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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는 DMC미디어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의내용을부분적으로발췌하거나인용, 또는 언론보도시에는 반드시
당사의사전 동의를 득하여야하며,출처 명기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DMC미디어에서 작성되었고, 디지에코에 공동 배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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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바일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크 광고에대한주목도도높아지고 있다.

광고주 입장에서 볼 때, 늘어나는 소통의 채널에서 광고비가 원하는 타겟에게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광고주가 원하는 타겟에

게 광고를 노출 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 타겟팅에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과거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연령, 성별 등 단순한 타겟팅을 사용하였지만 최근

에는 픽셀, 쿠키정보를 바탕으로 광고에 다양한 타겟팅을 적용하여 광고주 성

과를극대화할수 있는정교한타겟팅기술들이 사용화되고있는추세이다.

페이스북은 로그인 기반 sns 매체로서 다른 미디어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

로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광고주의 코어 타겟

에게도달이가능한 장점이있다.

본고에서는 페이스북 광고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페이스북 타겟팅 안내 및 타

겟팅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타겟팅이 광고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모든 저작권은 DMC미디어에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하거나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당사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DMC미디어 퍼포먼스팀
pbs@dmcmedia.co.kr

DMC MEDIA
Digital Media Convergenc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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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이스북 타겟팅

페이스북 타겟팅

온라인마케팅에서 과거에는연령,성별 등단순한타겟팅을사용하였다면 최근에는 픽셀, 쿠키정보를바탕으로 한다양한타겟팅기법을 적용하고있다.

페이스북에서는 이용자들의프로필과 페이스북내행동에대한 정보공유를기반으로타겟팅이 가능하고, 인구통계, 위치, 관심사, 세부행동 등을기반으로
타겟을세분화 할수있으며페이스북타겟팅은 아래와같이 3가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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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타겟

유저의 정보 및 활동이력을 기반으로 타겟팅 하는 ‘핵심 타겟’

페이스북의 가장기본적이고많이사용하고 있는타겟팅으로 페이스북로그인정보및활동 이력을기반으로타겟팅 하여

인구통계,지역,관심사,행동을 기반으로 타겟팅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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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춤 타겟(Custom Audiences)

광고주의 CRM 데이터 및 의향 데이터(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의 사용자 정보)를

활용한 ‘맞춤 타겟’
광고주가보유한 고객 DB 및광고주 사이트방문자정보를바탕으로 페이스북유저정보와 매칭하여타겟팅 가능하다.

맞춤타겟에는 고객리스트, 웹사이트 트래픽, 앱활동이있다.

• 고객리스트 (CRM데이터)

: 이메일, 전화번호, Facebook 사용자 ID 또는 모바일광고 ID를
Facebook 사용자정보와대조하여 타겟생성

: 웹사이트방문자또는 특정웹페이지조회한 사용자리스트로
타겟생성

앱활동 (S
CRM데이터)
: 앱또는 게임내에서 특정행동을 취한사용자리스트로 타겟생성

앱 활동

웹사이트 트래픽

고객리스트 (CRM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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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춤 타겟(Custom Audiences) 계속

‘맞춤 타겟’은 다른 타겟팅과 함께 사용 가능하며,

크로스디바이스로 광고 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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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사 타겟(Lookalike Audiences)

광고주 브랜드 페이지 팬 또는 맞춤 타겟 그룹과 가장 유사한 패턴을 가진 페이스북 유저를

타겟팅 하는 ‘유사 타겟’

유사타겟은타겟 크기에따라유사성이 높은그룹을 1%, 낮은그룹은 10%로 타겟그룹생성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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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페이스북 타겟팅 활용 성공사례_I

출처: Diamond Candles – Facebook 성공 사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끌고 재구매를 유도한 캔들 제조업체

-웹사이트 리타겟팅에서맞춤타겟을 사용하여신규고객확보당 비용 47% 절감

- Facebook 광고를사용할때마케팅 채널에비해월간매출전환 비용 50% 감소

-전체매출의 약 15%가 Facebook 광고에서발생

- Facebook에서 유입된웹사이트의 방문자가다른모든 채널의평균보다 37%이상 높은매출기록

* 맞춤타겟, 전환추적, 유사타겟활용.

전체 매출의 약 15%
가 광고에서 발생

월간 매출 전환 비용
50% 감소

신규 고객 확보 비용
47% 감소

https://www.facebook.com/business/success/diamond-cand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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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페이스북 타겟팅 활용 성공사례_II

출처: Rithm – Facebook 성공 사례

선도적 음악 메시지 및 홍보를 유도한 Rithm

- 4주안에설치당 비용 34% 감소

-월간액티브 사용자 18% 증가

- Facebook을 통해확보한고객의 수명이 25% 높음(다른 채널로확보한 사용자대비)

- Facebook을 통해확보한사용자의 53%가다음날 다시방문함(다른 채널로확보한사용자 대비)

- Facebook을 통해 Rithm을 알게된사용자가 적극적인고객이 될확률이 4배더높음

- * 맞춤타겟, 유사타겟 활용

진성 고객이 될 확률
x4

월간 액티브 사용자
18% 증가

앱 설치당 비용
34% 감소

X4

https://www.facebook.com/business/success/rithm#u_0_8
https://www.facebook.com/business/success/rithm#u_0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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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매출의 약 90%
가 광고에서 발생

5. 페이스북 타겟팅 활용 성공사례_III 

출처: 스트라입스– Facebook 성공 사례

맞춤정장 ‘스트라입스‘ 온라인 전환으로의 성공

- 1년동안의매출 6.5배증가

- 1년내신규방문자수 10배증가

- 1년내방문자중 구매전환율 4배증가

- 1년내기존고객의 재구매 3배증가

-전체매출의 약 90%가 Facebook 광고에서발생

* 전환추적, 맞춤타겟, 유사타겟활용

구매 전환율
88% 증대

1년 동안 매출액
6.5배 증가

X6.5

https://www.facebook.com/business/success/rithm#u_0_8
https://www.facebook.com/business/success/str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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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타겟 도달을 통한 광고효율 상승 및 비용절감

핵심타겟, 맞춤타겟, 유사타겟으로타겟군들을 조합해서사용할 수있으며,

타겟팅을사용하면 다양한기기에서 광고주가원하는정확한 타겟에게도달이가능하고, 광고효율또한높일수있다.

to reach more of the right people 

: (맞춤 타겟, 유사 타겟, 페이지 팬을 활용하여) 정확한 타겟에게 도달 가능하다

drive action across devices

: (크로스디바이스 가능하여) 다양한 기기에서 행동을 유도한다

5. 페이스북 타겟팅 활용 성공사례(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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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페이스북 업데이트 예정(웹사이트 맞춤 타겟)

Base: Facebook 자료 참고

방문자들의 빈도와 가치에 따라 예산 및 입찰전략 가능하도록 업데이트 예정

기존웹사이트맞춤타겟은특정기간동안 한번이상방문한사람들을 모두그룹핑했다면이제는 방문한사람들의빈도와 가치에따라그룹핑하여 그에맞는예
산, 입찰전략을진행할 수있게업데이트될예정.(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수있는맞춤타겟갯수는 광고계정당 10개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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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페이스북 업데이트 예정(동영상 조회자 맞춤 타겟)

Base: Facebook 자료 참고

동영상 조회기간 설정 및 동영상 그룹 생성 가능하도록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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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디지털미디어&마케팅’의이해 및마케팅 가이드정보의제공 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대한 모든저작권은 DMC리포트에있습니다.

내용의발췌 또는인용 시반드시 당사의사전 동의를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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