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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SoLoMo Marketing Company 1. 스폰서애드 서비스 

블로그에  광고하기  쉽지  않으시죠? 
스폮서애드와 제휴하여 광고주님의 광고물을 파워블로그, 개인미디어 

대상으로 손쉽게 광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개읶미디어 젂용  

스폮서애드는 블로그, 개인홈피, 일반사이트 등의 

개인미디어 컨텐츠에 최적화된 광고를 노출시키는 

개읶미디어 젂용 CPC 광고 상품입니다. 

     

폭넓고 방대한 개인미디어 컨텐츠 노출을 통하여 

효과 높은 광고 노출과 타겟팅 광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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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SoLoMo Marketing Company 2. 주요특징 및 장점 

스폮서애드 CPC 광고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폭넓고 다양한 개인미디어 보유 실시간 매체 및 광고 관리 

2,000 여개의 티스토리, 다음 블로그, 이글루스 외 

설치형 블로그 및 개인미디어 매체를 바탕으로  

읷 최대 3,000,000 PV를 발생시켜 높은 브랚딩 

효과의 광고가 가능합니다. 

스폮서애드 매체관리 시스템은 클릭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 및 처리하며 위험처리 프로세스로 

부정광고 및 클릭을 차단하므로 정확하고 유효한 

클릭에만 과금 처리 됩니다. 

방문자 패턴 인식의 타켓팅 광고 합리적인 단가와 계획성 있는 광고 운영 

블로그 방문자의 포털사이트 유입 키워드 및 경로 

그리고 광고 클릭 패턴을 분석하는 매칭 기술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광고를 선별하여 제공하기에 

클릭률과 광고 도달률이 우수합니다.  

기존 CPC 광고서비스 대비 합리적읶 클릭 단가로 

더욱 효율적인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손쉬욲 광고 욲영 서비스로 계획성 있는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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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SoLoMo Marketing Company 

서비스 싞청 URL : inter.tistory.com 

광고 싞청 URL 및 노출 URL이 동읷하지 않으면 스폮서애드 광고는 노출부터 선 차단됩니다. 

서비스 싞청 및 광고 노출 URL 동읷시에만 광고 노출 

스폰서애드 

광고 센터  

xxx.tistory.com 

3. 부정광고 차단 시스템 

inter.tistory.com 

http://interactiv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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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SoLoMo Marketing Company 

   

과금 방식 

최소 집행 금액 

클릭 당 단가 

매체 선택 

광고 추적 기능 

읷읷 예산 설정 

광고 읷시 정지 

CPC 광고 

20 만원 

120~200 원 

가   능 

가   능 

가   능 

가   능 

클릭 당 광고비 소진 

최초 충전 후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충전 가능 

(카테고리별 단가 적용-VAT별도)   *단가표 참조 

원하는 매체에 광고 노출 가능 

클릭이 발생한 블로그 정보 제공 가능 

일일 예산 설정으로 소진 계획 수립 가능 

On / Off 기능으로 수시 조절 가능 

다중 배너 등록 가     능 배너별 랚딩URL 지정 가능 (최대 5개까지 등록) 

노출 시간 설정 가     능 2시간 단위로 노출 시간대 설정 가능 

4. 광고 관리 서비스 

스폮서애드의 편리한 광고 운영 및 관리 서비스  

http://interactiv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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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SoLoMo Marketing Company 

1  건강 160 원 

2 게임 100 원 

3 교육 120 원 

4 금융/대출 200 원 

5 다이어트 160 원 

6 도서/음악/미디어 100 원 

7 레저/스포츠 120 원 

8 모바읷/앱 100 원 

9 미용/화장품 200 원 

10 미팅/채팅 160 원 

11 박람회/젂시회 120 원 

12 부동산 200 원 

13 생활/사무/주방 150 원 

14 식품/음료 120 원 

15 여성/웨딩 120 원 

16 여행 120 원 

17 영화/공연/만화 120 원 

18 오픈마켓/쇼핑 120 원 

19 운세/복권 200 원 

20 웹하드/다운로드 200 원 

21 유아/아동/애완 120 원 

22 의료/병원 200 원 

23 읶터넷/서비스 130 원 

24 자동차 160 원 

25 취업/아르바이트 150 원 

26 카드/보험 200 원 

27 패션의류/잡화 120 원 

28 팬시/꽃배달 150 원 

29 IT/통싞 160 원 

30 기타서비스 150 원 

5. 카테고리별 고정 단가표 

카테고리별 고정 단가는 월 단위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http://interactiv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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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SoLoMo Marketing Company 6. 광고 소재 

SponsorAD Blog 

광고소재 광고 게재 위치 광고 사이즈 

이미지 배너 
사각박스형,  

가로형 

블로그 및 개인미디어 

스킨 및 컨텐츠 영역 

• 사각배너 : 250*250 / 300*250 / 336*280 

• 가로배너 : 728*90 / 468*60 / 600*90 

JPG / GIF / PNG 이미지 사용,  애니메이션 및 플래시 불가, 50kb 용량 이하 

스폮서애드 이미지 배너 

http://interactiv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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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SoLoMo Marketing Company 7. 매체 현황 

15,000개 매체 라이브, 읷 평균 3,000,000 PV 광고 노출 보장 

블로그 읷반사이트 개읶홈피 

블로그 가입매체 20,000 

   

일평균 광고매체 12,000  

일평균 PV  3,000,000 

   

일최대 광고매체 15,000 

일최대 PV  4,000,000 

Publisher  Overview 
80% 

15% 

5% 

매체별 가입 현황 

폭 넓고 방대한 개읶미디어에 효과 높은 광고 가능 

http://interactiv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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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SoLoMo Marketing Company 

담당자 상담 계정 생성 광고비 충전 

광고 등록 광고 승인 광고 시작 

동읷 사업자로 다수의 계정 생성 시  편리한 관리를 위해 통합 계정을 발급해 드립니다. 

8. 광고 진행 절차 

간편한 젃차로 30분 이내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http://interactiv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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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SoLoMo Marketing Company 

실적월 익월 

광고실적  및 소진금 발생 

스폮서애드 광고비  충젂 

익월 10읷 

세금계산서  발행 

실적 마감  및  확읶 

익월  7읷 

실적 및 소진금 확정 

9. 정산 및 세금계산서 처리 

간편한 월 단위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 

http://interactiv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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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SoLoMo Marketing Company 10. 광고주 및 대행사 회원가입 

추천서비스 ‘스폮서애드’에서 Merchant로 회원가입 

http://home.ilikeclick.com/service/recommend/sponsorad.html 

http://interactiv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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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SoLoMo Marketing Company 

   주식회사 인터랙티비 

   문 성 운 

   2001. 4. 23 

   220-86-10668 

   제20012147호 

  벤처기업(기술평가보증기업 제20080106902호)    

  이노비즈(Inno-Biz)기업(제 8012-1786호) 

   02-501-6474 (02-501-6475) 

   86 명 

  (135-100)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1번지  
  청담벤처프라자 10층, 11층 

  http://www.interactivy.com 

Interactivy Over View 

싞디케이션 관련 주요 연혁 

2001년 4월            인터랙티비 설립 

2003년 3월            제휴마케팅 오픈 (Ilikeclick.com) 

2003년 12월          제휴사 20,000개 돌파 

2004년 10월          이지서치 오픈 

2004년 12월          오버추어 싞디케이션 선정 

2004년 12월          오버추어 대행사 선정 

2006년 2월             제휴사 40,000개 돌파 

2007년 1월             포탈 싞디케이션 진행 

2008년 4월             아비트라지 진행 

2008년 5월             네이버 광고대행사 선정 

2010년 2월             블로그 광고서비스 “올블릿” 오픈 

2012년 4월             블로그 광고서비스 “스폮서애드 오픈” 

11. 회사 개요 

http://interactiv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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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SoLoMo Marketing Company 

Digital Marketing No.1 Company 

• 7년간 700개 이상의 싞디케이션 매체 진행 

• 제휴마케팅 1위 (40% 점유율) 

   (랭키닷컴 기준) 

• 국내 최대 고객 보유 

  (광고주:500여개, 광고매체:10만여개) 

• 가맹점 3만3천개 

• 총 누적 다욲로드 200만여건 

• 딩동, 비즈콜, SMS등 지역광고 

   통합패키지 제공 

• 국내최초 모바읷제휴마케팅 

• LGU+ 모바일광고 공식 미디어렙사 

• 국내 최초 모바일 광고 플랫폼  

  개발/욲영(LG U+AD) 

• LG전자 스마트TV 광고플랫폼 욲영 

• 메시지 발송대행(B2B, B2C) 

온라인마케팅 No.1 플랫폼 

모바일광고 플랫폼 
지역광고플랫폼 

12. 사업 개요 

http://interactiv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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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SoLoMo Marketing Company 13. 담당자 정보 

최재웅 대리 / 사업부문 / BD그룹 PlatformAD 팀 

서욳시 강남구 청담동 41번지 청담벤처프라자 10, 11층 

Tel  02.501.6474(226)   Fax  02.565.0288    

Mail  jaeung.c@interactivy.com 

김나영 사원 / 사업부문 / BD그룹 PlatformAD 팀 

서욳시 강남구 청담동 41번지 청담벤처프라자 10, 11층 

Tel  02.501.6474(227)   Fax  02.565.0288    

Mail  sks2dud@interactivy.com 

http://interactiv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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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We make your Business Value Up ‚Interactivy‛ 

http://interactivy.com/

