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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모바일마케팅의 필요성 

① 모바일 시장 소개 

② 모바일 이용 현황 

③ 모바일 마케팅의 필요성 

④ 영역별 특징 비교 

⑤ 드림마케팅의 장점 



모바일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TV 

88% 

73% 

72% 

66% 

50% 

국가별 모바일검색 사용률 
1주일에 한번 이상 모바일 검색을 이용한 사람 비율 

자료: 구글 컨슈머 바로미터 

35% 

한국 1위 

중국 2위 

싱가포르 3위 

이스라엘 4위 

미국 23위 

일본 49위 

한국인 미디어 이용 시간 

(단위=시간:분)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08 3:03 3:06 3:06 

1:16 
1:10 1:17 

1:16 

1:00 1:06 0:46 
0:21 

모바일 
마케팅 

모바일 시장 소개 ▶ 미디어 이용 실태 

PC 



2014 2014.5 2015 2015.5 

42,500,000 

100% 

모바일 검색쿼리 연평균 30% 성장, 14년 대비 11.6% 성장 

모바일 
마케팅 

모바일 기기 이용현황 

41,500,000 

40,500,000 

39,500,000 

38,500,000 

97% 

96% 

95% 

[스마트폰 이용자 수 /15년 5월기준] 

전년 대비 스마트폰 가입자 수 약 5%증가 



모바일 
마케팅 

모바일마케팅의 필요성  

일반유저들의 인기키워드”맛집” 월간 조회수를 확인해 본 결과 

검색 시 PC보다 모바일기기를 선호하는것으로 추측 가능 

[네이버 키워드도구 검색량조회] 

평균조회량 
10배이상  

 



 파워링크 광고영역이 상단에 노출 

 통합페이지내 블,카,지 영역 5개씩 노출 

 정보성 내용이 상단에 노출 (키워드별 상이)  

 상위노출 영역 1페이지 내  블,카,지 랜덤노출 

 연관검색어 작업 시 자동완성부분 노출 가능 

모바일 
마케팅 

모바일 vs PC영역 특징비교 

모바일 PC 

유저들이 검색 시 PC영역보다 모바일영역을  선호하는것을 강점으로  

광고주의 컨셉 및 정보성에 맞게 자연스럽게 유저들의 유입을 유도가능 



광고 효율 최적화 작업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실시간으로 광고효과 분석 및  
최적화 작업 

프로그램 트래픽 보유 

유효트래픽 관련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컨텐츠가 상위 노출 될  
수 있도록 트래픽 추가 

영역 별 전문가 배치 

키워드, 배너, 바이럴 등 각 분
야별 경험많은 마케터들이 전문
적이고 꼼꼼한 광고운영 

모바일 
마케팅 

드림마케팅 장점 



Ⅱ.모바일마케팅 상품소개 

 ① 바이럴 영역 광고 

② APP광고(CPI) 

③ RECON (리콘) 

④ DA (디스플레이 광고) 

⑤ 모바일 상품 별 특징 



모바일 
마케팅 

모바일상품 종류  

RECON Ad 

정보성 컨텐츠와 이미지 
메이킹을 같이 진행하며  

모바일상단에 노출되는광고 

VIRAL Ad 

BANNER Ad APP Ad 

Mobile 

광고주가 원하는 랜딩URL을 
자연스레 설치하여 첫페이지 
이탈고객을 재 유치하는 상품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멀티미
디어적인 컨텐츠 활용으로  
효과가 높은 광고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인 
앱을 통해 유저 사용량이  
많은 앱에  노출되는 광고 



스마트폰  4천만 시대 대부분의 키워드는 모바일 검색양이 PC의 3~10배 

모바일 검색 시 노출 및 클릭량이 가장 높은 1-5순위 권 내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컨텐츠를 노출시켜 전환율을 높이는 상품 

홍대맛집 

PC검색 57,747 

모바일검색 722,066 

[월 평균 키워드 검색량] 

치아교정 

PC검색 12,252 

모바일검색 83,416 

수분크림 

PC검색 29,547 

모바일검색 118,423 

서면맛집 

PC검색 37,518 

모바일검색 531,442 

바이럴마케팅 ▶ 모바일상위등록  
모바일 
마케팅 

[모바일검색화면] 



검색 키워드 : 당뇨초기증상 검색 키워드 : 라식수술 검색 키워드 : 토익인강  

드림마케팅 보유 블로그를 활용하여 관련 키워드 검색 시 노출 및 클릭량이  

가장 높은 1-5순위 권 내 긍정적인 컨텐츠를 노출시켜 전환율을 높이는 상품 

체험ㆍ리뷰성 컨텐츠 를 통해  브랜드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 

(네이버 검색 로직에 최적화 된 블로그 다량 보유로 병ㆍ의원 업종 및 경쟁력 높은 키워드 진행가능) 

바이럴마케팅 ▶ 블로그 상위등록 
모바일 
마케팅 



네이버 검색결과 카페영역 안 노출 및 클릭량이 가장 높은 순위 권 내  

긍정적인 컨텐츠를 노출시켜 전환율을 높이는 상품으로,  

자사의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커뮤니티에 블로그(체험형) 형식의 컨텐츠가 발행  

▶  내부회원 및 검색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결정력을 높임 

바이럴마케팅 ▶ 카페 상위등록 
모바일 
마케팅 



일반적인 지식인 상위등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며, 

키워드 중 검색량이 많은 메인급 키워드에 적용된 영역으로  

지식인 컨텐츠 중 네이버로부터 인정 받은 컨텐츠가 상위에 등록되는 상품 

① 

② 

③ 

④ 

바이럴마케팅 ▶ 지식인 상위등록  
모바일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모바일 앱광고 ▶ 앱광고의 필요성 

모바일앱 이용자수 증가로 모바일 광고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증가하는 어플시장에서 매출상승을 위한 앱광고 마케팅 필요성도 증가 

2012 2013 2014 2015

1조 5000억 

2조 5000억 

3조 

3조 5000억 

4조 

2조 

3조 5399억 

모바일 앱 국내시장 규모  (단위: 원) 



모바일 
마케팅 

1. 앱이 설치된  기기수에 따라 광고비 지불하므로 설치증대에  효과적 

2. 구글플레이 앱 순위를 통해 해당어플 이용자들의 신뢰도 확보 

3. 키워드선택 다운로드 및 앱 리뷰개수,평점늘리기 진행도 가능 

4. 실제 유저가 설치한 건만큼 부담하므로 광고비에 효율적 

모바일 CPI상품 - 리워드광고 

모바일 앱광고 ▶ CPI광고(리워드) 



모바일 
마케팅 

STEP 1 STEP 2 STEP 3 

핸드폰 잠금화면 앱 설치후 
홈버튼 왼쪽으로 슬라이드 시 

광고 혹은 기사로 랜딩연결 시 
상단에 포인트 적립가능금액 
확인 가능 

설치형 앱광고의 경우 설치이
후 확인여부를 통해 적립진행 

모바일 앱광고 ▶ CPI광고(리워드광고 소개) 



모바일 
마케팅 

1. 팝업배너, 네이티브AD등으로 리워드 없이 유입 유저진입가능 

2. 앱을 실행했을때 마다 과금하는 상품으로 부담없는 유저유입 

3. 논리워드 특성 상 진성유저가 확보 가능하다는 장점 

4. 리워드매체와 달리 상품 내 노출지면이 다양 

모바일 CPI상품 - 논리워드광고 

모바일 앱광고 ▶ CPI광고(논리워드) 



모바일 
마케팅 

  

텍스트형 컨텐츠형 플로팅형 아이콘형 

[ 비보상형 CPI 주요광고 유형 ] 

Non-Reward 평균 당가 C.P.I. 1500원 (업종별 상이) 

모바일 앱광고 ▶ CPI광고(논리워드광고 종류) 



모바일 
마케팅 

1. 1페이지 이탈율 70%이상 고객 재 유입 

2. 광고주별 CPM,CPA,CPS등 다양한 광고비지불방식 선택 

3. 랜딩URL 제한없음 

4. 언인스톨 방식이 아닌 바탕화면 아이콘만 삭제  

   - 쉽게 지울수 있어서 클레임이 없으며, 한번 설치 된 폰에는 일주일간 재설치 안됨 

모바일 리콘광고 

모바일 리타겟팅 상품 - 리콘 



모바일 
마케팅 

모바일 리콘광고 ▶ 리콘 설치방법 

5천만명 이상이 설치한 
네이버 앱으로 검색시 

검색광고, 배너광고, 바이럴 
마케팅등 홈페이지로 유입시 

안내 팝업은 스크롤시 설치됨 이미지, 텍스트 원하는 것으로  
설정 가능하며 바로가기 클릭 
시 원하는 URL로 연동 가능 

STEP 1 STEP 2 STEP 3 STEP 4 



모바일 
마케팅 

모바일 포털 배너광고 ▶ 네이버 

네이버 모바일 띠배너 

1. 국내 포털 사이트 점유율 87%차지하는 메인에 노출  

2. 시간, 지역, 디바이스, 카테고리 등의 강력한 타겟팅 기능 

3. 광고주의 모바일웹 혹은 앱실행 및 다운로드등 다양한 랜딩지원 

4. 메인에 노출되는 모바일 브랜딩  배너삽입 가능(640*170) 

5. 뉴스, 스포츠, 연예, 지식인 등의 서브지면에 노출가능(640*240) 



모바일 
마케팅 

모바일 포털 배너광고 ▶ 다음 

다음 모바일 띠배너 

1. 30-40대 이용량이 가장 많은 포털 메인에 노출  

2. 카카오톡을 통한 검색유저를 통해 자연스러운 유입가능 

3. 네이버 앱보다 다양한 광고영역 이용 가능 

4. 이미지형 띠배너 : 모바일홈, 뉴스, 미디어, 카페등 노출 (640*100) 

5. 롤링형배너 : 영역내 자유롭게 구성, 세부타겟팅 유리(자동차,금융) 



네트워크배너 ▶ 유저타겟팅 

키워드 

유저 웹 행동패턴 분석 유저 방문지면 분석 

카테고리 

유저검색 
키워드 

광고주등록 
키워드  

유저방문 
컨텐츠 

광고주등록 
키워드  

유저방문 
사이트 

광고주설정 
카테고리 

유저방문 
컨텐츠 

광고주설정 
카테고리 

• 온라인 유저들의 최근 웹 행동패턴과 현재 방문지면을 분석하여 광고주의 키워드, 카테고리와 매칭될 경우 광고노출하는 광

고로, 광고주가 원하는 타겟의 신규 잠재고객을 확보 

모바일 
마케팅 



네트워크배너 ▶ 유저타겟팅 

유저의 최근 검색키워드, 방문 사이트, 광고 클릭 이력 등 웹 상에서의 유저 행태를 DB화 하여, 
다양한 주제의 관심사 그룹별로 카테고라이징 후 타겟팅 

모바일 
마케팅 



네트워크배너 ▶ 유저타겟팅(카테고리 리스트) 
모바일 
마케팅 



네트워크배너 ▶ 리타겟팅 

출처 : [메조미디어] 고객전환을 유도하는 리타겟팅 광고_2015.04 

한 번의 웹사이트 방문으로 원하는 형태의 고객 반응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리타겟된 고객은 일반 고객에 비해 구매를 완료할 가능성이 70% 이상!! 

96% 

전환없이 웹사이트를 

떠나는 사용자 비율 

70%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은 후 

구매하지 않는 사용자 비율 

49% 

구매 전 일반적으로 2~4개의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용자 비율 

모바일 
마케팅 



네트워크배너 ▶ 리타겟팅 

광고주 
사이트 

매체사 

광고주 사이트 방문 1 

유저PC에 쿠키 저장 2 

광고주의상품 OR 배너광고 노출 4 

제휴매체사이트 방문 3 

• 유저가 관심 있게 본 상품이나 광고주의 배너광고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 때문에 재방문율이 높으며, 재방문으로 인해 관련

상품 구매율이 기존 광고상품보다 현저하게 높음 

모바일 
마케팅 



유저의 업종별 광고 반응(방문 이력)률 분석을 통해 특정 업종에  
Engagement가 높은 유저에게 광고 노출 

과거 특정 업종에 ‘클릭’을 했던 유저 
고의성 / 실수성 클릭 유저 (heavy clicker 또는 bot)는 제외 

과거 관련 매체 / 지면에 ‘방문’ 했던 유저 
약 1,800 여 개 지면의 특성 분석하여 분류 

여행 / 레저 스포츠 / 레저 취창업 외국어교육 자동차 VIP 뷰티 / 패션 해외여행 

여행 / 레저 광고주 성인 대상 교육 광고주 수입자동차 광고주 면세점 화장품 광고주 

모바일 
마케팅 

네트워크배너 ▶ 리타겟팅 (유사잠재고객) 



User가 포털 등에서 키워드 검색시 검색한 키워드와 매칭된 광고 노출 

온라인마케팅 검색 

• 광고주 선호 키워드 (최대  1만개) 등록 

• User의 PC에 어플리케이션 설치 되어있을 경우 검색창이 있는 포털사이트에  검색시 매칭되어 광고노출  

01유저 : 온라인마케팅 

02유저 : 대출 

03유저 : 성형외과 

04유저 : 원피스 

검색 키워드 저장 제휴매체방문 

모바일 
마케팅 

네트워크배너 ▶ 리타겟팅 (키워드) 



리타겟팅 User가 제휴 매체 방문시 매체사 사이트 뒤로 광고주 사이트 오픈 
프로그램 설치 없이 언론사, 커뮤니티 등의 매체와 직접 제휴를 통해 진행 

아이커버 
노출당 13원 
노출=유입 

10,000명 유입  
=13x10,000 

 

13만원 

검색 및 배너 광고 
CPC 500원 

10,000명 유입 
=500x10,000 

 
500만원 

④ 광고주 사이트 오픈 ③ 제휴 매체사 방문 ② User PC에 쿠키 저장 ① 광고주 사이트 방문 

모바일 
마케팅 

[업종별 단가 상이함] 

네트워크배너 ▶ 리타겟팅 (아이커버) 



모바일 
마케팅 

네트워크배너 ▶ 게재위치 

http://newsstand.naver.com/?list=ct1&pcode=016
http://newsstand.naver.com/?list=ct1&pcode=016


캠페인 목적에 따른 매체선택 가능 

단기간 APP순위상승에 효과적 

유저들의 자발적인 행동유발에 효과적 

모바일광고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