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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K Factory Introduction

Mobile Service Monetization & Cross Promotion Platform 



TnKAbout TnK Factory

국내 최대 모바일 서비스 Cross Promotion & Monetization Platform
- 모바일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프로모션하고 가장 수익성 높게 만드는 모바일 광고 서비스 운영

-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티스토어, 
올레마켓, 오즈스토어 모두 대응

- 광고주가 원하는 모든 액션 대응
가능

- 회원가입, 가입 신청, 앱 다운, 
설문조사, 페이스북 좋아요

- 600여 개 서비스 프로모션
- 재 집행 비율 80%
- 국내 Top 대기업, 이통사 및 게임

사와 협력

- 국내 최다 매체 참여
→ 30여 개 사 100여 매체 참여

- 사용 경험자 4백만, 매체 누적 다
운로드 3천만

모든 앱스토어 대응 가능모든 앱스토어 대응 가능

다양한 광고상품 진행 가능다양한 광고상품 진행 가능

검증된 Promotion Platform검증된 Promotion Platform

국내 최대 매체 참여국내 최대 매체 참여



TnKTnK’ Service – 모두에게도움이되는서비스

광고주에게는 모바일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인 프로모션해주며, 개발사에게는 고객 사용 방해 없이
가장 효과적인 광고 BM을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광고주, 개발사, 사용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광고 플랫폼

고객접점제공

광고수익제공

“ 광고주 ” “ 개발사 ”

“ 사용자 ”

TnK Factory



TnKTnK’s Service 주요특징 –광고주관점

TnK와 제휴된 다양한 매체에 서비스가 동시 노출되며, 고객이 원하는 액션을 수행할 경우에만
광고비용 지급 ( 매체에서 사용 가능한 Virtual 아이템 또는 Currency 형태로 제공 )

TnK 제휴 매체
(100개)

TnK 제휴 매체
(100개)

자체 매체자체 매체

Cross 제휴 매체Cross 제휴 매체

신규서비스
출시

11

22

33

다운로드
확대 및

주요 노출 확대

다운로드
확대 및

주요 노출 확대

“ 순위 상승 ”
서비스 확산
및 활성화

서비스 확산
및 활성화

“ 자연 다운로드
증가 ”

매출 증대매출 증대

“ 사용자 증가 ”



TnK

90% 이상의 서비스 무료 사용자 대상 수익 창출과 서비스 Life Cycle 연장 가능한 광고 플랫폼
창출된 수익은 수익화 또는 CROSS Promotion을 통한 사용자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

TnK’s Service 주요특징 –매체관점

“ 모바일 서비스 ”

“ 유료고객 ” (10%) “ 무료고객 ” (90%)

충전소 내의
간단한 아이콘 탑재로

아이템 확보 가능

충전소 내의
간단한 아이콘 탑재로

아이템 확보 가능

아이템 사용에 따른
고객 몰입도 증가
아이템 사용에 따른
고객 몰입도 증가

서비스 수명 및
사용시간 증대
서비스 수명 및
사용시간 증대

수익창출
한계

유료고객으로
전환

유료 포인트가
필요해지는 시점에 이탈

�유료결제와동일한 R/S BM 

제공무료사용자수익전환

→ ARPU의 획기적인 증가

�충전소최소노출원칙에따라

노출최소화에도수익높음

→ eCPM 평균 = 25,827



TnK

자사 모바일 서비스간 Cross 프로모션 및 TnK 플랫폼을 탑재한 타 회사와 상호 무료 Cross 프로모션
진행 지원 ( 노출을 통해 확보된 수익으로 타사에 광고, 양사 CROSS 합의 시 비용 발생 全無全無全無全無 )

TnK’s Service 주요특징 – Cross Promotion플랫폼관점

B 서비스와 제휴 신청 A 서비스와 제휴 승인

A-1A-1 A-4A-4A-2A-2 A-3A-3 B-1B-1 B-4B-4B-2B-2 B-3B-3 T-1T-1 T-4T-4T-2T-2 T-3T-3

자사앱 간 Cross Promotion(무료) 제휴앱 간 Cross Promotion(교환 ) TNK 매체 Promotion(유료,선택)

TnK 플랫폼

A사의
A서비스

B사의
B서비스

AA BB

서비스 활성화 및 수익 확대



TnKTnK’s 주요프로모션상품 -요약

광고주는 모바일 서비스 광고 Target에 따라 단순 다운로드에서 부터 고객이 특정 액션을 수행한
기준으로 광고 집행 가능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광고주의 광고 어플리케이션 노출

→ 단기간 내 최소 비용, 
최대 다운로드 유치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실행

광고주의 어플리케이션을 고객

다운로드 한뒤 실행 또는 특정 액

션을 하게 함

→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관여도 강화

+

모바일웹 실행 및
아이콘 생성 확대

광고주의 모바일웹을 노출하고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생성

→  고객의재 방문 유도

모바일 서비스
실행 후 액션

모바일 서비스 실행 이후 광고주

가 원하는 Action을 수행하게 함

→ 회원, 매출증가등실 광고

성과 창출

+

설문조사

4백만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

→ 가장빠르고타겟팅된

설문조사가능

Facebook Like, 
Twitter Follow

Facebook Like 클릭 또는 Twitter 

Follow

→ 서비스 Viral 확산

+

어플리케이션

모바일웹

기 타



TnKTnK’s 주요프로모션상품

광고주가 원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고객이 다운로드하거나, 모바일 웹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생성

앱다운로드

모바일 웹실행
및 아이콘 생성



TnKTnK’s 주요프로모션상품

단순 다운로드 또는 노출이 아닌 광고주가 원하는 Action 수행 시 광고비 집행
로그인 / 회원가입 / Survey 등 실제적으로 고객의 광고 노출 및 관여도 조정 가능함으로 광고 효과
극대화 ( 동 광고는 광고주 모바일 서비스와 당사 서버 연동 필요 )

“ 노출 ” “ 다운로드 ” “ 서비스 가입 ” “ Action 확인 ”



TnKTnK’s 주요프로모션상품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또는 서비스 가입이 아닌 Viral 형태의 광고 상품 지원
동영상 시청 후 Facebook 페이지를 방문하여 Like Button을 Click함으로서 Engagement를 강화하고
Viral을 유도하거나, 원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객 Need 단기간 확보 가능

“ 노출 ”



TnKTnK’s 주요프로모션상품 –추가기능

매체의 선택에 따라 전면 광고, 푸쉬 광고 등 다양한 부가 기능 제공 가능
매체 지정 위치에 전면 광고 표시 가능 – 광고 매출 및 자사앱 광고 효과 증대
회원 가입 및 각종 이벤트 Promotion 가능 ( 애즐, Non –Reward형 )

Featured Ad Event Ad



TnKTnK’s 광고주 & 매체

28개 사 100여개 매체와 제휴 중. 국내 100대 기업 포함 600개 이상 모바일 서비스 프로모션 진행



TnK

광고주의 Mobile Service를 확산하기 위하여 광고주가 고객에게 원하는 액션 수행이 가능한 다양한
광고 상품 집행 가능

TnK’s Targeting Method

연령 OS

매체별 타겟 일정 및 시간

Market

성별

카테고리

단말

다양한 타게팅 방법



TnK

광고 집행 이후 TnK는 집행된 결과는 다양한 데이터로 제공하여, 향후 광고주가 모바일 서비스
개선에 활용 가능하도록 함. 마켓별 대응 및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 customize하여 제공 가능

TnK’s Data Analysis Report

손쉬운 계정관리손쉬운 계정관리

상태 및 광고 앱 관리상태 및 광고 앱 관리

간단한 광고

프로파일 관리

간단한 광고

프로파일 관리

실시간 광고

Status Report
실시간 광고

Status Report



TnKTnK’s Performance –매체사례

TnK Factory Solution 탑재 시, 기존 유료 매출 Cannibalization 없이 평균 20% 이상의 추가매출
즉각적 창출 가능

제휴파트너 모바일서비스운영사

모바일서비스 • 문자 알림음

주요 광고주 요청사항 • 사용자 Traffic및매출 동시 확보

노출 매체 • 41 개

Target 단말 • SKT/KT/LG 주력 스마트폰 80종

주요 성과
• 다운로드 및 DAU 1,000% 증가 (캠페인 시작 전일 대비 )

• 모바일 서비스 수익 500% 이상 증가

누적 다운로드 추이 ( 현재 누적 40만)누적 다운로드 추이 ( 현재 누적 40만)

시간
누적다운로드 누적 매출 추이누적 매출 추이

시간
매출

프로모 시작 매체 시작



TnKTnK’s Performance –광고주 사례

TnK Factory을 통한 모바일 광고 집행 시, 즉시적인 모바일 서비스 회원 및 수익 확대 예상

제휴파트너 주요통신사

모바일서비스 • 국제전화 서비스

주요 광고주 요청사항 • 애플리케이션 및 국제 전화 사용자(매출) 확보 ( 다운로드 –설치 –가입 )

노출 매체 • 36 개

Target 단말 • SKT/KT/LG 주력 스마트폰 40종

주요 성과

• 일평균 44,000건 이상 광고 노출

• 일평균 세부 광고 조회 5400건 이상, 일평균 서비스 가입자 1500건 이상 증가

• 일평균 가입자 증가 및관련 매출 증가 ( 매출 진행 전대비 100% 이상 증가 )

단말기 별 가입 현황단말기 별 가입 현황 이통사 별 가입 현황이통사 별 가입 현황



TnK

� 광고주로참여하여 현재진행중인모바일서비스를확산시킬수 있으며…

� 매체(Publisher)로 참여하여현재진행중인모바일서비스를통하여추가수익
을최대 50% 이상확대할수있고….

� 광고주및매체로모두참여하여, 기존서비스를통하여광고수익을창출하고이
를신규 출시서비스확산프로모션에사용하는 CROSS PROMOTION 형태로활용
할수있고…..

� 자체앱및제휴앱간에 CROSS PROMOTION을무료로진행할수 있으며……

� 전면광고/푸쉬광고/이벤트광고등다양한 프로모션 TOOL과고객사용
Behavior확인 TOOL까지 사용가능한………..

TnK Factory를 서비스는….

모바일 서비스에 최적화된 CROSS PROMOTION 서비스

Summary



TnK

ThanK you
Think Smart & Move Fast

Contact : htshin@tnkfactory.com

Office :  070-8837-0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