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드팝콘 SSP 네이티브 미디에이션 가이드 
본 가이드 문서는 애드팝콘 SSP를 이용하여 ADMOB, MoPub, FAN, Mintegral의 네이티브 광고를 

연동 하는 방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만 추가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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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팝콘 SSP 개발팀 



1. 스토리보드에 UIView 생성 후 Custom Class을 AdPopcornSSPNativeAd 설정 

 
 

2.  AdPopcornSSPNativeAd 영역 안에 미디에이션 업체의 실제 광고 영역 추가 및 

viewcontroller에 outlet 연결 

 

2.1 AdPopcornSSP 

 

 

 

 

 

 



2.2 FAN 

 

: UI 배치와 관련한 상세한 가이드는 FAN 공식 홈페이지의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developers.facebook.com/docs/audience-network/ios-native 

 

2.3 FAN Native Banner 

 

: UI 배치와 관련한 상세한 가이드는 FAN 공식 홈페이지의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developers.facebook.com/docs/audience-network/ios-native-banner 

:  

https://developers.facebook.com/docs/audience-network/ios-native
https://developers.facebook.com/docs/audience-network/ios-native-banner


2.4 MoPub 

 

: MoPub의 경우 UIView 영역만 생성해 둔 뒤, 코드 상에서 추가 연동 필요. 

(샘플 프로젝트 AdPopcornMediationAdapter > mopub > native sample view 참고) 

: UI 배치와 관련된 상세한 가이드는 MoPub 가이드의 네이티브 광고 Manual 세

팅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developers.mopub.com/publishers/ios/native/#manual-1 

 

2.5 AdMob 

: AdMob은 ViewController에 ui component 영역을 바로 생성하지 않고 xib 파일

을 사용하여 view를 add함. 

(샘플 프로젝트의 AdPopocornMediationAdapter > admob> native sample view 참

고) 

: UI 배치와 관련된 상세한 가이드는 아래 링크의 AdMob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https://developers.google.com/admob/ios/native/advanced?hl=ko#code_example 

 

 

 

 

 

 

 

 

 

 

https://developers.mopub.com/publishers/ios/native/#manual-1
https://developers.google.com/admob/ios/native/advanced?hl=ko#code_example


2.6 Mintegral 

 

: Mintegral에서 지원하는 UI component를 위의 예시와 같이 영역을 지정하여 연결해 주시기 바

랍니다.(AdPopcornSSP, FAN, FAN Native Banner와 동일한 연동 방식) 

 

3. 1,2번 과정에서 생성한 UIComponent를 SDK에 전달 

3.1 AdPopcornSSP 

: storyboard에서 생성한 ui view를 APSSPNativeAdRenderer를 사용하여 sdk에 전달한다. 

- (void)viewDidLoad { 

    [super viewDidLoad]; 

    // Do any additional setup after loading the view. 

APSSPNativeAdRenderer *apSSPNativeAdRenderer = [[APSSPNativeAdRenderer alloc] init]; 

    apSSPNativeAdRenderer.apSSPNativeAdView = _apSSPNativeAdView; 

    apSSPNativeAdRenderer.titleLabel = _apSSPTitleView; 

    apSSPNativeAdRenderer.descLabel = _apSSPDescView; 

    apSSPNativeAdRenderer.mainImageView = _apSSPMainImageView; 

    apSSPNativeAdRenderer.iconImageView = _apSSPIconImageView; 

apSSPNativeAdRender.ctaLabel = _apSSPCTAView; 

    [_adPopcornSSPNativeAd setApSSPRenderer:apSSPNativeAdRenderer 

superView:_apSSPNativeAdView]; 

} 

 

! APSSPNativeAdRenderer를 생성한 뒤, 애드팝콘 SSP 네이티브 광고에서 지원하는 title, 

desc, mainImageView, iconImageView를 전달하여 준다. 단, 이 때 이 4개의 component

들은 하나의 UIView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superview는 

apSSPNativeAdView에 반드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 APSSPNativeAdRenderer에 각 component를 세팅 후, setApSSPRenderer:superView: API

를 통해 renderer와 apSSPNativeAdView를 sdk 최종적으로 전달 

 

3.2 FAN 

: storyboard에서 생성한 ui view를 APFANNativeAdRenderer를 사용하여 sdk에 전달한다. 

- (void)viewDidLoad { 

    [super viewDidLoad]; 

    // Do any additional setup after loading the view. 

APFANNativeAdRenderer *apFANNativeAdRenderer = [[APFANNativeAdRenderer alloc] init]; 

    apFANNativeAdRenderer.adUIView = _adFANUIView; 

    apFANNativeAdRenderer.adIconImageView = _adIconImageView; 

    apFANNativeAdRenderer.adTitleLable = _adTitleLabel; 

    apFANNativeAdRenderer.adBodyLabel = _adBodyLabel; 

    apFANNativeAdRenderer.adSponsoredLabel = _sponsoredLabel; 

    apFANNativeAdRenderer.adCoverMediaView = _adCoverMediaView; 

    apFANNativeAdRenderer.adSocialContextLabel = _adSocialContextLabel; 

    apFANNativeAdRenderer.adChoicesView = _adChoicesView; 

    apFANNativeAdRenderer.adCallToActionButton = _adCallToActionButton; 

    [_adPopcornSSPNativeAd setFANNativeRenderer:apFANNativeAdRenderer 

superView:_adFANUIView];} 

 

! APFANNativeAdRenderer를 생성한 뒤, FAN 네이티브 광고에서 지원하는 ui componenet

를 전달하여 준다. 단, 이 때 모든 UI component들은 하나의 UIView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superview는 adUIView 에 반드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 FANNativeAd의 경우 adCoverMediaView(FBMediaView)를 필수로 포함해야 광고가 

정상적으로 노출됩니다. 

 

! APSSPNativeAdRenderer에 각 component를 세팅 후, setFANNativeRenderer:superView: 

API를 통해 renderer와 adUIView 를 sdk 최종적으로 전달 

 

3.3 FAN Native Banner 

: storyboard에서 생성한 ui view를 APFANNativeBannerAdRenderer 를 사용하여 sdk에 전

달한다. 

- (void)viewDidLoad { 

    [super viewDidLoad]; 

    // Do any additional setup after loading the view. 

APFANNativeBannerAdRenderer *apFANNativeBannerAdRenderer = 



[[APFANNativeBannerAdRenderer alloc] init]; 

    apFANNativeBannerAdRenderer.adUIView = _adFANNativeBannerUIView; 

    apFANNativeBannerAdRenderer.adIconImageView = 

_adFANNativeBannerIconImageView; 

    apFANNativeBannerAdRenderer.adSponsoredLabel = 

_adFANNativeBannerSponsoredLabel; 

    apFANNativeBannerAdRenderer.adAdvertiserNameLabel = 

_adFANNativeBannerAdvertiserName; 

    apFANNativeBannerAdRenderer.adChoicesView = _adFANNativeBannerChoicesView; 

    apFANNativeBannerAdRenderer.adCallToActionButton = 

_adFANNativeBannerCTAButton; 

     

    [_adPopcornSSPNativeAd setFANNativeBannerRenderer:apFANNativeBannerAdRenderer 

superView:_adFANNativeBannerUIView];} 

 

! APFANNativeNativeBannerAdRenderer를 생성한 뒤, FAN 네이티브 배너 광고에서 지원

하는 ui componenet를 전달하여 준다. 단, 이 때 모든 UI component들은 하나의 UIView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superview는 adUIView 에 반드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 FANNativeBannerAd의 경우 adIconImageView(FBAdIconView)를 필수로 포함해야 광

고가 정상적으로 노출됩니다. 

! APFANNativeNativeBannerAdRenderer에 각 component를 세팅 후, 

setFANNativeBannerRenderer:superView: API를 통해 renderer와 adUIView 를 sdk 최종

적으로 전달 

 

3.4 MoPub 

: storyboard에서 생성한 ui view를 APMoPubNativeAdRenderer 사용하여 sdk에 전달한다. 

- (void)viewDidLoad { 

    [super viewDidLoad]; 

    // Do any additional setup after loading the view. 

APMoPubNativeAdRenderer *apMoPubNativeAdRenderer = [[APMoPubNativeAdRenderer 

alloc] init]; 

    apMoPubNativeAdRenderer.apMopubNativeView = _mopubNativeAdSampleUIView; 

    apMoPubNativeAdRenderer.renderingViewClass = [MoPubNativeAdSampleView class]; 

    [_adPopcornSSPNativeAd setMopubRenderer:apMoPubNativeAdRenderer 

superView:_mopubNativeAdSampleUIView];} 

 



! Mopub의 경우 AdPopcornSSP, FAN, FAN Native Banner와 다르게 직접 Custom UI View 

class를 생성하여야 하며 해당 Custom Class에서 UI Component를 배치해 주어야 함 

! APMoPubNativeAdRenderer에 renderingViewClass와 superView를 세팅 후, 

setMoPubRenderer:superView: API를 통해 render와 apMopubNativeView를 sdk에 최종

적으로 전달 

 

3.5 AdMob 

: storyboard에서 생성한 ui view를 APAdMobNativeAdRenderer를 사용하여 sdk에 전달한

다. 

- (void)viewDidLoad { 

    [super viewDidLoad]; 

    // Do any additional setup after loading the view. 

GADUnifiedNativeAdView *apUnifiedNativeAdView = 

    [[NSBundle mainBundle] loadNibNamed:@"UnifiedNativeAdView" owner:nil 

options:nil].firstObject; 

     

    APAdMobNativeAdRenderer *apAdMobNativeAdRenderer = 

[[APAdMobNativeAdRenderer alloc] init]; 

    apAdMobNativeAdRenderer.apUnifiedNativeAdView = apUnifiedNativeAdView; 

    [_adPopcornSSPNativeAd setAdMobRenderer:apAdMobNativeAdRenderer 

superView:apUnifiedNativeAdView]; 

} 

 

! AdMob의 경우 AdPopcornSSP, FAN, FAN Native Banner와 다르게 XIB 파일을 이용하여 

직접 View를 생성한 뒤, 해당 XIB 파일을 읽어와 renderer에 전달해 주어야 함. 

! APAdMobNativeAdRenderer에 GADUnifiedNativeAdView와 superView를 세팅 후, 

setAdMobRenderer:superView: API를 통해 render와 apUnifiedNativeAdView 를 sdk에 

최종적으로 전달 

 

 

 

 

 

 

 

 

 



3.6 Mintegral 

: storyboard에서 생성한 ui view를 APMintegralNativeAdRenderer 를 사용하여 sdk에 전

달한다. 

- (void)viewDidLoad { 

    [super viewDidLoad]; 

    // Do any additional setup after loading the view. 

APMintegralNativeAdRenderer *apMintegralNativeAdRenderer = 

[[APMintegralNativeAdRenderer alloc] init]; 

  apMintegralNativeAdRenderer.adUIView = _mintegralNativeAdView; 

  apMintegralNativeAdRenderer.iconImageView = _mintegralAdIconView; 

  apMintegralNativeAdRenderer.appNameLabel = _mintegralAdTitleView; 

  apMintegralNativeAdRenderer.appDescLabel = _mintegralAdDescView; 

  apMintegralNativeAdRenderer.adCallButton = _mintegralAdCTAView; 

  apMintegralNativeAdRenderer.mMediaView = _mintegralMediaView; 

  [_adPopcornSSPNativeAd setMintegralNativeRenderer:apMintegralNativeAdRenderer 

superView:_mintegralNativeAdView]; 

! APMintegralNativeAdRenderer 를 생성한 뒤, 애드팝콘 Mintegral 네이티브 광고에서 지

원하는 title, desc, icon, cta, mediaView를 전달하여 준다. 단, 이 때 이 5개의 component

들은 하나의 UIView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superview는 adUIView 에 

반드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APMintegralNativeAdRenderer에 각 component를 연결시켜 준 후, 아래 API를 통해서, 

setMintegralNativeRenderer:superView: renderer와 mintegralNativeAdView 를 sdk 최종

적으로 전달 

 

 

! 광고 요청 및 네이티브 광고 이벤트 리스너 설정은 help center의 가이드에 따

라 진행 부탁 드립니다. 

! 미디에이션 설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help@igaworks.com 으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구현 내용은 Help center내의 샘플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하시면 좀 더 쉽게 확인

이 가능합니다. (샘플 프로젝트 내 NativeMediationAdViewController.m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