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Pre-registration, App-Rankng Boosting to UA campaigns
By Only One Platform !
Integrated UA Marketing Platform .

Installs

Pre-registration
NCPA

Before
Launching

Incentive
CPI / CPE / CPA

Launching

Chart Boosting

Non-incentive
CPI

User Acquisition

Sustaining

Period
2

3

4

Nswitch
사전예약NCPA

A. 사전예약 상품에서도 Fraud 트래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수의 중복 IP에서 발생한 참여자에 대한 필터링 기능을
제공
*오가닉 참여 유저와 타 마케팅 채널에서 유입된 유저를 모두 포함한 중복 IP 필터링 가능 / 중복 횟수는 협의 필요

B. 휴대폰 번호 본인인증 절차 이용 시, 해당 과정에서 Fraud Filter 효과를 볼 수 있어 광고비 절감 가능
*본인인증 서비스는 광고주가 별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체 참여 완료 Pool 내, IP 필터링은 엔스위치 하나뿐!

다수의 사전예약
참여 이벤트 발생

Fraud IP
XXX.XXX.XX.X

모든 참여 완료자 Pool에서
다수의 중복 IP 참여자 필터링

오가닉 유저

엔스위치
참여 유저

타 매체
참여 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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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itch
사전예약NCPA

01.

A. 집행 프로세스

02.

03.

04.

05.

제안 및 협의

광고주 컨펌

Script 삽입

검수

캠페인 라이브

게임의 성향에 따른 단가
제안 및 협의 진행

캠페인 최종 예산 및
집행 단가 컨펌

광고주 사전예약 페이지에
엔스위치 트래킹용
스크립트 삽입

스크립트 삽입 완료 후
검수 진행

캠페인 최종 세팅 및
라이브 진행

가이드 및 삽입코드는
엔스위치에서 별도 제공

엔스위치 검수팀에서 진행하며,
반드시 검수 완료 후
캠페인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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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itch
Pre-registration NCPA
Case study

Naval Battle M
- Period : Oct 2018 (3 weeks)
- Target GEO: KR
- Volume : approx. 13,000
registrations




Mu online H5
- Period : Oct 2018 (3 weeks)
- Target GEO: KR
- Volume : approx. 12,000
registrations

Command and Conquer: Rivals

Samurai Shodown M

- Period : Nov 2018 (3 weeks)
- Target GEO: KR
- Volume: approx. 8,000
registrations

- Period: Feb 2019 (3 weeks)
- Target GEO: KR
- Volume: approx. 30,000
registrations

Volume might be depending on the campaign budget, payout and market situations.
There is an increasing in the number of campaigns which the client only uses Nswitch by putting in the Nswitch
script only and by avoiding and filtering fake reg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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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itch
리워드

A. 국내 약 20여개의 주요 리워드 네트워크 플랫폼과 연동되어 있으며 국내 최대 수준의 커버리지 보유
B. 연동된 리워드 네트워크 매체 간의 중복 제거 기능으로 중복 과금을 방지, 불필요한 광고 비용 약 50% 절감 가능

C. 리워드 캠페인 집행시 중복 과금 이슈 방지를 위해 최대한 커버리지가 높은 리워드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

A매체

중복

중복
중복

중복

B매체

C매체

최대50%까지중복참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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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엔스위치에서 캠페인의 목적에 따라 집행 상품 및 기간, 물량을 적절하게 제안

Nswitch
리워드
집행사례(순위 부스팅) -

B. 순위 부스팅이 목적인 캠페인의 경우, 광고주 목표 순위에 따라 최단 시간 내에 달성가능 물량 배분 및 소진

C. 기간 내 단순 유저 확보 및 액션 수행이 목적(CPA)인 캠페인의 경우, 적절한 데일리캡을 스케쥴링 하여 운영

Nswitch’s Real Campaign Report Data

구분

집행 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랭킹
(전체 인기 무료)

82

48

48

3

3

2

집행 수량(건)

0

99,277

81,136

57,453

48,076

48,659

합계

334,601

단, 집행 물량에 따른 마켓 순위는 각 마켓의 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게런티는 불가능

카테고리별 집행 광고주
쇼핑

엔터테인먼트 / 소셜

게임

라이프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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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itch
리워드

A. 주요 리워드 네트워크 파트너와 연계되어, 국내 최대 퍼포먼스 확보
B. 네트워크 간의 중복 참여를 클릭부터 차단

C. 오퍼월 형태부터 잠금해제 형태까지 모든 리워드 광고 형태로 노출 가능

대표 매체

게재 예시

Offerwall

캠페인 상세 설명

CPI(설치형)
* 앱설치 완료 후 리워드 지급

CPE(실행형)
* 앱설치 후 실행시 리워드 지급

CPA(특정 액션 수행)
* 앱설치, 실행 후 특정 액션
수행시 리워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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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itch
논리워드CPI

A. 전 세계 150여 개의 파트너와 연동 되어있어 최대 Install volume 보유, TUNE 글로벌 인스톨 랭킹 2위 (2018년2월 기준)
B. 글로벌 인벤토리 보유하여 국내 캠페인 뿐만 아니라 글로벌 캠페인까지 제한없이 집행 가능

C. 국내,외 주요 논리워드 파트너가 모두 연동되어 있어 엔스위치를 통한 통합 집행 가능
D. 엔스위치 통합 집행으로 운영 방침 및 시스템이 다른 각각의 매체 운영에 대한 불편함 해소 가능

주요 CPI 인벤토리 보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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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itch
논리워드CPI

광고 효율 최적화
A. 엔스위치는 캠페인 Live 이후, 인앱 이벤트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2 depth 까지 상세 최적화 작업을 진행

B. 엔스위치 시스템의 자동 최적화 기능과 운영 노하우로 동일 비용 최고의 광고 효율 도출 가능

Partner

A

Partner
Install Postback

Install Postback

3rd
Party Tracker
Event Postback

Event Postback

엔스위치 자체 리텐션 데이터 생성
이벤트 포스트백 기반으로 효율 분석 및 Sub 퍼블리셔 추가 또는 OFF 처리
Fraud Detecting system으로 Fraud 트래픽 분석(트래픽 단위로 상세 분석)
Fraud Install 어트리뷰션 제외 처리 및 광고주 디덕션 적용

1.
2.

Sub pubs. A-02 OFF !!
Sub pubs. A-03

Sub pubs. B-01

B

Sub pubs. B-02

Partner

Sub pubs. C-01

C
1.
2.
3.
4.

Sub pubs. A-01

Sub pubs. B-03 OFF !!

Sub pubs. C-02 OFF !!
Sub pubs. C-03

Partner

Sub pubs. D-01

D

Sub pubs. D-02
Sub pubs. D-03 OFF !!

엔스위치 파트너 리포트를 통해 데이터 확인 및 2차 최적화 진행
엔스위치의 실시간 이벤트 포스트백을 전달 받아 2차 최적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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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itch
논리워드CPI

Fraud Filter System
A. 엔스위치가 자체 개발한 Fraud Filter System을 통해 전체 광고비의 약 30% 절감 가능

B. 클릭,인스톨 패턴 분석뿐만 아니라 상세 트래픽 단위로 개별 분석하여 정상 트래픽에서 발생한 인스톨만 정산에 반영
C. Detecting된 Fruad installs의 수가 많은 퍼블리셔의 경우 트래픽 발생을 차단 시키며, 화이트 트래픽 위주로 광고 운영

Fraud 형태

BLACK DEVICE
blocking

Black IP blocking

AUTO CLICK
TRAFFIC

CLICK SPAM!!

LAST CLICK
STEAL!!

[ BLACK DEVICE TRAFFIC ]

[ BLACK IP TRAFFIC ]

[ AUTO SEVER CLICK ]

[ CLICK SPAMMING ]

[ INSTALL HIJACKING ]

1.
2.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Fraud Traffic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Filtering이 가능
Fraud 보다 한 발 앞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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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itch
Non-incentivized
CPI

A. By keeping long-term relationship with major global CPI/CPA partners, Nswitch can dominate the
premium inventory more than other media.

B. By integrated with all the major mobile attribution tools, Nswitch can go for live a campaign without any
time delay.
C. Lots of KR clients with their apps(gaming, commerce, utility..) uses Nswitch for their UA campaigns.

Major partners

Attribution tools integrated with Nswitch

Major clients of N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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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itch
Non-incentivized
CPI
Case study - Game

Netmarble : Seven Knights

Blizzard : Hearth Stone
- Period : Jan 2017 ~ ing

- Period : May 2017 ~ ing

- . 10,000~15,000

- Volume(monthly): approx. 10,000~15,000

installs

installs

- Quality:

- Quality :

① Registration rate avg. 50%

① D+1 Retention rate avg. 30% over

② Tutorial complete rate avg. 80%
③ D+1 Retention rate avg. 35% over

[Creative example]

② Achieved and maintaining Client’s KPI which
was Login drop rate under 20%

[Creative example]

17

Nswitch
Non-incentivized
CPI
Case study - Game

Com2us : Pro-baseball

Hound13 : Hundred Soul

- Period : April 2018 ~ ing

- Period : Jan - Mar 2019

- Volume(monthly): approx. 20,000~25,000

- Volume : approx. 50,000 installs

installs

- Quality :

- Quality :

① D+1 Retention rate over 45%

① Compared to the client’s KPI ROAS(+30 Days)
over 30%, Nswitch achieved ROAS over 40%

[Creative example]

[Creative example]

② Tutorial complete rate over 70% in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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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itch
Non-incentivized
CPI
Case study – commerce

Home & Shopping

SSG.COM : SSG.COM

- Period : Dec 2018 ~ ing

- Period : Jan 2019 ~ ing

- Monthly Volume : approx. 10,000 installs

- Monthly volume : approx. 15,000 installs

- Quality :

- Quality :

① Client KPI ROAS 1,000% (+7days)

① Client KPI ROAS 500% (+7 Days)
 Nswitch achieved ROAS 1,000%

 Nswitch achieved ROAS 9,500%
(exceeded about 20 times)

[Creative example]

(exceeded about 2 times)

[Creativ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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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itch
Non-incentivized
CPA
Case study – Utility & Lifestyle

Baedal Minjok

Samsung card : Baby story

- Period : Nov 2017 ~ ing

- Period : Aug 2018 ~ ing

- Model: CPA (Order complete)

- Model: CPA (Registration)

- Monthly volume : approx. 10,000~15,000

- Monthly volume: approx. 15,000
registrations

Installs

- Quality :

- Quality :
① Installs to Ord_Baro(Baro order) rate over 30%
② Install to Ord_call(Call order) rate over 20%

[Creative example]

① Install to Registration rate over 60%

[Creative example]

② D+1 Retention rate over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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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itch
Media Power
Selected as APAC’S First TUNE Certified Partner (Feb 2018)
Ranked as the 2nd Largest Global volume among TUNE’s integrated media partners (Feb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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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itch
Media Power
SOUTHEAST ASIA 지역 Non-gaming 부문 Power Ranking 7위, Volume Ranking 6위 선정(2017)

NORTH PACIFIC ASIA 지역 Gaming 부문 Power Ranking 10위, Volume Ranking 11위 선정(2017)
NORTH PACIFIC ASIA 지역 Non-gaming 부문 Power Ranking 15위, Volume Ranking 16위 선정(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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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itch
상품별 소진가능 물량 및 단가
사전예약 캠페인

•

카테고리

단가(원)

캐쥬얼 게임

500원 ~ 1,000원

비 캐쥬얼 게임

1,000원 ~ 2,000원

단가는 비딩형으로 협의 가능하며 위 단가는 평균 집행 단가

리워드 캠페인

•

상품

단가(원)

Daily(건)

Weekly(건)

Monthly(건)

CPI(설치형)

300

100,000

350,000

650,000

CPE(실행형)

400

120,000

450,000

700,000

CPA(액션형)

별도 협의

앱 마다 상이

앱 마다 상이

앱 마다 상이

캠페인 예산에 따라 단가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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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itch
Estimation of Install and payout
| KOREA |

Non-incentive CPI

App types

PO(USD$)

Daily(Installs)

Weekly(Installs)

Monthly(Installs)

Casual

$1.0 ~ $1.2

20,000

100,000

300,000

Mid-core

$1.6 ~ $ 2.0

15,000

80,000

250,000

Hard-core

$ 2.1 ~ $ 3.0

20,000

100,000

300,000

RPG

$ 2.0 ~ $ 2.5

20,000

100,000

300,000

Commerce

$ 0.8 ~ $ 1.3

20,000

80,000

250,000

Utility

$ 1.0 ~ $ 1.4

15,000

80,000

250,000

Life & Culture

$ 1.0 ~ $ 1.4

20,000

100,000

300,000

Game

Non-game

• Payout is negotiable and the estimation above is excluding any fee.
• Volume depends on an app or marke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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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itch
Estimation of Install and payout
Non-incentive CPI

Country

| Asia |
Android

iOS

Installs(Daily)

Payout(Avg.)

Installs(Daily)

Payout(Avg.)

China

1,100

$3.0 ~ $4.0

2,000

$3.2 ~ $4.5

Taiwan

4,500

$2.5 ~ $3.5

3,000

$3.0 ~ $4.2

Hong Kong

2,800

$2.5 ~ $3.2

1,600

$3.0 ~ $4.0

Japan

6,500

$3.5 ~ $5.0

6,200

$3.7 ~ $5.5

India

50,000

$0.9 ~ $1.5

4,000

$1.0 ~ $1.6

Indonesia

10,000

$1.1 ~ $2.0

3,500

$1.5 ~ $2.2

Vietnam

5,000

$1.1 ~ $1.8

3,000

$1.5 ~ $2.2

Philippines

6,000

$1.2 ~ $1.8

3,000

$1.5 ~ $2.2

Thailand

7,000

$1.2 ~ $2.0

3,500

$1.5 ~ $2.4

Singapore

3,000

$3.2 ~ $4.0

2,000

$3.0 ~ $4.0

Malaysia

4,000

$1.5 ~ $2.5

2,500

$2.0 ~ $3.0

• The estimation above is provided for your references only according to Nswitch’s case studies.
• Payout is negotiable and the minimum budget is $3,000 USD for each OS version (Android,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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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mp2@nasmedia.co.kr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