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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adsee 



심심할 때 
뭐해? 

잠깐 시간 날 때 
뭐해? 

난 애드씨해^^ 



         광고주가 직접 광고들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모바일 통합 광고 플랫폼  

adsee adcenter 
adsee APP 



애드씨 application(android ) 

AdSee application 

 

1. 잠금화면 광고 

- 스마트폰에서 제일 먼저 보여지는 잠금화면을 활용한 전면광고가 가능합니다. 

 

 

2. 광고리스트 

- 광고 리스트를 통해 광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스토어 

- 광고 시청을 통해 적립한 적립금을 스토어에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애드씨 adcenter 

AdSee ADCENTER 

 

1. 광고등록 

- 광고 등록 메뉴를 통해 광고주가 직접 광고를 올리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HOME 

- 충전한 애드캐쉬 잔액 및 검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공지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광고관리 

- 등록한 광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한 광고를 ON/OFF 하여 자유롭게 광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보고서 

- 보고서를 통해 집행중인 광고의 효율을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확인하여 광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5. 애드캐쉬 관리 

- 집행을 원하는 만큼 애드캐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AdSee ADCENTER ( http://adsee.alba.co.kr/ ) 

http://adsee.alba.co.kr/


Why adsee 



시장을 주도하는 20대 핵심 타겟이 모여있는 



Koreanclick PC/Mobile 순 방문자 중 1929 비중 Data, 2014년 12월  기준 

44.3% 

30.3% 

26.2% 
23.1% 21.9% 

알바천국 영화예매 매체 커뮤니티 매체 포탈 매체 동영상 매체 

adsee 회원  = 알바천국 회원 
개방적,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인식하고 소비하며 

시장을 주도하는 20대의 높은 방문 비중 



개방적,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인식하고 소비하며 
시장을 주도하는 20대 회원 비중이 64% 

알바천국 회원 Demographics Data, 2014년 12월 개인회원기준 

19세 이하, 

2.6% 

20~29세, 

63.5% 

30~39세, 

23.9% 

40세 이상, 

10.0% 



다양한 광고상품 집행이 가능한  



잠금해제 앱 다운로드 동영상 퍼즐 설문조사 

잠금해제, 앱 다운로드, 동영상, 퍼즐, 설문 등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adsee 하나의 플랫폼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WEB 

여러분의 소중한 브랜드에 딱 맞는 

가장 효율적인 광고방법을               에서 찾아드립니다 

PC 

Mobile 

Application 

Display Ad 

 Supporters 

Contents Viral 

Promotion 

 Supporters 

DM 

Business 



AD Product 



CPM/CPC 상품 

잠금해제 

EVENT 페이지
연결 

MOBILE WEB 연결 잠금화면 

스마트폰 잠금화면에 노출되는 
전면 Display AD 

광고 노출 형태 
잠금화면 전면 이미지 

 
광고 노출 방식 
잠금화면 이미지 Rolling + 링크 연결 



CPI/CPI_실행 상품 

잠금해제 

APP 실행 Play Store 연결 잠금화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에 최적화된 
APP Install 보장형 상품 

광고 노출 형태 
잠금화면 전면 이미지 & 광고 리스트  

 
광고 노출 방식 
잠금화면 이미지 Rolling + Play Store 다운로드 링크 연결 



CPA 상품 

잠금해제 

회원가입완료 광고주 사이트 연결 잠금화면 

광고주가 원하는 액션 달성 보장 상품 
(ex. 회원가입 등) 

광고 노출 형태 
잠금화면 전면 이미지 & 광고 리스트  

 
광고 노출 방식 
잠금화면 이미지 Rolling + 광고주 웹 페이지 링크 연결 



CPV 상품 

잠금해제 

시청 완료 시 
적립금 지급 

동영상 뷰 
페이지 이동 

잠금화면 

동영상 광고에 최적화된 
동영상 시청 보장형 상품 

광고 노출 형태 
잠금화면 전면 이미지 & 광고 리스트  

 
광고 노출 방식 
잠금화면 이미지 Rolling + 동영상 뷰 페이지 링크 연결 



CPP 상품 

잠금해제 

퍼즐 완료 시 
적립금 지급 

퍼즐 맞추기 
페이지 이동 

잠금화면 

퍼즐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퍼즐 완료 보장형 상품 

광고 노출 형태 
잠금화면 전면 이미지 & 광고 리스트  

 
광고 노출 방식 
잠금화면 이미지 Rolling + 퍼즐 맞추기 페이지 링크 연결 



CPS 상품 

잠금해제 

설문 완료 시 
적립금 지급 

설문조사 
페이지 이동 

잠금화면 

설문조사를 위한 보장형 상품 
광고 노출 형태 
잠금화면 전면 이미지 & 광고 리스트  

 
광고 노출 방식 
잠금화면 이미지 Rolling + 설문 페이지 링크 연결 



Contact Us 



계열사 소개 



Contact Us 

㈜ 알바천국 

모바일 기획팀 배서은 대리 

T. 02.3479.8978 

M. 010.8977.4911 

E. yeribae@mediawill.com 

H. http://adsee.alb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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