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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인터넷사용인구

4,570,000,000명

중화권국가
인터넷사용인구

877,390,000명

출처: We are soci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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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체가
달라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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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틱 광고 구매 플랫폼은 데이터와 테크놀로지에 기반하여
매체가 아닌 브랜드 관심 유저에게 광고를통한효율적인 오디언스 바잉으로

효과적으로 마케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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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프리미엄 미디어업체와의 제휴로중국
시장에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브랜드 세이프티 기능 보유

중국 내 7만개의퍼블리셔를
단일 플랫폼으로 커버 가능하며
온라인 및 디지털 옥외광고 가능

결제 시스템 및 온라인여행사 제휴로
여행자를 다차원적으로분석하여

최적화된 유저에게 노출



The Trade Desk

• 대표적인중국글로벌미디어와의제휴를통한광고송출
• TTD를통한중국캠페인집행시, 프리미엄인벤토리(BAT)를투명하고안전하게구매가능
• 적절하고안전한콘텐츠맥락에서의광고집행과부정액션을방지하는세계적인수준의브랜드세이프티기능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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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수준의데이터타겟팅, 
브랜드안전상및부정행위방지서비스제공

100%

✓ 오디언스타겟팅

✓ 브랜드안전성및
문맥타겟팅

✓ 측정및검증



The Trade Desk

• 대표적인중국글로벌미디어와제휴하여중국내다양한인벤토리구매가능
• BAIDU는중국의구글, 중국마켓점유율 75% 이상을차지하는 1위검색엔진
• ALIBABA의 YOUKU는중국영상트렌드를선도하는플랫폼 5억실명인증유저보유
• TENCENT는가장많은이용자와채널, 콘텐츠보유한중국최대&최고모바일광고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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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du Exchange Service

Zhihu Moji Weather WPS Office

QQ Tencent 
News

QQ Browser Qzone

YingYongBao Tencent Video

Tencent Video

QQ Tencent News

Baidu Exchange Service

QQ Tencent 
News

QQ Browser Qzone

YingYongBao Tencent Video

Zhihu Moji Weather WPS Office

Owned and Operated Viewability (MOAT/IAS/AdMaster) Ad Network

WeChat 



VPON

• 다양한중화권미디어제휴를통한전체여행계획및여행에서타겟고객에도달가능
• 항공편구매, 포켓 Wi-Fi 대여, 해외거래실적등여행자를다차원적으로분석하여적절한광고를적합한유저에게노출
• 여행준비부터귀국까지여행기간에전반적으로타겟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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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의여행패턴을보다효과적으로분석및
여행전 / 여행중 / 여행후로구분하여타겟팅가능

소비자행동데이터활용을통한상세타겟팅가능

여행 유도 및
브랜드 인지도 상승

유저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브랜드 충성도 상승

현지 프로모션 알림을 통한
소비 재고



VPON

• VPON DSP & AD 네트워크를통한광범위한매체커버리지
• 90%이상의중국모바일유저커버가능
• 홍콩월별활동이용자약50M / 대만월별활동이용자 20M로중국외지역커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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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nYou

• 인공지능의유저데이터분석을기반으로높은정확성을가진오디언스타겟팅기술보유
• 차이나모바일, 라이브램프, 아시아인포, 바이두등과의전략파트너쉽구조를통한강력한데이터파워보유
• 프로그래머틱매체구매플랫폼내에서매체비와퍼포먼스를최적화가능하여효과적인마케팅목표달성가능
• 다양한공공장소내디지털디스플레이광고로중국의소비자대상브랜드접촉경험향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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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최대의검색엔진인바이두내검색데이터를활용해
관련검색어를사용한오디언스를타겟팅가능

Targeting: Searching

자사브랜드검색어

경쟁사브랜드검색어

자사브랜드관련검색어
엘리베이터 TV 광고

공항/고속철화장실스크린광고

극장광고

iPinYou 빅데이터

Asiainfo 빅데이터

LiveRamp 빅데이터

China Mobile 빅데이터

AMAP 빅데이터

JD 빅데이터
JD Cloud



iPinYou

• 다수의애드네트워크내 PC/모바일/비디오인벤토리활용으로다양한기기환경의중화권유저에게광고리치가능
• 중국의대표적인 SNS WeChat & Weibo 광고상품이용을통해광고노출량향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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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Chat AD Product Weibo AD Product



성공적인중화권광고
JnJ Interactive와함께하세요.

더 많은 트렌드/마케팅 자료는
www.jnjinteractive.com

중화권 광고, 한국처럼 쉽고 간편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