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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비트는모바일중심의서비스를제공하고기술을개발하는모바일테크놀로지벤처기업입니다.�

모바일마케팅에필요한플랫폼기술개발과운영은물론,�다양한애플리케이션개발및서비스를통해유저의모바일라이프를연구합니다.

이밖에도최근중요도와관심이높아지고있는 NFT�&�메타버스까지사업분야를지속해서확장하고있습니다.

Mobile�Technology�Development�& Service

QUANTUMBIT

모바일퍼포먼스마케팅플랫폼
ADBC

ADBC는 성공적인마케팅을위한

다양한솔루션을제공합니다.

세밀한효율관리와자동화된데이터분석을통해

캠페인 KPI에 최적화된마케팅을지원합니다.

모바일어플리케이션서비스
QBIT

QBIT는 편리하고스마트한모바일라이프를위한

다양한분야의앱을개발하고서비스합니다.

게임부터유틸리티,�생활서비스등의앱개발및운영을

통해일상속에편의와유익한정보를제공합니다.

모바일어트리뷰션툴
QTRACKER

QTRACKER는 채널별성과측정과

유저행동분석이가능합니다.

간단한연동방식과대시보드를제공하여

보다쉽게캠페인운영이가능하도록돕는

라이트한트래커입니다.



ADBC는모바일퍼포먼스마케팅을위한 One�Stop�Solution�Service�입니다.

논리워드,�리워드상품을비롯하여사전예약,�바이럴등광고주의마케팅목표에따라알맞은상품을제공합니다.

다수의레퍼런스로검증된국내외주요애드네트워크트래픽은물론

SNS,�다이렉트트래픽까지연동된다양한인벤토리를제공합니다.

ADBC의애드테크기술을바탕으로프로그래매틱한광고진행이가능하며,

부정트래픽방지시스템과광고전문가들의세밀한효율관리로최적화된캠페인성과를경험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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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Performance�Marketing�Platform

ADBC



국내/외주요트래커연동

국내/외주요트래커와연동되어있어손쉽게캠페인집행이가능합니다.

특히퀀텀비트의자체기술력으로개발하여서비스중인 Qtracker는

광고성과측정부터분석까지쉽고가볍게사용할수있는

라이트한트래커입니다.



철저한효율관리

캠페인주요지표에따라정확한성과측정이가능합니다.

일자별/시간별/매체별데이터를바탕으로분석및최적화를진행합니다.

설치,�회원가입,�구매등광고주 KPI에 맞춘캠페인운영과

검증된트래픽을활용하여진성유저를확보하고높은효율을달성할수있습니다.

다양한레퍼런스와노하우를통해더욱빠르고직접적인효율을이끌어냅니다.�



Anti-Fraud�System

ADBC의자체안티프라우드기술로부정적인트래픽을차단하고선별합니다.

캠페인별특성에따라실시간필터링및대응이가능합니다.

상세한데이터분석을통해비정상적인트래픽을체크하여주요프라우드에대한미정산처리가가능합니다.

프라우드비율이높은트래픽은차단하고,�화이트트래픽위주로캠페인집행이가능합니다.

01 Click CTIT,�CTR,�CVR�등 비정상적이거나과도한클릭데이터필터링

02 Conversion IP,�OS,�SDK,�통신사,�GEO�등 비정상적인전환데이터필터링

03 Event� 인스톨대비이벤트전환율이현저하게낮은트래픽차단



다양한인벤토리

전세계 50여개국주요 AD�Network와의연동으로국내캠페인뿐만아니라

해외타겟캠페인까지진행가능합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등 SNS를활용한트래픽을통해브랜딩부터바이럴까지진행

가능합니다.

500만다운로드이상의솜노트,�메트로이드등퀀텀비트의다이렉트트래픽을통해

다양한인벤토리를제공합니다.�



앱신규설치또는특정액션달성시에과금

회원가입,�레벨달성,�계좌개설등광고주가지정한특정액션달성시과금되기때문에

마케팅목적에따른 KPI�지표달성에최적화된상품입니다.

In�App,�Network,�SNS�등 다양한형태의트래픽을활용하여

충성도있는유저를효과적으로유입할수있습니다.

실행이후의유저액션분석을통해트래픽의퀄리티및최적화가가능합니다.

NCPI /�NCPA



NCPI /�NCPA

NCPI
카테고리 : 게임_MMORPG

집행기간 : 3개월

전환수 : 월 10,000건~20,000건

캐릭터생성률 : 평균 70% 이상

D+1 리텐션율 : 평균 40% 이상

NCPI
카테고리 : 부동산

집행기간 : 1년 이상

전환수 : 월 2,000~2,500건

콜 전환율 : 40% 이상

콜 전환단가 : 13,000원~15,000원

NCPA
카테고리 : 여행/숙박 (회원가입)

집행기간 : 6개월 이상

전환수 : 월 1,000~1,500건

NCPI
카테고리 : 게임_캐쥬얼

집행기간 : 3개월 이상

전환수 : 월 45,000~46,000건

레벨10 달성률 : 평균 40% 이상

D+1 리텐션율 : 평균 30% 이상

NCPI
카테고리 : 비즈니스

집행기간 : 5개월

전환수 : 월 2,000~2,200건

회원가입률 : 평균 60% 이상

NCPA
카테고리 : 금융 (계좌개설)

집행기간 : 2개월

전환수 : 월 400~450건



구매건수또는구매금액에따라과금

판매금액에따른광고비지급이가능하여마케팅비용절감효과가있습니다.

구매라는직접적인행동을이끌어내기때문에매출증대에최적화된상품입니다.

대형커머스부터소호몰까지광고주특성에맞춰트래픽을선별하여진행합니다.

구매데이터에기반하여최적화가가능하기때문에효율적인캠페인성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NCPP

기간 : 9개월

전환수 : 월 50,000~60,000건

구매금액 : 월 평균 120~150억원

NCPS

NCPP
기간 : 5개월

전환수 : 월 9,000건~12,000건

구매금액 : 월 평균 4~5억원

기간 : 3개월

전환수 : 월 300건 ~ 800건

구매금액 : 월 평균 2천만원

NCPS /�NCPP



게임정식출시전유저모객을위한상품입니다.

광고주의프로모션웹페이지와스크립트연동을통해진행이가능합니다.

게임런칭전,�유저가사전예약에참여완료시과금

[배너 / 링크클릭]

사전예약

[프로모션페이지] [완료]



클릭,�실행또는특정액션에참여한유저에게보상을지급하는광고로해당액션에따라과금

국내주요리워드네트워크플랫폼과연동되어오퍼월부터잠금해제까지모든형태로노출이가능합니다.

유저확보및스토어차트부스팅에유리하여신규런칭및리뉴얼마케팅에적합합니다.

광고주 KPI에 맞춘타겟팅설정을통해효율적인광고집행이가능하며, 애드테크데이터를기반으로 OS,�성별,�관심사등다양한타겟팅이가능합니다.

CPC /�CPI�/�CPA

OS 성별 연령 관심사 특정앱 리타겟팅

[ 리워드상품지원타겟팅 ]



클릭,�실행또는특정액션에참여한유저에게보상을지급하는광고로해당액션에따라과금

CPC /�CPI�/�CPA

오퍼월및충전소등을통해유저들에직접적이고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으며,

잠금해제,�영상시청,�미션수행등의자연스러운광고노출을통해

유저들의거부감을줄이고참여율을높일수있습니다.



상품명 이미지사이즈 파일형식 파일용량

공통(앱아이콘) 140*140 JPG, PNG 100KB 미만

이미지

50*250

JPG, PNG 100KB 미만

300*250

320*50

320*480

450*800

480*90

480*320

640*100

640*320

640*640

640*960

728*90

960*640

1024*500

1200*627

소재가이드



Thank�you

http://www.adbc.co.kr/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51길1,�4층407호 (서초동,�511타워)

support@adbc.co.kr

010-4734-0831

(주)퀀텀비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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