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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출시 현황
iOS App Store

Google Play

한국 아이폰, 안드로이드 시장의 어플리케이션의 개수는 약 275만 개로
일 약 100여개가 매일 출시 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출처] about.com, 한국인터넷진흥원

275만 여개의 APP 중 약 95%가 적자

당신의 APP,
수익을 내고
있나요?

APP 수익극대화를위한
새로운리워드네트워크플랫폼

개발자에게는 최대 광고 수익,
광고주에게는 최대 광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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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 광고를 통한 수익 모델

매출 및 수익률 보장

서비스 연동 형태

오퍼월 Customizing

평균 50~60개 광고 노출 및 높은 수수료 제공

안드로이드, 아이폰은 물론 태블릿 웹형 서비스도

원하는 색상, 원하는 문구로

유료 포인트 리워드 지급을 통한

연동 가능(태블릿의 경우 모바일 웹페이지는 불가)

오퍼월 Customizing 가능

유저의 추가 유료 구매 유도

리워드 광고를 통한 수익 모델

리워드 방식으로 유저와 개발자, 광고주, 상호 이익을
제공하면서 브랜드에 긍정적인 효과

개발자

광고주
Network Ad Service

안정적인 APP운영과 타사 대비 높은 매출 발생 가능

장소, 시간 제약이 없는 마케팅 프로모션 가능

유저의 유료 구매로 인한 서비스 활성화 가능

모바일에 최적화된 광고 집행

유저의 유료 구매로 인한 추가 구매 유도

앱 설치 및 실행 극대화로 마켓 상위 랭킹 진입 유도

APP 수익 극대화를 위한 광고모델 NAS
파트너 APP

귀사의 APP내에 간단한 작업으로 NAS 광고 리스트를 (평균 광고 50~60개)

NAS 오퍼월

붙일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귀사의 앱을 통한 광고에 참여하면
바로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3 NAS 탑재 후 유저가 서비스 참여시 오퍼월 진입

2 서비스 참여

USER

1 NAS 탑재

PARTNER

4 리워드 지급

Network Ad Service

5 매출 발생

유저 참여 시 유저에게 주는 리워드와 매출 동시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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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지속적인 마케팅 서비스 운영
2011년 12월 “앱팡”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NAS 오픈 후 6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선택한 “마핀＂이 제공하는 네트워크

일 최대 CPI 10~12만 건, 월 120만 건
(AOS 단일 광고 기준)

플랫폼입니다

광고주

2021년 12월 누적 기준 실적

15,000건
총광고진행건수

4억 3,000만 건
총광고CPI 건수

5,000여개 이상

대행사, 게임 개발사,
앱 개발사

모바일광고

제휴네트웍
TNK, igaworks, Neowiz,
Buzzbill, Pincrux, 북앤라이프.
아프리카TV, 카카오페이지,
SK 플래닛, 컬쳐랜드 등

CPI, CPE, CPA, CPC, CPV
애플 앱스토어 / 구글플레이 / 원스토어
모바일 게임 / 모바일 앱 / 페이스북
웹 광고 / 유튜브 / 인스타그램

Network Ad Service

광고주 레퍼런스

생활/금융

게임

포털/교육/기타

쇼핑

업계 최대의 광고 수수료 제공
NAS는 파트너사에 광고 단가의 80%를 수수료로 지급해 드리는 방식으로 동종
업계를 포함하여 모든 네트워크 수수료를 통틀어 최대 수수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NAS 20%
(예 : 단가 1,000원 캠페인 1건 집행 시 200원 수익)
최소한의 수익으로 파트너사의 수익 극대화

수수료율

파트너사80%
(예 : 단가 1,000원 캠페인 1건 집행 시 800원 수익)
파트너사 리워드 비율 자체 조정 가능
(NAS 개발사 어드민에서 수수료 조정이 가능하며 실시간 반영)
원하지 않는 광고는 어드민에서 자체 미노출 설정 가능

간편한 연동으로 모든 OS에 대응
NAS는 간단한 연동으로 안드로이드, IOS 모두 대응 가능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외로 태블릿 웹형 서비스에서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ALL OS
OS 구분 없이 모두 연동 가능
안드로이드, iOS, 태블릿 웹 형

모바일 웹 뷰 형태 (http://m. 형태의 URL)는 별도의 CPI 설치 트래킹이
가능한 툴이 필요하며 이는 NAS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ALL DAY
날짜 시간 관계 없이
언제든 연동 가능

CAMPAIGN
안드로이드 평균 광고 개수 50~60개
iOS 평균 광고 개수 40~50개

SIMPLE
별도의 계약서 없이
회원가입 통한 계약 진행

※회원가입 약관 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 동의 관련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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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매출

기대 효과

ROI 향상
-간단한 연동 빠른 탑재 가능
-몇 시간 이내의 탑재 개발 시간 보장
-이후 모든 매출은 순수익
참여 회원수

광고 개수(월)

단가

예상 매출

10,000명

50개

200원

100,000,000원

50,000명

50개

200원

500,000,000원

유저 충성도 상승
-비과금 유저의 유료 아이템 구매 유도
-유료 아이템 구매로 인한 충성도 상승

100,000명

50개

200원

1,000,000,000원

-유저의 앱 사용 유지 기간 상승

부가 수익 창출
-유저의 광고 참여에 따른 수익 발생
-충성도 상승으로 인한 과금 가능성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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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 탑재 프로세스

큰 작업 없이 Offer Wall 탑재 및 오픈이 가능하여 즉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NAS 사이트 접속 > 개발자 탭의 우측 상단에 위치한 Offer Wall 연동 가이드 다운로드

STEP 1

STEP 2

NAS 회원가입

STEP 3

오퍼월 가이드 다운

자사 승인 완료

STEP 4

오퍼월 탑재

내장형 오퍼월 탑재 가능

충전소 오픈

STEP 5

당월 매출
익월 초 정산 요청

필요시 마켓 업데이트

※ Check Point
API 연동의 경우 NAS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업무일 기준 2일 내 승인)
API 연동은 기존 API 연동이 승인된 매체에서 앱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앱 가입 시 본인인증(전화번호, 이메일)이 있는 경우에만 연동을 승인합니다

NAS 장산 프로세스

당월 매출 익월 초 입금 신청 / 45일 기준 입금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입금 신청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확인

입금

매월1~5일오후6시까지

매출월말일기준발행

매입계산서10일마감

45일기준입금(15일,30일)

(예:1월매출건2월초신청)

(예:1월매출건1월31일발행)

※ Check Point
입금 신청이 기한 내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산신청은 익월로 이월됩니다
입금 신청, 세금계산서 발행은 함께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예:1월매출건3월15일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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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호 영 본부장
M : aloe@mafinglobal.com
T : 010-8890-0573
팀메일 CC : platform@mafinglob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