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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엠엔씨 광고 제휴 제안
최저 비용, 높은 효율의 신개념 모바일 광고 플랫폼!

“공감만의 특화된 광고 플랫폼을 이용해 최고의 효율을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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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광고 효과

CPI(설치형) APP 다운로드를 통한 노출 상승 및 브랜딩 홍보 효과

CPA(가입형/신청형) DB 수집 및 회원 확보를 통한 매출 상승 효과

CPE(설치형+실행형) APP 다운로드 후 실행/회원가입 등 통해 충성고객 확보

페이스북 ‘좋아요’ 실 유저들의 팬 확보 및 바이럴 효과

유튜브 ‘시청+구독’ 실 유저들의 팬 확보 및 서비스 동영상 홍보효과

인스타그램 ‘팔로우’ 실 유저들의 팬 확보 및 바이럴 효과

01. 광고 상품 안내

‘구독’ ,               ‘팔로우’,        ‘       좋아요’,            ‘시청+구독’ 앱설치, 회원가입

합리적 가격으로 100% 실제 유저만 확보해 드립니다.

월예상 모수

※ 최소 집행수량은 1만건 이며, 단가는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10만 이상

20만 이상

10만 이상

10만 이상

20만 이상

20만 이상

유튜브 ‘구독’ 10만 이상실 유저들의 팬 확보 및 유튜브 구독수 증가



02. 대표 광고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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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구독” 이벤트 (이외다수)

CU 현대모비스 쇼쇼TV 엘리트 성형외과



02. 대표 광고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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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이벤트 (이외다수)

LG 디스플레이 SK 텔레콤삼성 디스플레이KB금용

②



02. 대표 광고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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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우이벤트 (이외 다수)③

LH티비KB금용CU



02. 대표 광고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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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이벤트 (이외 다수)④

KB금용삼성 디스플레이롯테월드타워



02. 대표 광고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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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CPA(상담신청,회원가입) 이벤트 (이외 다수)

흥국생명 롯데손해보험 더케이(하나손보) 에이스생명



03. 광고 타입별 참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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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구독’

유튜브 채널 ‘시청+구독’ 완료 시 광고비 소진

저렴한 광고비로 영상 조회수와 구독수를 동시에 증가!

100% 실 유저 참여, 기 구독자 중복 필터링 진행!

① SNS 팬 확보

안내 및 참여 구글 로그인 ‘구독하기’ 클릭 유튜브 ‘구독’하기

②. 구독자수 UP

‘참여확인’ 클릭 이벤트 참여완료
얼럿창

‘시청하기’ 클릭 후
영상시청 완료

①. 영상 조회수 UP



03. 광고 타입별 참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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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우” 완료 시 광고비 소진

저렴한 광고비로 많은 팔로워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팔로우’

광고 리스트 선택 안내 및 참여 "인스타그림 팔로우" 클릭 이벤트 참여 완료

① SNS 팬 확보



03. 광고 타입별 참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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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좋아요” 완료 시 광고비 소진

실제유저가 "좋아요"를 했을 경우에만 실적 체크 됩니다.

저렴한 광고비로 많은 좋아요 수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광고 리스트 선택 안내 및 참여 "페이스북 좋아요"클릭 "참여확인"클릭 이벤트 참여완료

① SNS 팬 확보



03. 광고 타입별 참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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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리스트 선택 안내 및 참여 광고 페이지 접속 참여 정보 입력

회원 가입완료 후 광고비 소진되며, 다량의 회원 확보에 유용한 마케팅입니다.

② CPA(가입형 / 신청형)



03. 광고 타입별 참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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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리스트 선택 안내 및 참여 광고 설치 페이지 접속 설치확인을 누른후

1분이내 리워드 지급 완료

APP 다운로드 후 설치 완료시 광고비 소진

③ CPI(앱 설치형)



03. 광고 타입별 참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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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리스트 선택 안내 및 참여 광고 설치 페이지 접속 광고 페이지 회원가입

APP 다운로드 후 실행 또는 가입완료 시 광고비 소진

④ CPE(설치형+실행형)



04. 어드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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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SDK를 탑재하여 설치, 실행, 가입, 마케팅채널 등의 효율 분석이 가능합니다.

01
통합 실적 정보

02
광고별 실적 정보

03
참여자별 실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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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제휴 협력사 (外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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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제휴 협력사 (外 다수)



www.gmnc.net

06. 공감엠엔씨 소개

㈜ 공감엠엔씨

2014년 1월 창립

윤보한

총 직원 수 10명 (디자이너 2명, 엔지니어 2명, 컨설턴트 3명, 스텝 3명)

1억원

E-Business total service & 광고, 마케팅 대행

모바일 게임 (퀴즈의신)  개발&운영

모바일 앱 (돈버는 어플 “캐쉬넛”)  개발&운영

모바일 앱 (가상화폐 전환 어플 “코인애드”) 개발&운영

SNS 전달하기 기능 기반 - 특화된 포인트 충전소 플렛폼 개발

모바일 앱 (OK 캐쉬백, L포인트) 포인트 충전소 개발 제휴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

01. 회사명

02. 설립연도

03. 대표이사

04. 직원 수 및 구성

05. 자본금

06.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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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혁

사업이상의 더 큰 가치 실현. 공감 엠엔씨가 귀사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14.01.02    

2014.03.26     

2014.06.27                   

2014.11.12     

2014.11.19     

2014.12~       

2015.08.24     

2016.01.20    

2016.03.01    

2016.05.03    

2016.06.14        

2016.12.21

2017.01.06

2017.08.29

2018.03.05

2018.04.04

2018.07.02

2018.09.21

2018.10.02

2019.06.28

2019.10.21

2019.10.30

2020.05.11

㈜공감엠엔씨 설립 (광고 대행, 광고 솔루션 제휴)

미래에셋생명보험㈜ 모바일 광고 단독 진행

더케이손해보험㈜ 모바일, 온라인 광고 단독 진행

국내 최초 무제한 재테크 App ‘포인트업’런칭

‘2014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특별상- IP 창조경영상’ 수상

퀴즈 채팅 게임 App [퀴즈의 신-커플메이커] 런칭

흥국화재해상보험㈜ 모바일&온라인 광고 단독 진행

인도네시아 [퀴즈랜드] 런칭 제휴

에이스생명보험㈜ 모바일 광고 단독 진행

모바일 마케팅 플렛폼 SDK 개발

파일독, 스마트파일 모바일 충전소 입점

롯데월드타워 페이스북 “좋아요” 광고 단독 진행

웅진 북클럽, 롯데 하우머치, 롯데 다이어트 광고 진행

퀴즈몰 웹&APP 충전소 입점

SK브로드밴드, 아이챌린지 광고 진행

실시간 가상화폐 전환 APP ‘코인애드(CoinAD)’ 런칭

성수역 SK V1 사옥 이전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웹툰, OK 캐쉬백, L포인트 – 충전소 입점 제휴

특허 출원 [SNS 광고 메시지 전달을 이용한 포인트 충전 시스템 및 방법]

벤처기업 인증[기술평가보증기업]

중소밴처기업청 청년사관학교 마케팅 위탁사 체결

CU편의점, 금호타이어,  오라잇 스튜디오등 다수 유튜브 광고 단독진행

SK 텔레콤 유튜브 광고 단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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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사업영역

- 실시간 가상화폐 전환 앱 ‘코인애드(CoinAD)’ 런칭

- 국내 최초 무제한 재테크 APP   ‘포인트업’ 런칭

01. 광고 리워드 APP 운영

- OK캐쉬백, L포인트 등 충전소 입점 제휴

- SNS와 바이럴을 접목시킨 “전달하기 기능＂

을 구현한 충전소 플렛폼 연동 제휴

02. 포인트 충전소 플렛폼

- 퀴즈 실시간 채팅 게임APP

[퀴즈의 신-커플메이커]런칭

03. Mobil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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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벤처기업 확인서

① 기술평가보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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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허출원

① SNS 광고 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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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리스트 선택 안내 및 참여 광고 전달 광고 페이지 접속

“카카오톡 친구에게 전달하기”기능을 통해 1개의 광고로 무제한 포인트 적립 가능!

여타의 포인트 충전소 보다 10% ~ 20% 높은 유저 지급 포인트!!

100여개 이상의 광고 상품!!, 높은 포인트율!!, 안정적인 시스템!!

10. 특허출원

② 카카오톡 친구에게 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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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공감엠엔씨가 귀사의 성공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사업이상의 더 큰 가치 실현 ”

공감엠엔씨는 광고주의 입장을 가장 먼저 "공감" 합니다. 

클라이언트 보다 한발 빠른 고민. 한발 빠른 문제 포착이 필요합니다.

공감엠엔씨는 우수한 광고 효율, 신선한 아이디어 컨설팅,

정확하고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약속드립니다.

클라이언트와

참여

유저들과의

공감

배려와

책임이

함께 존재

"공감" 

그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