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BITRACK 모바일 앱 트랙킹 분석과 최적화 서비스 



모비트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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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트랙 설명 

모비트랙을 사용하는 이유 
 

모비트랙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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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TRACK 



모비트랙은, 

모바일 광고 기여도 분석 및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하는 

Analytics 와  Tracking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OBITRACK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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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고객에게  

최고의 보안을 제공 

모비트랙만의 차별화

된  AM/기술지원을 통

한  고객 서비스 

신속하고 가장 빠른  

클릭 응답시간 

단 하나의 대시보드를  

통한 마케팅 효율분  

보고서 및 LTV 

페이스북, 구글, iAD,  

트위터의 효율 측정

이 가능 

하나의 SDK로 1,600개의 

광고 파트너 

효율 측정 

Server to Server 

연동 가능  

 MOBITRACK 제공 서비스 



모바일 광고 페이스북 모바일 광고 앱 스토어 | 주요 앱스토어 설치 및 이벤트 측정 

MOBITRACK 작동 방식 

트랙킹 (Tracking) 방식 
단 하나의 SDK를 통한 트랙킹 솔루션  제공 
 

서드파티 트랙킹 및 픽셀 트랙킹을 통해  

모바일 앱과 웹의 설치 및 이벤트   측정 



• 지리적 위치 

• 장치, 플랫폼 & 앱 버젼들 

• 고객 평생 가치 

• 네트워크 성능 

• 캠페인 성능 

• 클릭 수 

• 설치 수 

• 세션 & 앱 내 이벤트 

• 사용자당 비용 

• 사용자당 수익 

• 앱 사용 시간 

MOBITRACK는 광고 전략을 샅샅이 추적하고 시각화하여  

광고 지출의 투자 수익률을 종합적인 관점으로 보여줍니다.  

실시간 통계자료는 제한 없이 아래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노출건수 

실시간 추적 및 분석  



Analytics 예시 1 



Analytics 예시 2 



단 하나의 대시보드를 통한 마케팅 효율 분석 보고서 및  LTV 

전환율 등의 효율분석 
매체별 클릭, 인스톨,  이벤트 데이터를 하나의 대시보드로  통합 
 
코호트 분석 

LTV를 통한 클릭/설치 기준의 코호트  분석 
 

커스툼-이벤트 분석 
이벤트를 통한 구매 분석 및 효율   분석 
 

리텐션 분석 
특정 매체를 통해 유입된 인스톨 그룹의 구매/이벤트 분석   제공 

 

실시간   로그 리포트 
실시간 수집가능 로그 리포트:  JSON/API 등 다양한 방식으로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리포트£ 리포트 



리포트£ 

사용자와 고객에게 

최고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보안 

“고객의 자료는 고객의 것 입니다” 



리포트£ 

수백개의 광고 파트너와 연동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보세요 

MOBITRACK 광고 파트너 



1,600개의 메이저 애드 네트워크 및 퍼블리셔 등과 제휴 

하나의 SDK로 모든 광고 파트너 효율 측정 



리포트£ 

모비트랙은 모바일 웹과 PC를 포함하여 

모든 주요 기기, 운영체제,  프레임 워크, 트래픽 소스를  지원합니다. 

모든 주요 운영 체제를 서포트 합니다 



리포트£ 

구성 가능한 사용자 접속  제어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접근권을 보장하세요 

구성 가능한 이벤트들 

 
           파트너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벤트 매핑을 주문 제작하세요 

구성 가능한 어트리뷰션 규칙 

 
파트너에 따라 귀하의 기여도  논

리를 제한 혹은 확장시키세요 

구성 가능한 사생활 통제 

 

서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기능을 활성/비활성화 시키세요 

마음대로 구성하세요 



2014년, 모바일 특화 마케팅 회사 

설립 

 

2015년 8월, 글로벌 트랜드에 맞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제공하기 위해 

모비트랙 런칭. 

 

MOBITRACK Offices 

서울광역시 강남구 논현동  

11-18번지 Dream Plus 

About MOBITRACK Team 



감사합니다 

Contact Mobidays For More Inquiries  

j3y_sj@mobidays.com 
©   2015 Mobidays Inc. Copyr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