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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광고 플랫폼 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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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00억 원 규모의 모바일 광고시장은  
지난해 250% 성장한 2,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모바일 시장이 90.5% 성장한 4,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2011년 

2012년 

2013년 전망 

762억 원 

2,159억 원 

4,160억 원 

국내 모바일광고 시장 규모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매체 별 성장률 
(제일기획) 

신문 

지상파 
TV 

옥외 
광고 

인터넷 

모바일 

28% 

20% 

12% 

8% 

2% 

시장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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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모바일광고 프로모션으로는 모바일을 이용한  
보상형광고가 확대되는 추세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지급(40.7%)’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경품 지급, 할인쿠폰 지급의 선호도는 각각 22.4%, 19.4%로 조사됐다 

보상형 광고를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새로운 리워드 APP 매체들의 출시가 

줄을 이었으며, 현재 이와 같은 매체들은 

100여 개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음 

최근에도 신규 매체의 등장과 새로운 

플랫폼으로 무장한 매체가 등장하고 있음  

1. 모바일 광고 플랫폼 사업영역 향후 전망 및 경쟁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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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광고 
(노출+설치+실행) 

브랜드 형 광고 
(노출+동영상) 

이벤트 참여 형 광고 
(할인, 팬미팅, 경품제공) 

SNS형 광고 
(페이스북, 트위터) 

1. 모바일 광고 플랫폼 사업영역 광고 집행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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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매체사 

tagtree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명한 마케팅 채널 WHAT IF… 

편리성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각종 데이터 분석 및 광고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충족시킴 

 

다양한 광고물의 꾸준한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플랫폼 제공을 통해 
매체의 신규 수익창출에 기여 

 

간단한 등록만으로도 광고주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적시적소에 진행,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지향 

1. 모바일 광고 플랫폼 사업영역 WHAT IF 역량 



S사 트위터 팔로우 이벤트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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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트위터 신규 팔로우 회원 모집 

진행기간 : 2012년 12월 한 달간 진행 

진행매체 : 웹매체와 모바일 매체 선별 진행 (6개 업체) 

모집건수 : 70,000 신규 팔로우 달성 

비고 : 기존 팔로우 이력이 있는 회원은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효율 극대화 

1. 모바일 광고 플랫폼 사업영역 집행사례 



S사 페이스북 좋아요 이벤트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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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페이스북 좋아요 신규 회원 모집 

진행기간 : 2012년 12월 한 달간 진행 

진행매체 : 모바일 매체 선별 진행 (6개 업체) 

모집건수 : 80,000 신규 좋아요 회원 달성 

비고 : 기존 좋아요 이력이 있는 회원은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효율 극대화 

1. 모바일 광고 플랫폼 사업영역 집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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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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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