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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PV 상승을통한체류시간증가및네이티브광고수익
데이블 서비스는 월 1억 명의 사용자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월 1억 명에 이르는 사용자들의 웹사이트 사용 패턴) 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개인화 추천 기술로 인당 PV 상승을 통한 체류 시간 증가 및 네이티브 광고 수익을 제공해드립니다. 

2

위젯 형태로 제공되는 데이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화 맞춤 추천
최대 8배 클릭률 상승

콘텐츠 사이의 광고로
높은 수익률 보장

선정성 NO
깨끗한 맞춤 광고로
사용자 거부감 해소

모든 Web, App
화면에 적용 가능

쉽고 빠르게
서비스 시작

주요 언론사, 커뮤니티
이미 활약 중!

위젯 형태로 제공되는 데이블 콘텐츠 추천 서비스
(콘텐츠 추천 + 네이티브 광고)

개인화
콘텐츠추천



개인화콘텐츠추천을통한트래픽상승
데이블은 아래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읽는 시간과 사이트에 머무는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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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1.

인당 PV 증가
(PC 3~5%, Mobile 7~10%)

장점2.

콘텐츠 소비량 증가
(15%~47%)

블로그에방문하는 사용자당페이지뷰 증가를 통해
트래픽이상승합니다

관련 콘텐츠
콘텐츠의내용과 사용자의로그를 함께
분석하여, 선택된 콘텐츠와관련성이
높은 콘텐츠를 실시간으로제공

실시간 인기 콘텐츠
지금 많이 보고 있거나,
SNS에 많이 공유되고 있는
Hot 콘텐츠들을모아서 제공

개인화 콘텐츠
사용자의콘텐츠 읽기 패턴을 분석하여,
관심사를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콘텐츠를 실시간으로제공

• 콘텐츠의생명이 길어집니다
• 과거의 콘텐츠도 다시 주목받아소비량을 증가시킵니다
• 공들인 콘텐츠가 사장되는현상을 줄입니다

개인화
콘텐츠추천



``

트래픽과매출
콘텐츠가 추천되는 영역에 네이티브 광고를 함께 제공해 사용자들이 콘텐츠와 광고에 대해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줍니다. 
이를 통해 트래픽과 매출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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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SLOT

광고 SLOT 월PV 총 매출

PC/Mobile 2 300만 420만원

합 (100%) 420만원

매체사(블로그운영자)매출(50%) 210만원

데이블매출( 대행수수료일체는데이블매출에서지급) 210만원

AD SLOT 트래픽별광고수익예시
광고 성과는 위젯이 위치하는영역, 위젯에 대한 집중도, 

블로그의콘텐츠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LOT 내 광고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광고



` `

성과분석대시보드의장점
1. 광고수익은 물론 콘텐츠 추천 성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블로그의 트래픽 상승을 위해 ‘유저행동’ ‘유입경로 분석’ 등의 통계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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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리포트
주간 트래픽 통계, 개인화 추천 통계,

많이 본 콘텐츠 등 콘텐츠 통계를 이메일로제공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과성과측정이가능해집니다. 

( 영역별 클릭률, PV 변화, 광고 수익 등) 

데이블대시보드

성과분석



3가지요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블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는 분석이 가능한 최소한의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의 3가지가 바로 그 요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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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

블로그방문자에게꼭맞는콘텐츠와광고를추천해드리기위해
블로그에방문하는사용자수와그사용자가읽는페이지수가일정기준이상이어야합니다.
즉일정량이상의트래픽이필요합니다

콘텐츠 퀄리티 `

사용자행동패턴분석및추천을위해텍스트가풍부한콘텐츠
(이미지또는동영상만있는포스팅이다수인매체는불가), 
해당사이트의고유한콘텐츠인지를확인합니다.

콘텐츠 개수 `

추천목록을생성하기위해세자릿수이상의콘텐츠가필요합니다. 
세자릿수이상의콘텐츠개수가블로그에게시되어있어야방문자개개인의관심사에맞는
콘텐츠를추천할수있습니다.

데이블과
함께
하기위한
최소요건



```

종합일간지 방송·통신사 경제지 커뮤니티

국내최다400개파트너사
언론사, 방송사, 커뮤니티, 블로그, 앱 등 400개의 고객사가 데이블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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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블과
함께하는
고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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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절차

`

STEP 1.

로그 수집 및
메타태그 설치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전달드립니다

`

STEP 2.

데이터 수집
(~7일)

트래픽에 따라
최대 7일의 데이터

수집 기간이 소요됩니다

`

STEP 3.

위젯 스크립트
전달

위젯 스크립트를
적용하시면

광고가 노출됩니다

`

STEP 4.

서비스 약관 동의

데이블 대시보드
로그인 시,  서비스

약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TEP 5.

추천 위젯 및
광고 라이브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1. 서비스 적용을 위해, 단 10분만 내어주시면 됩니다.
2. 위젯은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가장 추천 및 광고 성과가 좋은 디자인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원하시는 디자인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3. 광고는 전달받으신 위젯 스크립트를 적용한 뒤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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