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 O R  A D V E R T I S E R  

1 



Mobitem for Advertiser 목차 

1. Mobitem 상세 소개  
 

- 제공 기능 및 특징 
- 다양한 사용 방식 
- 작동 방식 
- 리포팅 
- 연동 파트너 
 

2. Mobitem 의 효율 및 고객 사례 
 
- 효율 
- 고객 사례 
 

3. Contact Us 
 

 

2 



Mobitem은 아이템 및 포인트와 같은 앱안의 가치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유저들의 활동에 따라 인앱 아이템을 제공하여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해보세요.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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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마케팅은 단순 유저유입을 넘어서 매체 퀄리티, 유저의 앱내 활동, 잔존율 등의 지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유저의 생애가치를 높이는 퍼포먼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 중심 마케팅을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직도 단가와 물량 중심의 유저유입(UA) 마케팅만을 하고 계신가요?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6 Day 7 

 Sep 14               

 Sep 15               

 Sep 16               

 Sep 17               

 Sep 18               

   └FACEBOOK               

   └GOOGLE               

   └VIRAL               

   └AdNetwork1               

   └AdNetwork2               

   └AdNetwork3               

   └Unattrib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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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당신은 유저당 평균 4천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며 설치를 발생시켰지만  
그 중 대다수가 7일 이내에 이탈하는 것 입니다. 

 
이 이탈 유저들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선 당신은 이전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유저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높은 잔존율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앱 평균 Day 1 잔존율은 25%, Day 7 잔존율은 11%에 불과합니다.  

Day 7 잔존율 

Day 1 잔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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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CPI 비용 5% 증가로 7일차 잔존율을 무려 50%나 증가 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효율을 중시하는 당신에게 Mobitem을 추천합니다. 

최초 유입율↑ 잔존율↑ 잔존 유저당 비용↓ 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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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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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용 방식 

인앱아이템 제공, 인앱아이템 선택지, 
인앱아이템 A/B 테스팅, 인플루언서 마

케팅, 사전예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Mobite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 채널 
사용 가능 

페이스북, 구글, 그리고 
 3rd 파티 트래킹툴과 연동된 

모든 애드네트워크에  
바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인앱 아이템 
지급 및 수령 UX 

Mobitem을 이용하면 아이템 지급이 
쉬워지며 또한 유저가 직접  

쿠폰 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인앱아이템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iOS 모두 가능) 

자유로운 인앱 아이템 
지급 단계 설정 

유저가 앱을 처음 실행했을 때, 
 특정 레벨 달성 시, 특정 액션을 취할 시  

등의 다양한 상황에 아이템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연동 

간편한 S2S 연동으로 SDK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리포트 

유저가 인앱 아이템 수령시 
실시간으로 리포트에 반영되며  

사용중인 써드파티트래킹툴 
대시보드에서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소개 – 제공 기능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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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인앱 아이템을 광고 소재로 활용하여 설치 수와 잔존율을 높이세요.  
스탠다드 배너, 전면 배너 부터 페이스북 뉴스피드 광고 까지 모두 인앱 아이템 제공이 가능합니다. 

게임 앱 외에도 아이템이나 포인트 지급 시스템이 있는 비게임 앱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기본 형태 제공 

상세 소개 – 다양한 사용 방식 

띠배너 전면 배너 페이스북 뉴스피드 비게임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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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에게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을 받을 수 있게 선택권을 주는 형태이며  
이를 통해 아이템 A/B 테스팅도 가능합니다.  

아이템의 가치를 아는 유저를 대상으로*리인게이지먼트(re-engagement)캠페인을 
진행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 리인게이지먼트(re-engagement) : 일정 단계까지 활동한 유저에게 광고와 아이템 제공을 통해 그 이상의 활동을 유도하는 방식 

인앱 아이템 선택지 제공 (아이템 두 개 중 한 개 선택하여 수령 가능)  

상세 소개 – 다양한 사용 방식 

* 위 두 장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인앱 아이템 선택 예시 선택한 인앱 아이템 지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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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소개 – 다양한 사용 방식 

모비템을 통해 유저가 어떤 인앱 아이템에 더 반응하는지, 어떤 인앱 아이템 구성이 효과적인지 
확인하여 광고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프로모션 진행 전에 어떤 아이템 구성으로 

지급할지 정할 때에도 유용합니다.  

인앱 아이템 A/B 테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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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하는 인플루언서만을 위한 인앱 아이템 링크를 따로 제공하여 
입소문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용 인앱 아이템 제공  

상세 소개 – 다양한 사용 방식 

페이스북 인플루언서 유튜브 인플루언서 

트위터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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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을 한 유저에게 튜토리얼 완료시 인앱 아이템이 제공되는 링크를 보내보세요.  
유저가 직접 쿠폰번호를 입력하거나 실행 유저 정보와 

사전예약 정보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던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사전예약 보상 (안드로이드/iOS 모두 가능) 

상세 소개 – 다양한 사용 방식 

전면 배너 사전예약 페이지 출시 문자 사전예약 보상 지급 

* 사전예약 앱 및 사전예약 자체 페이지에서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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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tem이게임서버로 
인앱아이템 바우처 전달 
 

트래커가 게임서버로 
이벤트 전송 

 

게임서버가 유저에게  
인앱 아이템 제공 
 

트래킹 URL을 통해  
설치 발생 

게임서버가 Mobitem에  
필요정보 전달 
 

상세 소개 – 작동방식 

3rd party 트래킹툴 트래킹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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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프로그래밍 언어 

Server-to-Server 연동 

PHP Python Java EE Node.js 

C# ObjC Android 
Java 

Unity 3D 

연동 과정 

인앱 아이템  

정의 

인앱 아이템  

바우처 생성 

게임 서버 

 Mobitem 

S2S 연동 

3rd 파티 

트래킹 설정 
연동완료 

상세 소개 – 연동과정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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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화면 예시 

상세 소개 – 연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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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가 인앱 아이템 수령시 실시간으로 리포트에 반영되며 
사용중인 3rd 파티 트래킹툴 대시보드에서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소개 – 리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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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3rd 파티 트래킹툴을 써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문의주세요.  모비데이즈에서 앱에 맞는 트래킹툴을 추천해드립니다. 

상세 소개 – 연동파트너 

이 연동파트너 중 하나를 사용 해야 Mobitem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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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및 고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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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I 단가 
Mobitem 포함  

CPI 단가 

Mobitem  

할증율 
마케팅 예산 기준 유입 유저 수 

Retention(평균치 예상) 

Day 1 Day7 

잔존 유저 수 % 
잔존 유저당 

가격 
잔존 유저 수 % 

잔존 유저당  

가격 

일반 캠페인  ₩      3,500   -   -  

 ₩       10,000,000            2,857              714  

25% ₩14,000  

             343  

12%  ₩ 29,167  
 ₩       50,000,000           14,286           3,571            1,714  

 ₩     100,000,000           28,571           7,143            3,429  

 ₩     500,000,000         142,857          35,714           17,143  

Mobitem 사용 캠페인  ₩      3,500   ₩      3,700  5% 

 ₩       10,000,000            2,703              743  

28% ₩13,455  

             486  

18%  ₩ 20,556  
 ₩       50,000,000           13,514           3,716            2,432  

 ₩     100,000,000           27,027           7,432            4,865  

 ₩     500,000,000         135,135          37,162           24,324  

Day 1 평균 잔존율 Day 7 평균 잔존율 

25% 12% 

Mobitem을 사용한 캠페인은 사용하지 않은 캠페인보다 
Day 1 잔존율이 10%, Day 7 잔존율이 5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잔존 유저당 가격으로 환산하였을 때,  

 

Mobitem 사용 캠페인은 일반 캠페인의 70%수준으로  

잔존 유저당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세 소개 –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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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플랫폼  

사용방식  

결과 

League of Ward : Mercenaries 

iOS/Android 

사전예약 

LTV 최대 4배 증가 

  사용 사례 1 
 

상세 소개 – 사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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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플랫폼  

사용방식  

결과 

Clash of Kings 

Android 

NCPI 애드네트워크 신규유저 인앱리워드 

1일-7일 잔존율 최대 50% 증가 

LTV 3.5배 증가 

  사용 사례 2 
 

상세 소개 – 사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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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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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민경  
이메일 : monica@mobidays.com 

담당자 : 이승제 
이메일 : j3y_sj@mobidays.com  

문의 : pna@mobiday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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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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