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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긍정적이다 매우부정적이다

[  싱가포르 ] [  말레이시아 ] [  필리핀 ] [  인도네시아 ] [  베트남 ] [  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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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장기화에도소비시장의성장전망이긍정적인동남아시장
성공가능성이높은시장으로진출가치충분



동남아시장마케팅초기진출시고민요소는?



글로벌디지털마케팅회사JnJ Interactive는

여러분의고민요소를해결하는
솔루션을제시하고자합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中주요6개국
구매정보탐색시80%이상소비자온라인활용

동남아시아국가미디어이용행태분석

동남아시아는모바일사용률이높음
전체사용자중76%가온라인을사용하며SNS 선호

동남아시아소비자분석

동남아시아는한국못지않게인터넷이활성화되었으며,
구매전제품정보탐색시온라인우선활용

동남아국가제품구매정보는인터넷으로탐색



온라인쇼핑시SN S 통해정보수집 SNS를중심으로한인플루언서의높은영향력

연예인보다SNS 인플루언서대세
SNS 인플루언서의중간역할이매우중요

코로나19 이후, 젊은세대의SNS 수요51% 급증
온라인쇼핑시소비자들은SNS를통해제품정보탐색

동남아시아소비자분석

모바일에친숙한동남아시아소비자들은
SNS를중심으로인플루언서를통해구매전정보획득



이처럼동남아시아소비자특성에맞게
디지털영역을통해공략해야합니다



우리타겟에게신속하게도달가능한

SNS 제휴마케팅및모바일DA 광고
효율테스트집행을제안드립니다!



JnJInteractive 제공솔루션

SNS 제휴광고& 모바일DA 광고

로

한번에효율적으로! 캠페인운영



카울리개런티란?

모바일광고네트워크플랫폼카울리개런티는글로벌파트너와의협업을통해
동남아시아를포함한각국가별특화된안정적인Traffic 물량공급진행하며

non-Incentive 기반의글로벌퍼포먼스마케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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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집행된국내 단일캠페인사례, 캠페인컨디션따라상이

POINT 1 : 동남아국가SNS 제휴마케팅& 모바일DA 광고동시집행가능

월최대30만인스톨* 규모보유한글로벌퍼포먼스광고플랫폼으로
국내외70여개파트너협업을통한동남아국가대상SNS 제휴마케팅& 모바일DA 광고캠페인집행가능

SNS 제휴마케팅& 디스플레이광고동시집행가능

CAULY 
GURANTEE

모바일DA 광고SNS 제휴마케팅



POINT 2: 현지최적화된SNS 제휴마케팅운영

현지특성이반영된포트폴리오, 캠페인목적맞춤의
영향력높은인플루언서협업제안을통한최적화캠페인진행가능

철저한포스팅관리 선별된인플루언서 노하우와전문성결합

국가및매체별
우수인플루언서풀확보

카울리모바일광고노하우와
인플루언서마케팅전문기업과의

탄탄한파트너십

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및
포스팅관리프로세스통해

캠페인퀄리티보장

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는우수인플루언서네트워크확보및관리

캠페인특성및국가별최적화된인플루언서, 매체조합구성하여집행

광고주KPI 달성및광고효율보장



POINT 3: 클린트래픽캠페인진행

카울리자체개발한Anti-fraud System를통해
부정인스톨및스팸트래픽등이차단된클린트래픽캠페인진행가능

CAULY Anti-fraud System

History Analysis

•   Publisher ID

•   IP / Proxy / Hosting Provider

•   Device ID, etc.

Pattern Analysis

•   Click / IP pattern
•  Click to install time / Trends
•   CTR, CVR, Geo, etc.

Post-install Analysis

•    Distinguish suspicious /       

fraudulent traffics by analyzing 

behaviors based on post-install    

indicators



POINT 4: 트래커연동제휴

글로벌및주요국로컬트래커와의제휴를기반으로
카울리개런티를통한캠페인최적화진행가능

트래커연동이란? 카울리연동완료Attribution

글로벌및현지트래커연동가능매체의성과를정확하게측정할수있게돕는트래커

* 신규 트래커 연동 및기타 제휴 관련 별도 문의



미국/중국/일본/말레이시아/태국
필리핀/인도네시아/브라질/멕시코

태국/중국 중국 태국 대만/미국중국

Case Study

글로벌캠페인

V 엔터텡니트먼트앱 서머너즈워 M 뷰티브랜드 L 면세점 포인트블랭크스트라이크 캐리비안의해적



태국
애드포켓

태국
유튜브게임캐스터

인도네시아
인스타그램

중국
웨이보

중국
메이파이

인도네시아
페이스북

Case Study

글로벌캠페인

자동차브랜드 게임 E -Commerce E -Commerce 게임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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