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bile web, app media
네트워크 중개 미디에이션(Mediation) 플랫폼
Performance Display Market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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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마인은 훌룡한 알고리즘과 파급력을 갖고 있는 다양한 SPP 채널 및 미디어 파트너와  

자사 에서 서비스하는 퍼포먼스 채널을 결합시킨 플랫폼 입니다.

CUBEMINE DSP [Data management platform] Service
Client customizing operation system  

Cubemine Position

Performance PlatformAD Exchange/SSP/AD Network

Cubemine

+30 +20

Cubemine DSP www.cubem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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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emine Benefit 01

같은 예산으로 노출 스펙트럼을 극대화 가능합니다.
방대한 트래픽 인프라 보유로, 비딩 단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Impression / ClickImpression / Click

Budget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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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emine Benefit 02

Branding CPC Performance CPC

DMP 기반의 채널과 퍼포먼스 채널 연동으로 CPC 광고로도 KPI를 Optional 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Option에 필요한 스크립트 및 권한 부여로 게런티 성과 데이터는 큐브마인에서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웹 랜딩일 경우 퍼포먼스 성과 확인은 자사 운영 플랫폼 바리스타/그린피 스크립트 적용이 필요합니다.

- 앱 랜딩은 3rd Party 트래커에서 바리스타와 그린피에 권한 부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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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emine DMP 활용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카카오톡/네이버/구글 등 
광고 집행이 가능

자체보유 DMP 및 여러 DMP 업체와의 
연동을 통한 데이터 모수 매칭/관리

5,000만개 이상의 ADID를 통해 
유저 행동 분석으로 

타겟 집행 가능 (타겟 할증 없음)

WEB 및 APP의 트래픽 지면 활용 가능



Cubemine mai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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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 주요 채널 통합 연동으로 cubemine premium media + Ad exchange 
총 5,000여개의 매체에 광고를 송출합니다.

Main media (PC or Mobile) App / mobile web media 



Creative in app/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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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효율 높은 지면의 web 80% / app 20% 에 광고를 송출합니다.



Cubemine DSP 하나로 합리적인 CPC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평균 CPC 50원~200원
자유로운 최소 집행예산과 집행 기간 설정으로 광고운영이 유연 합니다.

Cubemine DSP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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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 소람한방병원
Budget. 2,000만원/month

Channel. 큐브마인

CTR. 평균 0.15%



Cubemine Agency Service로 원하는 매체에 CPC로 광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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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emine agency service

Client . enough
Budget. 900만원/month

Channel. 트위터/블로그/카카오

CTR. 평균 50%이상



광고집행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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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소재 제작 및 가이드로 빠르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광고 집행 중 노출 지면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일/시간 및 노출/일 예산 제한 등 캠페인 상세 설정이 가능합니다.

Cubemine DSP service / Cubemine agency service

STEP 01
광고의뢰

STEP 02
견전서전달/계약서체결

STEP 03
세금계산서발행/광고비지급

STEP 04
소재/광고 등록

STEP 05
노출 매체부킹/노출

STEP 06
게재면 보고 및 운영 리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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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dashboard

Agency service dashboard

Custom reporting

등록된 광고 리스트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캠페인을 

선택적으로 On/off 할 수 있습니다.

Cubemine client dashboard report와 
통합 리포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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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옵션상의 게런티 수량은 클릭수량 소진 이후에도 추가 옵션 수량이 달성 될 때까지 광고 집행되며, 
초과달성 된 클릭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과금 되지 않습니다.
기본 CPC 옵션 외에 광고 예산 및 단가에 따라 중도 종료에 대한 최소 집행 금액 및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효율 극대화를 위해, 광고 및 옵션 별로 진행 매체가 상이합니다. 
광고 집행기간 및 전체 예산에 따라 단가 협의가 가능합니다.
 

단가테이블 (각 옵션 별 평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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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가이드 & sample
최대한 최적화된 소재로 최적의 위치에 노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재 배리에이션 비용은 없으며, 해상도 품질이 떨어질 경우 PSD 파일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Interstitial
450*800

Bar
640*100 / 320*50

Box
300*250 / 600*600 / 150*150



Script 가이드 (비보상형 퍼포먼스-Val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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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참여완료
02

광고참여
01 http://{광고주랜딩페이지}?vs_key=6CT067416146... vs_key 가 노출되는 페이지에 아래의 스크립트가 삽입되어야 합니다. 

부득이 랜딩되는 페이지에 스크립트 삽입이 불가할 경우 삽입 Script 2 부분으로 vs_key 값을 전달 바랍니다.
 
TYPE1 
<script src="//api.valista.iov/js/valista_script.js?v=1.0"></script>
<script>vsScriptLand();</script>

 TYPE2 - 최초 랜딩페이지에 삽입 불가시 
(다음페이지 또는 Depth 페이지에서 최초 랜딩페이지에 GET으로 전달되는 vs_key 값을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script src="//api.valista.io/js/valista_script.js?v=1.0"></script>
<script>vsScriptLand({vs_key:'6CT067416146...'});</script>

http://{광고주 참여완료 페이지}
 삽입 Script 
 <script src="//api.valista.io/js/valista_script.js?v=1.0"></script>
// 완료 시점에 vsScriptComp를 호출합니다
<script>vsScriptComp({uniq:'{uniq}', price:'{price}'});</script>



광고참여
01

광고참여완료
02

http://{광고주랜딩페이지}?grp_key=668560728bd8e8c22f643fc7471a73371003f57c…... grp_key 가 노출되는 페이지에 아래의 스크립트가 삽입되어야 합니다. 
부득이 랜딩되는 페이지에 스크립트 삽입이 불가할 경우 삽입 Script 2 부분으로 grp_key 값을 전달 바랍니다.

 TYPE1 
<script src="//cpa.greenp.kr/js/cpa.js?v=1.0"></script>
<script>grpCpaLand();</script>

 TYPE2 - 최초 랜딩페이지에 삽입 불가시 
(다음페이지 또는 Depth 페이지에서 최초 랜딩페이지에 GET으로 전달되는 grp_key 값을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script src="//cpa.greenp.kr/js/cpa.js?v=1.0"></script>
<script>grpCpaLand({grp_key:'668560728bd8e8c22f643fc7471a73371003f57c…...'});</script>

http://{광고주 참여완료 페이지}
 삽입 Script
 <script src="//cpa.greenp.kr/js/cpa.js?v=1.0"></script>
// 완료 시점에 grpCpaComp 를 호출합니다
<script>grpCpaComp({uniq:'{uniq}', price:'{price}'});</script>

Script 가이드 (보상형 퍼포먼스-Greenp)

Cubemine Service www.cubemine.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7길11 다인빌딩 6,7층Add.
+82 1800 0745Tel. +82 02 540 0744Fax.

help@adforus.co.krEmail.

Copyright 2021. adforus in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