱 카테고리 별 연령대 비중 분석

뷰티 쇼핑몰(자사몰, 종합몰)은
30대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뷰티 정보 공유 앱에서는
20대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 타겟 비중을 늘려 앱 설치 규모를
늘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광고주앱을설치한유저들의특징을이해할수있으며

프로모션, 소재에다양한아이디어를데이터기반으로수립할수있습니다.

다이티 셀프마켓

분석예시 ) 대학생 & 직장인 중복 앱 설치 비중

직장인 여성보다 대학생 여성 유저가
뷰티 앱을 많이 설치하였으며
절반 이상이 쇼핑몰 모음 앱인
지그재그나 에이블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지금가입하시면 2주(15일)간무료체험이가능합니다.

다이티 셀프마켓

다이티셀프마켓바로가기

Quick Start

✓ 월 조회수 1,000회
✓ 150만원

Essential

✓ 월 조회수 1,000회 및
1회 다운로드

✓ 500만원

Standard

✓ 월 조회수 1,000회 및
5회 다운로드

✓ 1000만원

Enterprise

✓ 최소 6개월 단위 계약에
한하며 별도 비용 문의

※ 1회 다운로드시 ADID 500만이하 가능
(이상은 별도 문의)

※ 1회 다운로드시 ADID 500만이하 가능
(이상은 별도 문의)

https://self-market.dighty.com/
https://self-market.dighty.com/


다이티오디언스공유



다이티 오디언스 공유

광고효율이제자리라면이제오디언스를바꿀차례입니다.

다이티데이터로관심사보다정확한타겟마케팅을경험해보세요.

랜선집사말고진짜집사만찾는타겟팅 회화말고토익수험생만찾는타겟팅



API – Segment 활용 예시

매체의타겟팅옵션보다더정교한타겟을원할때, 캠페인에딱맞는타겟을찾기가힘들때,

다이티오디언스를사용해보세요.
※ 구글 앱 스토어(패키지명) 기준

다이티 오디언스 공유

공무원준비오디언스

보험설계사오디언스

반려인오디언스

음식점사장님오디언스

잠재고객



API – Segment 활용 예시

자사앱

설치유저

경쟁사앱

설치유저

경쟁사유저를타겟하고싶을때, 유저확장이필요할때,

다이티오디언스를사용해보세요
※ 자사 유저 추가/제외 등의 자유로운 조합 가능

다이티 오디언스 공유



광고주A

API – Segment 활용 예시

광고주가새로운것을원할때, 데이터기반의활동을원할때,

다이티오디언스를사용해보세요

다이티 오디언스 공유

광고주B

늘 똑같은 전략 말고, 새로운 건 없을까요?

요즘 Data, DMP 활용 많이 하던데 우리도 해볼 수 있을까요?



Data
insight

API – Segment 활용 예시

광고결과를통한인사이트가필요할때,

다이티오디언스를사용해보세요

다이티 오디언스 공유

4.3

2.5

3.5

4.5

2.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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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A B C D

- 유사 업종 앱 A,B 설치 유저

다이티 오디언스 그룹3

- 경쟁사 앱 C,D 설치 유저

다이티 오디언스 그룹2

- 특정 카테고리 앱

다이티 오디언스 그룹4

A,B 설치 유저
- 경쟁사 앱 A,B 설치 유저

다이티 오디언스 그룹1



조회한오디언스를사용하고싶다면,

간단한프로세스로다양한매체에서활용해보세요.

추출부터 광고노출까지 1day

원하는 조건에 맞는
ADID추출

매체별 고객사 계정에
ADID 제공

세그먼트 ADID에
광고노출

데이터 요청

다이티 오디언스 공유

※ 진행 가능 매체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GFA), 카카오 모먼트, 트위터

원하는 오디언스를 모두 사용하는데 2주 200만원(매체 별 / VAT별도)



다이티공식대행사파트너쉽프로그램

다이티 오디언스 공유

광고주 데이터 제안 및 광고주가 이용시

20% share
파트너 대행사 직접 데이터 이용시

20% sale

※ 제휴문의 : 정종태 책임 / joltae911@nhndata.com / 010-5551-0295



다이티오디언스성공사례



구분 CTR CPC 인증률 인증당비용

다이티오디언스 ↑9% ↓5% ↑367% ↓78%

“대출니즈가있는유저에게만광고를노출하여

인증률이 4.6배상승하였으며, 인증당비용이크게감소했습니다”

✓ CTR 9%상승

✓ 인증률 367% 상승

✓ 인증당비용 78% 감소

인증률

집행결과

사용오디언스

경쟁사유저타겟팅

다이티사용이유

캐피탈, 저축은행앱설치유저

롯데캐피탈 DA 광고효율개선

4.6배상승



구분 CTR CPC CVR ROAS

다이티오디언스 ↑100% ↓11% ↑90% ↑256%

“공무원 시험 관심 유저를 핏하게 타겟팅 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 CTR 100% 상승

✓ CPC 11% 감소

✓ 신청 전환 90% 상승

✓ ROAS 3.6배 상승

집행결과

사용 오디언스

일반적인 광고 매체 타겟팅으로는

경쟁사 및 공무원 시험 관심 유저만

타겟팅하기 어려움이 있었음

다이티 사용 이유

공무원 시험 및 설명회 교육 앱

150개 설치 세그먼트를 추출하여

현재 공무원에 관심있는 유저만 선별

박문각온라인설명회홍보캠페인

ROAS

3.6배상승



구분 CTR CVR(설치) CVR(가입) CVR(구매)

이전캠페인 3.19% 11.80% 0.21% 0.31%

다이티오디언스 3.67% 15.60% 0.53% 0.63%

“일정기간인스톨목표의캠페인이였으나

ROAS까지높게확보할수있었습니다”

✓ CTR 15% 상승

✓ 설치전환율 32% 상승

✓ 가입전환율 150%, 결제전환율 103% 상승

✓ 일자별최고 ROAS 1250% 도달

패션쇼핑기업앱인스톨캠페인

집행결과

사용오디언스

패션카테고리에서구매력이있고

프리미엄브랜드에반응하는

고객층을타겟팅하고싶음

다이티사용이유

1차경쟁사앱설치유저

2차경쟁사앱설치유저

3차경쟁사앱설치유저

패션쇼핑앱교집합등의

5개그룹으로진행

일최대 ROAS

1250%



“다이티오디언스사용시유료사용자가 2배증가했습니다

결과에매우만족하며앞으로더많은다이티오디언스를사용할예정입니다. 

비슷한앱을설치한신규오디언스를대상으로한타겟팅캠페인은

게임앱이수익을창출시킬수있는 가장빠른방법임이분명합니다.”

님블뉴런게임앱홍보캠페인

집행결과

사용오디언스

동종앱설치유저를

타겟팅하고싶음

다이티사용이유

RPG 게임앱설치유저
✓ 게이지먼트 15% 상승

✓ 유료사용자 2배증가

유료사용자

2배상승



“앱 업데이트 / 신규앱출시일시점캠페인시효율을극대화시킬수있으며

사전예약고객과는유사한효율을,  자사과금고객기반유사타겟(Lookalike) 보다는

우수한효율을보여다이디오디언스를정기적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 CTR 50% , CVR 106% 높음

✓ ROAS 6.5배상승

게임사신규앱출시캠페인

집행결과

사용오디언스

고객사가보유한데이터만으로는

도달하기어려운잠재고객을

타겟팅하고자함

다이티사용이유

RPG 게임앱설치유저

경쟁게임사앱설치유저

ROAS

6.5배상승



담당자 : 정종태 책임

전화│ 031-8038-1379 / 010-5551-0295

이메일│ joltae911@nhndata.com

서비스이용및제휴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