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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눈에 보기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사용자의 우려가 커지면서 앞으로 수년 동안 디지털 광고 
생태계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일련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새 규제들이 생겨나고 브라우저 및 
운영체제가 변경되면서, 개인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시대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Google은 광고 지원 공개 인터넷에서 게시자의 성공과 게시자의 필수적인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Google은 오늘날의 개인 정보 보호 환경에서 길을 찾아 나아가는 
모든 규모의 게시자를 지원합니다. 

이 플레이북에서는 게시자가 사용할 수 있는 Google 솔루션 및 전략을 설명합니다. 

이 플레이북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요소가 
있습니다.               목차에서 관심이 있는 
섹션으로 바로 이동해 보세요.

플레이북의 왼쪽 상단에 있는 탐색 메뉴를 
통해 다양한 섹션으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각 
섹션에서는       추가 리소스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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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동의 관리하기

개인 정보 보호 중심의 솔루션

앱 플랫폼 변화에 적응하기

퍼스트 파티 잠재고객 구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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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 
추구를 향한 미래에 
대비하기

섹션 I
개인 정보 보호 환경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광고 
비즈니스를 관리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게시자가 개인 정보 보호 트렌드에 적응하여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게시자는 새로운 전략을 시험해 보고 비즈니스 관행을 발전시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를 존중하면서 수익을 유지하고 
늘릴 수 있습니다.

01. 개인 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유

02. 게시자가 처한 위험

03. Google의 접근 방식 및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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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유

목차 개인 정보 보호 추구를 향한 미래에 대비하기 개인 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유

고객의 사고방식 변화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기대치가 변화함에 따라, 많은 사용자가 개인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출처:       EY 글로벌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설문조사) 

점차 늘어나는 규제 대응

전 세계의 정책 입안자들은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 기대치에 부합하는 책임감 있는 데이터 
관행을 시행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 및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규제 측면에서의 철저한 검토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환경은 마케팅 및 측정에 
사용되는 교차 웹 식별자와 기기 식별자를 점차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규제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섹션 II로 
이동하세요.

     Boston Consulting Group 및 
Google에서 진행한 연구의 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3분의 2는 관심분야에 맞춤화된 
광고를 보고 싶어 하지만, 
소비자의 거의 절반은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2/3

https://www.ey.com/en_gl/consulting/ey-global-consumer-privacy-survey/has-lockdown-made-consumers-more-open-to-privacy
https://www.bcg.com/publications/2022/consumers-want-data-privacy-and-marketers-can-deliver
https://www.bcg.com/publications/2022/consumers-want-data-privacy-and-marketers-can-de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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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상에 발맞추기 위해 
업계에서 서드 파티 쿠키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McKinsey 
보고서에서는 미국에서만 게시자의 광고 
수익이 총 10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90
%

100억 
달러

목차 개인 정보 보호 추구를 향한 미래에 대비하기

게시자가 처한 위험

게시자가 처한 위험

최근 미국 전역의 게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Deloitte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참여자의 90%는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의 
변화가 시기적으로 늦었거나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시자의 경우, 수익을 잃으면 새 콘텐츠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직원에게 급여를 줄 돈이 줄어듭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것 역시 큰 기회가 됩니다.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더욱 관련 있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정보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자는 비즈니스가 
새로운 광고 환경에 준비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Google은 
게시자가 개인 정보 보호 중심의 미래에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폭넓은 솔루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APAC의 경우, 최근      BCG의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긴급한 
과제에 대한 조사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회사 중 60% 이상은 해당 
국가에서 사람들이 개인 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그중 70% 이상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6

이 보고서에서는 수익이 감소하면, 광고 
수익의 80% 이상을 데이터 기반 광고에 
의존하는 소규모 게시자는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80%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marketing-and-sales/our-insights/the-demise-of-third-party-cookies-and-identifiers
https://www.mckinsey.com/business-functions/marketing-and-sales/our-insights/the-demise-of-third-party-cookies-and-identifiers
https://services.google.com/fh/files/blogs/future_proofing_ad_sales_growth_through_first_party_data_report.pdf
https://services.google.com/fh/files/blogs/future_proofing_ad_sales_growth_through_first_party_data_report.pdf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Z_ru3Apgf_M-R0O3WlYYK3liwXe1_CDdC39H3hehx40/present?slide=id.g1199d5b772c_0_0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Z_ru3Apgf_M-R0O3WlYYK3liwXe1_CDdC39H3hehx40/present?slide=id.g1199d5b772c_0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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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의 접근 방식 및 비전

Google은 광고 지원 공개 인터넷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개인 정보도 
보호합니다. Google은 전 세계의 사용자가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광고 지원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활발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Google에서는 사용자 및 퍼스트 파티 데이터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게시자는 
더 유용한 광고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맞춤화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oogle의 접근 방식 및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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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의 접근 방식 및 비전

Google에서 믿고 있는 원칙

우선, Google은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와 개인 맞춤 광고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게시자가 콘텐츠를 만들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자신의 데이터가 
보호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광고 지원 
콘텐츠에 계속하여 액세스하는 활발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 및 퍼스트 파티 
데이터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게시자는 더 유용한 광고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맞춤화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웹 및 앱에서 개별 
사용자를 추적하면 개인 정보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솔루션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변화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2 3

목차 개인 정보 보호 추구를 향한 미래에 대비하기 Google의 접근 방식 및 비전



독점 및 기밀 정보

개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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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동의 
관리하기

섹션 II Google은 파트너의 규정 준수 노력을 지원하는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규제 광고 환경을 
헤쳐 나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계속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01. 규제 환경

02. 개인 정보 보호 및 메시지 탭

03. 게시자에 대한 지원

Google 도구가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규제가 본인의 비즈니스에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적용되는 경우 
규정 준수에 도움이 될 만한 Google의 도구를 알아보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자사 제품과 관련하여 전 세계 Google 파트너의 규정 
준수를 지원하고 있는 Google

최근의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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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DC(연령 적합 설계 규약)

Google은 TFUA(동의 연령 미만의 
사용자를 위한 태그)를 포함하여 
미성년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CPA(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

PIPL(개인 정보 보호법)

제한적인 데이터 처리(RDP)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인 맞춤 광고에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게시자를 위해, 

Google에서는 개인 맞춤이 아닌 
광고를 제공합니다. 

위에 나온 최근의 예시 말고도, Google은      GDPR 준수에 도움이 되는 도구를 게시자에게 오랫동안 제공해 왔습니다.

목차 규제 및 동의 관리하기  규제 환경

https://support.google.com/admanager/answer/7666366?hl=en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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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규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화에 더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게시자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를 
추천해 드립니다.

1

2

법무팀과 협력
하여 개인 정보 보호 관행이 현재 법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전 세계적으로 향후의 규제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더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
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최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누구와 공유될 수 있는지와 그 
이유, 그리고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사용할 권한을 제공했을 때 어떤 
가치를 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동의 관리 플랫폼(CMP)을 구현
하여(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자신의 데이터가 사용되는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어 권한을 부여합니다. 특정한 요구사항이 있는 
게시자는 자체적인 동의 솔루션을 만들 수도 있지만, CMP를 사용하면 
게시자와 개발자가 웹사이트 및 앱 방문자의 동의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더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 맞춤 광고를 게재하고, 보다 
개선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디지털 콘텐츠에서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목차 규제 및 동의 관리하기  규제 환경



목차 규제 및 동의 관리하기 개인 정보 보호 및 메시지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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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 및 메시지 탭에 대한 소개

Google 제품 플랫폼 수요 유형
Ad Manager Ad Manager 360

AdMob 애드센스

앱

웹

간접

직접

다양한 개인 정보 보호 규제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더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개인 정보 보호 및 메시지 탭을 사용하면 한곳에서 
관련 규제 및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비즈니스가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광고 
환경에서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카드를 
클릭하세요.

● 규제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 사용자에게 설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
● 웹사이트 및 개발자 문서 등의 추가 Google 리소스

현재 개인 정보 보호 및 메시지 탭에서는 선택사항으로 GDPR 및 CCPA(웹 전용)
용 동의 및 거부 메시지를 각각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 Google 도구가  규제 
준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및 메시지 | GDPR 메시지 설정하기

목차 규제 및 동의 관리하기 개인 정보 보호 및 메시지 탭

개인 정보 보호 및 메시지 탭의 선택적 메시지 기능을 사용하면 개인 정보 보호법
(GDPR)에 따라 동의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메시지 탭에서 작성한 메시지에는 사이트 또는 앱에서 
사용하는 광고 기술 제공업체가 나열되고, 개인 맞춤 광고 게재 및 기타 목적을 위해 
데이터가 사용되는 데 동의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사이트 
또는 앱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GDPR 메시지에는 사용자가 메시지에서 어떤 버튼과 링크를 클릭하는지에 따라 
표시되는 여러 '화면'(또는 '페이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버튼 
옵션은 메시지를 만드는 중에 '사용자 동의 옵션'에서 선택한 사항을 기반으로 
생성됩니다.

GDPR 메시지 구성 및 배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d Manager, 애드센스, AdMob의 
고객센터 도움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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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제품 플랫폼 수요 유형
Ad Manager Ad Manager 360

AdMob 애드센스

앱

웹

간접

직접

참고 사항: Google 도구가  규제 
준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https://support.google.com/admanager/answer/10076805?hl=en&ref_topic=10076199&visit_id=637820213499315676-3233700200&rd=1
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10961068?hl=en
https://support.google.com/admob/answer/10114014?hl=en&ref_topic=10105230&visit_id=637820213499315676-3233700200&rd=1


목차 규제 및 동의 관리하기 개인 정보 보호 및 메시지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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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 및 메시지 | CCPA 메시지 설정하기
CCPA의 일환으로 게시자는 '개인 정보 판매 거부권 통지'(§ 999.306)를 게시해야 
합니다. CCPA 메시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사용자에게 표시되며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판매를 거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CCPA 메시지는 사용자가 메시지를 볼 때 표시되는 여러 '화면'(또는 '페이지')으로 
구성됩니다.

CCPA 메시지에 포함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 거부 링크: CCPA 메시지에 대한 링크입니다. 선택한 형식 및 설정을 
사용하여 '내 개인 정보 판매 거부' 링크를 표시합니다.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 페이지가 열리고 '개인 정보 판매 거부'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 확인 페이지: CCPA 메시지의 확인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개인 정보 
판매 거부'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버튼을 클릭하여 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oogle 제품 플랫폼 수요 유형
Ad Manager Ad Manager 360

애드센스
웹

간접

직접

Google 도구는  규제 준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규제 및 동의 관리하기 게시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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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선택의 맥락에서 보는 수익 창출
GDPR, CCPA 및 기타 관련 규제에 대한 게시자의 규정 준수를 돕기 위해, Google은 광고 
개인 최적화 해제에 도움이 되는 여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에는 개인 맞춤이 
아닌 광고, 제한적인 광고 및 제한적인 데이터 처리 등이 있습니다.

● 개인 맞춤이 아닌 광고: 개인 맞춤이 아닌 광고는 사용자의 이전 행동에 기반을 두지는 
않고 문맥 정보를 사용하여 타겟팅되는 광고입니다. Google은 인구통계학적 타겟팅과 
사용자 목록 타겟팅을 포함한 모든      관심 기반 잠재고객 타겟팅을 금지합니다. 

● 제한적인 데이터 처리:      제한적인 데이터 처리를 활성화하면 Google은 데이터 사용 
방식을 제한하고 CCPA에 따라 캘리포니아 사용자에게 개인 맞춤이 아닌 광고만 
게재합니다. 

● 제한적인 광고:      제한적인 광고는 게시자에게 쿠키 또는 기타 로컬 식별자에 대한 
동의 없이 제한된 방식으로 예약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게시자가 
IAB TCF v2.0 동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목적 1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Google에서는 게재 가능한 제한적인 광고의 게재를 시도합니다.

Google 제품 플랫폼 수요 유형
Ad Manager Ad Manager 360

AdMob 애드센스

앱

웹

프로그래매틱

직접

참고 사항: Google 도구가  규제 
준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https://support.google.com/admanager/answer/2717455
https://support.google.com/admanager/answer/9598414?hl=en
https://support.google.com/admanager/answer/9882911?h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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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기술 제공업체 관리 기능
Ad Manager에서는 게시자에게 광고 게재, 광고 측정 및 기타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경제 지역(EEA) 및 영국에서 광고를 게재 및 측정할 수 있는     광고 기술 제공업체(ATP)를 
선택할 수 있는 설정을 제공합니다. ATP의 목록은 프로그래매틱 수요에 적용되며 
예약으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예약 수준 설정: 예약 광고 소재는 보장(스폰서십 및 표준)과 미보장(네트워크, 일괄, 
가격 우선순위, 하우스)을 비롯한 비프로그래매틱 광고 항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Google에서는 게시자가 선언한 광고 기술 제공업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예약 광고 
소재의 게재 가능 여부를 결정할 때 확인합니다.

● 실시간 입찰(RTB) 광고 소재 확인: RTB 광고 소재 확인을 사용하도록 선택하면 
Google이 Ad Manager의 RTB 광고 소재를 검토하여 공급업체 픽셀에 올바른 사용자 
동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감지된 RTB 광고 소재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Google 제품 플랫폼 수요 유형
Ad Manager Ad Manager 360

AdMob 애드센스

앱

웹

프로그래매틱

직접

목차 규제 및 동의 관리하기 게시자에 대한 지원

참고 사항: Google 도구가  규제 
준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https://support.google.com/admanager/answer/9012903?hl=en&ref_topic=2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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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
COPPA, AADC, COADP 및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기타 규제에 대한 게시자의 규정 준수를 돕기 
위해, Google은 광고 개인 최적화 해제 및 광고 소재 필터링에 도움이 되는 여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Google의 솔루션에는 아동 대상 서비스로 취급하기 위한 태그(     TFCD), 동의 연령 
미만의 사용자를 위한 태그(     TFUA) 및      광고 콘텐츠 관리 등이 있습니다.

● TFCD: 광고 요청을 아동 대상 서비스로 취급하도록 표시하며, 광고 개인 최적화 해제 및 광고 
소재 필터링이 포함됩니다. 이 기능은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COPPA)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TFUA: TFUA 태그를 사용하여 유럽 경제 지역(EEA), 영국, 스위스에 거주하는 동의 연령 
미만의 사용자에 대해 제한적인 데이터 처리를 적용하도록 광고 요청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개인 정보 보호법(GDPR) 및 연령 적합 설계 규약(AADC)과 같은 관련 아동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의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광고 콘텐츠 관리: 광고 콘텐츠 규칙은 서비스에 게재될 수 있는 광고주 카테고리의 유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규칙을 사용하면 만 18세 미만의 사용자가 대상일 수 
있는 콘텐츠의 광고 경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Google 제품 플랫폼 수요 유형
Ad Manager Ad Manager 360

AdMob 애드센스

앱

웹

프로그래매틱

직접

목차 규제 및 동의 관리하기 게시자에 대한 지원

참고 사항: Google 도구가  규제 
준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https://support.google.com/admanager/answer/3671211?hl=en
https://support.google.com/admanager/answer/9004919?hl=en
https://support.google.com/admanager/answer/2913553?hl=en


개요

목차

개인 정보 보호 
중심의 솔루션

섹션 III Google의 목표는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선호도를 존중하면서 비즈니스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기간 사용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게시자가 살펴보도록 권장하는 몇 가지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8

01. 개인 정보 보호 샌드박스

03. 프로그래매틱 다이렉트 거래

02. 문맥 기반 잠재고객

04. 검색용 애드센스



목차 개인 정보 보호 중심의 솔루션 개인 정보 보호 샌드박스

개인 정보 보호 샌드박스 알아보기
개인 정보가 더욱 보호되는 인터넷 세상 만들기
개인 정보 보호 샌드박스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온라인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기업과 개발자에게 디지털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샌드박스는 교차 사이트 추적 및 교차 앱 추적은 줄이면서 온라인 콘텐츠 및 서비스를 모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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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사용자는 누가 어떤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지 염려하지 않고 웹 탐색과 앱 
사용 환경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샌드박스 기술의 목표는 현재의 
추적 메커니즘이 사용되지 않도록 만들고 
디지털 지문 수집 등의 비밀스러운 추적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게시자와 개발자가 온라인 콘텐츠를 
계속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새로운 인터넷 개인 정보 보호 표준의 
확립을 위해 업계와 협력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사이트와 
앱을 통해 정보에 접근합니다. 게시자와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추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 무료 리소스를 
제공하려면 관련성 높은 콘텐츠 및 
광고를 게재하는 등 주요 비즈니스 

요구에 맞춰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보고이자, 전 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Google은 게시자, 
개발자, 광고주 등이 웹과 Android의 개인 
정보 보호 표준을 개선하는 데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업계 구성원을 

초대합니다.



목차 개인 정보 보호 중심의 솔루션 개인 정보 보호 샌드박스

웹용 개인 정보 보호 샌드박스
웹용 개인 정보 보호 샌드박스는 개인 정보 차등 보호, k-익명성 및 기기 내 처리 등의 최신 개인 정보 보호 기술을 사용하여, 이전에는 서드 파티 쿠키를 
통해 지원되던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 샌드박스는 정보가 안전하게 비공개로 유지되도록, 사이트가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제한하여 디지털 지문 수집과 같은 다른 형태의 추적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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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가 특정한 관심분야를 나타내는 
주제(브라우저에 의해 정의됨)를 
기반으로 관련 광고를 표시하도록 

허용합니다.

관심 기반
주제

사용자 방문 기록 기반의 리마케팅 
광고를 포함하여, 가장 관련성 높은 
광고를 선택할 수 있는 기기 내 

입찰입니다.

리마케팅
FLEDGE

이벤트 수준 보고에서 합산 수준 
보고에 이르는 주요 광고주 측정 사용 

사례를 지원합니다.

측정
기여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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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의 개인 정보 보호 샌드박스

21

2022년 2월 16일, Google은 개인 정보 보호 샌드박스 이니셔티브를 Android로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ndroid는 주요 광고 사용 사례를 지원하면서 모바일 앱 
생태계의 개인 정보 보호를 근본적으로 발전시키고 사용자가 즐겨 쓰는 앱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웹 및 모바일 앱은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지만, 광고가 웹 생태계와 앱 
생태계를 지원하는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의 개발, 테스트 및 채택은 최소 2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ndroid에서 수시로 공유해 드릴 것입니다.

Google의 광고팀은 Android의 비전을 지지하며, Android 및 앱 생태계에서 광고가 
계속하여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장기간 
활용 가능한 개인 정보 보호 솔루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것입니다.

앱 섹션으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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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 샌드박스에 참여하기

22

게시자가 개인 정보 보호 샌드박스에서 개인 정보 보호 기술을 직접 채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 제공업체에서 게시자를 대신하여 솔루션을 구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신 소식 받아보기
     개인 정보 보호 샌드박스 웹사이트에서      웹과 
     Android 모두를 위한 현재 제안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의견 보내기
제안된 API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Chrome팀과 
     Android팀에 의견을 직접 보내주세요.

http://privacysandbox.com
https://privacysandbox.com/intl/en_us/open-web/#proposals-for-the-web
https://www.privacysandbox.com/intl/en_us/android/#proposals-for-android
https://developer.chrome.com/docs/privacy-sandbox/feedback/
https://developer.android.com/design-for-safety/ads#proposed-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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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를 관심 있는 잠재고객과 연결해주는 문맥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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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 데이터는 게시자가 광고주를 위해 개인 정보가 보호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잠재고객 목록을 만들려고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되고 손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게시글 또는 동영상을 
'개인 피트니스' 관련 콘텐츠로 분류해두면 피트니스에 관심이 많은 잠재고객을 
찾는 광고주가 이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발 빠른 게시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문맥 시그널을 매우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자신의 인벤토리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광고 게재 
기회를 늘립니다. 위의 예시를 사용하자면, '요가', '사이클링' 또는 '러닝'과 같은 
'개인 피트니스' 콘텐츠를 위한 추가 하위 카테고리를 만드는 경우 광고주는 
메시지를 더욱 정교하게 맞춤설정할 수 있으며 게시자는 더 구체적인 잠재고객에 
대해 더 높은 CPM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키-값을 사용하여 문맥 타겟팅 전략 실행

키-값은 타겟팅 기준을 더 효과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광고 
요청에 추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매개변수입니다. 키-값은 
광고주와 구매자가 원하는 잠재고객 또는 인구통계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캠페인을 협상할 때 내 
인벤토리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키-값 사용을 시작하는 방법:

1 키-값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하기

계획에 따라 네트워크에 새 키-값 추가하기

웹페이지 또는 앱에 태그를 지정할 때 Google 게시자 태그(GPT)에 
키-값 포함하기

광고 항목, 제안서 광고 항목 등에서 키-값 타겟팅하기

전체 가이드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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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제품 플랫폼 수요 유형Ad Manager Ad Manager 360
앱

웹

프로그래매틱*

직접

*프로그래매틱  다이렉트  
거래에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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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rvices.google.com/fh/files/emails/key_value_guide_v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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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매틱 다이렉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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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를 추구하는 환경에서, 프로그래매틱 다이렉트는 
게시자가 문맥 시그널과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벤토리의 
가치를 높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1:1 관계를 위한 프로그래매틱 다이렉트 
거래

프로그래매틱 다이렉트에서는 Ad Manager의 보장 프로그래매틱 및 
우선 거래 캠페인을 둘 다 사용하여 직접 판매 인벤토리의 협상 및 
판매를 자동화합니다.

Google 제품 플랫폼 수요 유형Ad Manager Ad Manager 360
앱

웹
프로그래매틱

보장 프로그래매틱: 게시자와 구매자가 구매자에게 예약된(보장) 
인벤토리의 가격과 조건을 협상합니다. 인벤토리는 명시된 가격으로 
해당 구매자에게만 지정됩니다.

우선 거래: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 입찰할 수 있는 인벤토리의 가격과 
조건을 게시자와 구매자가 협상합니다. 구매자는 해당 인벤토리에 
대한 광고 요청이 있을 때 협상된 가격으로 입찰할 수 있는 최초 또는 
'우선' 기회를 갖습니다.

프로그래매틱 다이렉트는 광고주와 게시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예약형 직접 거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들 모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는 프로그래매틱 광고의 약속을 확장합니다.



3. 사용자가 관련성 있는 검색 
광고 및 검색결과를 봅니다.

Google 제품 플랫폼 수요 유형검색용 애드센스 앱 웹 프로그래매틱
검색 광고는  여전히  쿠키 및 
쿠키 동의가  필요합니다 .
 

목차 개인 정보 보호 중심의 솔루션 검색용 애드센스

검색용 애드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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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광고는 맞춤설정 없이도 좋은 실적을 냅니다. 검색용 애드센스(AFS)는 사용자가 아니라 키워드를 타겟팅합니다.

콘텐츠 페이지에 있는 관련 검색어의 도움을 받아 광고 
수익을 다원화
관련 검색어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사이트에서 더 많은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으며, 게시자는 광고 개인 최적화 
없이도 광고 수익을 다원화할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페이지를 수익화하여 더 많은 수익 창출
검색용 애드센스(AFS)는 사용자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고도로 
타겟팅된 관련성 있는 광고를 게재합니다.

높은 실적을 내는 검색 광고
검색, 쇼핑 및 기타 시각적 형식은 검색 페이지에서 뛰어난 
실적을 냅니다. 검색용 애드센스(AFS)를 사용하면 검색 광고 
예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더 살펴보기 위해 
관련 검색어 단위에 있는 
검색어를 클릭합니다.

1. 사용자가 사이트의 
게시글을 방문합니다.

1

2
3

검색 광고*

검색결과



개요

목차

퍼스트 파티 
잠재고객 구축하기

섹션 IV Google은 게시자가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더 쉽게 수집, 
측정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솔루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파티 데이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사용자 및 구매자를 위한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7

01. 퍼스트 파티 데이터 정의하기

02. 잠재고객 늘리기

03. 잠재고객으로 수익 창출하기

04. 프로그래매틱 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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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파티 데이터 정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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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파티'란 양측 간의 직접적인 1:1 관계를 의미합니다.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사이트나 앱을 방문하고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이러한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알게 되는 정보입니다.

방문자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뉴스레터에 가입할 때 제공하는 이메일 주소가 될 수도 있고 
단순하게는 누군가가 사이트에서 어떤 페이지를 방문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기대치와 규제가 진화하는 환경에서도 게시자는 계속하여 
잠재고객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사용자에게 가치를 더해주고, 
광고주 고객에게 있어 창의적이고 가치가 높은 방법으로 인벤토리를 
패키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게시자 콘텐츠에 참여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방식을 계속하여 받아들이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있습니다.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사용자에게 가치를 더하기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할 권한을 제공한 잠재고객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무언가 받기를 기대합니다.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해줘야 사용자층을 늘리고 사용자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시자는 재미있거나, 
유용한 정보를 주거나, 도움이 되는 독창적인 콘텐츠를 통해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합니다. 게시자가 콘텐츠를 통해 사용자와 
소통하면서 퍼스트 파티 잠재고객 데이터도 쌓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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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파티 데이터 정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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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파티 데이터와 서드 파티 데이터의 차이점

광고 업계는 개인 정보 보호를 추구하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에 더 많이 투자하고 서드 파티 
데이터에서는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둘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체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웹사이트나 앱 소유자가 캡처 및 
저장합니다. 서드 파티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즈니스가 소유하지 않은 여러 사이트에 걸쳐 
수집됩니다. 

권한

퍼스트 파티 데이터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에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할 권한을 제공하고, 비즈니스는 
데이터가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반면 서드 파티 데이터는 
사람들이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완전히 알지 못한 채로 
수집 및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개인 정보 보호법은 퍼스트 파티 및 서드 파티 데이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가 공유되며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사용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목차 퍼스트 파티 잠재고객 구축하기 잠재고객 늘리기

잠재고객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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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게시자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게시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인 콘텐츠나 기능을 보상으로 제시하며 고객의 가입을 
유도하는 게시자가 많습니다.

일부 게시자의 경우 비어 있는 데이터를 채우기 위해 포인트 제도, 
신용카드 혜택이나 온라인 상점 등의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거나 인수하기도 합니다. 

게시자 중 70%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 정보 보호 
중심의 생태계에서 큰 이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70%

Wall Street Journal에서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아보세요.

우수사례

더 보기

조사 결과 보기

출처: Deloitte 연구 -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통해 
미래에  대비하고  광고 판매 향상하기

https://admanager.google.com/home/resources/wsj-bg-first-party-data-performance/
https://services.google.com/fh/files/blogs/future_proofing_ad_sales_growth_through_first_party_data_report.pdf


목차 퍼스트 파티 잠재고객 구축하기  잠재고객으로 수익 창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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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ora에서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통해 성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우수사례

잠재고객으로 수익 창출하기

Google 제품 플랫폼 수요 유형Ad Manager 360 앱 웹 직접

PPID로 자체 퍼스트 파티 식별자 활용하기

기존 퍼스트 파티 데이터 세트가 있는 Google Ad Manager 게시자는       게시자 
제공 식별자(PPID)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식별자를 만들고, 잠재고객을 구축하고, 
퍼스트 파티 잠재고객 세그먼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PPID는 게시자가 
설정 및 관리하며, 서드 파티 쿠키와 같은 서드 파티 식별자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 작동합니다. 

PPID 개발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하세요.

어떤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보유 중이고 사용 가능한지 
파악합니다. 

● 사용자 로그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시자는 해당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PPID 개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및 사용자 ID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사용자 로그인 데이터가 없는 게시자의 경우, 
사용자 방문을 기반으로 배포되는 게시자 퍼스트 
파티 쿠키를 사용해서도 PPID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 빈도, 방문한 콘텐츠 및 
장바구니 결제 활동과 같은 다양한 속성에 기반할 
수 있습니다. 

PPID는 기존 GPT 태그, GMA SDK 또는 IMA SDK를 
통해 각 광고 요청과 함께 Ad Manager에 전달됩니다. 
기능 활성화에 관해서는 Google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2

1

더 보기

게시자 제공 식별자(PPID)는 다음과 같이 개인 정보 
보호를 추구하는 솔루션입니다.

● 반드시 해싱되어야 하며, Google에서 기본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식별자의 의미는 
게시자만 알고 있습니다.

● 개인 식별 정보(PII)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개별 Ad Manager 네트워크에 한정되며 다른 
게시자와 공유되지 않고 다른 식별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admanager/answer/2880055?hl=en
https://support.google.com/admanager/answer/2880055?hl=en
https://www.thinkwithgoogle.com/future-of-marketing/privacy-and-trust/pandora-consumer-privacy-data-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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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고객 솔루션으로 퍼스트 파티 세그먼트 구축 및 관리

PPID는 Ad Manager 360 잠재고객 솔루션에서 퍼스트 파티 잠재고객 
세그먼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 Manager 360 잠재고객 솔루션에 PPID 기반 잠재고객 목록이 있는 경우, 
광고주에게는 광고 실적을 개선하고 사용자에게는 광고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 및 프로그래매틱 거래 광고 항목을 해당 퍼스트 파티 잠재고객으로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광고 요청과 함께 개별 PPID를 Ad Manager 
360에 전달할 수 있으며, Ad Manager 360은 이러한 PPID를 퍼스트 파티 
잠재고객 목록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PPID는 주어진 광고 요청을 PPID 기반의 잠재고객 목록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키 역할을 합니다. 

 Ad Manager 360은 게시자가 관리하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광고 서버 기능에도 PPID를 사용합니다. 

● 예약에 대한 최대 게재빈도 설정 
● 예약에 대한 순차 광고 로테이션 
● 예약에 대한 광고 소재 순환게재

잠재고객으로 수익 창출하기

Google 제품 플랫폼 수요 유형Ad Manager 360 앱 웹 프로그래매틱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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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제공 신호

게시자 제공 신호(PPS)를 문맥 시그널 및 퍼스트 파티 속성 전달에 
사용하기 

게시자 제공 신호(PPS)는 프로그래매틱 수익 창출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새로운 기능으로 현재 베타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PPS를 사용하면 게시자는 표준 분류를 사용하여 퍼스트 
파티 잠재고객 속성 및 문맥 데이터를 프로그래매틱 구매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Google에서는 게시자 제공 신호에 업계 표준을 통합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IAB Tech Lab의 
판매자 정의 잠재고객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Google 제품 플랫폼 수요 유형Ad Manager Ad Manager 360
앱

웹

프로그래매틱

게시자 제공 신호(PPS) 사용을 시작하는 방법:

● 게시자나 게시자의 DMP 또는 데이터 공급업체 파트너는 
잠재고객을 동질 집단으로 세그먼트화하고 지원되는 표준 
분류를 사용하여 분류합니다.

● 게시자는 입찰 요청에 분류 카테고리(인구통계 데이터, 
관심분야 또는 구매 의도 관련 질문 등) 및/또는 세그먼트 ID를 
포함합니다.

● 구매자는 카테고리/세그먼트 ID를 읽고 입찰 여부를 
결정합니다.

프로그래매틱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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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매틱 방식으로 광고 인벤토리를 판매할 때는 식별자도 아주 
중요합니다. 프로그래매틱 입찰자(예: DSP)는 실시간으로 입찰 요청을 
받고, 광고 노출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입찰합니다. 서드 파티 쿠키 
또는 ID가 차단되거나 제한되면 구매자가 설정한 최대 게재빈도 설정 
기능이 영향을 받아, 사용자에게 같은 광고가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별자가 없으면 일부 광고주는 
특정 미디어를 모두 제외할 수도 있으며, 게시자의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매틱 입찰 요청에 식별자가 있으면 입찰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게시자의 동일한 식별자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관심분야를 잠재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정보는 게시자의 사이트/앱에서 사용자에게 더 개인 맞춤화된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 실적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매틱 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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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매틱용 PPID
Ad Manager 360 UI 내에서 프로그래매틱용 PPID를 사용 설정하는 경우, 주어진 광고 
요청에 있는 PPID는 서드 파티 쿠키나 기기 ID를 사용할 수 없을 때 Google 
프로그래매틱 수요에서 게시자의 프로그래매틱 트래픽의 구매자 최대 게재빈도 설정 
및 관심 기반 광고 개인 최적화를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Google 수요와 PPID를 공유하기 전에 Ad Manager는 PPID를 게시자별로 파티션된 
ID로 변환하므로 다른 게시자의 사이트 및 앱에서는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Ad Manager 네트워크에서 공유한 PPID는 다른 Ad Manager 네트워크에서 공유한 
PPID와 절대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당 ID는 동일한 Ad Manager 네트워크 내에서만 
사용되도록 제한됩니다.

종합하자면, PPID를 Google 프로그래매틱 수요와 공유하는 경우 구매자 최대 
게재빈도 설정 및 관심 기반 광고 개인 최적화를 사용하여 게시자의 인벤토리에 한해 
입찰을 알릴 수 있어, 잠재적으로 프로그래매틱 수익 향상과 광고 실적 및 사용자 경험 
개선이 가능합니다. 

Google 제품 
*DV360 및 Google Ads만 해당: Authorized 
Buyers 및 공개 입찰자를 위한 솔루션은 
      보안 신호 슬라이드를 참조하세요.

플랫폼 수요 유형Ad Manager 360 프로그래매틱
앱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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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Google 제품 플랫폼 수요 유형Ad Manager 웹 프로그래매틱*

게시자 퍼스트 파티 쿠키

게시자 퍼스트 파티 쿠키로 모든 규모의 게시자를 위해 퍼스트 
파티 식별자를 사용 설정

웹에서 퍼스트 파티 식별자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래매틱 
트래픽에서의 최대 게재빈도 설정 및 광고 개인 최적화와 같은 
광고 게재 기능에 게시자 퍼스트 파티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게시자 퍼스트 파티 쿠키를 사용해 얻은, 게시자의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사용자의 광고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웹사이트의 광고 관련성을 개선합니다.

*DV360 및 Google Ads만 해당: Authorized 
Buyers 및 공개 입찰자를 위한 솔루션은 
      보안 신호 슬라이드를 참조하세요.

게시자 퍼스트 파티 쿠키란 무엇인가요?

● 게시자를 대신해 Google이 설정한 퍼스트 파티 
쿠키입니다. 

● 개인 정보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고, 사이트에 맞춰 
범위가 지정되며, 다른 게시자와 공유되거나 기타 
식별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프로그래매틱 광고 개인 최적화를 위한 게시자 
퍼스트 파티 쿠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선택적 
관리 기능이 게시자에게 제공됩니다.

목차 퍼스트 파티 잠재고객 구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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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ob
Google 제품 플랫폼 수요 유형

Ad Manager
앱 프로그래매틱*

자동화된 퍼스트 파티 식별자
동일 앱 키로 모든 규모의 게시자를 위해 퍼스트 파티 식별자를 사용 설정 

모바일 광고 ID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앱 키를 사용하면 개인 정보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광고를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동일 앱 키를 사용하면 게시자는 사용자의 앱 내 광고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와 같이 사용자의 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해 서드 파티 앱 
전반에서 사용자를 추적하지 않고도 관련 광고를 iOS에 게재하여 광고 
관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동일 앱 키란 무엇인가요?

● 게시자의 앱에서 Google이 설정한 퍼스트 파티 
ID입니다. 

● 개인 정보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고, 앱에 맞춰 
범위가 지정되며, 다른 게시자와 공유되거나 기타 
식별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프로그래매틱 광고 개인 최적화를 위해 동일 앱 
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선택적 관리 기능이 
게시자에게 제공됩니다.

출시 예정:

지금 사용 가능: *DV360 및 Google Ads만 해당: Authorized 
Buyers 및 공개 입찰자를 위한 솔루션은 
      보안 신호 슬라이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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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zed Buyers 및 공개 입찰자 
전용입니다. DV360 또는 Google Ads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안 신호를 통해 직접적인 관계를 존중하는 방식
Google에서는 게시자가 Ad Manager를 통해 Authorized Buyers 및 공개 입찰자와 안전하게 신호를 공유하는 기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는 Google에서 읽을 수 없어 게시자와 구매자 간의 관계가 기밀로 유지됩니다.

보안 신호

Google 제품 플랫폼 수요 유형
Ad Manager Ad Manager 360 앱

웹
프로그래매틱*

AdMob

1. 게시자가 ID 
제공업체 솔루션을 
구현하고 사이트에 
관련 코드를 
추가합니다.

3. 사용자가 게시자 
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2. Ad Manager UI에서, 
게시자는 선택한 
파트너가 Ad 
Manager로 전달되는 
신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4. Ad Manager는 
게시자의 보안 
신호를 게시자와 
협업하는 입찰자에게 
입찰 요청의 일부로 
전달합니다.

6. Ad Manager에서 
낙찰된 후보를 
선택하고 광고가 
게재됩니다.

5. 입찰자는 입찰 
응답을 다시 Ad 
Manager로 보내 
보안 신호를 
계정으로 
가져옵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ZNnH5VtL9UTLWixCVTGgIWpU4OXhopIr
https://drive.google.com/open?id=1ZNnH5VtL9UTLWixCVTGgIWpU4OXhopIr
https://drive.google.com/open?id=1ZNnH5VtL9UTLWixCVTGgIWpU4OXhop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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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Google의 접근 방식은 모든 플랫폼 및 
기기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웹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는 엄청난 주목을 받았지만, 게시자는 현재의 앱 환경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01. 플랫폼의 변화

02. iOS 솔루션

03. Android 솔루션



목차 앱 플랫폼 변화에 적응하기 플랫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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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변하면서 디지털 광고 업계의 근본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사용자 식별자를 제한하는 추가적인 
규제와 기술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비즈니스가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 및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규제 
측면에서의 철저한 검토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영체제는 서드 파티 쿠키뿐 아니라 모바일 광고 
식별자를 제한함으로써 사이트 전반에 걸쳐 사용자를 추적하는 
메커니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마케팅 및 
측정에 사용되는 교차 웹 식별자와 앱 식별자가 점차 폐지되고 
있습니다.

● 이와 동시에, 모바일 운영체제와 같은 기술 플랫폼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 공유 및 측정하는 방법을 바꾸기 위한 새 정책을 
발표했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IDFA와 광고 ID가 도입됨 2012~2013년

Apple에서 IDFA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발표함 2020년

Apple에서 새로운 제한 조치를 강화함 2021년

Android에서 개인 정보 보호 샌드박스를 
앱으로 확장한다고 발표함 2022년



목차 앱 플랫폼 변화에 적응하기 iOS 솔루션

iOS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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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에 Apple은 Apple의 광고주용 식별자(IDFA)에 액세스하려는 
앱의 경우 앱 추적 투명성(ATT) 프레임워크라는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의 iOS 14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광고가 전환을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보여주는 주요 
측정항목에 대한 가시성을 줄이며, 광고주가 광고 노출에 대해 
가치를 평가하고 입찰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앱 게시자는 iOS의 Google 광고 수익에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 iOS 14 이상 버전에 맞춰 앱을 업데이트하고 광고 수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권장사항을 계속 읽어보세요. 



SDK를 업데이트된  상태로 유지
GMA SDK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SDK 인스턴스 ID 및 동일 앱 키 등의 
최신 기능을 활용하세요. (     AdMob,      Ad Manager) 

iOS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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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Google 제품 플랫폼 수요 유형

Ad Manager Ad Manager 360
앱

프로그래매틱

AdMob 직접

ATT 메시지
ATT가 앱에 적합한지 확인하세요. Google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메시지 탭은 ATT 메시지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옵션과 선택적 설명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Apple의 SKAdNetwork
광고주가 앱을 가치 있는 광고 트래픽 소스로 판단하도록 하려면 
Google의 네트워크 키로 SKAdNetwork를 구성해야 합니다. 
(      AdMob,       Ad Manager) 

미디에이션  그룹
iOS 앱의 경우, 이제 광고주용 식별자(IDFA) 유무에 따라 광고 요청에 
대한 별도의 미디에이션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     AdMob,      Ad Manager) 

목차 앱 플랫폼 변화에 적응하기 iOS 솔루션

https://support.google.com/admob/answer/9997589?hl=en
https://support.google.com/admanager/answer/9997589?hl=en
https://support.google.com/admanager/answer/10075997
https://support.google.com/admanager/answer/10075997
https://support.google.com/admanager/answer/10075997
https://support.google.com/admob/answer/9997589?hl=en
https://support.google.com/admanager/answer/9997589?hl=en
https://support.google.com/admob/answer/9997589?hl=en
https://support.google.com/admanager/answer/9997589?hl=en


Google Ads는 업계 전체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들여 제안을 평가한 
다음 이러한 솔루션을 Google의 제품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없지만, 
Android의 접근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관심이 있으신 경우       developer.android.com에 가입하여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목차 앱 플랫폼 변화에 적응하기 Android 솔루션

Android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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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Google Play 및 Android는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Google Play 경험이 제공되도록,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2월, Android는 주요 광고 기능을 희생하거나 광고 지원 앱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 없이, Android 생태계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근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업계 공동의 노력으로 
진행된      Android의 개인 정보 보호 샌드박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Android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기적 및 장기적인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노력을 모두 이해하시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https://developer.android.com/design-for-safety/ads
https://android-developers.googleblog.com/2021/07/announcing-policy-updates-to-bolster.html
https://android-developers.googleblog.com/2021/07/announcing-policy-updates-to-bolster.html
https://android-developers.googleblog.com/2021/07/announcing-policy-updates-to-bolster.html
https://privacysandbox.com/android/#how-works-on-apps-hero


Android 솔루션

44

Android 업데이트 권장 조치

2022년 2분기까지       Google Play Console에 데이터 보안 섹션을 
도입하고 신규 앱 제출 및 앱 업데이트에 데이터 정보 공개가 

포함되도록 의무화합니다. 

GMA SDK(      AdMob,       Ad Manager) 및       IMA SDK 안내를 참조하여 Play Console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Google Play 가족 정책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합니다. 아동이 
타겟층에 포함되는 앱은 아동 또는 연령을 알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한 

특정 식별자(광고 ID 포함)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 잠재고객을 둔 앱이 있는 개발자는 업데이트된 TFCD 및 TFUA 동작을 지원하도록 
SDK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021년 말 Google Play 서비스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Android 설정에서 광고 ID를 사용한 맞춤설정을 선택 해제할 경우 

사용자의 광고 ID가 삭제됩니다.

오늘날 광고와 관련되지 않은 필수 사용 사례를 위해 광고 ID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개발자는 앱 세트 ID를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자세한 정보는 아래 참조).

Android 13을 타겟팅하는 앱은 광고 ID를 사용하려면 AndroidManifest.xlm 파일에서  
      Google Play 서비스 권한을 선언해야 합니다. 

Android 13을 타겟팅하는 개발자는 SDK를 업데이트하거나 매니페스트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분석 또는 사기 방지 등의 필수 사용 사례를 위한       앱 세트 ID의 
개발자 프리뷰가 제공됩니다. 

광고 ID를 선택 해제한 사용자에 대한 분석 또는 사기 방지 등의 사용 사례를 유지하려면 
개발자는 앱 세트 ID를 지원하도록 업데이트된 SDK를 채택해야 합니다. 

2021년,      Google Play 및 Android는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새로운 정책 업데이트와 기술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목차 앱 플랫폼 변화에 적응하기 Android 솔루션

https://android-developers.googleblog.com/2021/10/launching-data-safety-in-play-console.html
https://developers.google.com/admob/android/play-data-disclosure
https://developers.google.com/ad-manager/mobile-ads-sdk/android/migration
https://developers.google.com/interactive-media-ads/docs/sdks/android/client-side/play-data-disclosure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9893335?hl=en&ref_topic=9877766
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6048248?hl=en&ref_topic=2364761
https://developers.google.com/android/reference/com/google/android/gms/ads/identifier/AdvertisingIdClient.Info
https://developer.android.com/training/articles/app-set-id
https://android-developers.googleblog.com/2021/07/announcing-policy-updates-to-bolst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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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6일,      Google은 개인 정보 보호 샌드박스 이니셔티브를 Android로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ndroid는 주요 광고 사용 사례를 지원하면서 모바일 앱 생태계의 개인 정보 보호를 근본적으로 발전시키고 사용자가 즐겨 쓰는 앱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차 파티 식별자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 데이터 공유를 제한하면서도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API

광고 사용 사례를 위한 
새로운 솔루션 

밝혀지지 않은 데이터 수집의 가능성을 
줄이는 기술

비밀스러운  추적 줄이기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를 개선하고 
생태계를 지원하는 설계를 위한 참여 

및 의견

업계와의  밀접한 협업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지는 공동의 노력이 될 것입니다.

Android의 접근 방식

개인 정보 보호 샌드박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 정보 보호 
중심의  솔루션  섹션에서  
찾아보세요 .

목차 앱 플랫폼 변화에 적응하기 Android 솔루션

https://www.blog.google/products/android/introducing-privacy-sandbox-android/
https://www.blog.google/products/android/introducing-privacy-sandbox-android/


핵심 요점

광고 환경이 계속하여 발전함에 따라 변화를 
예상하세요.

미래를 위한 대비를 지금 시작하세요.

포괄적인 계획과 개인 정보 보호 전략을 
개발하세요.

전 세계적인 규제에 대해 법무팀 및 파트너와 
협력하세요.

01.

02.

03.

04.

개인 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여러 가지 솔루션에 
투자하고 살펴보세요.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세요.

교육 및 추가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면 Google 리소스를 
활용하세요.

05.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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