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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Mobile

TV

PC

Why Mobile AD 

Mobile 93% 

TV 65% PC 39% 

모바일은 현대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스크린이자 TV와 PC를 뛰어넘는 매체 입니다 

출처 : 2014.03 HS애드 출처 : 2014 한국광고총연합회 광고정보센터 매거진 

TV보다 더 가까운 모바일!  
우리는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할까요?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24시 

Mobile PC

모바일은 출근시간(오전 8시), 점심시간(오후12시~1시),  
퇴근 시간에 타매체 대비 이용률이 높음 

출처 : 2013 NPR 

Why Mobile AD 모바일이 더 효과적인 시간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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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 광고개념 리워드 광고개념 

보여주는 광고 유저와 소통하는 광고 

2012년 모바일 리워드 광고 상품이 매체력을 인정 받으며 급속도로 성장 
설치형(CPI), 실행형(CPE), 참여형(CPA) 등 다운로드 이외에 

더욱 정교한 액션보장으로 캠페인 목적에 맞는 다양한 액션 가능 

광고등록 

광고참여 

리워드지급 

모바일 광고의 새로운 바람, 리워드 광고 

※ 리워드 앱 
광고를 참여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적립금을 보상해 주는앱 
기업들이 자사의 모바일 앱 설치율과 인지도를 단기간에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고 정교한 타겟팅이라는 모바일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광고 플랫폼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광고주>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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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동전> 



착한동전 소개 정직하게 돈버는 어플 착한동전 

착한동전은 광고를 참여하는 사용자들에게  
적립금을 지급해주는 기존방식에 더하여 
여러가지 미션을 통해서도 사용자들에게 적립금을 
지급해주는 신개념 모바일 리워드 광고 플랫폼 입니다. 
 
착한동전의 다양한 광고(설치형/실행형/참여형 등)을 
통해 사용자는 광고참여에 대한 푸짐한 보상(적립금)을 받고 광고주는 
해당 캠페인의 주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착한동전은 고정비(인건비 등), 홍보비, 추천수당 최소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착한동전 광고에 참여하고 레벨업을 함으로써 고객은 더 높은 리워드를 적립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타 리워드 앱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보상(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최고레벨에 도달한 회원에게는 미션 등 최고레벨 만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곧 사용자들의 앱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여 광고주들의 성공적인 
캠페인 목적 달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광고참여의 보상인 적립금은 앱 내 스토어를 통하여 다양한 상품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환급 신청을 통하여 현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리워드 적립금과 그 적립금의 다양양하고 신속한 사용자 활용을 통하여 
앱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광고주(캠페인)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것이  
착한동전의 지향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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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검색을 통한 사용자의 다운로드성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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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랭킹리스트에서 
상위권에위치해야선택 
되어질확률이높습니다. 
사용자는하위권까지 

살펴보는경우는10%미만 
에불과합니다 

1차선택후사용자는 
다운로드숫자를확인합니다. 

5만미만일경우20%가 
이탈합니다. 

마지막으로평점및유용성 
댓글을확인합니다. 

평점, 댓글이나쁠경우 
40%가이탈합니다. 



광고상품 - 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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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방식 정상가 이벤트가 설명 

CPI – 설치형 200원 100원 어플 다운로드 시 1건 정산 

1) 광고노출 2) 마켓이동 3) 설치완료 



광고상품 - C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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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방식 정상가 이벤트가 설명 

CPE – 실행형 300원 150원 어플 다운로드 및 실행 시 1건 정산 

1) 광고노출 2) 마켓이동 3) 설치완료 4) 어플실행 



광고상품 - 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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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방식 정상가 이벤트가 설명 

CPR – 리뷰형 700원 500원 어플 리뷰 등록 시 1건 정산 

1) 광고노출 2) 마켓이동 3) 설치완료 



광고상품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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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방식 정상가 이벤트가 설명 

CPA – 참여형 협의 협의 특정 액션수행시(회원가입, 이벤트참여 등) 시 1건 정산 

1) 광고노출 2) 페이지 이동 
3) 회원가입 또는 

이벤트 참여 



광고상품 - C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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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방식 정상가 이벤트가 설명 

CPK – 카카오로그인 300원 200원 어플 설치 후 카카오 로그인시 정산 

1) 광고노출 2) 마켓이동 3) 설치완료 4) 로그인 



단가표 착한동전 광고 단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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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방식 정상가 이벤트가 설명 

CPI – 설치형 (Cost Per Install) 200원 100원 어플 다운로드 시 1건 정산 

CPE – 실행형 (Cost Per Execution) 300원 150원 어플 다운로드 및 실행 시 1건 정산 

CPA – 참여형 (Cost Per Action) 협의 협의 특정 액션수행시(회원가입, 이벤트참여 등) 시 1건 정산 

CPR - 리뷰 (Cost Per Review) 700원 500원 어플 리뷰 등록 시 1건 정산 

CPS - 페이스북, 인스타 (Cost Per Review) 400원 350 페이스북 좋아요, 인스타 팔로우 시 1건 정산 

CPK - 카카오 로그인 (Cost Per Kakao login) 300원 200원 어플 설치 후 카카오 로그인시 정산 

- 2018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벤트가는 2018년 5월 31일 까지만 가능합니다. 

 
원하는 광고방식! 원하는 마켓 타게팅!  
광고 집행 가능!  

Vat 별도 



Q&A 

Copyright ⓒ All Right Reserved by JKNET 

 
Q. 광고진행은 어떻게 하나요? 
 
       A)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Q. 회사가 아닌 개인도 광고를 할 수 있나요? 
        
       A) 개인도 진행가능 합니다. 
           다만 진행 시 준비하실 내용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본인 주민등록증 1부를 앞/뒤로 복사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Q. 입금은 언제하나요? 
 
       A) 광고 집행 전에 입금을 해 주셔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광고게재신청서 하단에 나와 있구요. 저희가 메일로 입금통장사본을 보내드려요 

 

광고신청서 작성 광고신청서 전달 광고집행 알림 확인 

광고신청서는 당사에 요청하시면 
메일로 전달해 드립니다. 
 
신청서의 공란을 채워주세요. 

작성하신 신청서를 당사 메일로  
전달해 주십시오.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첨부 필 

입금확인 후 광고집행이 되면 
담당자가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광고진행을 확인 가능한 관리계정 전달 

전달해드린 관리 계정으로 광고집행  
현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URL : jknet.kr/_goodcoin/advertiser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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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네트워크㈜ 
담당 / 차한진 팀장 

070-8711-2607 / 010-8675-2608 
goodcoin@jkne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