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n Reward “추천APPs” Publisher 제안서 

any re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this document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SUCOMM COMMUNICATION is prohibited ⓒ 2012 SUCOMM COMMUNICATION 



FLEXplatform이란 수커뮤니케이션에서 개발, 운영 중인 국내 유일의 리워드, 논리워드 통합 AD Network Platform입니다. 

“FLEXplatform”는 귀사의 앱서비스 활성화 및 
                                 수익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App은 만들었는데 매출이 고민이라면? 

배너광고를 붙였는데 클릭이 없다면? 

회원은 많은데(페이지뷰) 광고영업이 어렵다면? 

추가적인 매출을 고민한다면? 

 

PARTNER FOR “추천APPs” 
보유하신 App을 통해 매출 증대를 원하신다면? 
 
FLEXplatform 의 논리워드 광고 플랫폼과 연동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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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APPs”란? 

FLEXplatform을 이용해 귀사의 매체에 “추천APPs” 입점시키면,  
유저가 논리워드 광고(APP)를 다운받을 때마다 광고수익을 제공합니다. 

 Advertiser  Publisher  “추천APPs” 

 APP광고주 

 APP광고주 

 APP광고주 

 APP광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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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추천APPs”인가? 

[ 현재 모바일 티머니에서 진행하고 있는 
추천APPs 페이지 ] 

새로운 
매출 확보 

최소한의 
연동작업 

최소한의 
운영업무 

FLEXplatform은 논리워드 AD를 귀사의 플랫폼 內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Reporting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AD Network Platform입니다.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Non Reward 방식의 광고를 통해 
귀사에게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시킵니다. 

귀사가 선택한 연동형태의 서비스 페이지에서 
배너 또는 카테고리의 링크만 연결해주세요. 
그 외 모든 연동작업 및 페이지 구성작업은  ㈜수커뮤니케이션에서 진행합니
다. 

광고주 대응부터 영업, 실적확인을 위한 어드민 페이지 제작 등 
모든 운영은 ㈜수커뮤니케이션에서 담당합니다. 
귀사의 운영업무는 최소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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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PAGE 

“추천APPs” 수익확인 연동 

       추천APPs 내 Non Reward AD Product는 

 
1. 유입에 따른 참여율이 평균 5% 이상으로  
    유입대비 매출 규모가 큽니다. 
2. CPC보다 높은 광고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3. Non Reward AD 시장의 지속적 상승으로 
    많은 수의 광고주 확보가 가능합니다. 

FLEXplatform을 이용하여 
 

귀사에서 원하는 형태로  

“추천APPs” 페이지를 연동합니다. 

㈜수커뮤니케이션에서 제공하는 ADMIN에서 

 
귀사의 매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Non Reward AD는 유저 스스로 APP을 설치해 진성유저가 많고, 
잔존율이 높아 광고주에게 각광받고 있는 광고방식입니다. 

“추천APP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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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또는 트래픽이 많은 페이지 

좌하단에 추천APPs 배너를 노출시켜 

유저의 유입 유도 

 

↓ 

배너는 귀사가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트래픽이 많은 페이지 內  

추천APPs 카테고리를 신설  

유저 클릭 시, 페이지 內  

추천APPs 페이지를 띄워 서비스 제공 

 

↓ 

카테고리는 귀사가 원하는 페이지 내에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추천APPs” PARTNER TYPE 

링크 
연결형 

컨텐츠 
입점 형 

[ Publisher Page ] 

새 창으로  
페이지를 띄워  
추천APPs 노출 

[ 추천APPs 노출 ] 

추천APPs 

[ Publisher Page ] 

페이지 內 
추천APPs  
페이지 연결 

[ 추천APPs Page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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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APPs” 연동 방법 

[ Publisher ] 

OS 
체크 

Android Page 
Market 이동 
(해당 광고주 APP) 

Store 이동 
(해당 광고주 APP) 

App  
다운로드 후 

실행 

App  
다운로드 후 

실행 

다운로드 성공 값 실시간 제공 

서비스 페이지에 
추천APPs 배너 노출  

및 링크연결 

이 외 모든 운영사항은 ㈜수커뮤니케이션에서 진행 

IOS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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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Check 

“추천APPs” 지원 페이지 

OS를 체크해 환경에 맞는 추천APPs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각 서비스 환경에 따라, 광고 단가 및 개수가 다릅니다. 

Android Page IOS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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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영역 
구분 표기 방법 변경 여부 비고 

Title 영역 
기본 :  

[매체명]추천APPs 
매체사 설정  

가능 
텍스트/컬러 변경 가능 

이벤트영역 배너 
매체사 설정 

가능 

이벤트 배너 삽입에 대한 
협의 필요 

 
(기본:이벤트 배너 없이 

컨텐츠 영역이  
Title 영역 하단에 위치)  

컨텐츠 영역 광고 리스트 변경불가 진행 불가 광고 제거 가능 

푸터 영역 
기본: 

1:1 문의 / 제휴문의 
/copyright 

매체사 설정 
가능 

1:1문의 / 제휴문의  제거 가능 
 

(단 맨 하단의  copyright –  
By FLEXplatform 제거 불가) 

이벤트 영역 

컨텐츠 영역 

푸터 영역 

“추천APPs” 페이지 구성 

이벤트 배너(협의) 

[매체명] 추천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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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APPs” 실적 확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ADMIN Page를 통해 귀사의 매출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일별실적 
 

 시간별 실적 
 

 매출 현황 
 

 수익금 확인 
 

[ 어드민 페이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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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 내용 

Company Info. 

회사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Service Info. 

서비스 명 

서비스 카테고리 

DAU 

다운로드 주소 및 URL   

Connect Info. 
서비스환경 모바일 WEB, Android APP, IOS APP 

연동방법 링크연결형 / 컨텐츠입점형 (택1) 

“추천APPs” 연동 문의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전달 주시면 빠른 연동 작업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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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APPs” Process 

문의 

 문의사항 확인 
 

 매체 type 확인 
 

 매체 등록 연동 진행 

 연동 type 확인 
(링크연결형/컨텐츠입점형) 

 
 링크 전달 및 연동 작업 

 
 연동 TEST 광고 진행 

 광고 OPEN 
 

 광고 ADMIN 전달 



COPYRIGHT© 2016 BY SUcommunic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수커뮤니케이션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4-55번지  
서울숲SK V1타워 A동 1204호 

 
T 02-557-6350 
F 02.557.6358 

admarketing@susucomm.co.kr  
 

www.susucomm.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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