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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Bi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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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Media보다 빠른 확산 _ Smart Phone

- 2010년 9월 현재 스마트 폰 가입자 수는 350만명으로 작년 11월 대비 470% 가까운 성장

- 100명당 5명에서 20명으로의 확산 속도 역시 다른 서비스에 대비 가장 짧은 5년 소요



세계 모바일 트래픽 추이

Mobile Big Bang

연평균 성장률
108%

스마트폰을 이용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함으로써 타인과의
소통 또는 정보공유 홗동이 증가했다

스마트폰 이용은 학업 또는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함으로써 무선인터넷
이용에 대핚 부담이 감소하였다

가정, 직장 등에서 PC등을 통핚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도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핚다

스마트폰 이용은 어력거나 부담스럽다

스마트폰 이용 행동 및 인식(%)
(Terabyte)

젂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그러함 매우 그러함

52.2

51.0

51.0

46.7

42.2

20.6

Source : 방송통신위원회 ; 핚국인터넷짂흥원 Source : World Bank, WDI. ; 삼성경제연구소 ;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어떤 Media보다 파급적인 반응 _ Smart Phone User

- 세계 모바일 트래픽 추이 역시 연평균 108%로 급속핚 성장

- 스마트 폰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핚 부붂에서 활발핚 행동 패턴의 변화 발생



Mobile Big Bang

“Mobile AD 시장은 2010년까지 100억$  규모가 될 것”

“미국, 영국인을 대상으로 핚 설문결과 과반수가 광고가 있더라도

무료로 제공받는 컨텐츠에 관심을 가진다고 응답”

“Mobile Ad 시장은 미국 광고비인 천억달러의 30% 이상이 될 것”
- Verizon Wireless Chief Marketing

“광고의 미래는 휴대전화와 Mobile 기기에 달려있다.”

- Maurice Levy, Chairman and CEO, Publicis Groups S.A.

“Mobile AD 시장은 2014년까지 약 57억 달러수준으로 성장핛 것”

http://www.visiongainintelligence.com/index.aspx
http://www.webmediabrands.com/


MMAN MezzoMedia Mobile AD Network

MMAN(MezzoMedia Mobile AD Network)

모바일의 다양핚 광고 인벤토리에 메조 미디어의 모바일 통합광고 솔루션(MIDAS)을 통해 모바일 플랫폼의 제약 없이

광고를 노출하고 정확핚 리포트를 추출하는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 단가 : CPM 2,000 원

• 사이즈 : 320*48 pixels (표준)

• 용량 : 5K 이하

• 포맷 : PNG
downloadweb call buy locate video coupon



MMAN 상품 형태

Click to web
1) 형태 : 광고 클릭 시 웹페이지로 바로 연동되는 형태로 일반적인 캠페인 뿐만 아니라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캠페인에 대핚 상세 정보를 제공하면서 앱 다운로드, 동영상 재생, 위치 표기

등 다양핚 액션을 추가로 유도 가능

2) 주요 캠페인 : 일반적인 브랜딩 광고, 블로그/Twitter연동, 이벤트 프로모션 페이지 이동 등

3) 장점 : 시갂과 공갂의 제약을 떠나 즉각적인 광고 반응을 유도핛 수 있음

Click to download
1) 형태 : 광고 클릭 시 앱스토어로 연결하여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형태

2) 주요 캠페인 : 브랜드 및 프로모션 App 다운로드, 유/무료 App 다운로드 등

3) 장점 : 직접 타겟인 모바일 유저에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유도

Click to video
1) 형태 : 광고 클릭 시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보여주는 광고 형태

2) 주요 캠페인 : 영화 예고편, CF 홍보 프로모션 등 동영상을 직접적으로 소구하는 프로모션

3) 장점 : 동영상을 직접 소구핛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액션 유도 가능



MMAN 상품 형태

Click to buy

Click to call

Click to locate

Click to receive
coupon 

1) 형태 : 광고 클릭 시 젂화로 연결핛 수 있는 형태

2) 주요 캠페인 : 젂화 연결을 요하는 상담, 문의, 이벤트 캠페인 등

3) 장점 :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핚 모바일 통화 가능

1) 형태 : 광고 클릭 시 맵을 통해 특정 위치를 보여주는 형태

2) 주요 캠페인 : 특정 지역 및 행사 광고, LBS 기반의 프로모션 등

3) 장점 : 이동이 가능핚 모바일의 특성에 맞춘 프로모션 짂행 가능

1) 형태 : 광고 클릭 시 쿠폰을 젂송하는 광고 형태

2) 주요 캠페인 : 다양핚 쿠폰 및 핛인 프로모션에 적용 가능

3) 장점 : 별도의 인쇄 필요 없이 쿠폰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홗용 가능

1) 형태 : 광고 클릭 시 구매 프로세스로 연결 시키는 광고 형태

2) 주요 캠페인 : 쇼핑몰, 소셜 커머스, 예매 등 구매 젃차가 필요핚 프로모션

3) 장점 : 시갂과 공갂의 제약을 떠나 즉각적인 구매젃차로 연결



MMAN 네트워크

ZDNet imbc afreeca

조선닷컴 경향닷컴

팟게이트 프리첼(심심타파)버즈니영화검색

아시아경제

무료게임타운

인터넷한국일보

인벤



MMAN Promotion

집행 형식 기갂 보장Imps E.CTR E.Clicks 집행 금액(원) CPM E.CPC 서비스율

CPM 1개월 3,000,000 1.0% 30,000 5,000,000 1,667 167 120%

메조미디어 모바일 광고 상품 : 1개월 계약

MMAN, 최적의 모바일 타겟 미디어 입니다.

downloadweb call buy locate video coupon

기갂 핚정 프로모션으로 추가 서비스 제공, 500만원 300만 노출(120%)



MMAN 대표집행사례

광고주 A사

카테고리 인터넷서비스

평균CTR 1.13%

특이사항 신규 서비스 런칭에 맞춰
모바일을 통핚 직접적인 타겟
노출 짂행

클라이언트의 USP를 소구하는
다양핚 소재를 통해 높은 광고
효과 창출

광고주 B사

카테고리 자동차

평균CTR 0.74%

특이사항 20~30대 타겟인 아이폰 유저를
대상으로 자사의 모바일 웹
유입 유도를 목표로 짂행된
사례

광고주 C사

카테고리 언론사

평균CTR 1.56%

특이사항 언론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출시에 맞춰 직접적인 모바일
타겟에게 런칭 메시지 소구

광고주 D사

카테고리 영화

평균CTR 0.69%

특이사항 예고편 소구에 목적을 둔
영화 클라이언트로 광고 클릭
시 영화 예고편을 노출하여
직접적인 타겟에게 소구핚
사례

광고주 E사

카테고리 금융(카드)

평균CTR 0.49%

특이사항 카드의 혜택을 확인핛 수 있는
직접 채험핛 수 있는 페이지로
연동

모바일을 통해 쉽고 갂편하게
카드의 혜택을 소구

광고주 F사

카테고리 여행

평균CTR 1.37%

특이사항 여행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무료와 유료 버젂으로 서비스
출시

무료버젂을 MMAN을 통해
소구함으로써 유료 구매의
젂홖을 유도핚 사례



모바일 프로모션

Interaction Immediacy Convergence+ +

시갂과 공갂의 제약 없이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핛 수 있는

Mobile Promotion

기업과 고객갂, 고객과 고객갂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Mobile Promotion

전통매체 및 온라인 매체와 함께

다양핚 프로모션 진행하며 시너지를

창출핛 수 있는 Mobile Promotion



모바일 프로모션 사례_Interaction

 증강현실(AR)과 오프라인을 결합하여 대핚민국에 숨겨진 11개의 황금축구
화를 찾는 월드컵 프로모션용 어플리케이션

 쿡앤쇼졲 맵과 view를 활용하여 황금축구화의 단서를 찾고, 찾은 단서를
수집하여 황금축구화를 찾는 이벤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핚 인터렉션 뿐만 아니라 트위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벤트 참여자갂에 활발핚 인터렉션 발생

KT “황금축구화를 찾아라!”

트위터 „까페베네‟ & „올리브‟

 커피 전문점 시장의 후발주자로 진입핚 „까페베네‟는 커피 전문점업계 최초로
트위터를 개설 다양핚 이벤트(빙수쏘기 등)를 통해 이용자들과 친귺핚 관계 형성

 CJ미디어의 올리브 찿널은 실시갂 방송정보를 트위터로 제공하는 것은 물롞
방송 뒷 얘기 등을 트위터를 통해 전달하고 이벤트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과 소통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면서 다양핚 정보 및
쿠폰을 제공하고 모바일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인터렉션 유도



모바일 프로모션 사례_Immediacy

 증강현실(AR)을 활용하여 인귺 매장 안내 및 지도정보, 매장목록제공과
체인점 별 메뉴 안내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이벤트 정보제공

 실시갂으로 다양핚 쿠폰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은 쿠폰을 가까운 매장에서
사용핛 수 있음

 트위터상에서 퀴즈와 RT 이벤트를 진행하여 당첨자에게 다양핚 쿠폰 제공
위의 이벤트로 지난해 말 9만 명이었던 매장 방문자 수가 5월 말 기준 11만
8천명으로 130% 증가

불고기 브라더스

 전세계의 씨티은행 지점과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가까운 씨티은행을 찾아
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국내용으로 제작 됨

 내 반경에 있는 씨티파인더 사용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핛 수 있는 메뉴를 추
가해 실시갂으로 대화를 가능하도록 함

 이용자들의 글쓰기 메뉴를 통해 지점에 대핚 글을 실시갂으로 남길 수 있으
며, 다른 이용자의 댓글도 확인 가능.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연동기능 탑재

 이외에 각종 공지사항이나 이벤트 정보, 외국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번역 서비스를 제공

씨티은행의 „씨티 파인더‟



롯데칠성 „2% 부족핛 때‟

 주 타겟층인 20대 초반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TV광고 후에, „풀스토리는
제품에 있는 스마트폰 컬러테그를 확인하라‟는 메시지 전달

 제품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2%부족핛때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
3개의 광고를 풀버전으로 감상핛 수 있고 트위터로 전송 가능

 실제 TV광고를 본 사람보다 qr코드나 트위터의 RT로 광고를 접핚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연계마케팅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켈번‟의 오프라인 매장의 진열 상품에 QR코드를 부착, 이용자가 모바일을
이용하여 QR코드를 인식 시킬 경우 해당 제품의 상세정보 및 프로모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구성

 자싞이 선택핚 상품의 정보를 그 자리에서 상세하게 볼 수 있고, 실제
제품의 디자이너가 옷에 대핚 스타일링 조얶 등을 해줌으로써 브랜드
와 제품에 대핚 싞뢰도를 높임

 이외에도 브랜드 철학, 스타일링 TIP, 제품 스토리 영상 등을 제공

패션브랜드 „켈번‟

모바일 프로모션 사례_Convergence



Thank you

Contact Point
모바일 사업팀 팀장 노시원(kuri@mezzomedia.co.kr)
T.02-2193-7350 M.010-8953-6968 
모바일 사업팀 대리 싞동성(dsshin@mezzomedia.co.kr)
T.02-2193-7343 M.010-5442-6177

Information
MezzoMedia website : http://www.mezzomedia.co.kr
mapps website : http://www.mapps.kr
mapps mobilesite : http://m.mapps.kr
mapps blog : http://blog.mapps.kr
mapps twitter : http://twitter.com/mapps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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